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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광물암석의 산업화기술 개발연구 

11. 연구개발의 목적 및 중요성 

1) 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 정 개 발연구 

다결정 압전소재는 단결정 압전소재에 비하여 가공성이 좋고， 대량생산 

이 가능하며 가격이 싼 동의 이유로 널리 실용화되고 있으나， 고주파수에 

서 초음파의 깅:λ1 () 1 
E프 l 크고 재료상수들의 經時變化 등의 이유로 주파수의 

정밀도와 안정성이 필요한 응용에서는 단결정이 많이 이용된다. 

Ln - si I icates fami Iy는 치환능력이 우수하며， 흡습성이 없고， 대형 단 

결정으로 성장이 용이한 장점을 지니고 있다 Langersite는 인공수정과 

LiTa0 3의 장점을 고루 갖춘 새로운 압전소재로써 러시아와 미국이 합동으 

로 개발하려는 전략적 신소재이다. 종래의 f i I t er 혹은 resonator로 시용 

된 인공수정이나 LT는 mechan i ca I co up I i ng cons tan t 뭉 몇가지 중요한 

fac tOI-들이 문제점이었다 langersite는 인공수정과 LT의 압전특성의 중간 

치를 갖으므로 위성통신용 휠타로서 제일 적합한 물질로 평가되고 있다 . 

langersite 이외에도 본 연구에서는 성능지수가 Pb~ l o04에 비해 13배나 

되며 a - H r 03 와는 달리 흡습성이 없는 등 우수한 음향광학적 특성을 갖 

는 TeOz에 대한 육성 연구를 하였다(1차년도 기 발간부분) . 파라텔루라이트 

단결정은 음파의 주파수 흑은 강도를 변화시켜서 회절광의 방향이나 강도 

‘ ‘ “ 



등을 변화사키는 것이 가능하며 acousto -- optic pO!él!、 l 강[". \ 0 변죠시 -\U 

Q스위 치 -\0 , tunable filter , -\0모드변환기 , -\0 앙 상기 니o proj e: ι t el' ì 듬 

광산엽분야에서 매우 다양하게 웅용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새롭고 우수한 압전소재인 lan상el's 1 te와 음한광 

학소자인 TeOz 고품질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dev i ce 어1 사용이 가능한 산업용 대형 단결정으로 성장시켜 녁내에서 λl 요 
E 。

화를 위한 자료를 제공하는데 목적이 있다. 특히 고품질의 단결정윷 육성 

하기 위해 필요불가결한 직경자동제어시스템을 러시아 연구소와 공동 개발 

하였다 

2 )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평가연구 

국가나 사회가 산업화됨에 따라 고순도의 자연산 광물이나 또는 새로 

합성된 소재물질등이 산업화되기 위해서는 이들의 광학적， 전기적 ， 자기적 

성질등 물리화학적 특성 (physico -c hemical characterization) 이 정확히 규 

명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라만 분광기 ( LaSel' Raman 

Spect rometer) , \RD , SHI , THI , I R 빛 편광현미경 (Leitz Ortho - Plan) 등을 

이용하여 무기， 유기광물의 결정학적 특성과 정밀화학성분을 규명하여， 새 

로운 용도를 창출하므로써， 그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화를 촉진시켜 

수입대체 및 수출증대에 기여하고자 했다. 

무기광불로서는 사파이어와 루비， 자수정. 다이아몬드 ， 베릴， 빛 

Geikiel ite와 Paratelluri te에 대한 특성규명이(1차년도 기발간) 그러고 

유기불로서는 국내외의 높은 탄화도를 갖는 석탄류에 대한 특성 규명이 이 

루워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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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암반내의 열극분포는 암반의 공학적인 특성 및 역학적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 최근들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와 지하 공동내의 

원유. LPG 등의 。<= τ.J -z L 
IT IT '"• ' ö 탱크를 위한 대규모 동굴건설， 토목 구조물건설 

및 암석자원의 채석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 

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러면의 기하학적 매개변수 

의 발달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밀요하다. 

또한암석자원을 석재로 이용하는 경우 채석시 규격석 생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절리 ， 단충 등의 열극구조， 암맥류의 발달 ， 세맥 ， 유색광물집 

합체 ， 공동구조등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암반내의 열극체계 ( fracture system) 의 분포 빚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다 . 그러므로 암반내 절리의 발달 및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 

구과제이며， 이는 또한 암반역학 및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4 )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의 산업화연구 

국내에는 막대한 양의 탄산염광물자원이 부존되고 있다 그러나 원광 

석에 대한 품질과 용도면에서 보면 결코 풍부한 자원이라고만 할수없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실제는 각 용도별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수급에 

상당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도
 

들
 

커
〈
 

있다. 심한 -"J OL 
' 0 Tτ: 품질기준 

( spe c ification) 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여 조악한 제품을 생산하므로 

써 제품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되는 사례도 근래에는 빈발 

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산엽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원료는 오히려 모자라는 형편에 있다고 보여진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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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더구나 용도분류 및 품질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한 개발은 

자원의 낭비 와 오용을 부채질하여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분류 및 용도분류가 필연적으로 필요 

하다. 

5) 위생도기용 복합요업원료광물 특성연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생도기 (San i tary ware) 용 원료 광물은 단일 

원료가 아닌 복합 원료이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은 견운모 

(Sericite) 의 함량비가 높은 견운모계 원료광물을 사용하여 왔으며 카오 

러나이트 (Kaol ini te) 의 함량비가 높은 카오런계 원료광물은 구미지 역에서 

사용되어 오고 있다. 

국내 계림요업에서는 견운모계 원료광물을 주로 사용하며 동서 및 대럼 

요업에서는 카오런계 원료광물을 사용한다. 이러한 주원료의 선택은 가소 

성， 수축률 등의 불리적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 

수한 위생도기를 제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각 원료의 배합률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성 

형공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개 원료의 제반 특성 규명과 

개개 원료의 특성에 따른 배합률 조정기준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것이 

다 

금번 연구는 국내산 및 수입되고 있는 개개 단일원료 광물에 대한 제반 

특성을 규명 하므로서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는 각 원료의 특성이 파악되 

고 배합원료개발에 대한 자료를 제공하기 위함이며 현제 사용중인 배합원 

료에 대한 특성을 규명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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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자연산 강옥 고부가가치화 연구 

자연에서 산출되는 물질로서 가장 고가의 것은 보석이다. 보석은 자연 

에서 산출되는 자연산 단결정으로서 대부분은 어떤 형태로든 처리과정을 

거치며 이러한 처리과정은 크게 방사선조사 및 열처리과정으로 분류되며 

이는 바로 고부가가치화 과정이 된다. 

본 연구에서는 저가로 거래되고 있는 강옥류에 대한 고부가가치화를 위 

해 최적 열처리 기법 개발에 초점을 맞추었다. 현재 국내에서 년간 500만 

불 정도의 시장성을 갖고 있는 강옥을 열처리하는 기술을 개발하여 고부가 

가치화를 실현하고자한다. 강옥에 대한 열처리실험에 의해 “착색”제어법 

개발을 통한 co lor shade를 조절하는 기법을 l차년도에 완료하여 기발간 

도었다. 

7) 인공 경량골재 개발을 위한 예산 빛 포항지역 점토의 팽창 

특성연구 

건축물의 고층화， 대규모화의 경향은 이미 오래 전부터 일반화되고 있 

는데 구조물의 하증을 줄이는 것이 전체 구조물의 재료비를 크게 줄이는 

방법이 된다. 콘크리트도 경량화를 위해 기포를 콘크리트에 도입하여 고온 

고압에서 증기 양생하는 방법 (，.l. LC) 이나 원석의 발포성을 이용하여 제조한 

인공경량골재를 이용하는 방법이 실용화되고 있다. 

국내의 예산지역 및 연일층을 대상으로 각층에서 대표적인 점토시료들 

을 채취하여 광물조성과 화학성분 등 특성과 팽창 특성을 비교하였다. 그 

러나 에너지 문제， 코스트 문제 둥이 야기되어 연구를 다음기회로 미루고 

l차년도로서 소과제 연구를 중단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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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1) 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Langersite는 유전체의 일종으로서 비교적 육성 및 생신적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융점이 가장 낮고 또한 cz법에 의해 공기중에서 육성 

이 가능하다. 또한 융점까지 상전이가 없으며 LI\, LT에 비해 monodom a in화 

할 필요가 없다. Langers i te의 결정화 작용때의 가장 큰 특정은 Ga 산화물 

의 분해및 증발반응과 interface - shape inversion현상과 프리즘면이 기형 

적으로 발달하는 현상뭉이 있다 . 

양질의 단결정을 육성시킬 수 있는 고액계면의 형태는 평명한 

crystall ization front 이 며 온도구배 및 회 전수 등의 제 반조건 틀을 조절 

해야 한다. 특히 shouldering과정에서 고액계면의 현상이 바뷔게되는 현상 

은 관찰할 수 있었는데 이러한 역전현상은 전위밀도를 급격히 증가시키는 

요인이 되므로 역전현상이 가능하면 body gI'OIV i ng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 

하도록 해야 한다. 

성장된 langersite 단결정의 미세결합구조를 연구하였다. 화학적 에칭 

을 하면 성장축에 수직한 면에서 scre~ dislocation , 백금포획물， 점결함 

등을 관찰할수 있다. 

Langersite 공진기의 명균 공진 간격치는 0.8%에 해당하므로 U - cut 

인공수정에 대해 3 ~ 4배 넓고 주따수 상수값은 1380kHz이므로 .-\T-cut 인공 

수정에 비해 1. 2배 작다 Langersite를 이용하여 공진기나 휠터를 만들기 

위 해 주파수와 온도에 의 해 나타나는 특성 을 보면 zero - cut 의 경 우에 상온 

에서 최고치가 나타나는 사각형의 쌍곡선 형태를 보여주며 이때 전기기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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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합계수 (electromechamical coupl ing coustant) 의 최고치는 18%에 달한 

다 FTC점의 경사상수는 -7X 10-8.C-2이다. 따라서 langersite 휠타나 

공진기의 주파수에 대한 열적 안정도는 LT에 비해 두배나 안정하게 된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無接觸 방식의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를 세계 최초 

로 개발하는데 성공하였다. 이 장치의 주요 기능은 무게 변화를 周波數 형 

식으로 변환시켜 연속적으로 감지하는 센서 (contact I ess frequency 

ιeighing sensor) 로서 신호전달 體系가 무접촉 방식이므로 노이즈가 極小

化되 며 따라서 지속성 , 안정성 , 정밀성이 종래의 센서에 비해 10-100 배 

이상 增大된다. 종래에 사용되던 결정성장 自動化 센서는 전압변환 방식으 

로 무게변화에의한 시그날이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노이즈와 큰 차이가 없 

어서 고품질 단결정을 성장시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이 장치는 첨단 소재용 고품질 단결정 즉 반도체용 실리콘 및 Ga;\s 흑 

은 TV , HR 휠타용 소재인 LN , LT 그리고 GaN 등의 미래형 단결정을 無人

自動 成長시키는 데 사용되는데， 따라서 이번에 개발된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를 사용하면 一貴性， 再現性이 保障되어 구조적으로 우수한 품질의 첨 

단 소재를 용이하면서도 경제적으로 성장시켜 생산성을 증대 시킴으로서 

제품의 경쟁력을 높힐 수 있다. 

2)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명가연구 

라만실험 (Laser Raman Spectrometry) 조건은 514 mm의 녹색션을 여기광 

으로， 200 빼의 출력을 사용했으며， 분광기의 슬릿은 500 microns을 열고 

구동속도는 1cm- l! sec를 택했다. ~1 i cro하에서 실험이 이루어졌으며， 대물 

렌즈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경우에 따라 x 100 배 및 x 50 배율을 각각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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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연산 사파이어와 루비에서는 415cm - l 와 413 c m- l 위치에서 중간 갖4 c: 
。_L..

의 피크 (peak) 와 747cm-l 과 750cm-l 위치에서 약한 피크가 나타나며 ， 인공 

사파이어에서는 419cm-l 및 753cm-l 위치에서 미약한 피크가 있을 뿐이 

다. 이로 미루어 라만 분광분석에 의해서는 1 - 2 \\'t. % 정도의 미랑성분의 

변화는 확인키 어려우며， 성분변화에 따른 라만 피크와의 상관 관계를 보 

기 위해서는 좀더 다양한 함량을 가진 성분 및 조건에 대해 라만실험 연구 

가 수행되야 할 것으로 생각한다. 

자수정의 경우도 강옥 (corundum ， A 1203) 과 같이 자연산과 인공수정에서 

도 라만 피크의 위치가 463cm-l 과 467cm-l 로， 인공 자수정에서 약간 높은 

피크값을 보여주었다. 결과를 비교해 보면， 자연산 광물결정 일수록 더 저 

파수 (cm-l) 쪽에 피크가 위치하며， 더 작은 반폭-값을 보이는 것은 인공 결 

정일수록 그 구조가 더 disorder한데 기인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MgTi03(Geikielite) 와 TeOz( Para te 11 ur i te) 의 라만분석 결과는 493cm - l 

및 610cm-l 에서 각각 피 크값을 나타낸다. 

또한 석탄의 탄화등급에 따른 라만스펙트럼벤드의 위치 및 모양은 4 가 

지의 형태를 나타내며 진화가 진행될수록 두 band의 폭이 sharp해 진다. 

3 )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 연구 

남원 ， 장계 및 문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화강암체를 대상으로 암반노두 

와 채석장에 발달되어 있는 절리들에 대해 ， 절리계의 기하학적 매개변수의 

발달 빛 분포상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였다. 

절 리 계 측정 방법 으로는 동일 한 조건하에서 측선 법 (scanJ ine method) 을 

이용하였으며， 절리 매개변수의 측정요소는 암석자원 탐사 및 효율적인 채 

석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절리계의 매개변수중， 기하학적 요소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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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 간격， 빈도， 연장길이 등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열극 

발달을 알기위해 가능한 고르게 대상암반을 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자료 

처리를 위해 소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연속면이 많이 발달한 비교적 큰 

규모의 암반를 택하였다. 

지역별 및 암반별로 불연속속면 발달을 알기위해 열극방향에 수직으로 

측션을 설정하였다. 측선과 교차되는 모든 절리를 측정하여 방향 ， 빈도， 

간격 및 연결성 유형 등의 모델정립으로 개개 암반과 전체암체의 열극체계 

규명의 주요 해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열극측정 대상의 연장 길이는 3m 이 

상되는 것들은 택하였으며， 또한 자료의 통계처리상 한점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동일주향과 경사의 것들은 극히 미약한 변화각을 주어 처리하였 

다 . 그 외에 암질과 암상， 암맥류， 소훨층단면， 풍화와 변질정도 동의 이 

차적인 영향 등을 열극발달변에서 해석하였다. 

4 )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의 산엽화연구 

탄산염광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태백산지질도와 제천， 단양도폭이 기 

본도로 활용되었다. 일차로 전기 기본도에서 대석회암통에 해당되는 각 석 

회암층과 백운암층을 따로 선별하여 1:50 , 000 축적의 지형도에 옮겨 시료 

채취 동 야외연구에 활용하였다 . 

시료는 각 층별 ， 또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가능한 많은 구간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한 채취구간에서 사방 100여 m 범위 내에 있는 

시료를 복합으로 채취하여 적어도 이 구간 내는 동일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 동일층 내에서도 층의 분포상항에 따라 북측지역， 중간측지 

역， 남측지역등으로 나누어서 채취하였으며 층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상부구간， 중부구간， 하부구간으로 역시 나누어서 채취하였다 . 원광의 입도 

’ 
l 
l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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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ain size) 와 색상 (color) 은 야외노두에서 분류하였다-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는 기본 10성분 (CaO. Si02 , ~1201 ， Fe~01 . \ IgO. 

K20 , \azO , \lnO , Ti02 , P20S) 과 미랑성분 (Cu ， Ba. (0 , Zn , ~S. Cr) 의 함량 

정도를 파악하여 용도별로 이용한계의 척도로 하였다. 

탄산염광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상기 화학성분 못지않게 물성 

(physical proper、 ties) 도 중요하므로 Igloss(ignition loss) , pH , 

Whiteness 및 Grain size 둥과 같은 물성 시 혐 도 병 행하였으며 , 동 시 험 결 

과치를 위해 현미경하의 박면감정， \RD ，등과 같은 기기시험도 수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야외연구와 실내연구로 대분할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시료 

채취를， 그러고 후자는 성분분석과 물성시혐을 위주로 하였으며 야외연구 

시 각 용도별 품질기준을 알기 위해 관련산엽체의 탐방조사도 수행되었 

다. 

5) 위생도기용 복합요업 원료광물 특성연구 

개개 단일 위생도기용 원료 광물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위생도 

기 생산회사인 대럼요업과 동서산업에서 활용되는 원료광물을 중심으로 수 

행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개개 단일원료 광물의 광물특성 및 물성을 규명하여 각 

요엽회사에서 배합된 복합 원료의 특성을 규명코져 하였다 그러나 복합 

원료는 각회사마다 배합율을 노-하우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룰수 

가 없었으며 단지 성형화된 배합원료를 기준으로 하여 특성을 규명하였 

다. 

이
 
4 

---4 



6) 자연산 강옥 고부가가치화 연구 

자연산 강옥에 대한 열처리 실험에서는 최고온도 1800.C. 상용온도 

1700 0C 에서 사용가능한 superkanthal 을 발열체로 하는 tube형 전기로를 사 

용하였다. 용기의 setting이 열전달의 경로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확산효과 

에 밀접한 영향이 크므로 용기는 알루미나 보우트를 자체제작하여 사용하 

였다 

가열처리 실혐은 최고온도， 온도를 유지하는 시간， 하강속도， 분위기， 

분압， 중립불질 등을 조절하며 반웅물질들이 중성 내지 환원분위기를 유지 

토록 하기 위 해 질소， 헬륨 및 혼합가스 (5%Hz + Nz balance) 동 여 러 가지 

를 사용하였다. 초기결정은 스위스에서 베르누이법에 의해 성장시킨 인고 

트와 크롬화합물을 사용하였다. 

7) 인공 경량골재 개발을 위한 예산 빛 포항지역 점토의 팽창 

특성연구 

팽창실험를 위하여 사용된 시료들은 예산지역 및 연일층을 대상으로 각 

층에서 대표적인 sample들을 몇 개씩 채취하였으며， 아게이트 몰타르에서 

미세한 분말로 만든 시료를 물로 반죽한 후 지름 1 ~ 2cm 정도의 원형으로 

성 형 한 후 100.C 전후의 Dry oven에서 건조시 켰다-

본 실험은 950 ~ 1150.C 에서 행하여졌는데 50.C 간격으로 3 ~ 4개의 시 

료를 넣고서 15분 후 꺼내어 비중을 측정하였다. 가장 우수한 팽창현상을 

보인 시료는 예산점토인데 1100 .C 에서 1200 .C 사이에 급격 한 假比重의 감 

소를 나타낸다. 

H 



N. 연구결과 및 활용 

1. 연구결과 

1.Langersite 압 전 소자 단 결 정 개 발 연 구 

1 ) 자동직경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랭거사이트에 대한 육성실헐에서 

직경 30mm의 양질의 단결정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성장조건은 회전속 

I二
--'- 10 - 20 rpm 인상속도 2 - 3 mm/hr 였다. 

2 ) 저항식 발열체의 낮은 온도구배로 인한 자연대류가 거의 없어 

회전수와 after heater의 형태변화로 조절이 가능하다. 

L.l- ~ι ^ '---

3) Langersite의 결정화 작용때의 가장 큰 특정은 Ga 산화물의 분해빛 

증발반응과 interface-shape inversion현상과 프리즘면이 기형적으로 발달 

하는 현상등이 있다. 성 장된 langersite 단결정을 화학적 에칭 하면 /셔 ;:ü 
。 。

축에 수직 한 면에서 screw dislocation , 백금포획 물， 점 결 함 등을 관찰할 

수 있다 . 

4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는 무게 변화를 周波數

형식으로 변환시켜 연속적으로 감지하는 센서 (contactless frequency 

weighing sensor) 로서 신호전달 體系가 무접촉 방식이므로 노이즈가 極小

化되며 따라서 지속성， 안정성， 정밀성이 종래의 센서에 비해 10-100 배 

이상 增大된다 

5 ) 이 장치는 온도 및 압력의 영향을 받지않으므로 첨단 소채용 단결 

정 즉 Ga-\s 혹은 Ga~ 등의 미래형 단결정을 成長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一貴性， 再現性이 保障되어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개발완료된 장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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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1. Dispersion ( measured at every Sec.) 

- \‘ ithout rotation ::t 0.05 g 

2. Resolution 5x10 -5 

3. St a bi 1 i ty only depends on the string 

4. ~eighing Range 5 kg - 200 kg 

5. \\orking Condition 

Pressure 0-200 atm 

Temperature O' K - 600 ' K 

6) 참여기업인 銀星技冊 (緣)는 이미 試製品을 생산 완료했으며 당 연 

구소에서는 국제특허를 일본 동 3 개국에 出願할 예정이다. 

2.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평가연구 

1 ) 실험은 국내외의 227>> 탄소 유기불 시료를 대상으로 그L cH 
。 닙 

l르Lλ4 
~ -, , 

\- ray 분석 , 반사율 및 Raman분광 분석 이 이 루어 졌다. 

2 ) 공업 분석 결과는 수분의 함량이 0 . 08 - 10.28%로 분석되어， 고정 

탄소의 비 가 40.54 - 97.41 %, 휘 발분이 2.59 - 59.46%로 계산되 었다 

3) 고진화된 시료에 대한 X 선 회절 분석 결과 . 2 () 。값이 25 . 66 0 
-

26.60。 였고 ， 방향족의 박층간의 거리 d(002) 는 3 . 3761 Å - 3 . 6524 Å 이었 

으며 , 흑연화도 P는 0.507 - 1. 863이 었다. 

4 ) 각 탄소 유기물에 대한 탄화 정도는 최 대 반사율 (R max 2 . 867-

κ
 υ 



7.099) 과 평균 반사율 (Rmea n 0.283 - 0.757) 에 의해 흑연， 무연탄， 。j 숫} 
「 。

탄， 아역청탄 빛 갈탄군으로 구분된다 

5) 라만분광분석 실험 결과， 각 실험에 의해 결정된 석탄의 등급에 따 

른 라만 스펙트럼 band의 위치 및 모양은 4가지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진 

화가 진행될수록 두 band( :::: 1360cm l 및 :::: 1600c m 1) 의 폭이 sharp하게 된 

다. 즉， 고정탄소비의 증가， 방향족 박층간의 거리 감소 빛 반사율의 증 

가에 따라 스펙트럼 band의 폭이 감소한다. 또한 ， 낮은 등급의 탄일수록 

두 Raman band사이의 간격이 더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연 빛 인공산 광물의 미랑 성분의 첨가(l 

\.,. t % )에 따른 라만분석값은 피크의 세기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줄뿐 

피크의 위치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실험에 이용된 인공 광물들 

은 단일 조건하에서 육성된 것들로 단결정의 특성을 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미량 성분에 의한 화학적 특정 및 불리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온도 -압력 조건 및 성분으로 합성된 광물들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7 ) 합성 강옥， 유색 강옥 (corundum ， A 1203) , 자연산 자수정과 인공수 

정 , MgT i 03와 Te02 등 의 자 연 산 및 합 성 광 물 에 대 해 물 리 화 학 적 특 성 평 가 

기술개발을 위해 라만 분광분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적으로 응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 

3.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1 ) 남원 화강암체는 야외관찰 및 광불조성， 조직 등에 의하여 토날라이트 

-화강섬록암 (tonalite - granodiorite , TGd) , 반상 화강섬록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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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phyr'itic granodiorite , PGd) , 흑운모 화강 암 (biotite granite , 

BG) 과 복운모 화강암 (two mica gl'anite , T \ IG) 의 4개 암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 남원 화강암체의 가장 큰 특정은 T i 02/~'lgO 값의 높고 낮음으로서 전자 

는 0.45 - 0.6의 높은 값을 가지 나 후자는 0.3 - 0.4의 낮은 값을 가지 며 , 

이런 암석화학적 차이에 의해 전자를 HBGr (h i gh T i Oj~lgO) 과 LBGr 

( 10\\ Ti02 1 \Ig이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에는 10BG , TGd와 PGd 

후자에는 hiBG와 HIG가 해당된다. 

3)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알루미나 포화지수가 1 이 넘는 과알루미나질 

화강암이며 S i 02의 매우 좁은 범위， 백운모의 산출， 주성분원소 및 미 

랑성분 원소의 특성으로 보아 퇴적기원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 남원화강암체의 HBGr과 LBGr 그리고 함양의 육십 령 복운모 화강암체의 

열극체계 발달상은 다음과 같다. 남원의 HBGr은 \'S - \'10페와 N20 0
-

30 0E에 밀집되며 E\‘ 로도 다소 발달되고 급경사가 우세한 분포경향을 

보이며， 이런 열극벌틸로 미루어 HBGr에서는 비규격석 외에 규격석의 

산출이 기대된다. LBGr은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열극의 분포경향을 보 

이며， 그 중에서 t\S - ì\ 50 0E와 N35 0 
- 50개에 다소 밀집된다. 경사는 수 

평 -수직을 이루나， 대체로 급경사가 우세한 면이다. 이들 열극발달 체 

계로 보아 LBGr은 HBGr에서와 달리 비규격석의 암석자원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5) 함양의 육십령 모
 

복
 

화강암체는 여러 방향의 주향과 약 50。 이상의 

경사를 이루며 , 이 중에서 E\\' , ~20oW. \J 20o E와 N100 E 등의 주향이 우세 

하게 발달된다. 이로 미루어 함양의 암석자원은 규격석보다는 비규격 

n 



석의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되떠 ， 또한 이런 열극발달 체계토 인해 

대체로 심화된 배 R 암반상으로 자주 산출된다. 

6 ) 문경지역 화강암 암석자원의 선구조선의 우세한 방향은 크게 3조로 

set 1 은 E - \\ 계 열 , set 2는 \30-40 0 E 계 열 , set 3 은 \10 0 \\ 계 열 이 

다. 절리의 배향성은 \80 0 \\'.수직， \5 0 \\↑ ·수직 ， ~50 E. 80 。 \\1. \85 0 E 

.75 。 새， \5 0 E.85 。 씨 등의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 

고， 이중 남북방향의 절리들이 연장성이 양호하며， 동서방향의 절리는 

남북방향에 비해 연장성이 미약한 편이다. 연구암체의 절리빈도는 각 

각 \ IK-1 4.23 / m, MK-2 3. 29 1m, ~ IK - 3 2.40 / m, \ IK-4 2.36 , \11( - 5 

3.12 / m, \IK-6 2. 67 , ~ IK-7 1. 65 / m이다. 절리빈도는 연구암체의 

서북부에 절리의 고빈도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 각 측정지점의 평균 절리간격은 각각 \11\ -1 0.24m , \11( - 2 0.30m , 

\ IK - 3 O. 42m , ~ IK - 4 0.42m , \11( - 5 O. 32m. ~ IK - 6 0.38. \11( - 7 

0.61m로 연구지역의 북동부로 갈수록 비교적 넓은 간격값을 가진다. 

미세균열 발달은 수직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수평 

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의 미세균 

열 발틸시 우세방향성은 문경지역 화강암류 석재의 결 방향과 잘 일치 

된다. 최대 crack strain과 최소 crack strain의 비는 2.42-3.43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대체로 결을 따라 미세균열이 잘 발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체적 균열 변형율은 궁기리지역 석재가 노은리지역 

석재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로써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많은 미세균열들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8) 남원 화강암체의 HBGr과 LBGr의 평균비중은 각각 2.62와 2.63 , 함양의 

복운모 화강암체는 2.63으로서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와달리 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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균 흡수율( % )은 HBGr과 LBGr이 각각 0.31 과 0.32 , 함양암체는 0.29로 

서 전자들보다 미소하게 감소된다 이들 암체는 풍화에 의한 흡수율 

변화로 보아 경암에 해당된다. 공극율( % ) 평균값은 HBGr과 LBGr이 각 

각 0.83과 0.86 , 함양은 평균 0.75로서 흡수율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남원과 함양 암석자원은 공극율이 클수록 함수능력이 증가되는 

정의 상관관계를 뚜렷히 보인다. 

압축강도 (kg / cm 2 ) 의 평균값은 남원화강암의 HBGt，과 LBGr이 1 ， 686과 

1, 547 ,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1 ， 313으로 전자들보다 명균값이 뚜렷 

히 감소된다. 인장강도 (kg/cm2 ) 와 마모경도의 평균값은 HBGr이 95와 

27 , LBGr이 98과 29이며， 함양암체는 64와 21 로서 역시 후자에서 뚜렷 

히 감소한다. 이들 암체의 인장강도와 마모경도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이런 경향은 남원암체보다 함양암체내에 발달된 보다 여 

러방향의 열극체계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9 ) 탄성따 평균속도 (m / sec) 는 HBGr과 LBGr이 3 ， 220와 3 , 910 , 함양암체는 

2 ， 930로서 후자에서 감소된다. 이들 암석자원은 탄성파 속도는 탄성계 

수와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평균탄성계수 (kg (l OÓ) / cm 2 ) HBGr 

과 LBGr이 각각 4.24와 4.39 , 평 균 포아송비 는 각각 0.26과 0. 25 , 함 

양암체는 3.41 과 0.22로 전자들보다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들은 남원보다 함양 암석자원내에 더 발달된 여러방향의 열극산출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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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내 탄산염 광물자원의 산엽화 연구 

1 ) 대석회암통은 15여개의 탄산염암 (1 i mestone , do I 0πi te , do 10m i t i c 

I i mes tone) 과 비탄산염암 (shale ， shaly sandstone , slate. quartzite. 

calcareous shale)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캠브리언 

(Cambl' i an) 과 오-도뷔스기 (Ordovician) 시대에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중 몇몇은 아직도 정확한 시대구분이 확정되지 못한 것들도 있으 

며 일부구간에서는 층서학상 논란이 있는 곳도 있다. 

2 )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석회암층의 암상은 각앙각색이나 대 

체적으로 괴상체(뻐ssive) 와 엽면상체 (laminated) 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분 

된다. 일반적으로 막동층의 중，하부 구간， 마차리， 영흥층등은 전자의 유 

형으로， 나머지 층들은 후자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괴상체로 분류되는 층 

중에도 구간별로는 엽편상이 협재 되기도 한다. 

3) 석회암， 혹은 백운암을 구성하는 방해석 (calcite) 과 님U 즈:<.. λJ 
Î l..!...- -, 

(dolomite) 의 입 도 (crystallinity) 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성용으로 적합한 형태는 치밀 견고 (compact) 한 것이 사 

용되며 분채용으로는 결 정 질 (crystall ine) 이 이용 되는데 이컷은 파쇄가 

용이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정선층， 흉월리층， 흥점층등은 치밀질 

로， 그리고 나머지 충들은 결정질로 분류된다. 

4 ) 색상이 원광의 품위와 관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밝고 

수록 어둡고 탁한 색상에 비해 품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D~ 드즈 
i!'1 '-

J내 λ~ 01 
「 。 근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은 암회색과 회색이 류
 

주
 

l 

이루는데 이들은 대부분 CaO 함량이 35 - 48% , Si 02 4 - 15% , 'lgO 3 -15% , 

R20S 1 - 2%의 저급 석회암 내지는 백운석질 석회암 혹은 석회규산염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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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5ilicate rock) 이다. 특히 이 색상에 해당하는 층으로는 마차리， 영 

흥층의 거의 전 구간， 삼태산， 흥월리， 석병산 빚 화천리층의 일부구간 동 

이다. 

회색~담회색으로 주로 구성되는 흥점층은 양질의 석회암이며 막동， 

정선， 삼태산， 흥월리， 화천리층등에는 백색의 고품위대가 렌즈상으로 곳 

곳에서 협재되고 있는 것이 관칠된다. 그러나 본 백색대에서 채취한 시료 

는 대부분 백색도값 (whitene55) 이 90에 못 미치는 저조한 값을 나타낸다. 

5 ) 원료의 수소이온농도 (pH) 는 특히 농업용이나 환경용으로 이용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연구 대상이 된 층들은 극히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 

는 대부분 pH값이 9이상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ni tion 1055값도 평균적으로 40 - 44%에 달하나 실리카 (S i 02) 나 니질물 

( ~ 1z03 + F e203) 의 함량이 증가된 부위 에 서 는 40%에 미 달되 는 저 조한 값을 

보이는 곳도 있다. 

pH값에선 영흥， 흥월리， 마차리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막동， 정선， 고성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19nition 1055 는 정 

선층이 낮은 면이나 나머지는 모두 40%를 상회하는 명균치를 나타낸다. 

6) minor 성분들은 특히 Ba와 Zn성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각 단위 

석회암층 모두에서 동 성분은 -\5 , Cu , Cr , C。 성분에 비해 월동히 높은 함 

량도를 나타낸다. 

7) A5 , Ba , Zn , Cu , Co , Cr등 6개 minor 성 분에 대 한 분석 결 과 각 단 

위 석회암층별로 함량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6개 성분중에서 대체적으로 각 층마다 Ba과 Zn 성분의 함량이 증 

가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전체 명균치의 10- 20배에 달하는 

량도를 나타내는 구간도 관찰된다. 10여개 단위 석회암층 중 상기 

함
 

。

는
 

높
 

브
 ι 

서
 
。

c 
T 

긴
 



의 과다함량 구간은 화천리층이다. 

8) 상기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떤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만 

위 석회암층들의 구간별 용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홍점층 : 영월， 저l 천， 단양지역의 것은 제철 및 화공용으토， 나머지 구 

간은 모두 건축자재용(석골재용)으로 분류된다. 

화천리층 . 북단 일부 구간만 시멘트용으로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대부 

분 구간은 요업용(염기성 내화물)이나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정선층 ’ 두 지역으로 분리된 광체중 평창지역의 것은 시벤트， 요업， 

석골재용으로 비슷한 비율로 3등분 되나 정선지역의 것은 석골재 

와 시멘트용이 거의 70%, 나머지 요엽 및 기타가 30% 정도의 비 

율로 분류된다. 

삼태산층 ’ 대부분 구간에서 요업용(주로 염기성 내화물)으로 분류되며 

주촌지역 일대의 것은 기타와 시멘트용으로 분류된다. 또 제천 

및 단양 일우의 것도 시멘트용으로 분류된다. 

막동층 : 삼척지역에서는 시벤트용이 우세하며 태백지역은 석골재용 

이， 임계 - 정선 예미 지역은 시벤트와 화공용이， 그러고 서벽-옥 

동 지역의 것은 시벤트와 석골재용이 우세한 것으로 분류된다. 

석벙산층 . 내륙지역의 것은 시벤트용이 우세하나 동해안지역의 것은 

대부분 요업용으로 분류된다. 

고성층 : 옥동지역에서는 화공용， 단양지역의 것은 시벤트용으로 류
 
” 

된다. 

- 영흥층 : 전 구간이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분류된다. 

흥월리층 : 대부분 구간이 요엽용(염기성 내화불)으로 분류되나 제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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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포 -단양 일대의 일부구간에서는 시멘트용이 협재되어 있으며 연 

당지역에서 는 석골재용도 협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차리층 · 전 구간이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분류된다 . 

5. 위생도기용 복합원료광물 특성연구 

1 ) 국내 일부 위생도기 업체에서 활용되는 원료 광불은 고령토， 점토， 

도석， 장석， 규석 ， 석회석 및 백운석이며 고령토， 납석 ， 점토와 도석이 거 

의 70% 이상의 배합율을 가지는 주원료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납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납석이라기 보다 견운모질 도석에 가깝다 . 이 중에서 고 

령토와 점토는 국내 원료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며 수입 원료는 국내 원료 

보다 고품위 광석이며 고령토는 영국에서 점토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 

입되고있다 . 

2 ) 주원료인 고령토， 점토 ， 납석 및 도석 중에서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점도값을 나타내며 수축율은 국내 고령토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소성시켰을 때 변형량과 관련되는 열간 연화도는 수입 점토류가 가장 

낮으며 강열감랑과 내화도는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3) 연구된 대립요업과 동서산업의 위생도기용 소지 원료는 카오린계 원 

료에 속한다. 

4 ) 배합 원료의 광불 특성 ， 화학적 트르서 uJ 口서 E 셔 j즈 
--, 0 ?< 공를。-=r ~ Ö L:: 다음과 같다. 

(1) 배합 원료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카오러나이트 ， 견운모，엽납석 

및 장석이다. 

( 2) 화학적 특성은 SiOz 60.07 wt. %. AlzO~ 15.49 wt . %. Fez03 1. 35 

\\'t . %. CaO 8.80 \\ t . % 및 KzO 2. 03 wt. %로서 FeZ03의 함량이 다소 높고 CaO 

” 
깅
 



함량이 크게 높음이 특정이다. CaO는 석회석과 백운석의 배합에 의해 높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위생도기용 body 의 교결에 양호한 특성을 나타냉 것 

이다. 그러나 Fe203가 다소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은 양질의 배합 원료로 

보기는 어렵다. 

( 3) 배합 원료의 물성은 강알카리성을 띠며 2.44의 비중값을 보이고 

점도는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내며 내화도는 SK19 이다. 낮은 내화도 값은 

소성시 변형률을 높이기 때문에 내화도 상승을 위한 납석과 같은 고내회도 

를 나타내는 광물의 배합비를 높이는 것이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효과적 

일수 있다. 

(4 ) 배합 원료는 가소성이 높으며 수축은 적으나 소결성이 약한단점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활용되는 납석보 

다 고품위의 납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6. 자연산 강옥 고부가가치화 연구 

본 연구에서는 강옥에 대한 열처리 (heat treatment) 실험에 의해 ‘착 

색’ 제어법 개발을 통해 color shade를 조절하는 기법을 성공리에 완료하 

였으며 중요한 연구결과는 다음과 같다.(1차년도 기발간) 

1 ) 자연산 무색 사파이어 또는 합성 사파이어는 열처리에 의해 

recoloration하여 고부가치용 보석으로 제조할 수 있다 . 

2 ) 합성 사파이어는 압력 빛 열처리 기간 
E 
T 
] 제어해 줌으로써 

color tone 혹은 shade를 콘트롤할 수 있다 

3) 열처 리시의 균열 (crack) 은 소위 fluid inclusion (내포물)의 존재 

에 의해 발생한다. 따라서 열처리시에는 완만한 가열과 냉각이 밀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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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인공 경량골재 개발을 위한 예산 빛 포항지역 점토의 고115ü 
。 。

트츠 λ..:t o:l 二l
--, 0 L. 

국산 팽창점토의 개발을 위해 예산 포항지역 연일층에 대한 광물학적， 

화학성분 조사 잊 팽창실험을 한 결과 llOO~12000C 사이에서 대부분의 시 

료들이 우수한 팽창 특성을 보어 주었다 팽창 특성은 화학성분보다는 광 

물조성에 좌우됨.(1차년도 기발간) 

2. 活用에 대한 建議

1) Langersite는 인공수정과 LiTa03의 장점을 고루 갖춘 새로운 압전소 

재로써 러시아와 미국이 합동으로 개발하려는 전략적 신소재이다. 종래의 

f i 1 tel' 흑은 resonator로 사용된 인공수정 이 나 LT는 device로 만들때 

mechanical coupling constant 등 몇가지 중요한 factor들이 문제점이었 

다 Langersite는 인공수정과 LT의 압전특성의 중간치를 갖으므로 위성통 

신용 휠타로서 제일 적합한 물질로 명가되고 있다. 이러한 새롭고 우수한 

소재를 산업용 대형 단결정으로 성장시키는 기술을 국내에서 산업화하여야 

한다. 

2) 암반내 절리， 미세균열등 열극구조의 발달 및 분포상태는 규격석 생 

산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 암석자원의 채석분야에서 중요한 연구 

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암반내에 존재 

하는 열극들의 기하학적 매개변수의 발달 빚 분포특성을 따악하고， 암석내 

미세균열들에 대한 분포특성 및 역학적특성을 규명하므로서 암석자원에 대 

한 경제적인 채석계획을 용이하게 할 수 있다. 

τ
 μ 



열극체계 해석시 중요한 요소는 열극면의 방향성 ， 빈도. 간격 붕으로 

이들 파라미터에 대한 해석을 하므로써 무열극 암체인 고부가 암석자원 

개발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며， 또한 암반내 열극들의 우세방향성의 정 

럽으로 석재의 결을 파악 할 수 있고， 미세균열에 대한 DS-\ 분석으로 0] 

세균열의 양 및 특성， 결의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가능하다 본 연구에 

서는 지표에 대한 열극해석과 미세균열의 특성만을 연구하였으나 향후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지하 심부암체에 대한 열극자료 수집을 병행 

하여 수행하므로써 지표와 지하자료를 연계시키는 분포방법을 정립하여 

암반내 열극분포 특성의 해석 기법을 향상시키는 연구가 요망된다 

3) 수행된 연구자료를 종합해 보면 국내 탄산염암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들의 구간별 용도분류에 따라 다음과 같이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만단된다. 

。 흥점충 : 영월， 단양， 제천지역 - 제철 및 화공용 

기타구간 - 건축자재용(석골재용) 

O 고운리 및 화천리층 : 북단일부구간 시멘트용 

기타구간 석골재용 

。 부곡리층 : 석골재용 및 공예용 

。 정선층 : 평창지역 시멘트， 요업용 

정선지역 시멘트， 석골재용 

o 삼태산층 : 주촌， 제천， 단양지역 시멘트용 

기타구간 - 요업용(염기성 내화물용) 

。 막동층 산천지역 - 시머1E 요 
.. ‘ ‘ 一.、

서벽， 옥동지역 - 시멘트， 석골재용 

임계， 정선， 예미 - 시멘트， 화공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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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 석병산층 : 내륙지역 시멘트용 

O 고성층 

용
 

어
닙
 

요
 
요
〈
〕
 

-

고
。
 

역
 
화
 

지
 

-

아
」
 여
「
 

해
 
지
 

도
。
 도
(
)
 

오
「
 단양지역 - 시멘트용 

。 영흥층 : 농업용(고토질 비료 동) 

G 흥 월 리 층 · 제 천 , .!H 포 , 단 양지 역 - 시 벤 트 용 

연당지역 - 석골재용 

기타구간 요업용 

o 마차리층 ; 농엽용(고토질비료 등) 

。 선캠브리아기 탄산염암 · 경북내륙지역 - 화공용(주로 탄산칼슐용) 

강원신럼지역 - 요업 및 석골재용 

동해안지역 제철용 

。 시대미상(주로 욱천계) 탄산염암 : 

충남금산일대 화공용(주로 탄산칼슐용) 

기타구간 석골재용 

4 ) 국내에서 사용되는 위생도기용 원료광물의 제반 특성규명에 따라 제 

품질을 향상 시킬수 있는 배합원료의 개발에 대한 기초자료를 제공. 

수입원료에 대체될 수 있는 국내원료의 활용을 유도하여 수입대체효과 기 

대. 

5 ) 백색 강옥과 크롬화합물을 1650 .C 에서 산화및 환원분위기를 교체하 

며 열처리 한 결과 ， 양호한 적색의 열처리가 이루어졌다. 국내의 강옥시 

장은 년간 500만불 정도이므로 이 기술개발로 인해 고부가가치화 실현이 

능
 

가
 

낀
 



Summary 

1. Single crystal growth of Ln-Ga-Si 1 icate (Langersi te) by 

Czochralski method 

The new piezoelectic single crystal langersite have been 

grown. The quaternary compounds has a wide field of substitution 

and has the same crystal structure of low quartz (P321). They 

have higher piezoactivity and a lower level of attenuation of 

hypersound than quartz has . The compounds which melt mostly 

congruently 1370 :t 50 0C and show no transition under melting 

point. were synthesized and grown by Czochralski method under 

precisely controlled atmosphere. 

Thermal gradient and the heat convection of the designed 

superkanthal furnace was successfully controlled to grow the 

compound in the size of 1 inch - diameter by auto - diameter‘ controll 

system. 

The grown crystal is honey-brown yellow and transparent and 

shows apparently hexagonal symmetry. 

This compound have a wide field of application in electronic 

industry. especially in the satellite communication system as 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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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onator , filter etc. , because of its high piezoelectric 

properties. 

ln addition to the langer‘ site , we have newly developed a 

contactless frequency sensor system which could be used for the 

automatic crystal growth. This sensor is easily applicable to the 

growth of high quality single crystals of III-V compounds , oxides 

etc. because i t can works well under high pressure and 

temperature and vacuum condition. This weighing sensor will be 

excellent good for the growth of homogenous dopping crystals. 

This new weight sensor measures the frequency of the 

vibrating mechanical element W/Re wire which depends lineal1y on 

the change of weight. The signal and power in this system are 

transmitted without any physical contact so that this sensor has 

higher sensitivity and resolution. 

2. Study on the evaluation of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for the mineral industrialization 

Laser Raman microprobe is revealed to be a suitable technique 

for the study of characterization and evolution of the structure 

of coals and related carbonaceous materials submitted to a high 

power laser sho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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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n this study , the proximate analysis , X-ray diffraction 

analysis(XRD) , reflectance measurement and laser Raman microprobe 

(RMP) spectra of one natural graphite , three carbonaceous 

materials and eighteen raw coals of different rank are provided 

and evaluated for char‘ acterization purposes. 

The rank of coals were , by means of three methods , classified 

into 5 categories graphi te , anthraci te , bi tuminous coal , 

semi-bituminous coal and lignite. 

The Raman spectrum of natural graphite has only one band at 

around ~ 1600cm-[ ’ whereas the spectra of coals consist of two 

main bands at ~1600cm-[ and ~1360cm-[. No correlation between 

the rank of coal and the positions of two Raman lines of the 

frequency scale was found , however , one can observe that in the 

low rank coals these lines are closer to each other than in high 

rank coals and the Raman band shape become sharp with the 

increase of the degree of coal ification , i. e. two bandwidths 

decrease. 

3. Analysis of fracture development system of granitic stone 

resources (Namwon , Hamyang and Mungyong area) 

The study area covers the Jurassic and Cretaceous grani tic 

batholithes in southern and middle part of Korea , which belong to 

” ” 



Yeongnam massif and Ogcheon fold belt , respectively. 

The study mainly are systematic approaches to obtain the 

distributions and occurrences of fracture development patterns 

for granitic stone resources around Namwon and Hamyang of 

Jurassic and Mungyeong of Cretaceous , including the petrological 

and petrochemical researches. The di rection of fractures were 

measured along the cross 1 ine in the field and plotted to know 

the areal distribution pattern by use of equal area projection 

method in the room. 

Fresh block samples taken representatively have been tested 

and compared to know the physical properties such as speci fic 

gravity , absorption ration , porosity , strength and abrasive 

hardness. And p-wave velosity , Young ’ s modulus and Poisson's 

ratio of them were also tested to understand the relationship 

between fracturing patternes and physical properties. 

Namwon batholith can be devided into HBGr and LBGr , which the 

former and latter are char‘ acterized by high Ti02 /MgO and 

hornblende , low Ti0 2/MgO and hornblende-free , respectively. 

Hamyang granite of two-mica is coarse-grained , parly porphyritic , 

peraluminous and acidic and Mungyeong granite is pinkish , 

medium-coarse grained and partly spotted mialoes. 

The fracture patterns of HBGr are mainly grouped as NS-NIOoW , 

N200 -30 0 E and EW , whi le those of LBGr are mino r1 y grouped as 

” i 



NS-N50 0 E and N35 0 -50oW, which mean the former‘ may have more 

dimensional size than the latter in quarrying. Hamyang granitic 

stone resouces show the several directions of fracturing , being 

more dimensional and al terd possibi 1 i ties. The preferred 

orientation of three major lineament sets in Mungyeong area are 

E-W , N30-40E and NIOW , respectively. The magni tude of vertical 

cumulative crack strain was the highest , indicating that the 

microcracks from the study rock mass are generally developed in 

horizontal direction . The ratio of a maximum crack strain to a 

minimum crack strain has very high values ranging from 2.42 to 

3.43 , which suggests most microcracks to be intragranular cracks 

with the regular orientations. These resu 1ts indicate that the 

preferred orientations of microcracks in the granites were almost 

parallel to the rift plane of the granites. The fracture pattern 

of the study area are mai nly grouped as N80W , N5E and 

N85E , respectively. High joint friquency zone is recognized in 

the west-northern of the study rock mass , according to joint 

frequency contour diagram. 

Physical property data such as specific gravity , absorption 

ration , porosi ty , compressive strength suggest the grantic stone 

resources be 1 ong to hard rock. Absorpt i on ra t i 0 vs. poros i ty and 

tensile strength vs. abr‘ asive hardness show the proper‘ tional 

trend. P-wave velosity , Young's modulus and Poisson's ratio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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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mwon granitic stone resources show higher than those in 

Hamyang's , which could be consided as more fractured and alterd 

pattern than in latter stock. 

4. Research on the carbonate mineral resources in the view 

point of industry 

Carbonate mineral resources are widely distributed throughout 

the country except for rather restricted areas. The Great 

Limestone Series(GLS) found in Choongbug and Kangwon Provinces is 

the major source of the carbonate raw materials of our country. 

And there are some gigantic grained limestones of Precambrian 

age scattered in the inland of Kyungbug , Kangwon and Kyunggi 

Prov. , and carbonate rocks of unknown ages are also interbedded 

in the Ogchon geosyncl inal zone of Choongnam-bug Provinces. The 

Great Limestone Series is composed of about 10 formations of 

carbonate rocks and several non-carbonate formations . 

Typical 171 samples caught in nearly all carbonate formations 

of the GLS are classi fied into four kinds of carbonate rocks 

according to chemical analyses. 

1) Poongchon and Hongjeom fm. pure limestones 

2) Magdong , Jeongseon , Samtaisan , Seogbeongsan and Koseong fm. 

dolomitic lime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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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Heungweolri , Yeongheung and Machari fm. dolomites 

4) Kowoonri , Hwacheonri and Bugogri fm. mainly calc-si licate 

rocks. 

P.H(hydrogen-ion concentration) and 19nition loss values show 

rather high characteristics in the Youngheung , Heungweolri and 

Machari fm. , and repr‘ esent rather low ones in the Magdong , 

Jeongseon and Koseong fm. 19ni tion loss values show the normal 

ranges of 40 to 44% in the most of fm. , but those of Jeongseon 

and Seogbeongsan fm. have rather lower values than that of the 

average. Among the minor elements(As , Ba , Cr , Cu , Co , Zn) , As and 

Ba contents are fairly higher than the other 4 elements , and 

those of Samtaisn fm. represent 10 times as high as the average 

val ues. Many carbonate format ions except for those of the GLS , 

white gigantic grained limestones of Precambrian age and 

restricted layers of the Ogchon geosynclinal zone show over50% 

of silica , about 15% of Alz03+Fez03 , and 20-30% CaO , and they 

belong to the ranges of calc-slicate and calcareous shales. 

The classification of carbonate rocks and their main usages in 

the view point of major and minor chemical compositions and 

physico-chemial properties (whiteness values , colour , texture , 

grain size , pH , ignition loss , X-ray diffarction , and scaning 

electron microscope study , etc) are as follows. 

X 

μ
 



。 Hongjeom fm 

Youngweol , Jechon , Danyang areas Steel , Chemistry 

The other areas Aggregates , Soil engineering 

。 Kowoonri ， Hwachonri fm 

Part of northern areas Cement 

The others Aggregates 

o Bugogri fm Aggregates , Sculpture 

。 Jeonseon fm 

Pyeongchang area Cement , Ceramics , Aggregates 

Jeongseon area Cement , Ce ramics 

。 Samtaisan fm 

Jechon , Danyang areas Cement 

The others Ceramics 

。 Magdong fm 

Samcheog area Cement 

Taibaek area Aggregates 

Imgye , Jeongseon , Yemie areas Cement , Chemistry 

Seobyog , Ogdong areas Cement , Aggregates 

。 Seogbyongsan fm Cement , Ceramics 

。 Koseong fm Cement , Ceramics , Aggreculture 

。 Youngheung fm Agriculture 

。 Heungwolri fm Ceramics , Aggreg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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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achari fm Aggregates 

。 Poongchon fm Steel , Chemistry 

5. Study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mpound raw minerals 

used for sanitary wares 

Compound raw minerals such as sericite , kaolin , pyrophyllite , 

clay , pottery stone , quartzi te , 1 imestone and dolomi te have been 

used for sanitary wares in Korea. Oriental countries have 

utilized sericite rich compound materials , on the other side , 

Europe and United States have utilized kaolin rich compound 

materials for sanitary wares . 

Kyelim ceramic company uses sericite rich compound materials 

and Daelim and Dongseo ceramic companies do kaolin rich compound 

materials. The difference of the major raw mineral heavily 

control plasticity , shrinkage , and elasticity. The mixing ratio 

of each raw mineral , the most important factor , inflects the 

forming process and qual i ty of sani tary wares . The mixing ratio 

should be carefully prepared by the characteristics of each raw 

mineral s . 

This study is to examine closely compound raw materials used 

in Daelim and Dongseo ceramic companies through the 

mineralogical , physical and chemical proper、 t i es. 

” 
이
 



The products of Daelim , Kyelim and Dongseo ceramic companies 

occupy more than 75 % of domestic sani tary wares market. The 

domestic demand of sanitary wares is gradually decreased for last 

several years. However , the export amounts have been increased 

continuously from 1992 to present. The export of sani tary wares 

would be increased i f the new articles and the efficient and 

economic utility of raw minerals are developed successfull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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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르프 
L-

광물암석의 산엽화 기술연구는 인조 또는 천연광물을 가장 유용하게 

효율적으로 산업에 활용할 수 있는 방안을 모색하는 연구로서 수많은 광물 

증 가장 연구효과가 크고 필요성이 높은 분야를 소과제로 선정하여 연구를 

시작하였다. 

처음 시작할 때는 4개의 소과제 CDLangersi 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자연산 강옥의 고부가가치화연구，(3)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불리 • 화학적 

특성평가연구，@인공경량골재 개발을 위한 예산 및 포항지역 점토의 팽창 

특성연구를 시작하였는데 1차년도 연구종료후 이중 경량골재 관련연구는 

경제성이 문제가 되어 중단하였으며 자연산 강옥의 고부가가치화연구는 착 

색기술을 개발한후 종료되었다. 2차년도는 이들 중단되거나 종료된 소과제 

대산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와 국내탄산염 광물자원의 산업화연구 

를 새로 시작하여 석재자원 분야와 석회석자원 분야의 산업화를 꾀하였 

다. 3차년도에는 2차년도에 완료된 소과제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불러 · 

화학적 특성평가연구” 대신에 위생도기용 복합요업 원료광물 특성연구를 

실시하여 위생도기용 접토광물의 산업화를 꾀하였다. 결과적으로 인조광물 

로는 Langersite 압전소자와 Te02 , 천연광물자원으로는 석재자원， 석회석 

자원， 점토자원 및 자연산 강옥에 대한 산업화를 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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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절 연구의 필요성 및 의의 

1) Ln-Ga-silicate (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단 결 정 은 입 경 계 (grain boundary) 가 존 재 하지 않 기 때 문 에 시 료 전 

체가 microlevel 까지 균질한 물질로 정의된다. 단결정은 이방성 

(anisotropic property) 에 기인된 광학적， 자기적， 기계적 또는 열적 트프/셔 -, 。

을 가지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재료로서 개발되어 왔다 (ex. silicon과 인공 

수정 동) .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의 단결정 육성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낙 

후된 첨단 기술이므로 21 세기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초적， 필수적 기술 

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이므로 국내 학계 빛 

산업체에서 독자적，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분야이다. 

단결정의 용도는 전자부품에서 웅용되는 silicon 단결정을 비롯하여 

광학용에서 고출력 레이저의 중요 부품이며 특히 레이저 기술은 첨단소재 

가공， 광통신， 광콤퓨터， 정밀측정， 홀로그래피， 전략무기 등 응용분야가 

매우 많다. 또한 현재 산업적으로 쓰이는 압전단결정으로는 TV , 팩시밀 

리， 손목시계 동의 필터 및 진동자로 사용되는 인공수정과 최근 들어 인공 

수정에 비해 성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는 LiTa03 , A1P04 , LizB407(LBO) 뭉 

의 소자들이 있다. 그러나 Al P04는 성장 시에 쌍정이 자주 발생하고 대량 

생산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LBO 단결정은 자체 흡습성 때문에 SAW 

device에 사용이 곤란하다. 이 에 새로운 압전소자 단결 정 인 Langersite는 

다른 단결정과 비교하여 우수한 특성을 지닐 뿐만 아니라 레이저용 단결정 

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유망한 단결정이라 할 수 있다. 

2)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 명가기술연구 

사회가 산엽화·고도화됨에 따라 광불 연구에 있어서도 광물의 부가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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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높일 수 있는 연구가 필요하다. 이에 따라 ， 자연산 광물이나 새로이 합 

성된 소재 물질에 대한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확히 규명할 수 있는 다양한 

분석 방법이 개발되어야 한다. 이러한 분석 방법은 다양한 온도 및 압력조 

건등에서 합성된 단결정동의 새로운 광물을 표준 시료와 정확히 비교검증 

등을 함으로써 물성연구를 수행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럼으로써 여러 

Silicate광물에 대한 구조해석연구를 통해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기초 자 

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3)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암반내의 열극분포는 암반의 공학적인 특성 및 역학적 거동에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최근들어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와 지하 공동내의 

원유 ， LPG 동의 유류저장 탱크를 위한 대규모 동굴건설 ， 토목 구조둘건설 

및 암석자원의 채석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 

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리면의 기하학적 매개변수 

의 발달 빛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또한암석자원을 석재로 이용하는 경우 채석시 규격석 생산에 영향을 미 

치는 요소는 절리， 단층 등의 열극구조， 암맥류의 발달， 세맥 ， 유색광물집 

합체， 공동구조동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증 가장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가 

암반내의 열극체계 (fracture system) 의 분포 및 그 특성을 파악하는 것 

이다. 그러므로 암반내 절리의 발달 및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 

구과제이며， 이는 또한 암반역학 및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도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4)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의 산업화연구 

국내에는 막대한 양의 탄산염광물자원이 부존되고 있다. 그러나 원광 

기
 



석에 대한 품질과 용도면에서 보면 결코 풍부한 자원이라고만 할수없는게 

우리의 실정이다. 실제는 각 용도별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수급에 상당 

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것들도 있다. 심한 경우는 품질기준 (specifi

cation) 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여 조악한 제품을 생산하므로써 제품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되는 사례도 근래에는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산업계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 

의 품질을 갖춘 원료는 오히려 모자라는 형면에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용도분류 및 품질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원에 대한 개발은 

자원의 낭비와 오용을 부채질하여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 

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엽계에서 이용될 수 있는 국내 탄 

산염광물자원에 대한 체계적인 품질분류 및 용도분류가 필연적으로 필요하 

다. 

5) 위생도기용 복합요업원료광물 특성연구 

국내에서 사용되고 있는 위생도기 (Sanitary ware) 용 원료 광물은 단일 

원료가 아닌 복합 원료이며 견운모 (Sericite) 의 함량비가 높은 견운모계 

원료광물과 카오리나이트 (Kaolinite) 의 함량비가 높은 카오런계 원료광물 

이 사용되고 있다. 

이들 원료광불은 각각 가소성， 수축률 동의 물리적 특성이 상이하기 때 

문에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도기를 제조하기 위해서는 각 원료 

의 배합율이 매우 중요한 요인이 된다. 

따라서 개개 원료의 제반 특성 규명과 개개 원료의 특성에 따른 배합률 

조정기준은 반드시 규명되어야 할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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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채발의 내용 및 범위 

1) 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새롭고 우수한 압전소재인 langersite와 음향광학소자인 Te02 고품질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한 최적 조건을 규명함으로써， device에 사용이 가능 

한 산엽용 대형 단결정 성장을 국내에서 실용화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하고 

또한 無接觸 방식의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를 세계 최초로 개발하고자 하 

였다. 이 장치의 주요 기능은 무게 변화를 周波數 형식으로 변환시켜 연속 

적 으로 감지 하는 센서 (contactless frequency weighing sensor) 로서 신호 

전달 體系가 무접촉 방식이므로 노이즈가 極小化되며 따라서 지속성， 안정 

성， 정밀성이 종래의 센서에 비해 10-100 배 이상 增大될수있다. 종래에 

사용되던 결정성장 自動化 센서는 전압변환 방식으로 무게변화에의한 시그 

날이 접촉에 의해 발생되는 노이즈와 큰 차이가 없어서 고품질 단결정을 

성장시키는데 문제점으로 지적되어왔다. 

2)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평가연구 

신 소재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고 산업계와 공동으로 산엽화를 추진하 

여 수입 대체 및 수출 증대에 효과를 촉진시키기 위해， 개발된 합성 광물 

(Sapphire , Amethyst , Oiamond , Emerald , Geikiel i te 및 Paratellurite) 을 

대상으로 X-ray , E.P.M.A. , Raman 분광기동을 이용하여 자연산 광불과 비 

교함으로써 광불학적 ·결정화학적 특성을 규명코자 하였다. 

이 를 위 하여 라만 분광기 (Raman Spectrometry) XRO , SEM , TEM , IR 및 연 

광현미경 등을 이용하여 무기， 유기광물에 대한 광물·결정학적 특성을 규 

명하고 그의 표준data를 축적하여 광물의 부가가치를 높이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η
 



3)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남원，장계 및 문경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화강암체를 대상으로 암반노두 

와 채석장에 발달되어 있는 절리들에 대해， 절리계의 기하학적 매개변수의 

발달 및 분포상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였다. 

절리계 측정방법으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측선법 ( scanline method) 을 

이용하였으며， 절리 매개변수의 측정요소는 암석자원 탐사 및 효율적인 채 

석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절리계의 매개변수중， 기하학적 요소인 

방향성， 간격， 빈도， 연장길이 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열극 

발달을 알기위해 가능한 고르게 대상암반을 택하였으며， 보다 정확한 자료 

처리를 위해 소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연속면이 많이 발달한 비교적 큰 

규모의 암반를 택하였다. 

지역별 및 암반별로 불연속속면 발달을 알기위해 열극방향에 수직으로 

측선을 설정하였다. 측선과 교차되는 모든 절리를 측정하여 방향 ， 빈도， 

간격 및 연결성 유형 등의 모델정럽으로 개개 암반과 전체암체의 열극체계 

규명의 주요 해석자료로 이용하였다. 열극측정 대상의 연장 길이는. 3m 이 

상되는 것들은 택하였으며 ， 또한 자료의 통계처리상 한점에 모이는 것을 

막기 위해 통일주향과 경사의 것들은 국히 미약한 변화각을 주어 처리하였 

다. 그 외에 암질과 암상 ， 암맥류， 소활층단면， 풍화와 변질정도 등의 이 

차적인 영향 동을 열극발달면에서 해석하였다. 

4 )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의 산업화연구 

탄산염광물에 대한 연구를 위해서 태백산지질도와 제천， 단양도폭이 기 

본도로 활용되었다. 일차로 전기 기본도에서 대석회암통에 해당되는 각 석 

회암층과 백운암층을 따로 선멸하여 1:50 , 000 축적의 지형도에 옮겨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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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 등 야외연구에 활용하였다. 

시료는 각 층별， 또 지역멸로 대표성을 갖도록 가능한 많은 구간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한 채취구간에서 사방 100여 m 범위 내에 있는 

시료를 복합으로 채취하여 적어도 이 구간 내는 동일한 품위를 유지하도록 

하였다. 또 통일층 내에서도 층의 분포상황에 따라 북측지역， 중간측지 

역， 남측지역동으로 나누어서 채취하였으며 층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상부구간， 중부구간， 하부구간으로 역시 나누어서 채취하였다.원광의 01 c 
닙...J-

(grain size) 와 색상 (co1or)은 야외노두에서 분류하였다.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는 기본 10성분 (CaO ， Si02 , A1203 , Fe203 , MgO , 

K20 , Na20 , MnO , Ti02 , P205) 과 미량성분 (Cu ， Ba , CO , Zn , As , Cr) 의 함량 

정도를 파악하여 용도별로 이용한계의 척도로 하였다. 

탄산염광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상기 화학성분 못지않게 물성 

(physica1 properties)도 중요하므로 Ig1oss (i gnition 10ss) , pH , 

Whiteness 및 Grain size 몽과 같은 물성시험도 병행하였으며， 동 시험결 

과치를 위해 현미경하의 박연감정， XRD，통과 같은 기기시험도 수행하였다. 

5) 위생도기용 복합요업 원료광물 특성연구 

개개 단일 위생도기용 원료 광불에 대한 연구는 국내의 대표적 위생도 

기 생산회사인 대럼요업과 동서산업에서 활용되는 원료광물을 중심으로 수 

행 되었다. 

본 연구를 위해 개개 단일원료 광물의 광물특성 및 불성을 규명하여 각 

요업회사에서 배합된 복합 원료의 특성을 규명코져 하였다. 그러나 복합 

원료는 각회사마다 배합율을 노-하우로 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다룰수 

가 없었으며 단지 성형화된 배합원료를 기준으로 하여 특성을 규명하였다. 

π
 



제 2장 Ln-Ga-silicate (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제 1 절 서 언 

최근 전자 및 정보 통신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정밀 기기 들이 개발되 

고 있다. 이들 기기에 응용되는 비금속 무기재료들은 고정밀도， 고기능성 

동의 특성을 갖는 전자부품 재료로서의 개발이 요구되고 있어 선진국에서 

는 기기 개발은 물론 부품 개발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이러한 부품에는 

여러 가지 종류가 있으나 특히 첨단 과학 장비에 이용되는 물질은 고성능 

의 물리적 특성이 요구되므로 고품질 단결정이 요구된다 (Table 2-1). 모든 

물질은 물리 • 화학적 특성을 규명해야 그 용도와 척용 범위， 적용 대상 동 

을 규정할 수 있는데， 이것은 반드시 균일한 대형의 단결정으로 육성되어 

야만 제반 특성을 측정할 수 있다. 동시에 단결정 자체가 직접 제품이므로 

고성능의 각종 제품 (특히 전자 제품)을 개발하기 위해 단결정 육성 기술 

개발이 선결 과제이다. 

단결정은 입경계 (grain boundary) 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시료 전 

체가 microlevel 까지 균질한 물질로 정의된다. 단결정은 이방성 

(anisotropic property) 에 기인된 광학적， 자기적， 기계적 또는 열적 E!: >-J 
'=î’ ö 

을 가지는 고부가가치의 기능재료로서 개발되어 왔다 (ex. silicon과 인공 

수정 동). 기술적 측면에서 국내의 단결정 육성 기술은 선진국에 비해 낙 

후된 첨단 기술이므로 21세기에 선진국 진입을 위한 기초적， 필수적 기술 

이다. 특히， 선진국에서 기술 이전을 기피하는 기술이므로 국내 학계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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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체에서 독자적， 필연적으로 개발해야 하는 분야이다. 

Table 2-1. Classification of single crystals according to usage. 

Uses Single Crvstals 
Crj + : Ah03, Nd : Y AG, GSGG, LMA, YLF, 

alexandite, Ti Al203 , CaF2 

LiNb03, BNN, KLN, LiI03, PbTi03, KNb03 

SBN, La2Ti207 LiTa03, KTN, Bh2Ge020, 

Optical Device PbMo04, Te02, 

CaC03, YV04, quartz, rnica, LiF, CsI, NaCl, 

ADP, CaMo04, ZnO TGS, CdS, HgCdTe 

B니T섭012， Bi4T성012， ZnSe, KDP-Se, 

SrTi03 : Fe/Mo‘ Gd2(Mo04h‘ 5Pb03Ge02 

Piezo-electirc 
R-salt, ADP quartz, LiNb03, LiTa03, BÌI2Ge020, 

Devices 
LiGa02, B껴(Ge04)3 ， Li2Ge03, PbKNb5015, CdS, 

Bi20Si020. ZnO 
Pyro-electric 

TGS, SBN, LINb03, LiTaOs, PbTi03 
Devices 

Dielectric Devices 
rruca, CaSi03, TGS, (Na-V)Nb03’ BμT잉012， 

Gd2(Mo04h KN03. Bh2S020 
Magnetic Devices Mn-Zn ferrite YIG 

Semiconductor 

Devices 
Si, GaAs, InP, GaP, AlGaAs, CdTe, ZnSe 

High Hardness Alz03. SiC‘ diamond. c-BN 

Jewellery 
Ti02, SrTi03, Al203, MgOAh03, Be3AdSi03)6, 

diamond. cubic zirconia. amethyst 

Substrate, 
rnica, Al203 Tl: NaI, Tl : CaI, BGO 

Co2+:A12O3, Cr3+:Al2O3, Fe3+:MgWO3, Fe3+:TiO2 
Scintillator etc. 

Gd3Gas012‘ diam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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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제 • 산업적 측면에서는 산학연이 긴밀한 협력 체제를 구축하여 기술 

개발 완료 시기를 앞당길 수 있게 됨으로써 수입 대체효과 및 수출 중대 

효과가 기대 되며 재료 공학， 화학공학， 전자 공학 동 관련 산업 발전과 

함께 결정 소재 산업의 새로운 산업 분야 창출을 위해 단결정 육성 기술개 

발이 필수적이다. 사회 • 문화적 측면에서 천자， 광학 둥의 산업체에서는 

고순도의 wafering이 용이한 새로운 소형외 제품에 대한 수요에 대처하기 

위해 기존의 소재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고성능 소자를 요구하고 있 

다. 특히 이러한 신소재 산업은 중소기업화가 용이한 비공해 산업이다. 

전세계에 걸친 전자부품 수요에 대한 성장률이 10~20%로 高성장되고 

있으므로， 대부분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현재외 국내 상황을 감안할 때， 

이에 대한 수입 대체는 물론 수출 증대의 방면으로 단결정 육성이 필요하 

다. 다양한 화합물의 합성을 통한 단결정 육성은 현재까지 연구된 물질 이 

외에도 무수히 많은 종류가 있을 것으로 사료되므로， 기존의 단결정에 대 

한 조사는 물론 새로운 단결정 대상 물질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육성법 및 

대상 물질 선정을 위해 많은 선진국들이 연구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단결정의 용도는 천자부품에서 웅용되는 silicon 단결정을 비롯하여 

광학용에서 고출력 레이저의 중요 부품이며 특히 레이저 기술은 첨단소재 

가공， 광통신， 광콤퓨터， 정밀측정， 홀로그래피， 전략무기 둥 웅용분야가 

매우 많다. 또한 현재 산업적으로 쓰이는 압천단결정으로는 TV , 팩시밀 

리， 손목시계 둥의 필터 및 진동자로 사용되는 인공수정과 최근 들어 인공 

수정 에 비 해 성 능이 우수하다고 판단되 는 Li Ta03 , Al P04 , Li 2B407( LBO) 동 

의 소자들이 있다. 그러나 Al P04는 성장 시에 쌍정이 자주 발생하고 대량 

생산에 많은 애로점이 있으며， LBO 단결정은 자체 홉습성 때문에 SAW 

device에 사용이 곤란하다. 이에 새로운 압전소자 단결정 인 Langersite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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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단결정과 비교하여 뒤에 설명하는 바와 같이 우수한 특성을 지닐 뿐 

만 아니라 레이저용 단결정으로도 이용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유망한 단결 

정이라 할 수 있다. 

당 연구팀은 Langersite family 단결정을 용융 인상법 (Czochralski 볍) 

으로 시도하였으며 L: 50mm (Ø 30 mm) 정도를 성장시켰다. 특히 본 연구에 

서는 참여기업인 은성기연(주)과 공동으로 frequence weighing sensor 

system를 세계에서 최초로 개발 완료하였으며 이 시스템은 무접촉 방식으 

로써 앞으로 결정성장법의 자동화에 많이 웅용될 것이며 또한 국제 특허률 

출원한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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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Langer、site의 물리 학적 및 분광학적 특성 

2- 1. Langersite의 구조척 특성 

소위 langersite는 Ln-Ga-silicates로 정의되는데， 이러한 구조를 갖 

는 것으로는 gallate , 즉 TR La , Pr 와 Nd를 갖는 TR3GaSM4 ‘ 014 (M: Si , 

Ge , Ti , Sn , Zr과 H f ), TR3GaS. sMS‘ 0.S014 (M : Nb , Ta와 Sb) (Mill et a l., 

1982) 및 germanate , 즉 AZ‘ 3B3‘ ZGe4014 (A Ca , Sr , Ba와 Pb , B Ga , Al 과 

Fe ), NazAZ‘ Ge6014 (A Ca와 Sr) , Sr3MZ+GesOI4 (M Mg , Co , Ni 와 Zn) (Mill 

e t a 1., 1983) 둥이 있다 (Kaminskii et a l., 1984).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변종들 중， Ca3GaZGe40 14를 합성하여 육성하였다. 

Ca3GÐZGe4014 성분은 삼성분계 CaO-GaZ03-GeOZ를 연구하는 도중에 발견되 었 

으며 , DTA 자료에 의하면， Ca3GaZGe4014는 1370.C 에서 조화용융된다. 삼방 

정계 단위포의 파라메터들은 a = 8.076(3) , c = 4.974 (1 )A(Z = 1 for 

dcalc = 4.57g/cm3) 이 다 Belokoneva와 Belov (1 981)는 결 정 의 구조가 

acentri c 점군 32인 높은 대칭 공간군 P321 에 속한다고 설명하였다. 

Ca3G aZGe4014의 구조는 c축에 수직한 두 개의 사변체 충과 이들 두 사변 

체 충 사이의 배위수 8인 비를린 Thomson 입방체 (symmetry 2인 3e 위치하 

며 , 입 방체 내에는 Ca3+ 이온이 점유)와 팔면체 (symmetry 32 인 la 위치 ) 

로 구성된다. 사면체 충들은 1) three fold axis (2d 위치 )를 이루는 사면 

체와 2 ) t r i p 1 e ax i 5 법칙에 따르는 필변체를 둘러쌓는 (two fold axis , 

3f 위치) 사면체로 구성된다 (Fig.2-1). 원자간의 거리를 분석하면 Ge4 ‘ 

이온들은 la와 2d 위치 (양이온-산소간 거리는 1. 73~!. 76A) 에 존재하나， 

Ga3 +는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3f위치에는 Ga3‘와 Ge4 +가 2 1 비로 점유 

된다. Ca3GaZGe4014구조에서， 3회축 주위의 2d위치에 있는 Ge와 3f 위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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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한 위치이며， 2d 위치의 사변체들은 서로 반대방향으로 위치하고 있 

다. 3f위치의 사면체는 1a위치의 팔면체와 연결되어 망상구조를 이룬다. 

망상구조 내의 커다란 틈 (gap)들은 Ca 양이온에 의해 점유되는데， 이는 

2.33 - 2.58Á 거리만큼 떨어진 곳에 위치하는 6개의 인접원자들과 2.83 

A 떨어진 두 개의 산소원자들이 결합되어 왜곡된 Thomson 입방체인 Ca-다 

면체를 만든다 (Fig. 2-1). 원자를의 화표와 원자간 거 리들은 Table 2-2와 

2-3에 수록하였다. 

a 

Figure 2-1 Fragments of the Ca3GaZGe4014 type trigonal crystal 

structure. Cation positions la , 2d , 3e and 3f are shown 

in bracke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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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Ca3GazGe4014. Coordinates of Basal Atoms. 

Atoms Species X/a v/b x/c Bi 
Ga1 Ge 0 0 0 0.41(3) 
Ga2 Ge 0.333 0.667 0.5327(7) 0.46(3) 
Gél3 66%Ga+33%Ge 0.3332(2) 0.4296(2) 0.0325(5) 0.47(2) 
Gél4 Ge 0.667 0.333 0.0643(5) 0.37(3) 
Ca 0.7532(2) 0.6667(4) 0.5362(6) 0.61(3) 
01 0 0 0.353(3) 1.0(2) 
02 0.181 (1) 0.204(1) 0.848(2) 1.0(1) 
0 3 0.645( 1) 0.127(1) 0.226(2) 0.9(1) 

04 0.549(1) 0.743(1) 0.305(2) 0.9 (1) 

05 0.471 (1) 0.588 (1) 0.772(2) 0.8(1) 

06 0.667 0.333 0.720(3) 0.8(2) 

Table 2-3. Ca3GazGe4014. Interatomic Distances , Á. 

Ga1 tetrahedron Ga2 octahedron Gél3 tetrahedron Gél4 tetr려ledron 

Ga1-01 1.76(2) Ga2-04 1.90(1) Gas-02 1.85( 1) Gél4-03 1.90(1) 

02(3) 1.74(1) 0 5(3) 1.94(1) 03 1.86(1) 04 1.71 (1) 

Mean 1.745 Mean 1.92 04 1.82(1) Mean 1.76 

05 1.77(1) 

Mean 1.825 
01-02(3) 2.96(2) 04-05(3) 2.56(1) 0 2-04(3) 2.99(1) 0 s-04(3) 2.97(2) 
02-0'2(3) 2.71 (2) 0' 5(3) 3.02(1) 0'3(3) 2.83(1) 0 ’3(3) 2.74(2) 

Mean 2.835 0 ’4(3) 2.64(1) 0'5(3) 2.83(1) Mean 2.855 
0 5-0 ’5(3) 2.64(1) 0 3-0 ’4(3) 2.83(1) 

Mean 2.72 0'5(3) 2.98(1) 

04-0 ’5(3) 3.28(1) 

Mean 2.96 
Ca polvhedron 

Ca-04 2.33(1) Ca-03 2.43(1) Ca-02 2.82(1) 

05 2.35 (1) 01 2.많5(6) 03 2.83(1) 

02 2.45(1) 06 2.587(6) Mean Ca-O 2.55 
0-0 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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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결정학적， 광학적 및 물러척 성질 

Belokoneva 둥(1 980 )은 소광이 없고 압천효과의 존재로 미루어 

Fedorov groups 인 P3ml 및 P312에 속함을 암시하였으나 작은 단위포내외 

무거운 원자들을 조절할 수 없었다. 그래서 subgroup P3에 해당하는 것으 

로 보았다 X-ray법에 의한 Ca3Ga2Ge4014의 결정구조를 밝히는데 있어 어려 

움은 확실한 대탑을 주는 새로운 방법을 발견해야 하는 문제에 직변하였 

다. Vlokh 둥 (1 984 )은 이 문제를 푸는 한가지 방법으로 선형 전기광학 효 

과(1 inear electrooptical effect)를 연구하였다. 이 효과는 점군 3과 

320에서 텐서에 대한 형태의 차이에 근거를 두고 있다. 전기장의 영향하에 

서 conoscopic 간섭때턴들과 상응하게 복굴절이 변화하는 특성들은 

third-rank polar tensor‘의 형태를 결정한다. 그것은 점군 3과 32를 갖는 

결정들에서 상당한 차이가 있다 (Sonin and Vasilevskaya. 1971). 그래서 

점군 3을 갖는 결정에 있어서 선형 천기광학효과는 어떤 

principal-physical direction들의 전기장 영향하에서 일어날 것이고， 두 

개의 전기장 방향 ( Ex와 Ey) 에 대해 효과들은 동일할 것이다. 그러나 결정 

이 점군 32를 갖는다면 전기장이 광축을 따라 작용할 때 효과는 일어나지 

않는 반면， 다른 두개의 방향들에 대해 효과들이 차이가 날 것이다 

(V 1 okh and Zhe 1 udev. 1960). Ca3Ga2Ge4014에 대한 선형 전기광학효과는 

Senarmont ’ s 보정 (compensation) 방법에 의해서 연구되어 점군 32를 갖는 

다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이때의 천기광학 계수 rll과 r41은 À. = 632.8nm 

에 대해 rll = 1. 41 • 10-12 V • m-1. r41 = 0.12 • 10-12 V • m- 1이 었다 (Vlokh et 

a 1.. 1984). Baturina 동 (1 987 )은 Ca-gallogermanate의 구조를 갖는 5개 

의 압천 결 정 , 즉 Ca3Ga2Ge4014. Sr3Ga2Ge4014. La3GasSi014. La3GaS.sNbo.SOI4 

- 83 -



and La3Ga5.5Tao.5014의 광학적 성 질에 대한 복합적 인 연구를 하였다. 즉 이 

들 결정들의 흡수와 linear dichroism 스펙트럼들을 연구하고， 굴절률， 복 

굴절과 광학 활성도을 측정하였다 . 모든 결정들이 근자외선에서 약한 흡수 

밴드틀을 나타내고， 뚜렷한 1 i near、 dichroism을 나타낸다. OH 결합들 

(Katz , 1962) 에 기인하는 약 3 때 (약 3300 cm -1 )의 영역에서 흡수를 가픔 

나타내는 수정 (공간군 023) 과 대비하여 시험 압전기들은 약 7때까지 투과 

한다 (Table 2-4). Table 2-5는 이들 결정들의 굴절률을 나타냈는더l 

명균 굴절률이다 . 

n 은 

Table 2-4. Optical Transparency of Crystals with Structure 

Trigonal 

Ca-Gallogermanate at 300K (layer thickness 1mm) 

Cry떨 

CaJGa2GE!4014 

Sr3Ga2Ge4014 

LaJGasGe014 

L없Gas.sNbO.5014 

LaJGas.5Tao.5014 

Optical transparency, 때 

-6.5 

-6.8 

-7.5 

-6.7 

-6.7 

Table 2-5. Calculation of Molecular Refractions for Trigonal Crystals 

wi th the Ca Gallogermanate Structure for À =0. 589pm. 

Crystal n n잉φ ncov nion ncalc 

Ca:3Ga2GE!4014 1.8123 72.92 175.4 69.3 74.08 

Sr3Ga2GE!4014 1.8076 77.56 208.4 73.8 78.40 

L깐3GasSi014 1.9089 82.81 191.5 77.8 82.80 

LaJGasGe014 1.9327 85.30 193.5 78.9 86.06 

La3Gas 와fuO.s014 1.9711 88.44 198.7 79.6 88.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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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turina 둥 (1 987 )은 Ca-gallogermanate 구조를 갖는 모든 삼방정계 

결정의 압천성이 0.3-0.4 때 영역에서 1 i near‘ dichroism을 갖는다는 것을 

제시하였다. 가장 큰 굴절률은 La3GaS. 5Nbo. 50 14 결정틀에서 (À = 0.589때에 

서 no = 1. 9559와 ne = 1. 9683) 그리고 가장 척은 굴절률은 Sr3Ga2Ge4014 결 

정 에서 (À = 0.589때에서 no = 1. 8336과 ne = 1.8500) 나타나며 , 모든 연 

구된 결 정 들은 광학적 으로 활성 이 다. 가장 큰 specific rotation은 

La3Ga5. 5Nbo. 5014 (À = O. 3때에서 p = 154. 49deg/mm) 이고 가장 작은 회전은 

La3Ga5Si014 (À = 0.3때에서 p = 18.81deg /mm) 이다. 

최근 들어 새로운 삼방정계 결정 인 Ca3Ga2Ge4014와 동구조적 인 유사성을 

가지는 결정들에 대한 합성 및 물리척 특성연구에 관심이 고조되고 있다. 

Nosenko와 Mytsyk (1 987) 는 기계적 웅력하에서의 복굴절률의 변화를 측정 

하여 Ca3Ga2Ge4014결정들의 압전계수를 측정하였다(Table 2-6). 

Table 2-6. Control Stresses (J \m and Piezooptical coefficients 

π 。km of Ca3GaZGe4014 Crystal. 

Direction of Light, k 1 2 3 

Directíon of pressure, m 2 3 3 1 1 2 

Control stress a okrn. kg/cm2 97 97 93 89 220 210 

Píezooptícal coefficients π 싸， 1Q-12m2이 6.5 6.5 6.8 7.0 2.9 3.0 

Note. lndices 1 , 2 , 3 correspond to directions X, Y, 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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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CaO-Ga203-Ge02 계 상관계 

CaO-Ga203-Ge02 계 (Fig . 2-2)는 Mi 11 둥 (1 981 )에 의해 연구되었다. 이 

계에는 Ca3Ga2Ge4014 외에 가네트 구조인 Ca3Ga2Ge3012와 helenite 구조인 

Ca3Ga2Ge07의 두 가지 성분이 존재한다. 문헌 (Dzhandebaev e t a 1 ., 1983 ) 

에 의하면 anorthite 구조인 CaGaZGeZ08은 합성되었지만 X-ray 데이터 

( Mil1 et a l., 1981 , Dzhandebaev et a l., 1983)를 비교하여 보면 

anorthite 상 대신에， Mi 11 둥 (1 981 )에 의하면 Ca3GaZGe4014와 Ga4Ge08의 

혼합물을 얻었고 (Dzhandebaev et a l., 1983 ), CaGa2Gez08는 존재하지 않 

는 것으로 나타났다. Ca3GaZGe4014에 대한 homogeneity 영 역은 GeOz가 더 많 

이 포함된 Ca3Ga2Ge4+ .. 014 ‘ 2 .. (m띠ax ~ 1) 인 조성이 포함된다고 Mill 둥 

(1 981 )이 제시하였다. homogenei ty 영역이 가능한 특성에 대해서는 Mill 

둥 (1 981 )에서 논하여 졌지만 이 상황은 아마도 좀더 복잡할 수 있으며 명 

확하지 않은 채 남아있다. 구조척 관점으로 보면 기본 양이온 층이 

vacancy를 형성하거나 형성하지 않거나 사변체 층의 공동 (cavity)들에 들 

어간다고 가정할 수 있을 뿐이다. 이러한 경우에 높은 원자가 양이온의 함 

량 (특히 Ge4+ )이 감소해야 한다. 그러나 이 추측은 cavi ty들의 충진도가 

수 %를 초과하지 않는 것을 제시한다 (Mill et a l., 1981). 

Ca3GaZGe4014 성분들은 1370.C 에서 각각 조화용융하고 실온까지 상전이 

가 없다. 3CaC03 + GaZ03 + 4GeOz 혼합물로부터 합성은 거의 1 hr 동안 

1250 - 1300.C 에서 천체적으로 일어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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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O 

Ge02 Ga_Ge_O_ Ga .Ge。2--2-7 --4---8 

Mo l. % 

Ga_O 2-3 

Figure 2-2 Phase diagram of CaO-Ga203-Ge02 system 

2-4. Langersite의 Raman 스팩트렴 륙생 

Ln3> 이옹과 천이금속을 도핑한 무질서한 결정틀은 리간드의 구조척 륙 

성 때문에 레이저 매체로 유망하며， 리간드는 이와 같은 물질에 대해 독륙 

한 분광학적 성질을 설명하는 crystal field(CF) 의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Kaminskii et a l., 1983). 삼성분계 조성에 대한 일련의 isostructure를 

갖는 계의 Raman 스펙트럼의 특정을 조사 분석한 결과， 삼성분계 조성은 

삼방정계인 Ca3Ga2Ge4014 상 (Kaminskii et al , 1983; Kaminskii et al , 

- 87 -



1984; Kaminskii et al , 1986) 의 구조형태를 가지고 있음이 밝혀졌다. 무 

수한 혼합 규산염， germanate 및 gallate는 이런 정촉에 속한다 (Kaminskii 

et al , 1986). 삼방정계에 속하는 Ca3Ga2Ge4014 계는 물리적 성질의 독특한 

조합을 갖는 물질이다. 즉， Ln3+와 Cr3‘ 이온을 도펑 시에는 발광 및 레이 

저 특성과 광학， 비선형， l?r 서 
~ u ’ 절연， 압전 동의 성질을 갖는다 

(Kaminskii et al , 1986). 

구조에 대해서는 앞절에서 설명한 바와 같고 이 결정의 단위포는 한 

분자로 구성되어 있는데 (Z = 1) 원자틀은 23개가 있다. 그러므로 광학 진 

동 (3개의 음향 모드를 포함한) 즉 IR과 Raman 진동의 총수는 66개이다. 삼 

방정계 D3 점군에 따르변 A와 E-타입의 진동은 k ::::: 0에서 Raman 스펙트럼 

이 나타낸다 (Poulet et a l. 1970). Ca3Ga2Ge4014 결정구조에 있어 모두 8 

각으로 회전한다는 사실에 비추어 (Kaminskii et al , 1984 , Kaminskii et 

al , 1986) reducible representation의 character는 다음과 같이 결 정 된 

다. 

X (G) = UG (1 +2cos e G) (1) 

여기서 UG는 대칭조작 동안 그들의 위치에 남아 있거나 또는 인첩 포 

의 equivalent point로 이동된 격자포내의 원자수이다. 그러므로 b 축 주 

위에 (3C2 ) 회천에 대한 UG 값은 3과 같고 (Fig.2-1a) 계산에 의한 E-대칭 

조작에 대한 UG 값은 23 , 즉 격자 내에 원자들의 총수와 같다 A-와 E-모 

드의 수는 다음 식에 의해 결정된다. 

η(이=융￥ X (G) X (찌(G). (2) 

여 기 서 X (a)(G)는 irreducible representation의 character(Poulet 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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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1970) 이고 g는 대칭조작의 수이고 대칭조작의 수는 D3 점군에 대해 6 

과 같다 (Poulet et a l. 1970). 계산에 의한 Ca3Ga2Ge4014 계의 결정에 대한 

irreducible representation은 다음으로 주어진다. 

10A1 + 13Az + 23E 

A 1은 totally-symmetry 모드이고 E는 이중충첩모드이다. 69개의 진동 

의 총수로부터 음향 진동은 UG = 1 에서 식 (1)과 (2) 에 기 인하는 lAz와 lE 

이다. 나머지 66개의 광학 진동에서 (1 2A2 +22 E)는 IR-활성이고 (1 0A1 + 

22 E) phonon들은 Raman-활성이다. IR과 Raman 스펙트럼에 동시에 활성인 

E-모드는 관찰되는 성분의 결정구조상에서 반전 중심 (inversion centre) 이 

없는 것과 관계된다. 

Ca3Ga2Ge4014 , Sr3GaZGe4014 , La3GasSi014 , La3GaSGe014와 La3GaS. sNbo. S014의 

단결정틀의 격자의 구조적 무질서는 다른 비율로 heterovalent 양이온이 

삼방정계 P321 과 유사한 결정학적 위치로 통계학적으로 삽입되는 것으로 

설명된다(Kaminskii et al , 1983 , Kaminskii et al , 1984 , Kaminskii et 

al , 1986). 

Sarkisov 둥 (1989)은 488nm argon laser ILA-120-I(Pout = 900mW)를 

사용한 grating DFS-24 분광분석기(분해능 1 cm -1) 에서 90도-산란방식으로 

Raman 스펙트렴을 측정하였고 그 결과는 Fig. 3와 Table 7과 같다. 시료는 

명행육면체 (7 x 9 x 11 mm3 ) 절단하고 연마하였고 이와 같은 방식은 두개 

의 모서 리 가 a축 ( [11 2 이-방향， Lz 축]과 c촉 ([0001]-방향 L3 광축)과 

일치하고 3번째 모서리는 a축에 수직인 b축을 따라 있고 (0001) 면내에 있 

다. 

Ca-gallogermanate 구조의 결정족에 대해 측정된 면광 Raman 스펙트럼 

은 Fig 2-3a에서 d에 있다. 모든 관찰된 phonon들의 따수는 Table 2-7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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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기하였다. phonon들의 대칭은 D3 삼방정계 점군에 대한 선택률에 기인하 

는 각각의 결정의 펀광 Raman 스펙트라를 비교함으로써 결정되었고 

Raman-활성 모드에 대한 행렬식들은 다음과 같다. 

,a 
nu 
nu 

c 
nu 
nU 

o 
c 
d 

--이
씨
이
 

o 
c 
d 

c 
nu 
nu 

미
씨
미
이
시
ω
 

o 
a o 

a 
nU 

nU 

AI E. X E, y 

결정학적 위치로부터 원자들이 변위한 격자 내에서의 역학적인 륙징은 

특히 Raman 선들의 broadening으로 진동 분광분석기에서 나타나고 이들 

Raman 선들은 이 런 disturbance를 일으키는 배위다면체의 진동 주파수에 

속한다. 사실상 Fig.2-3a와 d에서 보는바와 같이 Raman스펙트럽에서 가장 

폭넓은 밴드는 La3Ga5S i 0 1 4와 La3Ga5. 5Nb o. 50 1 4에서 관찰되는데 그 이유는 비 

슷한 위치에 heterovalent 양이온의 비율이 1 1 즉， 최대 무질서한 경우 

이기 때문이다 [Kaminskii et al ,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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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Polarized Haman spectra of a)Lél3GasSi014, b)Sr3Ga2GCl014, C)Ca3GazGCl014, and d)La3GassNbo5014 
crystals at 300 K (Arrows show the frequency of la-octahedron vibrations. Slit wiòth of the 
spectrometer is indicated for top and bottom spectra.) Geometry of Raman spcctrum recording 
is shown by symbols: ‘ first letter indicates direction of excitation, second polarization dircction 
of excitation emission, third direction of scattered light polarization, and fourth scattcred liμht 
direction. c-axis is paraIIel to the op디cal axis(axis L3), a- and b- axis con-espond to axis L2 
and perpendicular to c-axis(Serkisov, 1989). 



Table 2-7. Frequency and symmetry of optical phonons in crystals 
wi th Ca3GaZGe4014-type structure. 

Lél3GasSi014 Cél3GazGß!014 Sr3Ga2Gß!014 Lél3Gas 값이)0.5014 
ν symmetr v symmetr V symmetr v symmetr 
(cm-1) V <cm-1) v <Cm-1) V <Cm-1) V 

48 99 A1 66 E 95 E 

60 141 E 80 E 117 E 

88 E 220 E 94 A1 126 E 
102 E 236 E 116 A1 172 E 

113 A1 249 E 134 E 188 E 
119 E 268 E 166 E 203 E 

130 E 325 E 183 A1 234 E 
150 E 356 E 214 E 255 E 

192 A1 377 E 258 E 262 E 
217 E 435 E 311 E 276 E 

243 E 500 E 360 E 312 E 

263 E 547 E 400 E 352 E 
267 E 587 E 517 E 376 E 
280 E 607 E 590 E 438 E 
328 E 670 E 658 E 460 E 
360 E 685 E 685 E 504 E 
435 E 734 E 735 E 585 E 
438 E 803 E 810 E 665 E 
470 E 835 E 840 E 697 E 
520 E 853 E 850 E 762 E 
573 E 820 E 
625 E 

665 E 

706 E 

750 E 

865 E 

930 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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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질서도가 그룹의 결정학적 이 쿄느 λ견걷ζ 
~ 'L- 0 'L-직선적인 관잘된 2-4에서 F i g. 

최대값 확인한다. 。예 하￥ 。
。 ö.즐r 폭에 밴드 선틀의 일치하는 스펙트럼에서 Raman 

La3Ga 5. 5Nbo. 5014 결 정 이 대 표 적 이 갖는 비를 =111 의 Ga / Nb M1/Mz L1 11 oct는 

대단 방법으로 분광분석 진동 진단이 무질서의 결정구조의 결과는 이 다. 

있다. 

4 

보여주고 ~ 。
ι시듣를 있다는 ^ T 설명할 

50 

효과적으로 히 

l": 

40 

30 

20 

( 

}l 

영
)
 
S 

10 

1.0 0.5 
0 
0.0 

M l' M 2 

line-width of octahedral vibration 
(M 1/Mz) of heterovalent cations 

la-octahedral positions in the 

- 93 -

Figure 2-4 Dependence of Raman 
frequency on ratio 
statistically filling 
crystal lattices : 

1. La3Ga5Si014 (M1=Ga3‘ . Mz=Si 4‘) ; 
2 Ca3Ga2Ge4Ol4 ( Ml=Ga3+ , M2=Ge4‘ ) ; 

3. Sr3Ga2Ge4Ol4(Ml=Ga3+ ’ Mz=Ge4‘ ) ; 

4. La3Ga5.5Nbo. 5014 (M1 =Ga3+ ’ Mz=Nb5‘ ). 
(M1/Mz)values are taken from (3) 



두개의 직교하는 b(cc)a와 b(ab)a 즈
 
「 Fig.2-3d에서 주

 
여
 

보
 

La3Ga5. 5Nbo. 50 1 4의 Raman 스펙트럼을 비교하여 보자. Raman 스펙트렴 이 c-축 

과 관련된 다른 기하학적으로 기록되었다면 이 결정에서 무질서한 팔면체 

그룹만이 관련된 진동 (Kaminskii et al , 1986) 인 585cm-1(Fig. 3d에서 화 

살표로 가리킴)의 폭 넓은 밴드에서만 그 broadening( Ll l/ octl 의 값이 심하 

게 변화하는 것을 보여준다 . Raman 산란의 여기와 관찰이 c축에 수직인 방 

향으로 (Fig.2 - 3d ， b(ab) a 기하) 측 결정 층에 펑행한 (Fig.2-1b) 방향으로 

수행될 때 될면체 모드의 최소 Ll l/ oct 값과 최소 intensity의 경우와 일 

치하고 반대로 Raman 산란의 여기와 관찰이 c촉에 명행인 방향으로( Fig. 

2-3d , b(cc)a 기하 ) 수행될 때 팔면체 진동의 최대 broadening과 최대 

intensity가 나타난다. Raman 스펙트럼의 선 강도 분석에서 그러나 스펙트 

럽 성분들이 급격한 변화를 일으키고 격자의 다른 결정학적 그룹의 진동과 

일치하는 선들은 급격히 감소하거나 모두 사라진다. 주어진 결정들의 다른 

배위 그룹의 Raman 산란의 broadening과 강도의 이방성을 설명하는 배열효 

과는 격 자구조 (Fig.2-1b) 의 layer character7r 설 명 될 수 있다. 중합체 그 

룹과 같은 각각의 충들은 전체적으로 움직인다. 왜냐하면 층의 강한 쌍을 

형성하는 내부 원자 그룹은 충들 사이의 그룹 보다 더 강하게 작용하기 때 

문이다 La3Ga 5. 5Nbo. 5014의 면광 Raman 스펙트라를 정밀하게 분석하면 

Ca3GaZGe40 14 형태의 삼방정계 결정에서 격자를 형성하는 배위다변체의 진 

동의 배열 이방성이 관찰되고 게다가 3f와 2d 사변체를 구성하는 사변체 

층은 주로 b 축(즉 上 c)으로 형성된 명면에서 주로 진동하고 있는 반면에 

la 팔면체 관계한 진동은 c축을 따라 주로 활성임을 알 수 있다. 

결정의 phonon 스펙트럼은 스펙트럽 레이저 따라메타를 포함한 재료의 

많은 물리척 성질을 설명하는 매우 중요한 륙징이 있다. 만혹스러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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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ration 성질을 갖는 레이저 매체로서 잘 알려진 일련의 무질서한 삼방 

정계 결정들에서 기본적인 광학 phonon들의 최대 에너지( ν = 930cm -1 )는 

La3Ga5SiO l 4 결정들에서 관찰된다 (Table 2-7). 결정에 포함된 산소， 즉 팔 

면체와 사변체와 같은 분자 배위 그룹에 의해 형성되는 격자에서 가장 높 

은 주파수의 phonon은 일반적으로 사변체 그룹의 진동과 일치한다. 이것은 

가장 작은 그룹인 사면체가 양이온과 음이옹 쌍의 covalent character를 

가진다는 사실에 기인한다. Ca3Ga2Ge4014 형태의 결정에서 두개의 독립적인 

3f와 2d 사면체로부터 가장 작은 그룹은 2d 사면체이므로 phonon 스펙트라 

의 높은 파수 쪽은 2d 사변체에 관련된 진동에 의해 결정된다. 

Ca-gallogermanate 격자에서 사면체 그룹의 구조적 비틀림 때문에 

(Kaminskii et al , 1986) 그것들을 배위 그룹으로 간주하지 않거나 별로 

중요하지 않게 간주하였다. 면광 Raman 스펙트럽에서 높은 파수의 

totally 대칭 AI 모드의 결손은 앞서 기술한 구조 특성을 나타낸다 Fig. 

2-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결정의 phonon 스펙트럽의 total extension을 륙 

정 지우는 사면체 진동의 최대 따수는 음이온 질량이나 2d 사면체에서 양 

이 옹에 의 존하지 않는다 . 그래 서 2d 사면체 가 La3Ga5Si014와 La3Ga5. sNbo. 5014 

에서 중앙의 같은 Ga3+ 이온에 의해 점유되어도 Raman 스펙트럼에서 

phonon 최대값은 110cm - 1 이의 차이가 난다. 한면 Fig.2-5에서 의존성은 상 

호관계가 2d 사면체의 높은 주파수 phonon의 파수 값과 양이온-음이온 거 

리 사이에 존재한다는 것을 가리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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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F 대칭과 ligand covalency 정도와 연결하려고 시도하였다. Nd3‘ 이온가 

있는 결정에서 불안정한 4F312 상태의 Stark spl i tt i ng은 활성이온에서의 

CF 대청과 연관되었다고 알려져 있다. 즉 상태의 두 Stark level 사이의 

간격이 작을수록 CF 대칭은 더 높아진다. Ca3Ga2Ge4014 형태의 삼방정계 결 

정에서 Nd3+ 이온은 비툴린 Thomson 입방체를 점유하며 C2 점대칭을 갖는 

다. CF 전위는 다음과 같다. 

κr η후4 6B깜O;:Z+ 흘B2'O:t+ 흘B2'06 
1 ，찌 <2 

(3 ) 

여 기 서 B며n은 CF parameter、이 고 o"n은 J = 312와 C2 점 대 칭 에 대 한 

equivalent operator이 고 다음 식 과 같다. 

Ver= B~O~ + B;20;2 + B22022 (4) 

여 기 서 B-22 = (B ‘ 22) *는 conjugated 값이 다. 이 들 경 우에 CF point 

charge model 의 골격구조내에 축 시스램에서 Stark spli tt i ng이 CF 

parameter‘에 대한 의존성은 다음과 같이 표현될 것이다. 

L1 =V 36(B~)2+48IB;212 ， (5 ) 

여기서 첫 번째 항은 축 부분이고( Ra의 변화특성을 부여함， 측 선택된 

방향을 따 라 위 치 하는 Ln3‘ 이 온과 이 웃한 1 igand 이 온 사이 의 거 리 , 예 를 

들변 삼방정계 결정에 대한 축 L3) . 두 번째 항은 radial 부분이다 (Rr의 

변화특성을 부여함， 즉 선택된 방향에 수직하게 위치하는 Ln3+ 이온과 이 

웃한 1 igand 이온 사이의 거 리， 예를 들변 삼방정계 결정에 대한 축 L2) . 

이들의 결정구조내에서 covalent 그룹률은 2d와 3f 사면체이며 리간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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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Ax ial system (Z-axis 11 없is La) of the CF point charge model of an 

La3‘ ion surrounded by oxygen ions of two types of tetrahedral groups. 

그림을 도식적인 단순화된 시스템은 ( Ln3‘ _0 2- ) 골격구조에서 2-1 의 Fig. 

사면체와 2d 따라 위치하는 L3)을 방향(축 선택된 Fig.2-6에서 나타내며 

정 covalency 2d와 3f 사면체의 있다. 보여주고 사면체를 따라 3f L2 촉을 

그래서 

Rr 꺼리의 

초래한다. 

Ra와 chain에서의 

즉 M-O 거리의 감소를 

Ln3+ -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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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다르게 나타나고 그것은 Ln3- 이온의 국부적인 주위의 비툴림이나 

다른 말로 활성이온에서 CF 대칭의 변화로 설명된다. 다음으로 이것은 다 

음 식에 따라 CF 따라메터의 변화를 초래한다. 

、‘ / 
i • s 

/ 
<

、

, g 

-
멤
 

μ
 n 

B 
(6) 

여기서 e와 e ’는 전자와 리간드 전하이고 R은 Ln3- 이온과 이웃한 리간 

E 이온 사이의 거리이고 g n은 희토류 이온의 4f 전자와 핵 사이의 거리 

이고 그 값은 CF 천위 v cr( 4) 의 값을 결정한다. Fig.2-7은 Ca3GaZGe4014 구 

조를 갖는 여러 결정에서 Nd3- 이온 4F312 상태의 Stark spl i t t ing Ll E가 계 

산에 의한 힘상수 K와의 의존성을 보여주고 있다. 이들 의존성은 리간드 

이온에 의해 형성된 Ln 3‘ 이온 주위에 국부적인 대칭변화가 3f와 2d 사면 

체 공유결합에 의한 영향의 공통적인 경우 (명균 )(Fig.2-7. 곡선 b)와 각각 

개별적인 경우 둘다 리간드 공유결합과의 관계를 설명한다. Nd3‘ 이온이 

La3Ga5S i 014. La3Ga5. 5Nbo. 50 1 4와 Ca3GaZGe4014 결정들의 격자 내로 틀어 갈 때 

Fig.2-7으로부터 2d와 3f 사면체 공유결 합이 Thomson 입 방체 의 변 형 에 대 

한 기여는 같다. Sr3GaZGe4014의 경우에 Nd3- 이옹에 의한 국부적인 산소 주 

위의 비틀림 (Fig.2-7에서 Ll E (4F 312) )은 3f -사면체의 covalency (Fig.2-7) 

에서 점 4. 곡선 c는 ou t of f i t) 에 의해 더 잘 설명되고 이 경우에 

Thomson 입방체는 축 Lz를 따라 뻗어 있고 축 L3을 따라 상당히 펑펑하다. 

그러므로 구조척 데이터 (Fig.2-3) 와 CF 점 전하 모텔 (Fig.2-5) 에 따르면 

Sr3GazGe4014 - Nd3- 결정의 Ll E(4F3/2) 의 증가는 (5 )에서 Ra 축 부분에서 좀 

더 설명되어 진다. 왜냐하면 B-zz(5) 축 부분을 압착하는 3f 사변체에 기 

인하는 Ra가 증가에 의해 (6 )가 감소하려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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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f(a }, 2d(e} and averaged values(K3f+Kzd}12 (b) in crystals: 

1 La3Gas. sNbo.SOI4: 2 Ca3GaZGe4014: 4 Sr3GaZGe4014. The values of 

L1 E(4F312} are taken from [3]. K value were calculated as 

11 =(1 12πc) J K/깝， where 11 is the phonon frequency , c the 

light velocity , and 1/ n2‘= 1/ n2Me + 1/ n2 0 the reduced mass 

다른 구조적 형태들의 비툴린 결정의 격자역학에 대한 자세한 조사는 

Raman분광법을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삼방정계 Ca3GaZGe40 14- 형태 결정에 

대한 포논의 수와 대칭은 factor-group 분석을 기초로 하여 결정할 수 있 

다. 전형적인 구조 륙성에 관한 연광 천자진동 스펙트럼의 분석과 Raman 

스녁트럼에서 무질서한 특정한 스펙트럼의 설명은 구조적 무질서에 기인하 

는 그룹들의 진동과 관련된 스펙트럽의 이방척인 broading의 배열적 효과 

를 나타내고 해석할 뿐만 아니라 결정격자의 어떤 배위다면체에 속하는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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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를 Sarkisov 둥(1 989 )은 동정하였다. 조사된 결정에서 host 무질서의 정 

도에 관한 Rayleigh 선의 영 역에서 스펙트럼 배경의 펀광 의존성 증가와 

연관된 무질서한 매체의 대표적인 특성을 설명할 수 있다. 

Ca3GazGe 40 14 형태의 Nd3‘ 도핑된 결정에서 활성이온들에서 CF를 형성하 

는 리간드들의 어떤 구조적 그룹의 배위 결합 강도와 이온들의 분광학척 

특성과의 관계를 설정하면 사면처l 그룹 covalency가 Ln3+ 활성에서 CF의 

대칭에 영향성에 대한 의존성을 설명하는 관찰된 격자-활성이온 상호작용 

의 메커니즘은 CF 점 전하 모델의 골격 내에 있다고 Sarkisov 둥(1 989 )은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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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절 Frequency Weighing System 제작 

3-1. Frequency Weighing system의 채요 

Frequency 무게센서는 기본적으로 자기장내에 금속 string을 설치함으 

로써 구성된다. 이 무게센서는 무게변화를 frequency변화로 감지하는데 이 

때 string의 기 본 진동 주따수 (fundamental oscillation frequency)는 아 

래와 같이 1 j;} 근사식으로 표현된다. 

f = +. ， 1 모r 
21 V p S 

) , , ‘ ( 

여 기 서 f는 기 본 진동 주따수. p는 string의 장력 1은 string의 길 

이 . P 와 S는 각각 string의 밀도 빛 단면적이다. 

기본 진동 주따수에 대한 string이 위치하고 있는 곳의 환경척인 요소 

를 고려하면， 식은 다음과 같을 것이다. 

P = (k1 + k 2f2)f2 ( 2 ) 

Frequency를 알고 있다면 기본 진동 주파수 변화를 측정함으로써 장력 

을 측정할 수 있다. 목적에 따라 모든 기하학적 및 물리척인 따라메터를 

두개의 phenomenological factors kl과 k2로 환산시키는 것이 보다 펀리하 

며 무게센서를 보정 할 수 있다. 특히， 가스압력하에서는 보정을 해야함을 

유의해야한다. string 진동을 여기시키고 그것들의 frequency에 대한 자료 

를 효과적으로 받기 위해. string을 자기장내에 설치한다. string 끝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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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전압은 다음과 같다. 

u= πAflB (3 ) 

여기서 B는 자기장 세기， A는 진동진폭 (oscillations amplitude) 이다. 

그리고 한면， string에 작용되는 힘은 다음과 같다. 

F = I lB (4 ) 

여기서 F는 힘이며， 1는 string을 통해 흐르는 전류이다. 

이때 F<<AP이라고 가정하면， 자기장에서 string을 통해 진행되는 천류 

와 string fluctuations에 대한 frequency와의 상호작용에 대한 영향은 무 

시할 수 있다-

3-2. Frequence Weighing system의 천기 적 부분 

전류와 천 압을 feedback에 연 결 하면 , non fading string fluctuations 

를 얻을 수 있다 generator는 Rl , R2 , R3 , R4 둥의 저 항들과 string , 

microchip Ul 의 증폭기 (amplifier) 그러고 T1, R8 , C3 , Dl 및 R7 구성요소 

인 자동 증폭조절회로 (automatic amplification adjustment circuit)로 형 

성 된 천기 적 인 bridge를 구성 한다， generator의 fluctuations는 positive 

feedback에 의 해 향상되 며 증폭기 Ul 에 의 해 유지 된다， fluctuations의 진 

폭은 트랜지스터 Tl의 채널의 저항변화 때문에 일정하게 유지되며， 이 E 

랜지스터는 정류기 R7 , Dl , C3 , R8에 연결되어 있으며 이의 도움으로 출력 

신호의 진폭이 안정화된다 (Fig ， 2-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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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2 

4 

3 

R4 

• 
2 

R5 

Figure 2-8 Circuit diagram of frequency weighing system. 

generator의 설치하기 위해 점 1 과 2 사이의 연결을 끊고， 점 1 에 전압 

을 가하면서 저항 (resistor) R3률 조절하여. bridge RI-R2-MV-R4의 균형을 

얻어야 한다 . bridge의 균형을 얻어지변， 다시 연결하여 저항 R8을 이용하 

여 일정한 진폭을 갖는 sine파 진동을 얻어야 한다. 

무게센서는 성장 기기 위에 설치된 무게률 측정하는 센서부분과 컴퓨 

터와 연결되는 card 부분으로 나눌 수 있다. 무게를 측정하는 부분의 회로 

구성 도는 Fig.2-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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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9 The block diagram of a measuring part of the 

weight sensor. 

string의 진동은 MEASURING GENERATOR에 서 300-1000Hz 범 위 의 진동으 

로 여기된 후， 신호는 무게센서의 회전하는 축 부분에 위치한 shaper와 

lightdiode에 도착하게 된다 lightdiode로부터의 신호를 받아들이는 

photo diode와 신호를 PC card로 전송하는 shaper는 센서의 고정된 부분에 

위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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센서의 전압은 PC card에서 공급되며 motherboard로부터 PC card를 통 

해 공급된 전압 +5V는 무게센서의 고정된 부분으로 이동한다. 여기서 전압 

은 교류전압으로 변하고 회전 트랜스퍼머 (rotating transformer)를 통해 

센서의 회전하는 부분으로 천달된다. 이후， 이 전압은 정류되어 무게를· 측 

정하는 회로로 전달된다. 회전 트랜스퍼머는 Fig.2-10에서 도식적으로 서 

술되었다. 그것은 두 개의 동일한 부분으로 구성되고 하나는 무게센서의 

회전하는 부분에， 다른 하나는 고정된 부분에 위치한다. 트랜스퍼머의 동 

선을 감은 부분은 트랜스퍼머의 반컵정도의 core 내부에 있다. 한쌍의 

light diode - photo diode7} 트랜스퍼 머 의 촉에 있다. 

transformer 

core 

rev이ving 

part 

Figure 2-10 Schematic diagram of the rotating transformer. 

- 106 -



3-3. Frequence Weighing system의 측정 및 프로그램 

PC card의 회로 구성도는 Fig.2-11 에서 서술되고 있다 microchip 

8253- three-channe 1 ti mer‘인 counter는 센서 신호인 frequency를 측정 한 

다. 0과 1차 채 널은 펄스 (pulse) 의 수를 세는데 motherboard에 line CLK에 

서 작동한다. counter의 2차 채널은 센서 신호를 미리 정해진 주기의 수로 

판톡하기 위해 사용되는 바 counter 채낼률의 연결은 그립에서 서술되었 

다. 프로그램이 실행될 때. timer 채널 2는 모드 1내에 설정되어 있으며， 

센서신호 주기의 수를 수록한다. 측정된 주기에 비례하는 수를 판톡하는 

counter 채 낼 0과 1 은 Mode 3에 설 정 되 어 있 다 . frequency는 다음 식 으로 

계산된다. 

f=frν1 9 N2iC 
νn.L‘ No+ 210 N 1 

여기서 f는 무게센서의 frequency. fCLK는 machine basic generator‘의 

frequency (test 프로그램에서 default는 3.0MHz이다.)， Ni는 각 counter 

채널들의 해톡된 정보(i =0. 1. 2 )이다. 

counter、에 입력되는 신호는 무게센서의 신뢰할 만한 작업능력을 유지 

하기 위해 optron에 의해 분리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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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T2

CEO 
。UTO

드j 

흐드j 

Figure 2-11 The block diagram of a PC card. 

3-4. Frequence Weighing system .으l 설치 

기 

CLK 

PC board 

PC card에는 DAC(digital-to-analog converter) , ADC(analog-

to-digit converter) 및 digital input-output의 ports가 counter와 별도 

로 설치되어 있다. 

DAC는 m i croch i p AD562의 construction analogue률 사용하였다. 그것 

은 정확도가 마지막 bi t의 12 b it :!:: 1 un i t이다 digital ports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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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llel interface 8055 인 microchip을 사용하였다 microchip의 채 널 A 

는 디지털 신호의 수신을 위해 그리고 채널 B는 전송을 위해 사용되며， 채 

널 C는 DAC service를 위해 사용한다. 무게센서와 PC card를 시험하기 위 

해 두개의 프로그램인 FL_TST와 DAC3ST 프로그램을 별도로 작성하였는 

데 FL_TST 프로그램은 무게센서를 검증하는데 사용되며 DAC_TST 프로그 

램은 DAC 기능을 검증하는데 사용된다. 

장비를 점검하기 위해， 컴퓨터내의 free jack내에 card를 삽입하고 

Fig.2-12와 같이 케이블들과 플러그를 연결한다. 무게센서를 성장장치나 

또는 어떤 다른 안정된 기초 (stable basis) 위에 설치하고， 센서의 정점 

에 플러그와 케이블을 연결하고 나서 프로그램 FL_TST.EXE를 가동한다. 아 

래와 같은 입력해야 할 변수들을 화변에 나타나는데 만약 입력하는 대신에 

Enter키를 누른다면， 적절한 변수가 default된다 . 

Press a key 

Number of points? 20 

Reference frequency? 3000000 

Number of periods? 200 

First coefficient? 0.0045110 

Second coefficient? -0.6917327 

여기서 field들의 의미는 : 

Number of points - 측정 개수로， 명 균값 및 분산값 (dispersion)을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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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한다. 

Reference frequency - motherboard에 서 제 공된 기 준 frequency 

Number of periods - 측정 코자하는 frequency의 주기 의 수 

First coefficient - frequency에 의해 재 계산되는 무게에 대한 식에 

서 의 first factor k l 값 

Second coefficient - frequency에 의해 재 계산되는 무게에 대한 식 

에서의 second factor kz이다. 

XS2 

XP2 

XS1 

PC card 

D AC output 

DAC power 

Figure 2-12 The diagram of connection between cables and plugs. 

아래 식 에 의 해 측정 된 frequency는 무게로 변화된다. 

p = iCk1 + k~1O - 9) + Po 

여기서 

f 측 정 된 frequency (1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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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W g단위의 무게 ， 

k1 first factor 

kz second factor 

Po=Wo 초기무게 

k1=O.0045109572891799936 , 

kz=-O.69173269411057184 

Wo=-1359.6641901945396이 다. 

모든 field를 채운 뒤， 프로그램의 “ press a key" 에 대탑으로 어떠한 

key를 누르면 ， 프로그램은 작업을 시작하여 스크린에 다음과 같은 변수가 

나타난다 . 

- current significance of weight 

- maximum and minimum of weight 

- average weight 

- dispersion of weight 

무게센서의 기능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되는 “ FL_TST 프로그램은 "RT" 

와 "SORT" modules로 구성되며， 이것은 다른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위해 사 

용될 수 있다. 

"RT" modul e은 functi on RATE로 정의된다. 이것은 counters로부터 자 

료를 회수하여 그것틀을 실제 frequency 의미로 변화시킨다. 만일 톡럽변 

수 (argument) 가 둘이라면， 그러면 독립변수의 어떤 다른 의미로 card에서 

counters를 초기 화한다. 

“ SORT" module은 source data를 프로세 싱 (function SortFilter) 하고， 

측정치의 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간단한 fi 1t er로 정의된다. 

nFL_TST ’ 프로그램의 주요 목척은 사용자가 초기 dialogue를 수행하면 

측정치의 결과를 스크린에 기록한다. 또한 프로그램은 초당 한번 수행하며 

측정된 frequency를 무게로 계산하는 측정공정을 수행한다. 

DAC 기능을 시험하기 위해， Fig.2-12와 같이 케이블률을 power supp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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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pen-recorder와 연 결 해 야한다 DAC_TST.EXE을 수행 하면 DAC의 출력 이 

일직선상으로 변화하는 천압이 발생하고 DAC 출력전압의 범위는 

0-10.24volts이다. DAC 성능은 나타난 직선이 일직선상인가로 알 수 있 

다. 

DAC_TST 프로그램은 DAC modul e에 근거한 것으로， DAC 부문에 대한 

OutDAC 공정을 측정한다. 이러한 공정의 결과로써 DAC 출력 신호가 나타난 

다. 공정의 독립변수는 출력전압과 동일하다. 공정은 system bus에서의 충 

돌을 피하기 위해 timer에 방해( interruption)를 동조 (synchronize) 한다. 

DAC 초기화를 위한 모든 필요한 작동들은 module의 초기 시작 부에서 시작 

된다. 닫은 후에， EndProgram 공정을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것은 

초기 조건에서의 interruptions를 설치할 수 있다. 

3-5. 기본식 

성장프로그램 작성에 있어서 각각의 parameter를 계산하기 위해， 우리 

는 다음과 같이 변수률을 정의하였다. 

P - measured weight , 

W - display weight , 

a , b - filter coefficients 

m-l - filter order , 

N - number of points for least-square fiting , 

V - pulling velocity 

Vc - growth velocity , 

- 111 -



Vm - melt droping velocity. 

d - crystal diameter. 

D - crucible diameter. 

pc - crystal density. 

pm - melt density 

성장프로그램에 사용된 중요 관계식은 다음과 같다. 

displaying weight 

W1 =뚱bjPj _ 좋ajWj 

mass derivative 

L1 M _ 6 효 (PK(2K - N- l)) 
- (N2 - 1) 우 

Growth velocity 

Vr=J4 AM/Atr πVD2pm) 
c πDιPm 

Melt droping velocity 

Vm- 4AM/9t -
… πPmD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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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 

( 5 ) 

(6) 

(7 ) 



Crystal diameter 

4 L1 M/ L1 t P mD2 
P c(4 L1 M/ L1 t + π vι듀ï)2) 

(8) d= 

Reference mass derivative 

L1 M π P c P md2D2V 
L1 tREF 4 (p mD2 - P cd2) 

(9 ) 

프로그램에서 현재의 무게를 나타내기 위해 3차 Bat ter‘ word fi 1 ter를 

사용했다. m=4이고 filter 계수들은 다음과 같이 정의된다. 

a2 -2.9589352 

a3 2.9187093 

a4 -0.95976558 

b1 1.0601797X10-6 

b2 3.1805391 X 10-6 

b3 3.1805391 X 10-6 

b4 1.0601797 X 10-6 

mass derivative calculation에 대한 points의 수 N은 200이고 측정치 

률 사이의 시간 간격은 1초이다. 

결정직경 조절을 위해 다음과 같은 식을 사용하였다. 

V i = V i - 1 + kpE i + k n뽕 +kl흙E i- i (1 0) 

- 114 -



kp , kD, k i는 조절을 위한 비례 (proportional ), 미분 (differential) 및 

적 분 (integral) 인자들이 다. 

Ei는 current mass derivative error이고 (E i = L1 M/ L1 tREF -L1 M/ L1 t) 

L1 E 
L1 t 6 좋l대k(2k - n - I)} 

) ’ 
l 
i 

1 
i 

( 

n은 error derivation count 에 대한 상수이다(n=60) . 

L은 integral count 에 대한 상수이다(L=12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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져I 4절 단결정 육성장치 맞 공정 

4- 1. 융액 인상법 (czochralski method) 

본 연구에서 이용된 육성법인 융액 인상법은 가장 일반적이고 보펀척 

으로 육성되는 기술로서 앞선 보고서 (KR-95(T)-1) 에서 기술된바 있다. 이 

방법에 대해 간단히 기술하면 이미 합성된 출발원료를 척당한 용기(도가 

니)에 담아 용융점 이상으로 가열하여 용융한 후 고화가 일어나는 옹도까 

지 서냉한다. 이때 종자결정을 융액의 표면과 접촉시켜 표면장력을 이용하 

여 서서히 회전하면서 상승시키변 종자결정과 같은 방위를 갖는 단결정으 

로 고화되면서 육성된다. 이때 결정의 질을 증진시키기 위해 자동직경제어 

방식을 이용하여 직경이 일정한 결정으로 육성하게 되는데 자동 직경제어 

방식에는 여러 가지 방식이 있으나 많이 사용되는 방법은 무게를 측정하여 

하는 방식이 있다. 무게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지금까지는 load cell이라 

압전소자를 이용한 방법이 사용되었으나 본 연구에서는 load cell 방식이 

아넌 앞철에서 설명한 frequency를 이용한 방식을 제조하여 실용화하는 연 

구도 병행되었다. 특히 무게 sensor를 윗부분에 장착할시 접점제어 접촉에 

서 나오는 noise가 문제가 되고 있으나 이 방법은 frequency를 사용함으로 

써 무접촉에 의한 감지하는 방식이므로 회전을 하면서 접촉에 의해 신호 

를 받을 때의 noise 문제를 향상시킬 수 있는 방법으로 앞으로 많은 응용 

이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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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단결 정 육성 장치 

본 연구에서는 1994년부터 당 연구소의 광불합성팀과 러시아의 결정학 

연구소 (Institute of Crystal1ography. Russian Academy of Science) 의 공 

동연구에 의해 유럽표준 규격에 맞도록 제작된 시제품( KR -9 5 - ( T ) -1 . F i g 

2-9)을 모델로 하여 참여기업인 은성기연(주)에서 개선하여 제작된 장치를 

사용하였다 (Fig.2-13). 이 장치 의 주요 부분은 growth chamber. chamber를 

구동하는 elevator. 인상 및 회전하는 모터부분 ， 이를 제어하고 온도를 제 

어하는 제어장치 및 무게를 제어하여 compu ter. frequency sensor 부분으 

로 대별할수 있다. 

가. Growth chamber 및 온도조절장치 

본 연구에서 이용된 growth chamber는 진공 및 분위기 하에서도 육성 

할수 있도록 설계된 chamber로써 분위기를 조절할수 있는 gas inlet 부분 

과 진공펌프를 부착할수 있는 adapter‘가 설치되어 있다. 또한 육안으로 성 

장과정을 볼 수 있게 하는 viewer가 앞뒤로 설치되어 있다. 또한 높은 온 

도로 상승시 chamber、의 냉각을 위해 이중으로 설계되어 수냉방식으로 

Chamber 벽을 냉각하고 있다. chamber 밑부분에는 수멍을 조절할수 있는 

조철나사가 있다. 또한 육성하는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 두개의 열전대 

(thermocouple). Pt-13%Rh / Pt-6%Rh (B-type) 가 설치되어 있는데 하나는 

heater 근처에 있어 온도를 제어하는데 이용되고 하나는 밑부분에 부착되 

어 육성 중에 도가니의 온도를 측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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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3 Schematic structure of furnace used in this 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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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성법에 이용되는 온도를 가열하는 방식에는 크게 3가지로 나눌 수 

있다. 첫 번째 빛과 같은 Laser나 적외선 Lamp퉁이 이용되는 방식과 두 번 

째로 고온에서 주로 사용되는 RF(radio frequency of induction heating) 

방식 이 있다. 마지 막으로 Ni-Cr선 둥이 이 용되 는 저 항방식 (resistance 

heating) 이 있다. 세 번째의 경우는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이용되고는 있 

지만 전기적 효율이 높아 작업비용이 저렴하고 열이 직접 천기로에 들어가 

정밀하게 옹도를 조절함으로써 부수적인 조절장치가 필요 없다는 장점이 

있기 때문에 비교적 융점이 낮은 langersite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superkanthal 열선을 구부러진 U자형 6개를 원형으로 배치한 전기로로도 

충분히 육성이 가능하였다. 

나. 인상 및 회천장치 

Growth chamber 위에 설치된 이 부분은 육성 중 결정의 회전 빛 인상 

을 위한 모터가 장착되어 있으며 앞절에서 설명된 frequence sensor 부분 

도 같이 위치하였다. 앞선 보고서 장치에서 설명된 회전 및 인상장치는 기 

어장치를 사용하지 않고 트랜지스터를 사용함으로써 가끔 trouble이 생기 

므로 이를 방지하기 위해 금번 장치률 기어률 이용하는 방식을 채택하였 

다. Table 2-8는 장치의 기계적 규격이다. 

Table 2-8 Specification of mechanical parts 

a) crystal holder translator 

b) pulling rate 

c) rotation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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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mm 

0.1- 60mm/hr 

1-2000rpm 



다. frequency sensor와 제 어 장치 

앞절에서 frequency sensor‘에 대해 자세한 설명이 되었으므로 여기서 

는 설 명 을 하지 않겠다. 온도를 제 어 하는 controller는 Erotherm 904p를 

사용하였으면 옹도의 제어는 i: O.l "C까지 가능하였다. 이 제어장치 부분에 

는 회전 및 인상을 조절할 수 있는 장치가 volume 형식으로 되어 있으며 

LCD로 속도가 표시되면 인상된 길이 또한 LCD로 나타낼 수 있다. 

4- 3. 단결정 육성설혐 

융액 인상법에 의해 단결정을 육성하기 위해서 고려하여야할 점은 도 

가니와 출발원료의 화학반응이 없어야하며 분위기 하에서의 도가니와 출발 

물질의 화학반웅을 고려해야만 한다. 본 연구에서는 수분이 백금로디움 

(96%)도가니에 많은 영향을 주므로써 이를 제거하기 위해 자체 제작된 수 

분제거 system(Fig.2-14)을 이용하였다. 

I' lo_eler 

’.19. 
Oulplll IU 

。‘’.... rll ‘" 

Figure 2-14 Dehumidifier for removing water included in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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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단결정 육성공정을 요약하면 Fig.2-15와 같다. 

펴 
。

al: 
。 몰 비로 무게측정 

| 혼 합 | 알코올 하에 혼합 ( 4hr) 

출발물질제조 

도가니에 충전 

• 

용 
。

-a-

Dipping 

Necking 

Shoulding 

bodygrowing 

Separation 

Cooling 

Characteriza tion 

1300 'C 3hr 

도가니 ( .e 60 X I60 X t2mm) 에 

약 80%척도 

대략 1450 -1500'C 

용융온도에서 대략 20'C 아래에서 

결정의 질을 향상 

갑자기 lcm정도 단상 

약 2일 정도 소요 

Figure 2-15 Flow chart of langersite for growing singl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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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펑량 및 출발물질 제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 약은 LaZ03 (4N. CERAK) . CaC03( 3N. Baber‘제 ), 

Gaz03(5N. CERAK). GeOz(5N. CERAK). SiOz(4N. CERAK) 이다. 상기한 시약은 

LGS의 경우 LaZ03 GaZ03 SiOz = 3 5 1 로. CGG의 CaC03 GaZ03 

GeOz = 3 4 1 의 몰비 무게를 측정하여 약 4시간동안 알루미나 유발 내 

에 알코올하에서 폰합한후 진공오븐에서 완천히 건조 시킨후 1200.C 에서 

3시 간동안 하소하여 출발물질을 제조하였다. 

나. 출발물질 충전 빛 용융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출발물질은 일정한 조건을 유지하기 위하여 도가 

니에 80%정도를 충전하였다. 융액의 높이를 일정하게 유지하는 이유는 융 

액이 높이가 낮을 경우 도가니의 벽은 새로운 afterheater로서 작용함으로 

써 온도구배둥에 영향을 미칠수 있기 때문이다. 

출발물질로 채워진 도가니는 전기로내에서 program으로 온도를 상승하 

여 (300.C /hr) 1450 - 1500.C 에서 용융이 되었으며 용융이 시작되변 GeOz동 

의 휘 발을 막기 위 해 soaking을 하지 않고 Dipping온도까지 비 교적 빠른 속 

도 (20.C /hr)로 냉각하였다. 

다. Dipping 빛 Necking 

용융된 melt를 비교적 빠른 속도로 Dipping 온도(용융온도에서 약20t 

아래 )까지 냉 각함과 동시 에 seed crystal을 융액 근처 까지 하강하여 예 열 

을 함으로써 Dipping시 열충격을 최소화하였다. Dipping 온도에서 열평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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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루도록 약20-30분 정도 온도를 유지시켰다. 

충분히 유지시킴으로써 열명형을 이루었을때 충분히 예열된 종자결정 

을 회전하면서 융액표변과 접촉시켜 고화되는 정도를 주시하면서 3-5mm 

/hr의 인상속도로 인상하였다. Necking과정은 단결정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공정으로써 종자결정내의 결함이 성장됨에 따라 성장된 결정내부에 전따되 

어 가는데 결정의 직경을 서서히 줄여줌으로써 성장방향에 명행한 전위를 

제외한 나머지 전위가 결정 밖으로 빠져나가도록하여 결합의 전파를 막을 

수 있다. 따라서 고품질의 결정을 성장시키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과정 

이다. 

라. Shouldering 및 Bodying 

결정의 직경을 원하는 크기로 증가시키는 과정으로 성장되는 결정의 

변과 성장축과의 각도가 약 40도가 유지되도록 시도하였다. Shouldering의 

과정은 온도조절에 의해 실시되었다. 융액의 온도를 서서히 내려 결정의 

직경을 크게하였으며， 원하는 직경이 되었을때 자동직경제어방식으로 전환 

하여 bodying을 실시 하였다 . 

bodying 과정은 원하는 크기에 이른 결정의 직경을 계속 유지하도록 

하는 과정으로， 이 과정에 의해 자라는 부분이 실제 성장된 결정 중 웅용 

에 사용되는 부분이 된다. 결정의 직경을 유지시키기 위해서， 컴퓨터 제어 

프로그램에 직경을 30 mm를 입력하여 일정한 결정의 직경을 유지하도록 성 

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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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 Separation 및 cooling 

Separation은 결정의 육성을 마치기 위하여 결정과 융액을 분리시키는 

과정으로， 융액의 온도를 올리면서 서서히 융액으로부터 결정을 분리시키 

거나 인상속도를 갑자기 증가시켜 결정을 분리시키는 방법 둥 두 가지가 

있는데， 본 실험에서는 결정을 갑자기 10mm 정도 인상시켜서 separation 

을 실시하였다. 이때 결정의 융액으로부터의 분리 여부는 결정의 색의 변 

화로부터 확인할 수 있으며， 결정의 바닥면은 성장중의 고액계변의 모양을 

유지한다. 냉각은 성장된 결정을 실온으로 내리는 과정인데， 냉각시 갑작 

스런 냉각으로 인하여 crack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적당한 냉각속도가 필 

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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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 5철 결과 빛 고찰 

5-1. Frequency sensor에 대한 실험 및 고촬 

당연구소와 은성기연(주)이 공동으로 개발한 frequency 센서는 앞절에 

서 기술한 바와 같이 무게변화에 따른 string의 주따수 변화를 접촉이 없 

이 측정하므로 회천 및 인상 때에 (접촉부위에서 발생하는 noise를 최소 

화할 수 있으며 따라서 우수한 결정을 육성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단결정성장장치에 부착된 무게센서는 결정성장시 직경을 

자동적으로 조절하기 위해 사용되며 (소위 ADC) ，성장되는 결정의 무게률 

적당한 신호로 변환한다. 본 연구에서 개발한 무게센서는 결정의 무게 변 

화에 따른 string의 장력 변화를 frequency로 바문다. Frequency 센서 의 

재원은 Table 2-9과 같다. 

트랜스퍼 머 (transformer) 의 정 전기 륙성 (static characterization)은 

아래와 같다. 

P = k(F - F6) 

여 기 서 P는 측정 된 무게 ( 단위 g) , F는 출력 신호의 frequency , Fo는 

초기무게가 Po{ 단위가 g) 일때 출력신호의 frequency이다 [Po는 200g으로부 

터 Pmin까지이고， 여기서 Pllin은 무게로 변화하는 최저한계이다1. k는 비례 

상수로서 단위가 g/sec2이며 ， string의 직경이 0.2mm일때 0.0024 :t 5%이며 

직경이 0.4mm일때 0.0 :t 5%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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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9 Technical parameters of frequency sensor from this 

study. 

- Dimension(height X diameter) 

- 총무게 

- DC Input power stabilization 

- Consumer power 

- Rectangular form pulse 
(Paying load 240 Ohm에 서 
출력신호가 유지하는 동안) 

- Amplitude 

- 무게를 측정하는 범위 

500 x 105 mm 이하 

22 kg 이하 

DC 5 :t 10% Volts 

1 Watt 이 하 

60 :t 20 microsec 

2.4volts 이상 

500-3000g (O .2mm string) 
1500-7800g (o .4mm string) 

1. 무게센서의 신호전달체계 구성 (Fig.2 - 16 참조l. 

-기 

Position on the 
Quantities 

scheme 

E1 The string 1 

E2 1 
The former 

E3 1 

E4 The transformer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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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동은 주기의 진동 string의 자기장내에서 일정한 작동원리 2. 

표현된다. 식으로 

1' (k/T2 - P min) 

다음 

P fluct = 
n 

진동 1530회 1회측정은 측정횟수이며 n은 무게， 측정된 Pmin !minτ= 여기서 

;;<. 
T一진동 출력신호의 T는 수이다. 주기시간의 평균 측정된 진동 동안 

기이다. 

하는 

Traosformer 

i [i 

;월꽉 나~/ 

Former Str i og 

El 

transportation system of The block diagram of signal 

frequency Weight-Sensor 

Figure 2-16. 

띠
 

(amplifier. 
n 

염
 

발생하고 

VT1에 의해 안정화한다. 

127 

의해 여기에 전자기척 

트랜지스터 

Frequency는 

Fig.2-17) 되 며 



~‘ 、~ ~、

Figure 2-17 The former . 

Generator Op amp U l으로부터 온 사인곡선 형태의 출력신호는 U2로 간 

다. differentiating chain C4 , R12(60 :t 20 microseconds pulse duration 

에서)을 통해 형성된 미분신호는 트랜지스터 VT4의 베이스로 인가된다. 

VT4의 부하(1 oad)는 송신 다이 오드(transmitted diode) VD7으로 송신되 

며， 이 diode는 무게센서쪽의 회전하는 부분에서 고정된 부분으로 정보를 

무접촉 천송한다. 충천-방천 체인은 energetic 특성 개선과 그러고 power 

supply의 과부하를 줄이는 역할을 한다. 

송신 다이 오드 VD7으로부터 온 펄스는 photo-트랜지 스터 VT5로 가며 

(Fig.2-18) 그리고 level 트랜스포머 DDl까지 계속 전달된다. 트랜지스터 

VT5는 무게센서의 출력신호 주파수를 측정하는 기기 (counter)로 전송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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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게센서는 안정된 DC power supply(5volt :t l0%)를 사용한다. PC로부 

터 공급된 DC +5volt는 VT2와 VT3에 의해 sinusoidal 형태의 주파수로 변환 

된다. 10~20kHerz로 유기된 천압은 정류기 VD3에 의해 안정화 정류회로를 

거쳐서 :t 7. 5vol t와 +12volt를 만든다. 

-----------.、、

댈j DV1P\ 

2 R18 L3 / / 
../ 

Figure 2-18 The transformer. 

3. 무게센서의 제작 

우선 센서는 string를 두개의 holders에 의해 묶어서 수직 자기장내 

에 위치시킨다. 상부 holder는 무게센서 몸체에 견고히 묶으며， 하부 

holder는 string의 lower end에 대 한 osci 11ations를 줄이 기 위 해 방사상 

방향으로 견고한 centering washer로 지지시킨다. 

모든 이 구조물은 밀폐된 덮개내에 위치하여 진공에서 작업을 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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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entering washer 뒤 에 string의 하부 같부분에 안천 c1 u tch를 부착 

하여 system 특히 string의 breaking 빛 twi sting을 보호할 수 있다. 

무게센서의 상부 움직이지 않는 밀폐되지 않은 부분은 forme r( E2와 

E3). transformer (E4) 가 있다. E2와 E3 판은 서로 견고하게 연결하며 이 

들 판은 볼베아렁으로 회전되지만 transformer E4는 움직이지 않는다. 

Fig.2-19는 frequency weighing sensor、를 사용한 자동직 경 제 어 방식 의 

flow chart 이다. 또한 이 무게센서 시스램을 사용하여 단결정을 육성한 결 

과의 그림을 Fig.2-20에 나타내었다. 여기서 보는 바와 같이 직경을 나타 

내는 그림에서 실제 결정과 거의 유사하며 dispersion도 300 - 600 

mg/hr를 보이고 있으며 이는 육성장치의 기계적 부분인 회전하는 봉의 축 

의 정렬을 개선하므로써 200 mg/hr로 감소시킬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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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19 The flow chart of auto-diameter contro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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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Langersite 단결정 육생에 대한 고촬 

1. 육성 장치 와 after heater내 의 열 흐름과의 관계 

langer‘ site 및 CGG 단결정을 육성할 때 텅스댄 저항발열식에서 요구되 

는 분위기인 He gas 나 진공에서 백금도가니와 GaZ03의 반응이 문제가 되 

어 공기중에서 가열이 가능한 저항발얼식 superkanthal 로률 그림과 같이 

자체제작하여 1600.C 이상까지 온도상승이 가능하게 하였다. 

이 로는 온도구배를 줄이기 위해 6개의 발열체를 방사형으로 배치하고 

있다. 도가니와 발열체와의 접촉에 의한 도가니 따손을 막기 위해 원통형 

세라믹으로 발열부와 도가니부로 분리하였다. 발열부와 도가니부의 윗부분 

에 각각 열전대 (Thermocouple)를 설치하여 도가니 내외 옹도변화를 관찰할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 발열부와 도가니부의 온도구배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2-10에 표기 하였다 . 

Table 2-10 깨ermal gradient of electric furnace for the crystal growth. 

도가니 로 부터의 도가니부 ("C) 

높이 (cm) 
발열부("C) 

Afterheater 만 Tube 설치 

0 -115 -106 -90 

3 +140 -29 

5 -17 

7 +150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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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fter heater의 형태는 열의 흐름의 변화에 주므로 온도구배에 큰 영 

향을 미친다. 본 연구에서는 저항식 가열장치를 사용하였으므로 수직척 및 

수명적 온도구배가 적어서 결정과 융액사이의 온도차가 척다. 그러므로 옹 

도가 높으면 seed가 용융될 것이고 반대로 온도가 낮으면 seed 주위에 갑 

자기 결정화가 되어 직경이 갑자기 커지는 결과를 초래하고 성장된 결정에 

결함 및 bubble이 들어가게 된다. 

이 로의 구조를 Fig . 2-21 과 같이 하여 좋은 결과를 얻었다 . 또한 낮은 

결정의 회천 속도에서 강제대류에 의한 영향을 감소하고 자연대류가 커져 

융액의 중앙에 둥온분분가 갚게되어 고액계변의 모양이 convex가 되고 결 

정성장이 일어났다. 높은 결정의 회전속도에서 강제대류에 의한 영향이 커 

져 높은 온도의 융액이 중앙부로 상승하여 결정화가 일어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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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21 Diagram of furnace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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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Langersite계 단결정육생의 문제점 

1 anger‘ sire는 비교적 육성및 생산적 측면에서 기술적으로 단순하고 융 

점이 가장 낮고 1470 "C 이므로 또한 cz 법에 의해 공기중에서 육성이 가능 

하다. 1 angers i te는 융점까지 상천이가 없으며 LN , LT에 비해 monodomain 

화 할 필요가 없다 . Langersite는 다양한 화학성분을 갖고있으며 CGG의 결 

정구조와 유사하며 결정기재학적으로는 수정과 마찬가지로 비대칭군에 속 

한다. Langersi te는 유전체의 일종이다. 본 연구의 몹적은 Langersite 단 

결성을 대량으로 합성， 육성시키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다. 당소에서 보 

유한 육성기기의 특성으로 인하여 측 crystallization chamber , 히터， 천 

기로의 구조， 열천특성 둥으로 인해 당해년도에는 25mm 직경， 무게 300g 

의 단결성을 육성할수 있었다. 단결정은 Z축방향으로 auto-diameter 

control system을 이용하여 25mm의 육각원형 boul율 성 장시 킬수 있었다. 

crystal yield는 60%정도에 해당하였다 

Langer‘ site의 결정화 작용때의 가장큰 륙징은 Ga-산화물의 분해및 중 

발반웅과 interface-shape inversion현상과 프리즘면이 기 형 적 으로 발달하 

는 현상둥이 있다. Ga-산화물이 증발되면 용융체의 스티오키오메트리를 붕 

괴시키므로 육성된 결정의 질을 저하시키게 된다. 또한 Ga203의 분해반웅 

은 백금도가니를 산화시키게되어 백금이 용융체에 용해되기 쉬우며 결국 

육성되는 결정내에 포화된다. 

양질의 단결정을 육성시킬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고액계면의 형 

태이다. 흑 명명한 crystallization front를 갖도록 온도구배 둥 제반조건 

률을 조절해야 한다. 륙히 shouldering 과정에서 고액계면의 현상이 바뀌 

게되는 현상은 관찰힐수 있었는데 이러한 역천현상은 천위밀도률 급격히 

- 136 -



증가시키는 요인이었으므로 역천현상이 가능하면 body growing이 시작되기 

직전에 발생하도록 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 성 장된 langersite 단결정은 Fig.2-22와 같다. 

Langersite 단결정은 광범위한 주따수 범위에서 0.4~0.8%의 통과주따 

수 대역 (pass band)을 갖는 공진기나 휠터로 사용이 가능하다. 

Langer、 site를 이용하여 공진기나 휠터를 만들기위해 주따수와 온도에 의해 

나타나는 특성을 보면 zero-cut의 경우에 상온에서 최고치가 나타나는 사 

각형의 쌍곡선 형태를 보여주며 이때 전기기계결합계수 

(electromechanical coupling coustant) 의 최고치는 18%에 달한다. 

Zero-cut에서 벗어날 경우는 이값이 다소 감소한다. 이값이 인공수정에 비 

해 다소 작은 이유는 FTC점과 철단각 a 에서의 전기기계결합계수， 주파수 

상수 N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이며 또한 이러한 륙성에 의해 langersite의 

가공이 수정에 비해 용이하게 된다. FTC점의 경사상수는 _7X lQ -8 t -2이다. 

따라서 langer‘ site 휠타나 공진기의 주파수에 대한 열적 안정도는 LT에 

비해 두배나 안정하게 된다. 

lan탬1멍ge밍r언 i t태e 공진기의 명균 공진 간격치는 0.8%에 해당하므로 AT-cut 

인공수정에 대해 3~4배 넓고 주파수 상수값은 1380 KHz이므로 AT-cut 인 

공수정에 비해 1. 2배 작다. 또한 이러한 값들은 디자인과 기술개발에의해 

더욱 향상될수 있다. Table 2-11 에서 보는 바와 같이 langersite는 인공수 

정과 LT로 만든 device의 륙성의 증간 값들을 취함으로써 여러측면에서 유 

리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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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1.Physical and piezoelectric properties of langersite crystal 

in comparison with quartz and lithium tantalate. 

Property Quartz Langasite 
Lithium 
tantalate 

Symmetry class 32 32 3m 

Melting temperature, oC 1,710 1,470 1,650 

Transition temperature, oC 573 660 

Density, g!cmJ 2.65 5.75 7.45 

Mohs hardness 7 6.5-7.0 6.7 

Linear thermal expension 
coefficient, x 10-6 

α 11 7.10 5.11 22.0 

α 33 13.24 3.61 1.20 

Electromechanical coupling 
factor, % 

k12 0.14 16 44 

k26 0.æ8 13 19 

Dielecσic constant 

E lJ E 。 4.52 18.99 51 
E 3Ý E o 4.64 49.32 45 

SA W propagation direction AT Y X 

Temperature characteristics, 
ppm/"C 0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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쩨 6절 결 론 

1 ) 자동직경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랭거사이트에 대한 육성실험에서 

직경 30mm의 양질의 단결정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 성장조건은 

회 전속도 10 - 20 rpm 인상속도 2 - 3 mm / hr 였다. 

2 ) 저항식 발열체의 낮은 온도구배로 인한 자연대류가 거의 없어 낮 

은 회전수와 after heater의 형태변화로 조절이 가능하다. 

3) Langer‘ site의 결정화 작용때의 가장 큰 특정은 Ga-산화물의 분해 

및 증발반웅과 interface-shape inversion현상과 프리즘면이 기 

형적으로 발달하는 현상둥이 있다. 성장된 langersite 단결정을 

화학적 에 칭 하면 성 장축에 수직 한 변에서 screw dislocation. 

백금포획물， 점결함 동을 관찰할수 있다. 

4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는 무게 변화를 周波數

형식으로 변환시켜 연속적으로 감지하는 센서 (contactless 

frequency weighing sensor)로서 신호전달 體系가 무접촉 방식 이 

므로 노이즈가 極小化되며 따라서 지속성， 안정성， 정밀성이 종래 

의 센서에 비해 10-100 배 이상 增大된다. 

5 ) 이 장치는 온도 및 압력의 영향을 받지않으므로 첨단 소채용 단결 

정 즉 GaAs 혹은 GaN 동의 미래형 단결정을 成長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一實性， 再現性이 保障되어 생은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 

다. 개발완료된 장비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1. Dispersion (measured at every Sec. ) 

- without rotation 

2. Re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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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0.05 g 

5xl0-5 



3. S t ab i 1 i t Y only depends on the string 

4. Weighing Range 5 kg-200 kg 

5. Working Condition 

Pressure 0-200 atm 

Temperature 0- K - 600 - 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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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불러 ·화학적 

특성 평가 연구 

제 l 절 서 언 

석탄 개발 산업은 최근 국제 유가의 하락에 의한 가격 경쟁력 상실 ， 

공해 문제 및 새로운 가정 연료 ( L. P.G . . L. \I .G. 동)의 개발등을 원인으로 

사양화되어 실엽문제등을 야기시키고 있다 따라서， 석탄 산엽의 활로를 

개척하고자 석탄의 응용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 석탄의 이 

용 촉진을 위한 방법으로는 끼) 기존 석탄의 품질 개선. (니 새로운 성형탄 

및 입상탄의 개발 그러고 . 0디 산업용으로의 이용 및 (2) 새로운 

개발(정수제등)등이 있으나，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석탄의 

응용 분야 

트프 λ，1，.<;ι 솟} 
-. 0 2 2 

저하게 연구하고 ， 이를 기반으로 석탄의 새로운 용도 모색이 이루어져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아직까지 국내 각 탄전의 탄화 유기물의 진화에 따른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은 바， 여러 진화 단계의 국내·외 석탄을 대상 

으로 기존의 분석 방법(공엽 분석. XRD 및 반사율 측정)을 비롯하여 선진 

국에서 응용되어 온 Laser Rarnan rnicroprobe를 이용， 그의 구조 연구를 수 

행하여 물리 ·화학적 특성 data를 축적하고， 이를 활용에 적용하고자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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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탄소 유기물질의 기원 

2-1.석탄의성인 

석탄은 육성， 수성의 식물의 잔해가 원재료가 된다. 석탄이 형성될 

수 있는 장소는 바다와 인접된 해안가 육지로서， 식물이 번성하기에 알맞 

은 곳인 습지대이다. 이러한 습지에 마른 가지， 나무 몸체， 잎 빛 포자 

등이 떨어져 쌓여 토탄화작용이 시작된다. 식불질의 구성 성분 가운데， 

목질부를 이루고 있는 셀룰로오즈， 리그닌 등은 비교적 분해되기 어렵고， 

나머지 엽록소나 전분， 단백질 등은 물에 녹아 미생물의 작용에 의해 분해 

되기 쉬워 일쩍 없어진다. 이 미생물의 작용이 너무 강하면 다른 성분까 

지도 분해해 버리므로， 식불질이 다시 물에 침투되어 대기로부터 차단되고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한 분해 작용이 중단되어， 식물 잔해가 토탄의 

덩어리로 변화되기 위한 환경이 요구된다. 이러한 환경이 계속되고 그 습 

지가 천천히 침하하면 두꺼운 토탄층이 형성된다. 이렇게 해서， 움푹 들 

어간 습지에 토탄층이 형성되어， 그 위에 진흙이나 모래가 몇십 미터， 몇 

백 미터 퇴적하면 하위에 있는 토탄층은 상위의 퇴적물의 무게에 의해 압 

력을 받는다. 또 토탄화한 물질이 매몰된 이래 몇백， 몇 천만년이라는 긴 

지질시대를 거쳐， 지하 갚게 파묻혀 있기 때문에 지중 온도도 상승하므 

로， 토탄중의 물， 산소， 질소 동의 원소가 점점 쫓겨나가， 밀도가 높고 탄 

소가 풍부하게 되는 석탄화작용을 받는다. 이 점에 관한 Hilt 의 법칙에 

의하면， 갚이 90m 내려갈 때마다 석탄 중의 탄소는 1. 45% 증가하고， 수소 

는 0.18% , 휘 발분은 2%씩 감소한다고 알려져 있다. 이 러 한 토탄화작용， 

석탄화작용을 받아 토탄， 갈탄， 아역청탄， 역청탄， 무연탄 순으로 석탄화 

도가 높아지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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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석탄의 구성 물질 

석탄은 일반적으로 석탄화도가 낮은 잘탄 단계에서는 걸색을 나타내며 

석탄화도가 높아짐에 따라서 점점 흑갈색이 되고 역청탄， 무연탄 단계에서 

는 흑색을 나타낸다 석탄을 자세히 보면， 광택이 틀린 부분이 증상으로 

띠모양 구조를 나타내고 있는데， 육안으로 균일하게 생각되는 부분이라도 

현미경으로 보면 여러 가지 조직을 가진 미세한 부분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이것을 미세 조직 성분(석탄 구성 물질: maCel'a I )이라고 

다
 

부
 
’ 보통 석탄화도가 툴리면 발열량이나 휘발분 등 여러 가지 성질이 

틀려진다. 또한 이러한 미세한 조직 성분의 함유량이 틀리면， 석탄화도가 

같더라도 그 석탄의 성질은 틀려지게 된다. 

석탄 조직의 분류는 현미경하에서의 형태에 따르지만 그 기본이 되는 

것은 식불의 부분， 부패， 분해， 저항의 강약 등에 있으며， 이런 것에 의해 

비트러나이트 군， 엑시나이트 군 빛 이너티나이트 군의 셋으로 분류되어 

있다. 

〈비트리 나이트 군 (Vitrinite Group)> 

주로 식물의 목질부에서 유래하며 석탄을 구성하는 주요한 성분이다. 

화학적 성질은 다른 2가지 군의 중간적으로 적당히 방향족화가 진행되어 

있지만 산소의 함유량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엑시 나이톤 군 (Exinite Group)> 

식물의 각 부위에서 유래한다. 화학적 성질로서는 지방족 탄화수소가 

많은 휘 발분， Tar의 함유량이 많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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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너 티 나 이 트 군 (Inertini te Group)> 

이 군의 근원 식물은 여러 가지이지만 뚜렷하게 방향족화해서 이너트 

( In e l' t) 라는 어원이 나타내는 것 같이 화학적으로 불활성이다. 

2-3. 석 탄의 류
 
” 

석탄을 나누는 분류 기준은 탄화의 진행 과정에 따른 물리·화학적 성 

질의 변화에 따라 여러 가지 기준이 있지만， 주로 탄화 정도(반사율)， 화 

학분석 및 물리적 특성에 따라 분류된다. 본 연구에서는 공업 분석에 의 

한 분류법을 이용하였다 (Table 3- 1). 

Table 3- 1. 석탄의 공업 분석에 의한 분류 기준 ( 미국， 1967) 

C1ass Group F. C.(%) V.M. (%) Ca l. 
(d.m. f.) (d .m. f.) (m.m. f.) 

~Ieta-anthraci te 는 98 르 2 
Anthracite Anthracite 92 - 98 2 - 8 

Semi -anthracite 86 - 92 8 - 14 

Low vo latile 78 - 86 14 - 22 

Bituminous 
~ Iedi um volati le 69 - 78 22 - 31 

Coal 
High volatile A < 69 > 31 는 7.840 
High volatile B 7, 280 - 7, 840 
High volatile C 6, 440 - 7, 280 

Sub-bitumin-o 
Sub-bituminous A 5.880 - 6.440 

us Coa1 
Sub-bituminous B 5, 320 - 5.880 
Sub-bituminous C 4.648 - 5.320 

Li gni te 
Lignite 이 

Ligni te B < 3, 528 

F.C. : Fixed Carbon , V.M . \!olatile Ma t ter , Ca l. Calorific va lue 

d.m. f. dry mineral matter free , m. m. f. : mineral matter fr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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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국내 무연탄은 거의 흑연 (Graphite) 에 가까울 정도로 극심한 탄 

화 작용을 받은 변성 무연탄 (Meta-anthracite) 으로 분류되는데， 이 때문에 

일반 석탄에서는 찾아 볼 수 없는 새로운 물질들이 함유되어 있으며， 그 

성질 또한 특이하게 변화된 것이다. 

국내 무연탄이 갖는 특성은 외국의 일반 석탄에 비해 매우 특이하다고 

할 수 있겠다. 실제로 국내 무연탄의 특성 중 연소에 관련된 부분을 예로 

들면， 극도로 낮은 휘발분 함유량 (<5%) 때문에 착화 온도가 매우 높고 

( 550.C - 600.C 역청탄의 경우는 250 .C - 350 .C ) 화염(불꽃)이 거의 。4 。

~^-

며， 착화후 대부분이 Char상태로서 연소되기 때문에 매우 느린 연소 도
 

속
 

(1.1mg / min - 1.6mg/ min 역청탄의 경우는 1.5mg/ min - 1.8mg / min) 를 

갖게 된다. 또한， 다량으로 함유된 석탄회 (20% - 50% 외국 석탄의 경 

우는 10% - 25%) 는 석 탄 밭열 량을 저 하시 키 고 (3 ， 000 - 6 , 500cal / g) 있으 

며 연소 후에 다량의 석탄회를 남기게 된다. 

- 146 -



제 3 절 탄소 유기물질의 물리 ·화학적 

3- 1. 탄소 유기물질의 분석 실험 

E三 ;t..l 
-=r’ 6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유기물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기원에서 이루어 

지는데 즉， 조류， 박테리아 및 동식물로부터 유래된다. 이들은 퇴적후 매 

몰 심도의 증가에 따라 열과 압력에 의하여 물리·화학적 성질이 점진적으 

로 변화하여 토탄， 역청탄， 무연탄을 거쳐 최종적으로 흑연에 도달하게 된 

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광물이 온도나 압력에 의해 변성되듯이 열， 압 

력 빛 이들이 작용하는 시간에 따라 이루어지며 한 방향으로만 진행된다. 

이러한 변화 과정을 유기불의 변성 또는 진화라 부른다. 

유기물 변화의 단순한 의미는 유기물을 구성하는 여러 가지 물질 중 

다른 원소들은 점진적으로 모두 떨어져 나가고 궁극적으로 탄소만 남는 것 

을 말한다. 이때에 발생되는 물리 ·화학적 특성 변화를 살펴보면， 반사도 

와 광학적 이방성이 커지고 휘발분， 산소 빛 수소의 함량이 감소하며， 수 

분 함량 및 열량은 어느 단계까지 각각 감소 및 증가하다 다시 증가 및 감 

소로 반전된다. 그리고， 작용기들이 제거되고 방향족화가 일어나며， 방향 

족층은 점점 평행하게 배열되어 흑연의 구조에 접근하게 된다. 이와 같은 

변화는 한 방향으로만 진행되므로 어떤 한가지 변화의 정도를 측정함으로 

써 유기물질의 진화 단계를 결정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변화량이 진 

화 단계에 따라 상이하므로 한가지 척도로써 전 단계에 적용하기 어렵다. 

일반적으로 무연탄(.Anthracite) 단계 이하에서는 반사도 또는 휘발분의 함 

량 측정이 사용되며， 후기 무연탄 단계에서는 수소 함량 측정이 비교적 정 

확한 척도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무연탄 단계를 지나면 x-선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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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Laser분석이나 전자현미경 같은 특별한 방법이 사용된다. 

본 실험 연구는 국내 8개와 국외 14개의 시료를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그 종류는 Table 3-2와 같다. 

Table 3-2. 분석 시료 번호 빛 위치 

Samp1e 
No. 

Mine Loca1ity 

l (천연 흑연) 중 국 

2 마 로 한 국 

3 계 "É그1 한 국 

4 장 λ。4 한 국 

5 (활 성 탄) 

6 한 보 한 국 

7 화 τ 까r‘r 한 국 

8 (활성탄 원료) 

9 베 E 남 

10 o。ε 지 한 국 

11 화 한 국 

12 (Petroleum Coke) 

13 RAND 남아효리카 공화국 

14 흑룡강성 중 국 

15 PI NGSUO 중 국 

16 호 주 

17 뉴질랜드 

18 파시르탄 인도네시아 

19 TUGNU IY 러시아 

20 KALlMANTAN 인도네시아 

21 장 기 한 국 

22 。~ 덕 한 국 

- 148 -



본 연구에 이용된 천연 흑연은 중국산으로 완전한 단결정으로 이루어 

진 것 으로 인상 흑연 (Crystalline graphite) 과 토상 흑연 (Amorphous 

graphite)으로 분류되는데， 전자의 인상 흑연이란 완전에 가까운 결정을 

하고 있어 일반적으로 조광품위가 5-20%로 낮아 부유선광에 의해 품위를 

높여 사용하는데， 이는 편마암이나 면암 내에 랜즈상 또는 층상으로 산출 

되는 것과 연마암내 존재하는 석회암에 틈을 따라 산출되는 되며， 가장 흑 

연화가 진행된 흑연을 말하고， 후자의 토상 흑연은 미세한 흑연의 집합물 

로 외관이 토상 또는 토괴상으로 무연탄과 비슷하게 나타나는 비정질 흑연 

으로 면마암 빛 편암 중에 나타나는 것도 있지만， 주로 퇴적암 중의 탄 불 

질이 열변성작용둥에 의해 흑연화하는 것이다. 

3-2. 분석 방법 및 결과 

유기물의 진화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x-선 회절 분석(물리적 특성) , 

공업 분석(화학적 특성) 및 반사율 측정(광학적 특성)을 수행하였고， 그 

결과를 Raman Laser 분석 결과와 비쿄·검토하였다. 

가. 공업 분석 

공업 분석이라는 것은 수분， 회분， 휘발분을 정랑하고， 이 3성분을 합 

산한 것으로부터 고정 탄소를 계산하는 것으로 석탄이 가열될 때 나타나는 

여러 가지 성질을 밝히기 위한 방법을 말한다. 이 4성분을 항습 base에 

의해 또는 수분을 뺀 3성분을 무수 base로 표시한다. 이들은 무게비에 의 

한 백분율(%)로 표시된다. 분석은 기준에 따라 무수와 무수무회기준으로 

나누어진다. 

- 149 -



(ì) 수분 정량법 

공업 분석에서의 수분에는 항습시료 수분과 환산을 할 경우 등에 필요 

한 기건 시료 수분이 있다. 이 두 가지의 수분은 시료가 다를 뿐 측량 방 

법은 같다. 단， 역청탄， 무연탄 및 코오크스에 대해서는 공기중 건조 감 

량 측정 방법 (석 탄류 107.C . 1 시 간 건조， 코오크스류 200.C .4시 간 건 

조) , 갈탄에 대해서는 불활성 가스기류중 건조 감량 측정 방법(헬륨기류중 

107.C . 1 시간 건조) , 모든 종류의 석탄에 대해서는 직접용량법 (Toluene 또 

는 Xylene을 쓰는 공불증류법 )을 적용한다. 

띠 회분 정량법 

회분은 시료를 공기 중에서 800 :t 10.C 로 가열 회분 하여， 잔류하는 회 

의 양을 시료에 대한 백분율을 회분으로 한다. 

회화 용기(유약이 붙은 자기제， 석영제의 접시로 바깥 지름 약 40mm , 

높이 10 - 20mm) 에 시료 약 19을 명취해 펼치고 실온의 전기로에 넣어 로 

의 문을 조금 열고 약 60분간 걸려 500.C 까지 올리고， 그 후 30 - 60분간 

걸려서 800.C 까지 올려 항량이 될 때까지 800 :t 10.C 로 유지한다. 유지 시 

간은 보통 1시간이면 되나 회화가 곤란한 것은 장시간 걸리는 것도 있다. 

회화가 끝나면 용기를 꺼내어 차가운 금속판 위에서 10분간， 데시케이터 

중에서 15 - 20분간 냉각후 질량을 재어 회량을 구한다. 

(c) 휘발분 정량법 

시료를 925 :t 20.C 에서 7분간 가열할 때， 감량의 시료에 대한 백분율을 

구하여 여기에서 동시에 정량한 수분을 뺀 것을 휘발분으로 한다. 전기로 

는 직립형 관상전기로를， 측정 용기는 백금제 용량 약 10ml 도가니 몸체에 

꼭 맞는 뚜껑이 붙어야 하고 무게는 뚜껑을 합하여 약 18g이 되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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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리 고정 탄소 계산 방법 

고정 탄소( % )는 다음 식에 따라 계산한다. 

항습 고정 탄소( % ) = 100 - [항습수분 + 항습회분 + 항습휘 발분] 

무수 고정 탄소( % ) = 100 - [무수회분 + 무수휘 발분] 

이상의 방법에 의한 석탄의 공업 분석 결과는 Table 3- 3 및 3-4와 같 

Table 3-3 . 유기 탄소 물질의 그L o1 
。 닙 

Sample F. C. ASH 
No (%) (% ) 

2 82. 72 15.08 

3 89.08 8.08 

4 89.11 7.36 

5 90.85 4.27 

6 72.95 22.49 

7 67.38 26.90 

8 89.68 3.36 

9 82.35 10.65 

10 44.81 50. 78 

11 36. 72 59.30 

12 86.15 1. 85 

13 60.39 14. 79 

14 66. 78 4.12 

15 57.94 15.80 

16 59.81 6.48 

17 63.62 0.46 

18 62.11 2.05 

19 48.21 9.16 

20 50.29 0.27 

21 29.92 35.04 

22 30.87 23.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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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 결과 (dry basis) 

V.M. H20 
(%) (%) 

2.20 0.08 

2.84 0.20 

3.53 2.12 

4.88 7. 91 

4. 56 4.43 

4.77 0.95 

6.96 4. 78 

7.00 1. 05 

4.41 5.24 

3.98 0.30 

12.00 1. 14 

24.82 1. 79 

29.10 0.94 

26.26 2.28 

33. 71 1. 24 

35.92 0.57 

35.84 10.28 

42 . 63 3.57 

49.44 7.60 

35.04 4.53 

45.28 6. 76 



Table 3-4. 유기 탄소 물질의 공업 분석 결과 
(dry ash free basis ) 

Sample LC V.M. 
No (% ) (%) 

2 97.41 2.59 

3 96.91 3.09 

4 96.19 3.81 

5 94.90 5. 10 

6 94.12 5.88 

7 93. 38 6.62 

8 92.80 7.20 

9 92.17 7.83 

10 91.04 8.96 

11 90.22 9. 78 

12 87.77 12.23 

13 70.87 29.13 

14 69.65 30.35 

15 68.81 31. 19 

16 63.95 36.05 

17 63 . 91 36. 09 

18 63.41 36.59 

19 53.07 46.93 

20 50.43 49.57 

21 46.06 53.94 

22 40.54 59.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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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의 공업 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이 고정 탄소의 합량은 40.54 -

97.41%μ 휘발분은 2.59 - 59.46%의 함량을 나타내며， Q디 수분의 함량은 

0.08 - 10.28%로 분석되었다. 이를 토대로 활성탄， 활성탄 원료 및 

petroleum coke를 제외한 석탄 시료를 미국 광무국의 분류 기준에 따라 분 

류하면， 무연탄군 (2-11 )， 역 청 탄군(1 3-18) ， 아역 청 탄군(1 9 ， 20) 및 갈탄 

군 (21 ， 22) 으로 대별될 수 있다. 

나. X-선 회 절 분석 (XRD) 

석탄의 carbon sheet의 결정 격자 구조를 밝히기 위한 x-선 회절 분석 

(XRD) 은 광상연구부가 보유하고 있는 일본 이학 전기의 X-선 회절분석기 

(RINTl 200 )를 사용하였다. 석탄의 경우에는 탄화 정도에 따라 결정 구조 

가 변화하게 된다. 즉， 탄화가 진행됨에 따라 탄소 성분이 증가하게 되 

고， 이들 탄소sheet와 탄소 sheet사이를 연결시키는 교량 역할을 하는 산 

소와 수소 성분은 차츰 감소되어 석탄의 결정 구조도 거의 탄소 sheet로만 

구성되게 된다. 

이러한 결정 구조를 확인하기 위한 X 선 회절 분석은 석탄내의 방향족 

의 박충 (aromatic lamellae) 의 크기， 박층간의 명균 거리 및 명균 결합 거 

리 (mean bond distance)를 측정 할 수 있다. 

x-선 회절 분석은 주로 비교적 탄화 작용이 진행된 무연탄부터 흑연까 

지의 구조 변화와 탄화 정도와의 관계를 연구하는데 이용된다. 

실험 조건은 Cu target과 모노크로메타 (monochrometer)를 이용하였고， 

분석 조건은 가속 전압 40KV , 시료 전류 20mA , scan speed 2 0 /min , 3 。 에 

서 50 。 까지 0.01 。 의 간격으로 분석하였다. 분석 시료는 분말을 이용하 

였으며， nickel filter를 사용한 구리 파장 (Cu Ka- 1. 5418A)의 x-선을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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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에 조사하여 d002값과 28 。 값을 측정하였다 \-선 회 절 분석 실혐의 

결 과는 Table 3-5와 같다. 

Franklin(1951) 은 흑연상 광물에 대해 탄소의 육각망평면이 무질서하 

게 겹쳐진 부분과 질서 있게 겹쳐진 부분을 구별하여 ， 무질서 부분의 전체 

에 대한 비율 P값 ( 흑연화 확도)을 다음 식에 의하여 구하기를 제안하였 

다 . 

d (002J = 3.440 - 0. 086 (1 - p~ 

또한 Bragg법칙에 의해서 ( 002)최고점에서의 “ d "값을 구하였다. 

N À = 2 d sin θ ( À χ-ray wa ve 1 ength , d a tom pl an .샤이 

의 inter planar spac ing ) 

결론적으로 ， 28 。값이 증가할수록 탄화가 진행된 것이며， p값은 d값과 

비례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이는 석탄화가 진행되면 P의 값이 감소함을 의 

미한다. 

Table 3-5. x-선 회절 분석 결과 

Sample 28 。 d(002)Á P 

No. 

2 26.60 3. 3761 0.507 
3 26.59 3. 3845 0.596 
4 26. 59 3. 4017 O. 745 
5 26. 57 3.4400 1. 000 
6 26.53 3.4933 1.273 
7 26.52 3.5324 1. 440 

8 26.52 3.5813 1.626 
9 26.43 3.5943 1. 672 

10 26.41 3.6175 1. 750 

11 25.93 3. 6214 1. 763 

12 25.66 3.6524 1. 86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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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반사율 측정 

석탄의 탄화 정도를 규명하기 위해 사용되는 방법으로는 두 가지 방법 

이 이용된다. 하나는 비트러나이트의 반사율 (Vitrinite reflectance) 을 

는
 

하
 

처
 
。츠

 
「 것이고， 다른 님L 냥1~ 

。l=l>':二 스포리나이트의 형 광성 (Sporinite 

fluorescence) 을 측정하는 것이다. 전자는 비트리나이트의 반사율이 탄화 

의 진행에 따라 점차 증가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고， 후자는 스포리나 

이트의 형광성이 탄화의 진행에 따라 점차 그 최고점 (peak) 의 파장0..)과 

색 (color) 이 변화하는 성질을 이용하는 것이다. 후자는 비교적 낮은 뭉급 

의 석탄(갈탄 - 중휘발성 역청탄)에만 적용 가능하므로 무연탄에는 이용될 

수 없다. 

물질의 반사율은 물질과 매체의 굴절률 및 흡수 계수에 관계되는데， 

석탄의 굴절률은 원자 밀도 즉， c원자의 2중결합의 증가와 함께 커지고， 

흡수 계수는 자유전자의 수와 관계되며， 비트리나이트분자의 축합도의 상 

승에 따라 커지게 된다. 그 결과 반사율은 석탄화의 진행과 비례 관계를 

가지게 된다 (Hoffman & Jenkner , 1932). 

본 연구에서는 비트러나이트 또는 휴미나이트를 대상으로 비트러나이 

E 반사율 측정법을 이용하였는데 즉， 비트리나이트 빛 휴미나이트의 최대 

반사율 (R max ). 최소 반사율 (Rmin l. 평균 반사율( Rmean) 빛 이방성을 나타내는 

복반사율( Rbi=Rmax-Rmin) 을 측정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기기는 서독 Ernst 

Leitz사의 MPV2 microphotometer with orthoplan microscope이 고 , 사용된 

표준 물질은 유리로 546nm에서 ROi I 은 0.299 , 0.506 , 0.940 , 1.025 , 

1. 381 , 1. 672 및 7.30이었다. 반사율 측정 결과 및 공업 분석 결과와 비 

교해 결 정 된 석 탄 시 료의 둥급 분류는 Table 3-6과 같다. 

석탄의 탄화도 측정에서는 주로 최대 반사율 또는 평균 반사율이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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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있으나， 역청탄보다 높은 탄화 정도를 갖는 석탄에서는 최대 반사율 

을 사용하는 것이 통례이다. 그 이유는 탄화 정도가 높은 석탄에서는 이 

방성이 뚜렷해지므로 최소 반사율이 감소되기 시작하여 결국 평균 반사율 

의 값이 실제의 탄화 정도보다는 낮게 측정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닝hi1 。
。l，j-

로 측정된 반사율 값을 분석해 보면， 분석 시료는 크게 5개군 즉， 흑연 ， 

무연탄， 역청탄， 아역청탄 및 갈탄군으로 구분될 수 있다. 특히， 마로 및 

계럼 석탄의 경우는 높은 고정탄소량， 광학적 조직 및 반사율 측정 등에 

의해 거의 흑연화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라. Raman Laser에 의 한 분석 

최근에 Raman Spectrometer를 이용한 고진화 유기물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 고 있다. 연구에 사용된 laser Raman microprobe는 Jobin Yvon사의 

Ramanor U1000 system이다. 라만 실험 조건은 514nm의 녹색선을 여기광으 

로 40mW에서 100mW의 출력을 사용하였고 ， 분광기의 슬릿 (Slit) 은 

500micron으로 열 었으며 , 구동 속도를 1cm→ l / sec로 2회 반복 scan하였다. 

실협은 Micro하에서 이루어졌으며， 대물랜즈는 정확도를 높이기 위해 

X50 또는X100배율을 사용하였다. 분석은 반사율 측정 위치와 동일한 곳 

(vitrinite 또는 huminite) 에서 이 루어 졌다. 분석 시 료는 진화 정 도를 정 

확하게 평가하기 위해 엽리구조를 수직으로 절단하여 제작하였다. 

석탄에 대한 적외선 spectrum의 연구는 1955년에 Cannon과 Sutherland 

에 의해 최초로 시도되었다. 이들의 연구 이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탄 

소 유기 물질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 었는데， 그 가운데 üelert (l 965) 는 적 

외선 spectrum band의 모양과 석탄의 방향 및 지방 구조와의 연관성을 밝 

히고자 노력하였다. 석탄의 적외선 spectrum은 약 207>> 의 band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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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밝혀 졌고， 그 증 가장 강력 한 ::::: 1600cm - 1 에서 의 spectrum band에 대한 

성인은 많은 논란의 대상이었다. 그러나， 석탄에 

Table 3-6. 탄종별 반사율 측정 결과 

REFLECTANCE (in oil) 

max. rnean mln. bi refl ectance Rank 

천연 흑연 

2 무연탄 

3 무연탄 

4 7.099 5.474 3.848 3.251 무연탄 

5 6.446 5.841 5.236 1. 210 (활성탄) 

6 6.266 4.977 3.689 2.577 무연탄 

7 6. 790 4.853 2.967 3.816 무연탄 

8 5. 756 5.234 4.712 1.044 무연탄 

9 3.195 2.848 2.502 0.693 (활성탄원료) 

10 5. 843 5.000 4.169 1. 674 무연탄 

11 3.494 2.439 1.385 2.109 무연탄 

12 2. 867 2.173 1. 478 1. 389 (Pet. Coke) 

13 O. 757 。~~B

14 0.890 역청탄 

15 0.690 역청탄 

16 0.859 。「j 호 。lB

17 O. 723 역청탄 

18 0.390 아역청탄 

19 0.446 。ll 。「;ji。!Eι} 

20 0.407 아역청탄 

21 0.300 갈 탄 

22 0.283 갈 탄 

- 157 -



대 한 Raman spectrum의 연구가 1970 년 Friedel 등에 의 해 시 도된 이 후 

그들은 ::::; 1600cm - 1에서의 Raman band는 석탄의 흑연질 구조로부터 기인된 

다고 결론지었다. 즉， 이는 흑연질 물질은 화학적으로 거의 불활성이기 

때문에， 다양한 화학 처 리를 하더 라도 ::::; 1600cm - 1 band의 변화를 유도할 

수 없음을 의미한다. 

Tuingstra와 Koenig (1 970) 및 Friedel 과 Carlson (1 971 , 1972) 은 

graphi te , carbon 및 coal 의 Raman spectrum연구에서 , 동일 시 료에 대 한 

적외선 spectrum연구시 발생하는 spectrum band와 거의 동일한 위치에 두 

개의 Raman band가 존재함을 최초로 발견하였는데， 첫째 band는 1575cm • l 

에서 1620cm l 의 진동 범위에， 두 번째 band는 1355cm - 1 에서 1380cm ← l 의 

진동범위내에 위치함을 밝혔다 Tuingstra와 Koenig (1 970) 그러고 

Tsu동(1 977)은 1600cm - 1 의 주변에 나타나는 peak는 흑연 구조의 Ezg mode에 

서 발생됨을 밝히고 있다 1380cm - 1 의 부근의 peak발생 성 인에 대해서는 

많은 논란이 존재하였다. 

Nakamizo등 (1 974) 은 laser Raman technique으 로 천 연 흑 연 과 탄 소 물 

질을 연구하여 ::::; 1600cm → 1의 band는 이중 탄소 결합의 확장 진동 

(stretching vibration) 과 관련이 있으며 ::::; 1380cm - 1 에 서 의 band는 

benzene skeleton vibration과 연관성 이 있음을 규명 하였다. 

Tsu등(1 977) 은 라만 효과 (Raman effect)는 석탄의 유기질 부분에만 적 

용되며， 광물 부분에서는 spectrum이 약간의 영향을 받음을 밝히고 있다. 

먼저 , 본 연구에 사용된 Ramanor UI000 system의 기 기 조건이 최 적 의 

상태에 놓여 있지 않은 관계로 nOlse가 많이 발생하였고， 그에 따라 반폭 

값 역시 정확히 측정되지 못하여 상대적인 폭을 중심으로 기술함을 밝힌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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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aman spectrum분석 실험 결과， 앞서 언급된 분석 방법들에 의한 유기 

물의 등급에 따라 Raman spectrum band의 위치와 모양이 4가지의 형태 

즉， 흑연형 (0) , 무연탄형(이， 역청탄형 (B) , 갈탄형(，11.)으로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Figure 3-1). 

Tuingstra와 Koenig는 거의 완전한 단결정으로 생각되는 천연 흑연의 

Raman spectrum은 ::::: 1600cm - ' 의 위 치 에서 sharp한 하나의 band로 나타남을 

밝힌 바 있는데， 본 연구에서 이에 해당하는 시료는 천연 흑연을 비롯하여 

거의 흑연화된 마로 및 계림 석탄이다 (Figure 3-10). 앞서 밝힌 대로， 이 

band는 흑연질구조의 발달에서 기인한다. 

그러나， Figure 3-1 에서의 나머지 3개 (A ， B, C) 의 형태는 ::::: 1600cm - ' 에 

서 발생 하는 Raman spectrum‘외 에 ::::: 1360cm - ' 의 위 치 에 서 또 하나의 band가 

나타남을 알 수 있다. 탄의 등급과 Raman spectrum band의 위치 사이에서 

는 어떤 상관성을 찾을 수 없으나， band의 폭(반폭값)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 1600cm-' 및 ::::: 1360cm - ' 의 위치에서 나타나는 두 band의 

모양이 진화가 거듭될수록 sharp하게， 다시 말해 낮은 동급의 탄일수록 

band의 폭이 상대적으로 넓어짐을 알 수 있다. 결론적으로， 진화가 진행 

될수록 (A→B→C→0) 두 band의 폭이 sharp하게 됨을 알 수 있고， 특히 낮 

은 등급의 탄일수록 두 Raman band사이의 간격이 더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고진화의 탄소 유기물 (C형과 D형 )에서는 새로운 Raman band가 

::::: 1290cm - ' 의 위치에 형성되어 나타나는데， 이 band는 아마도 다이아몬드 

식 원자 배열로부터 기인된 것으로 생각된다. 다이아몬드의 Raman 

spectrum연구 시 는 ::::: 1332cm - ' 의 위 치 에서 단일 band만이 나타난다. 비 결 

정질의 석탄에서는 ::::: 1332cm - '에서의 Raman spectrum보다 낮은 위치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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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ift되 어 나타 날 수 있 다. 측 정 된 각 석 탄의 Raman spectrum은 Figure 

3-2 에서 3-23에 나타내 었다. 

참고적으로 vitrinite 및 huminite외에 장성탄내의 fusinite와 

semifusinite 그리고， 태화탄내의 graphinite를 대상으로 라만분석결과를 

제시하였다 (Figure 3-24. 3-25 및 3-26) . 그 결과는 장성탄내의 두 물질 

의 라만 band는 vitrinite와 유사하게 측정되지만 vitrinite에서 관찰되 

는 :::::: 1290cm - 1 위 치 의 band는 측정 되지 않았다. 이는 두 물질의 진화 정 

도가 vitrinite보다 떨어짐을 의미한다. 그러 나 graphinite의 라만 

band는 vitrinite와 거의 동일하게 측정됨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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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상온에서 측정된 중국산 천연 흑연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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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마로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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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4.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계립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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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장성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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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6. 상온에서 측정된 활성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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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한보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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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8.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화순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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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9. 상온에서 측정된 활성탄 원료의 라만 스펙트럼 

1600.0 1760.0 



| 

]
나
(
〕
 

| 

1760.0 1600.0 1440.0 
RCM-1 

Figure 3-10. 상온에서 측정된 베트남산 석탄의 라따 스펙트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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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1.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양지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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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2.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태화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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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3. 상온에서 측정된 Petro\eum Coke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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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4. 상온에서 측정된 남 아프리키산 Rand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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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5. 상온에서 측정된 중국산 흑룡강성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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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6. 상온에서 측정된 중국산 Pingsuo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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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7 ‘ 상온에서 측정된 호주산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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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8 상온에서 측정된 뉴질랜드산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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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9. 상온에서 측정된 인도네시아잔 파시르탄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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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0. 상온에서 측정된 러시아산 Tugnuiy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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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1. 상온에서 측정된 인도네시아산 Kalimantan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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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2. 상온애서 측정된 한국산 장기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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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3. 상온에서 측정된 한국산 영덕 석탄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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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4. 태화석 탄내 graphinite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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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5. 장성석탄내 fusinite의 라만 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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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6. 장성석탄내 semifusinite의 라만 스펙트럼 



제 4 절 결 츠료 
L一

(1) 실험은 국내외의 22개 탄소 유기물 시료를 대상으로 공엽 분석， 

X- ray 분석 , 반사율 및 Raman분광 분석 이 이 루어 졌다. 

(2 ) 공엽 분석 결과는 수분의 함량이 0.08 - 10.28%로 분석되어 , 고 

정 탄소의 비 가 40.54 - 97.41 %, 휘 발분이 2.59 - 59.46%로 계 

산되었다. 

(3) 고진화된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2 () 。값이 25.660 
-

26.600 였고， 방향족의 박충간의 거 리 d(002)는 3.3761 A -

3.6524A 이 었으며 , 흑연화도 P는 0.507 - 1. 863이 었다. 

(4 ) 각 탄소 유기물에 대한 탄화 정도는 최대 반사율 (Rmax 2.867-

7.099) 과 평균 반사율 (Rmean 0.283-0.757) 에 의해 흑연 ， 무연 

탄， 역청탄 ， 아역청탄 및 갈탄군으로 구분된다. 

(5 ) 라만분광분석 실험 결과 ， 각 실혐에 의해 결정된 석탄의 뭉급에 

따른 라만 스펙트럼 band의 위치 및 모양은 4가지의 형태를 나타 

내는데， 진화가 진행될수록 두 band( ;::;: 1360cm-1 및 ;::;: 1600cm - 1 ) 의 

폭이 sharp하게 된다. 즉， 고정탄소비의 증가， 방향족 박충간의 

거리 감소 및 반사율의 증가에 따라 스펙트럼 band의 폭이 감소한 

다. 또한， 낮은 동급의 탄일수록 두 Raman band사이의 간격이 더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 187 -



져14장 함석자원의 열극쳐l 체 해석 연구 

(남원， 함양， 문경얼대 화강함류를 중섬으로) 

제 1 절 머릿말 

이 보고서는 1995년도 5월부터 1996년 12월사이에 수행된 과학기술처 출 

연 특정 연구과제인 “ 광물암석의 산업화 기술연구”의 세부과제 중 하나인 

암석자원의 열곡체계 해석연구이다. 연구대상은 국내에서 화캉암체가 대규 

모 저반상을 이룬 전라북도의 남원， 경상북도의 함양과 문경일대로서 이들 

의 지질시대는 전자들은 쥬라기， 후자는 백악기에 해당된다. 

암반내의 열극분포는 암반의 공학적인 특성 및 역학적 거동에 중요한 영 

향을 미친다. 최근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와 지하 공동내의 원유， 

LPG 둥의 유류저장 탱크를 위한 대규모 동굴건설， 토목 구조물 건설 01 0 ~ '* t:l 

석차원의 채석분야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다. 이러한 연구과제의 

문제해결을 위해서는 암반내에 존재하는 절리면의 기하학적 매개변수의 발 

달 및 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석자원 채석시 규격석 생산 

에 영향을 미치는 요소는 절리， 단충 동의 열극구조， 암맥류의 발틸， 세 

맥， 유색광물칩합체， 공동구조둥 여러가지가 있지만， 그중 가장 중요한 요 

소중의 하나가 암반내의 열극체계 (fracture system) 의 분포 빛 그 특성 

을 따악하는 것이다. 그러므로 암반내 절리의 발달 및 분포특성을 밝히는 

것은 중요한 연구과제이며， 이는 또한 암반역학 빛 구조공학적인 측면에서 

도 중요한 연구대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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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반내의 열극체계 해석 및 특성을 따악하는데는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 

게 된다. 이는 실제 암반내에는 절리가 3차원적으로 분포하고 있지만， 자 

연상태의 노출 특성 때문에 절리 자료수집시에는 결국 2차원적인 관찰에만 

의존해야 한다. 그러고 야외에서 불규칙하게 발탈 분포되어 있는 절리의 

기하학적 매개변수를 어떻게 수집할 것인가， 수집된 자료들을 어떻게 분석 

할 것인가， 그리고 분석 결과를 석재자원 측변에서 어떻게 해석 할 것인가 

하는 문제가 중요한 연구 대상이다. 

암반내 절리분포 특성에 관해서 Hudson and Priest (1 979) 는 절리면의 

방향성， 간격 및 연장을 연구하기 위해 측선법을 제안하였다. P. J. Pah1 

(1 981 )는 연장길이를 예측하는 방볍을 수식화하였으며 Ku1ati 1ake and 

Wu (1 984)는 밀도를 예상하는 방법을 제안하였다 Bacher ， Einstein 및 

Witherspoon은 여러가지 분포법칙에 따른 불연속변의 시율레이션을 통해 

실 제 에 적 용하 기 위 하여 통계 학 적 인 모 델 을 만들어 내 었 다 Bi11aux et 

a 1. (1 989)는 불연속변에 의해 형성되는 블럭을 확인하는 알고리즘을 개발 

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남원， 함양 빛 문경일대에 분포되어 있는 화강암체를 대 

상으로 암반노두와 채석장에 발달되어 있는 열극에 대한 기하학적 매개변 

수의 발달 및 분포상태를 통계적으로 해석하므로서 암반의 기하학적 열극 

체계를 구성하여 열극암반을 석재의 측면에서 고찰하는데 연구목적을 두었 

다. 열극계 측정방법으로는 동일한 조건하에서 측선법 (scan1ine method) 

을 이용하였으며， 열극 매개변수의 측정요소는 암석자원 탐사 및 효율적인 

채석 관점에서 중요하다고 고려되는 열극계의 매개변수들 중， 기하학적 요 

소인 방향성， 간격， 빈도， 연장길이 동을 중심으로 측정하였다. 전반적인 

열극발틸을 알기 위해 가능한 암체별로 고르게 대상암반을 택하였으며，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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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확한 자료처리를 위해 소규모보다는 상대적으로 불연속면이 많이 발 

탈한 비교척 큰 규모의 암반를 택하였다. 지역별 빛 암반별로 불연속면 발 

달을 알기 위해 열극방향에 수직으로 측선을 설정하였다. 측선과 교차되는 

모든 열극을 측정하여 방향， 빈도， 간격 및 연결성 유형 동의 모델정립으 

로 개개 암반과 천체암체의 열극체계 규명의 주요 해석자료로 이용하였 

다. 열극측정 대상은 연장 길이와 발달간격이 각각 3m 이상 및 lOcm이상 

되는 것들은 택하였으며， 그 외에 암질과 암상， 암맥류， 소활충단면， 풍화 

와 변질정도 동의 이차척인 영향 둥을 열극발달변에서 해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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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철 남원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류 암석자원의 열 

극체계 해석연구 

2- 1. 지형 빛 수계발탈상， 연구내역 

남원지역은 옥천습곡대와 영남육괴 사이의 경계인 호남전단대에 인접한 

다 (Yanai et a l.. 1985). 남원 화강암은 남원을 중심으로 북쪽， 남쪽 및 

동쪽일대에 넓게 분포하며 저반상을 이룬 총면척 약 530km2 에 달하는 거 

대암체이다 (Fig. 4-1). 연구대상 범위는 대체로 북위 35 0 18’- 35 0 33 ’, 동 

경 127 0 15 ’ -127 0 30' 에 이르며， 행정구역상으로 남원군의 보절면， 덕과면， 

대산면， 이백면， 주생면， 금지면， 송동면， 수지면， 임실군의 둔남면， 사매 

면， 장수군의 산동변， 곡성군의 고달면 둥이 포함된다. 이 지역의 지형， 

수계 및 관련된 연구내역은 다음과 같다. 

1 ) 지형 및 수계발달상 

남원의 지형은 대체로 암석의 종류 및 지질구조 둥의 발틸과 밀접히 관 

련된 것으로 고지대를 이룬 동부와 서부， 저지대를 이룬 중앙부， 그리고 

다소 고지대를 이룬 북부로 대분될 수 있다. 동부는 소백산맥의 남록에 해 

당되며 선캠브리아기의 면마암류와 화강암류 분포지로서 724.6m. 56 1. 8m. 

678.1m동의 고봉틀이 남북으로 발탈된다. 서부는 시대미상의 엽리상화강암 

이 북북동 방향으로 분포하며 노척봉 (567.7m). 웅봉 (579m) 동의 고봉이 

발달한다. 중앙부에는 조럽질 화강암류가 분포하며 323.6m 고지. 288.6m 

- 191 -



O 20,M\ 

Fig. 4- 1. Distribution of intrusive rocks in Namwon area. 1: 

Cretaceous rock . 2: Non-foliated granitoids. 3 : Foliated granitoids. 

4: Precambrian and early Pa1eozoic rocks. 5: My10ni tes (after Cluzel 

eta l.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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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 동의 비교적 저지대를 이룬다. 북부에는 세-중립질 화강암이 분포하 

며 성산 {379m} 둥이 발달하며 중앙부보다 다소 높은 지헝를 이룬다. 수계 

는 전체적으로 수지상을 이룸이 특정이며 ， 중앙부의 요천은 북동향의 단충 

선을 따라 발달하며， 북부의 오수천은 변성 퇴적암류의 주향에 명행한 남 

북향을 이룬다. 그 외 율천과 옥율천이 각각 동서향과 남남동향으로 발달 

한다. 

2 ) 연구내역 

남원화강암은 남원도폭 (1 984 )의 조사자들에 의해 중앙부인 남원을 표식 

지 (Type locality)로 하여 북쪽으로는 오수도폭 (1 984 ), 남쪽으로는 구혜 

도폭 (1 984 ), 동쪽으로는 운봉도폭 (1 964) 에 한하여 관입분포하는 총면적 

약 530km2에 탈하는 저반상을 이룬 암체라고 명명된 바 있다. 조사자들은 

주변암체들의 절대연령을 고려하면 남원화강암이 대보조산기에 속할 것으 

로 보았다. 

한편 남원 화강암， 순창 엽상화강섬록암과 대강 엽상화강암의 Rb-Sr 천 

암연령을 각각 211 :t 3Ma , 222 :t 5Ma와 228 :t 5Ma로 밝혀 한반도 남부일대에 E 

라이아스기의 화캉암의 존재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주송환 외， 1986). 

김용준 외 (1 987 )는 광물학적 및 조직을 기준으로 하여 남원 화강암체를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흑운모 화강섬록암， 반상 화강섭록암， 복운모 

화강섬록암의 4개 암상으로 구분하였다. 특히 운봉-아영일대에 분포하는 

반상 화강섬록암의 압쇄대는 우주향이동성의 심부 전단대에서 형성되었으 

며， 40Ar /39Ar의 연령이 191-195Ma로서 선대보변동기의 전단력에 의한 것으 

로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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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세선 외 (1 988 )는 남원 화강암체는 분별결정작용에 의해 형성된 송럼 

변동의 산물로서 암석화학성분상 칼크-알칼리계열에 속한다고 보았다. 김 

용준 외 (1 988). 김용준 외 (1 988 )과 김정빈 (1 990 )은 남원 화강암체가 칼 

크-알칼리 계열로서 ACF의 삼각도상에서 1-형에 해당된다고 보고하였다. 

김용준 외(1 989 )는 옥천지향사대의 동남대를 중앙대 (C-zone) 와 동남대 

(SE-zone)로 나누고， 후자를 다시 주로 쥬라기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동남 

-북아대 (SE-N) 와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이 분포하는 동남-남아대 (SE-S) 

로 구분하여， 남원 화강암체는 동남-남아대 (SE-S) 에 포함된다고 보았다. 

김용준 외 (1 992)는 운봉-아영지역의 압쇄상화강암의 화학성 연구로부터 

protomylonite에서 ultramylonite로 압쇄강도가 증가되면서 장석은 파괴되 

고 백운모와 녹니석이 생성된다고 하였다. 

또한 윤현수 외 (1 994)는 남원지역의 석재자원조사에서 개략적인 절리발 

탈의 양상을 일부 조사한 바 있다. 그러나 암반과 암체전체에 걸쳐서 측선 

설치에 의한 열극의 측정 및 해석의 정밀연구는 시도된 바 없다. 

2-2. 남원 화강암체의 암석학적 특성과 분류 

1 ) 암석학적 및 화학적 쁨
 

남원 화강암체는 그 북동쪽과 남동쪽에서 선캠브리아기의 기반암을， 그 

서쪽에서 남북으로 길게 대상분포하는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와 엽상화 

강암을， 그러고 그 북동쪽에서 엽상화강암을 각각 관임하였다. 또한 시대 

미상의 소규모 섬록암체가 연구지역의 서부인 교룡산에서 발달한다. 백악 

기의 규장암， 반화강암， 페그마타이트， 석영맥과 안산암질 둥이 맥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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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탈한다 (Fig. 4-2 and Fig.4-3). 

기반암은 지리산 편마암 북합체로서 주로 반상변정 연마암， 흑운모면마 

암， 화강연마암， 호상연마암과 폰성연마암들로 구성되며， 부분적으로 각섬 

석연암과 석회암 둥이 협재된다 (이상만， 1980). 변성퇴척암류는 대부분 

N20 0 
- 600 E, 50 0 

- 800SE로 균일한 면이며， 남서부에서 북동부로 갈수록 충 

후가 감소된다. 주로 규암과 면암， 천매암， 석회암으로 구성된다. 

엽상화강암은 호남전단대의 변형시기와 관계있는 것으로 뚜렷한 엽상구 

조를 이루며， 

엽상화강암은 

순창과 대강 엽상화강암， 우백질 엽상화캉암이 해당된다. 즉 

pre- 1:]: ~ 
-‘- '- syn-tectonic의 관입체이며 나머지는 post-

tectonic의 관입암체이다. 한연 남원 화강암체는 엽상조직을 보이지 않으 

므로 post-tectonic의 관입 암체로 생각할 수 있다 (C1 uze1 et a 1., 

1991) . 

주요 연구대상인 남원 화강암체는 광물조성과 조직 둥에 의하여 토날라 

이트-화캉섬록암 (tona1ite-granodiorite , TGd) , 반상 화강섬록암 

(porphy야 tic granodior、 ite ， PGd) , 흑운모 화강암 (biotite granite , BG) 

과 복운모 화강암 (two mica granite , TMG) 의 4개 암상으로 구성되나， 이 

들 4개의 암상간은 뚜렷한 경계가 관찰되지 않는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을 

이루는 흑운모 화강암은 각섬석 유무， 천암화학조성 (Tab1e 4-1) 및 광물 

조성 둥에 의 해 high TiOz / MgO (hiBG) 과 10w TiOz / MgO (loBG)로 세분할 수 

있다 (Fig.4-4) . 또한 남원 화강암체의 가장 큰 특정은 TiOz/MgO 값의 높 

고 낮음으로서 천자는 0.45-0.6의 높은 값을 가지나 후자는 0.3-0.4의 

낮은 값을 가지며， 이런 암석화학척 차이에 의해 전자를 HBGr (high 

TiOz/MgO) 과 LBGr {1ow TiOz/Mg이로 구분하였다 (Fig. 4-5). 이 에 따라 천 

자에는 1oBG , TGd와 PGd , 후자에는 hiBG와 TMG가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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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rphyritic hornblende biotite granodiorite , TGd: Hornblende biotite 

tonalite- granodi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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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Major element analyses of the granitic stone resources in 

Namwon area. 

HBGr 

hiBG 

113 137 160 166 200 201 203 206 225 307 

SiOz 73.34 70.02 72.00 71.27 71.55 70.18 71.60 73.23 72.6572.09 

TiOz 0.28 0.42 0.29 0.34 0.35 0.38 0.31 0.25 0.23 0.28 

Alz03 13.76 15.31 15.09 15.19 15.31 15.36 15.09 15.16 14.9614.36 

FeO t 2.23 2.82 1. 82 2.49 2.40 2.46 2.16 2.11 1. 92 2.04 

MgO 0.04 0.03 0.03 0.03 0.04 0.03 0.03 0.03 0.04 0.04 

MnO 0.57 0.81 0.48 0.67 0.64 0.69 0.54 0.41 0.44 0.61 

CaO 1. 96 2.61 1. 90 2.32 2.38 2.44 2.18 1. 84 1. 81 2.14 

NazO 3.62 4.03 4.08 4.06 4.34 4.05 4.06 4.18 4.24 3.80 

KzO 3.74 3.34 3. 77 3.48 3.13 3.65 3. 76 3.89 3.69 3.67 

PZ05 0.07 0.11 0.08 0.09 0.10 0.11 0.09 0.09 0.08 0.08 

LOI 0.54 0.61 0.89 0.68 0.42 o. 70 0.65 0.38 0.74 0.59 

Total 100.14 100.10 100.43 100.61 100.65 100.05 100.45 101. 57 100.79 99.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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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 (continued) 

HBGr 

TMG 

34 35 46 47 48 49 51 

SiOz 74.96 73.38 73.03 73.37 72.90 71. 60 72.29 

TiOz 0.11 0.13 0.18 0.13 0.18 0.19 0.18 

Alz03 14.04 14. 48 14.79 14.31 14.97 15.11 15.08 

FeO t 1. 65 1. 89 1. 88 1. 65 l. 77 l. 86 1. 94 

MgO 0.21 0.26 0.32 0.28 0.35 0.35 0.35 

MnO 0.03 0.03 0.03 0. 04 0.03 0.03 0.03 

CaO 0.63 1. 19 1. 67 l. 27 l. 56 1. 61 1. 61 

NazO 3.90 3.96 4. 39 4.32 4.15 4.18 4.14 

KzO 4.58 4.16 3. 23 3.83 4.07 4. 13 4.01 

PZ05 0.06 0.05 0.10 0.08 0.08 0.08 0.08 

LOI o. 76 0.62 0.85 0.59 o. 70 0.81 0.81 

Total 100.92 100.14 100. 48 99.86 100.75 99.94 10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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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continued) 

LBGr 

TGd loBG 

26 27 57 61 CJ2 CJ4 56 58 62 63 

Si 02 63.85 68.82 67.61 66.59 66.99 68.69 93.86 68.51 68.57 70.31 

Ti02 0.64 0.40 0.48 0.57 0.50 0.32 0.13 0.42 0.35 0.33 

Alz03 16.46 15.24 15.35 15.54 15.51 14.89 14.24 15.39 15.67 15. 04 

FeO t 5.50 3.52 4.04 4.50 4.48 3.49 1. 36 3.44 3.44 2. 75 

MgO 2.13 1. 26 1. 54 1. 87 1. 69 1. 07 0.39 1. 33 1. 15 1. 04 

MnO 0.07 0.05 0.05 0.06 0.06 0.04 0.02 0.05 0.05 0.04 

CaO 3.35 3.33 3.63 4.08 2.67 2.42 2.54 3.26 3.34 2.92 

Na20 3.92 3.61 3.62 3.96 3.30 3.07 3.58 3.71 3.96 3.53 

K20 3.72 3.05 3.04 1. 95 4.61 4.89 3.32 3.26 2.96 3.60 

PzOs 0.14 0.09 0.11 0.13 0.10 0.08 0.04 o. 10 0.08 0.08 

LOI 0.82 0.64 0.89 0.92 0.35 0.69 0.45 0.89 o. 76 o. 79 

Tota1 100.59100.00100.35100.17100.26 99.64100.02100.37100.2610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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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1. (continued) 

LBGr 

loBG 

64 67 68 118 226 227 228 

Si02 66.48 72.50 69.35 70.12 69.18 68.68 71. 36 

Ti 02 0.50 0. 21 0.42 0.29 0.37 0. 39 0.25 

Alz03 16.00 14.16 15.68 15.18 15.04 15.67 14.85 

FeO t 4.19 2.08 3.31 3. 19 3.24 2.42 3.24 

MgO 1. 75 o. 70 1. 31 1. 07 1. 06 1. 30 0.81 

MnO 0.05 0.04 0.05 0.05 0.05 0.05 0.04 

CaO 3. 78 2.37 3.60 2.93 2.99 2.66 2.52 

Na20 3.70 3.42 4.02 3.61 3.60 3. 79 3.62 

K20 3.02 3. 77 2.32 3.63 3.54 3. 73 3. 76 

P20S 0.12 0.06 0.09 0.08 0.09 0.09 0.07 

LOI 1. 08 0.63 0.81 0.62 0.69 1. 15 0.45 

Total 100.66 99.92100.97100.76 99.78100.7610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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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mparison diagram of MgO vs. TiOz for Namwon grani tic 

rocks 

- 202 -



0.8 

+ LBGr 

0.6 용〈 × × HBGr 
녁 × 
。

〉상 &<× * ×× “‘ 
르 
‘。 × 。

× × 

0.4 

++ + 

+-r’ -;.+ 끓 팎i T l+ # 十• + 
+ 

0.2 

0.0 1.0 2.0 3.0 

MgO 

Fig. 4-5. Comparison diagram of MgO vs. TiOz/MgO for Namwon grani tic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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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원 화강 암체 의 알루미 나 포화지 수 (ASI: alumina saturation index , 

mol Alz03/(CaO + NazO + KzO) , Fig , 4-6)는 대부분 0 , 95- 1. 1 이내의 값을 

보인다， LBGr의 TGd와 loBG의 일부암석만이 저알루미나질에 속하며 LBGr의 

나머지 암석과 HBGr암석 모두 고알루미나질이다. 남원화강암체는 대부분 

Chappe l1 and White (1 974) 가 제안한 1 -형과 S-형의 구분기준인 ASI =1. 1 

보 다 적 은 1-형 에 도시 되 며 TMG 역 시 1-형 영 역 에 속 한다 . 

2) 암석광물학적 특성 

남원 화강암체를 이루는 HBGr은 hiBG와 TMG , LBGr은 loBG , TGd와 PGd와 

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역별로 다음과 같은 특성은 가진다. 

(1) HBGr 

이 화강암은 남원화강암체의 중부에서 북동향으로 분포하며， 서쪽에서는 

대강엽상화강암과 북동쪽에서는 지리산 면마암 복합체와 접한다. 

CD hiBG 

흑운모 화강암 (BG) 의 hiBG와 loBG는 광물조성 , 조직상의 큰 차이는 없 

으나， 각각 시료내에 한점의 각섬석이라도 포함안 된 것과 된 것이 가장 

큰 특정이며， 이틀은 지역적으로도 뚜렷이 구분되어 분포한다， Qz-Af -Pl 

삼각도에서 대체로 hiBG는 화강섬록암-화강암에， loBG는 화강섬록암에 각 

각 도시 된다 (Table 4-2 , Fig , 4-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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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Mode composi tions of the grani tic stone resources in the 

Namwon area 

113 137 

Qz 32.6 23.4 

Pl 31. 8 45.3 

Kf 30.3 25.9 

Bi 3.2 5.0 

Hb 

160 166 200 201 203 206 225 307 

31.4 22.9 31.4 17.6 22.6 31.2 30.0 32.0 

40.6 32.5 37.8 35.8 37.7 34.9 46.0 37.2 

21.1 38.1 22.5 37.8 30.4 26.8 15.7 22.9 

6.4 5.3 6.6 6.2 6.6 5.8 5.3 6.2 

Ep 0.6 0.3 0.2 0.8 0.3 0.4 0.3 0.4 0.7 0.5 

Mv 0.5 

Al 0.1 0.1 0.4 

Sp 0.1 o. 7 

Op 0.1 tr 0.2 0.3 0.6 0.4 0.2 0.1 0.1 0.2 

Sc 1.2 0.5 1. 2 2.2 1.9 tr‘ 

Zr tr tr 0.1 tr 0.1 0.1 0.1 0.1 0.1 

Ap 0.1 tr tr 0.1 0.1 0.1 0.1 

TGd: tonal i te-granodiori te , PGd: porphyri tic granodiori te , loBG: low 

TiOz/MgO bioti te grani te , hiBG: high TiOz/MgO bioti te grani te , TMG: 

two mica grani te , Qz: Quartz , Pl: Plagioc1 ase , Kf: K-feldspar‘, Bi: 

Bloti te , Hb: Hornblende , Ep: Epidote , Mv: Muscovi te , Al: Allani te , 

Sp: Sphene , Sc: Sericite , Zr: Zircon , Op: Opaqu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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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4-2. (continued) 

HBGr 

TMG 

34 35 46 47 48 49 51 

Qz 34 . 6 33.9 29.2 26.6 26.5 32. 7 24.9 

P1 27 . 3 45. 7 36.2 36.8 37.7 36.8 44.8 

Kf 31. 5 16.4 29.1 28.3 28 . 0 23.7 23.2 

Bi 3.2 1. 6 2. 3 3.2 4.2 3. 8 3. 9 

Hb 

Ep 0. 1 0.1 

Mv 3. 2 2.3 3.0 4. 9 3.1 2.7 3.0 

A1 0.2 

Sp 0. 1 0.1 

Op 0. 1 0.1 0.1 0.1 O. 1 

Sc tr tr tr、 tr tr tr 

Zr 0.1 0. 1 O. 1 tr‘ tr 

Ap tr O. 1 0.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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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ntinued) 

LBGr 

TGd loBG 

26 27 57 61 CJ2 CJ4 56 58 62 63 

Qz 22.9 25.0 27.0 36.3 43.8 40.9 38.2 30.5 22.6 32.5 

Pl 54.2 53.9 40.4 38.2 29.0 38.0 36.4 46. 7 43.5 47.0 

Kf 3.8 1. 4 22.1 10.0 18.0 11. 5 16. 1 11. 8 22.8 16.8 

Bi 15.4 15.5 7.9 10.2 8.2 8.1 8.3 8. 7 8.4 2.4 

Hb 1. 9 2. 7 1. 6 2.0 tr 0.1 0.1 tr‘ tr 

Ep 0.3 O. 7 0.3 2. 7 0.2 O. 7 0.6 1. 6 1. 8 0.8 

Mv 

Al 0.1 0.1 0.1 tr 0.2 0.2 0.1 

Sp 1. 1 0.2 0.3 0.4 0.1 0.1 0.1 0.3 0.1 0.4 

Op 0.3 0.4 0.2 0.2 0.2 0.2 O. 1 0.2 0.1 0.1 

Sc tr 

Zr tr 0.1 0.1 tr 0.1 0.1 0.1 O. 1 O. 1 tr 

Ap tr tr 0.1 0.1 tr O. 1 t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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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ontinued) 

LBGr 

loBG 

64 67 68 118 226 227 228 

Qz 17.7 28.3 42.3 26.0 20.1 18.3 41. 4 

Pl 44.4 39.5 37.5 46. 7 40.1 50.1 36.1 

Kf 18.5 27.8 4.4 17.8 29.4 18.9 15.2 

Bi 15.4 3. 7 12.0 7.1 8.0 10.1 6.6 

Hb 0.3 tr 0.1 0.1 0.3 tr o. 1 

Ep 3.3 0.3 1. 2 1. 7 1. 1 1. 1 o. 1 

Mv 

Al 0.2 0.2 0.1 0.1 

Sp 0.1 0.1 2.0 0.2 0.4 1. 0 o. 1 

Op 0.1 0.2 0.1 0.1 0.3 0.1 0.2 

Sc 

Zr tr tr 0.1 0.1 0.1 0.1 0.1 

Ap tr tr 0.1 0.2 0.1 0.2 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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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iBG는 연구지역의 서부인 남원시， 주생면과 송동면 일대에 넓게 분포한 

다. 대부분 1- 5mm의 입도를 이루며 중립질이 우세하며， 중심부에서는 대 

체로 중립질， 서쪽 연변부에서는 조립질내지 부분적인 반정질을 이룬다. 

반정의 크기는 1-3cm정도이다. 국부적으로 유색광물부가 띠상을 이루며 

엽리구조는 거의 발달되지 않는다.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녹염석， 스펜과 불투명 

광물 퉁이다. 노란색의 녹염석과 갈색의 스펜은 육안상으로 관찰되기도 한 

다. 석영은 주로 타형을 이루며 명균 크기는 1mm이상이며， 사장석은 자형 

반자형이 우세하며 1-4mm의 크기를 이룬다. 알칼리 장석은 대부분이 퍼 

다이트와 퍼다이트질 미사장석으로서， 전자는 큰 결정이 우세하고 간혹 사 

장석 둥을 포유하며， 후자는 석영과 사장석 등의 간극을 채우는 형태을 이 

룬다. 흑운모는 자형내지 반자형을 이룬다. 녹염석은 사장석이나 흑운모내 

의 변질광물로 존재하거나 간흑 화성기원으로 보이는 녹염석이 발달된다. 

스펜은 대부분 자형외 마름모형과 일부 타형을 이룬다. 

CZ) TMG 

TMG는 남원화강암체의 북동부인 목동리-식연리일대에서 타원형 분포를 

이루며， 알칼리 장석에 의해 부분적으로 담홍색을 띤다. 이 。~A-1 죠ζ 
t:l --, '-

Qz-Af-P1 의 삼각도 (Fig.4-7) 에서 화강암영 역 에 도시 되 며 석 영 , 사장석 , 

알칼리 장석， 흑운모， 백운모 둥으로 구성된다. 석영은 부분적으로 재결정 

작용의 흔적을 보인다. 사장석은 흑운모， 백운모， 석영 동을 포유하며 부 

분적으로 알칼리 장석과 미르메카이트를 형성한다. 알칼리 장석은 퍼다이 

트와 미사장석이며， 주로 석영과 사장석의 간극을 채운다. 흑운모와 백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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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는 판상을 이루며， 후자는 전자보다 그 양이 많고 일부에서는 천자를 교 

대하기도 한다. 

(2) LBGr 

LBGr은 HBGr에 의해 남원 화강암체의 남동부와 북서부에 떨어져 분포하 

며， 그 남동부와 북서부에서 각각 펀마암 복합체 및 대강엽상화강암과 첩 

한다. 이에는 TGd , PGd와 loBG가 해당한다. 

φ loBG 

이 암석은 입상조직을 이루나 그 북서쪽 연변부에서는 약한 엽리구조를 

이룬다. 엽리가 잘 발달된 곳에서는 대체로 변질을 받은 흔적이 자주 나타 

나며， 견운모화， 고령토화 또는 녹염석이 결정의 중심부에 발달되기도 한 

다. 이 구조는 순창과 대강 엽상화강암류에서 나타나는 압쇄암의 구조와는 

달리 관입암의 경계부 근처에 발달하는 연변상에 불과하다고 보고된 바 있 

다 (김규봉 외， 1984). loBG는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각섬 

석， 녹염석， 갈염석， 스펜， 불투명광물 동으로 구성된다. 

석영은 주로 타형을 이루고 1-3mm정도의 크기를 이루며， 암체의 북쪽으 

로 갈수록 재결정작용의 양상이 자주 나타난다. 사장석은 주로 자형내지 

반자형이 우세하며， 크기는 최대 6-7mm에 이르기도 하나 보통 1- 3mm이 

다. 다면 쌍정 (polysynthetic twin)을 이루며 , 입자의 중심부는 견운모화 

내지 고령토화， 또는 녹염석화 된 부분도 자주 발탈된다. 부분적으로 알칼 

리 장석과 미르메카이트를 형성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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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칼리 장석은 퍼다이트가 대부분이며 미사장석이 간혹 나타난다. 퍼다 

이트는 큰 결정을 이루며 사장석， 혹운모， 스펜 둥을 일부 포유한다. 혹
 

모는 대부분 판상을 이루며 주위에 녹염석， 스펜， 불투명광물 둥을 자주 

수반한다. 융식된 결정이 자주 나타나며 일부 벽개면을 따라서 녹리석화 

된다. 엽리조직에서는 흑운모가 2mm 이상에서 아주 작게 깨진 결정에 이르 

기까지 다양한 입도를 이룬다. 각섬석은 박연 하나에 한점 내지 두점 정도 

로 산출되며， 주로 자형을 이루며， 석영 빛 퍼다이트와 접촉하며 일부는 

녹염석화 되어 있다. 스펜은 대부분 자형내지 반자형을 이루며， 불투명광 

물은 흑운모와 잘 수반된다. 녹염석은 흑운모나 사장석에 수반되는 변질광 

물， 또는 갈염석의 핵을 가지거나 거의 자형으로 산출된다. 

(ï) TGd 

이 암석은 연구지역의 서쪽인 주천면 호기리 부곤과 강기리에서 운봉행 

의 국도변에 

(Qz-Af-Pl) 의 

주로 분포한다. 이 01-，셔 즈~ 
t:l -, '- 석 영 -알칼리 장석 -사장석 

화강섬록암 영역에 속한다 삼각도에서 토날라이트내지 

(Fig.4-7). 입도는 1-7mm 로 중-조립질을 이루어 다른 암상에 비해 비교 

적 큰 펀이며， 1% 내외의 각섬석을 가짐이 특정이다. 구성광물은 석영， 사 

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 각섬석， 녹염석， 갈염석， 스펜， 불투명광물 

(주로 자철석) 퉁이다. 

석영은 펑균 모드값이 27.8 %이며， 대체로 타형을 이루고 사장석 등의 

간극을 채운다. 사장석은 명균 모드값이 46.5 %로 구성광물 중 가장 많은 

。t 。
。능흐 차지하고， 대부분이 자형-반자형이며 간혹 동심원척 누대구조를 이루 

기도 한다. 그리고 알칼리 장석과의 사이에 미르메카이트를 형성하거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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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 또는 불투명광물은 포획한다. 알칼리 장석은 대부분 lmm이내의 크 

기이며. 9.1% (명균)의 모드값을 가져 양척으로 매우 적은 편이다. 주로 

퍼다이트와 일부 미사장석으로서， 반자형-타형을 이루며 석영이나 사장석 

등의 간극을 채운다. 

j흐...Q.. C'
‘"1 \.L ~ 'L- 주로 판상의 결정으로서 거의 자형-반자형을 이룬다. 일부는 

변질작용에 의해 녹염석과 공존하며 주변에 불투명광물을 수반하기도 한 

다. 각섬석은 반자형-타형으로서 lmm 내외의 크기를 이루며 주로 석영， 사 

장석， 흑운모 둥과 접한다. 녹염석은 사장석내의 변질광물 또는 흑운모와 

정하며 마그마 기원으로 볼 수 있는 자형결정도 있다. 갈염석은 대체로 

0.2mm 크기의 자형을 이루며， 누대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스펜은 대체로 

자형-반자형을 이룬다. 

(3) PGd 

이 화강섬록암은 연구지역의 동부인 인월면과 반암면일대에 분포하며， 

알칼리 장석 (장 /단경 3-5cm !l -2cm) 의 반정이 거정을 이룸이 특정이다. 

이 암석은 Qz-Af-Pl 삼각도에서 화강섬록암 영역에 도시된다 ( Fig . 

4- 7) . 구성광물 중 석영은 29.6 % (명균)의 모드값을 가지며， 대부분 타형 

이며 재결정된 aggregated의 형태로 잘 나타난다. 사장석은 47.8 % (평 

균)의 모드값을 가지며 ， 크기는 0.1-3 mm을 이루며 대부분 반자형이다. 대 

부분 변질을 적게 받았으며 ， 흑운모 둥을 포유하기도 한다. 각섬석은 청록 

색의 세립질로서 거의 타형을 이룬다. 녹염석은 사장석내의 융식된 결정으 

로 일부 산출되나， 중심부의 칼염석이 녹염석으로 둘러싸여 마그마 기원으 

로 생각되는 것틀이 자주 나타난다. 

- 214 -



이 암은 화수리와 인월리사이의 하천변에서 연성전단력을 받아 압쇄상화 

강암의 변형된 모슴이 잘 발달되기도 한다. 이 압쇄상화강암은 우주향이동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김용준， 1987). 

2-3. 암석차원의 암체별 및 지역별 열극체계 부존특성 

암체내에 자주 발탈되는 열극은 차별적인 암체의 이동이 없는 변을 말하 

며 이들 열극의 종합적인 측정해석은 합리적이고 경제적인 암석자원 활용 

의 지 질구조선으로 적곡 활용될 수 있다 (Twindale , 1982). 남원 화강암체 

를 이루는 HBGr과 LBGr이 분포된 지역별 암반에서 열극방향에 거의 직교되 

는 방향으로 측션을 설치하여 이와 교차되는 모든 열극을 측정하였다. 또 

한 열극면에 수반되는 용화변질， 소활충단면， 암맥류의 수반에 기인된 이 

차적인 암석구조적 영향을 함께 해석， 연구하였다. 또한 각 지역에 분포하 

는 해당암반의 열극 방향의 산출빈도수를 주향변화에 따라 체계화 하였 

다. 

1) HBGr의 지 역 별 열극체계 발탈특성 

HBGr의 분포지에서 열극발탈의 측정지역은 보절면의 진기 지역 (N5) 과 

서치 지역 (N4) , 산동면의 목동 지역 (N6) , 남원시의 고죽 지역 (Nl ), 갈 

치 지 역 (N7) 과 향교 지 역 (NI2) , 대산변의 신계 지 역 (NI3) , 주생면의 낙 

동 지 역 (1 4 ), 송동변의 사촌 지 역 (NI5) 둥이 해당된다. 이들 지 역 에 분 

포하는 암석자원의 열극발탈상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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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진기 지역 (N5 , Fig. 4-8) 

보철면의 진기리에 분포하는 조립질의 담회색 화강암으로서， 쉬팅면은 

N25 0 E/32 0 NW , N39 0 E/ 40 oNW , N73 0 E/28 0 SE 동의 방향으로 잘 발달하며 미 약하 

게 만곡된다. 측선의 방향은 N25W이고， 총연정 길이는 11 1. 5m 에 달한다. 

절 리 는 N35 0 W, N45 0 W, N55 0 W, N35 0E의 방향 순으로 그 빈도수가 감소되 며 , 

이들의 교차각으로 미루어 규격 (dimension) 및 비규격의 암석산출이 기대 

된다. 일부 절리방향을 따라서는 산점상의 산화착색， 소힐충단면， 변질작 

용과 방해석세맥이 발달되며， 암반은 전반적으로 미약한 변질작용이 수반 

된다. 

( 2 ) 목동 지 역 (N6 , Fig. 4-9) 

산동변의 목동리에 발달하는 조립질의 담회색 복운모 화강암으로 유색광 

물부나 애프라이트 세맥이 종종 발달한다. 측선의 연장길이는 34.5 m에 달 

한다. 절 리 의 방향은 NII O -200E와 N21 0 _ 300E에 서 가장 우세 하며 , N41 0 -

50 0 E, NO o - 100E로도 발탈된다. 또한 약 70cm의 폭의 염기성 암이 N40 0 W / 

720NE에서 NI00E/수직으로 만곡된 맥상을 이루며 , 암맥의 주변부는 다소 

심한 변질상을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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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8.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Jingi 
site (N5)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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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Mogdong 
site (N6)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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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고죽 지역 (N l, Fig. 4-10) 

남원시의 북부로서 보절면과의 경계부인 고죽동 북측에 발탈하는 중립질 

의 회색계열 암반이다. 측선의 길이는 50m이며， 절리는 NS. N35 0E. N25 0 E. 

N50 E. N55 0 E 둥에서 우세하게 발탈한다. 이들의 빈도수는 비슷한 편이며， 

전반적으로 보아 NS. N30oE. N550E의 세방향에서 우세한 분포를 이룬다. 

페 그마타이 트는 N25 0 E/20oSE. N50oE/30oSE. N50oEI70oSE. N76 0W/44 0SW의 , 석 

영맥은 N10oE/60oSE. N50oW170oSE 동의 여러 열극방향으로 세맥상을 이루 

며， 일부 페그마타이트는 약 30 cm의 큰 폭을 이루기도 한다. 

(4 ) 서치 지역 (N4. Fig. 4-11) 

보절변의 서치지역 남서부에 발달하는 조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 측 

선의 길이는 90m에 달한다 . 절 리는 여 러 방향을 이루며 그 중 NO o -10oW. 

N31 0 
- 40oE. N41 - 50E. N31 0 - 40oW. N81 - 90 0 W 둥이 우세하다. 절 리는 부분 

적으로 미약한 녹니석화 작용 둥이 변질작용， 방해석 세백 퉁이 수반된 

다. 석영맥과 폐그마타이트 맥이 각각 수 cm와 수십 cm의 폭으로 자주 발 

달하며 이들은 절리면을 따라 수반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염기성암의 

포획체와 유색과 무색광물군의 슈리랜이 완만한 저경사로 발달되기도 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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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Gojug 
site (N1),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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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Seochi 
site (N4),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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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갈치 지 역 (N7 , Fig. 4-12) 

남원시의 갈치동에 중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의 암반으로서， 측선의 방 

향과 연장은 각각 N400E와 52m에 달한다. 절리의 방향은 N41 0_ 600W에서 가 

장 우세하며， N350W와 N350 E 동에서 약간 산출빈도를 가지므로， 규격과 비 

규격의 암석자원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 암반에는 유색광물부가 대상 

으로 빈번히 발달하며， 석영세맥이 여러방향의 열극면을， 애프라이트는 대 

체로 N250E/수직의 열극방향을 따라 수반되기도 한다. 페그마타이트질부나 

세맥상의 페그마타이트가 종종 발달하며， 일부 열곡면을 따라서는 이차적 

변질광물인 견운모 둥이 수반되기도 한다. 암석구조적인 열극면을 따라 이 

차적인 맥암류의 관입 둥이 수반되었슴을 알 수 있다. 

(6 ) 신계 지 역 (N13 , Fig. 4- 13) 

대산변의 신계리에 분포하는 회색을 띠는 세-중립질 복운모 화강암으로 

뚜렷한 엽상구조를 이룬 암반이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길이는 각각 N70 0 E 

와 37.4m에 탈한다. 절 리 는 NS , NO o -10 0 E, N11 0 -20 0 W, Nll o -20 0 E, NO o -

100 W, N31 0 -40 0 E, N41 0 -500E의 순으로 서 서 히 감소되 는 비 율을 보여 , 대 

체로 NO o - 20 0 W, NO o - 20 0 E, N350E로 명 행 및 교차발달하는 열극상을 보인 

다. 또한 열극변을 따라서는 이차적인 산화착색이나 변질작용 둥이 빈번히 

수반된다. 그러고 주절리 및 불규칙절리의 쿄차에 기인된 구과상의 변질 

상， 때각상의 쪼개짐 동의 산출조건 퉁이 암석자원의 활용가능성을 크게 

감소 시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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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2. Contour diagram of Galchi development of Galchi 
site (N7),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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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3.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Singye 
site (N13)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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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 향쿄 지 역 (N12 , Fig. 4-14) 

남원시의 향교동에 분포하는 중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서 측선의 방 

향과 길 이 는 각각 N400W와 56 m에 달한다. 절 리 는 N71 0 _ 80oW, NO o -1 OOE , 

N21 0 _ 300E과 N31 0 -40 0 E, NII O -20oE와 N41 0 _ 50 0 E 둥에서 우세하게 발탈된 

다. 일부 절리변을 따라 페그마타이트와 애프라이트의 복합맥， 애프라이트 

맥 둥이 수십 cm 의 폭으로 발달하며， 부분적으로 석영세맥이 수반되기도 

한다. 약 30cm정도로 수직이동된 염기성 암맥이 절리변에 수반되며， 미약 

한 산화착색이나 수명에 가까운 소할충단면 둥이 발달된 절리면도 발달된 

다. 

(8) 낙동 지 역 (N14 , Fig. 4-15) 

연구지역의 남동부인 주생면의 낙동리에 분포하는 중립질의 회색계열 화 

강암 암반으로 부분적으로 반정질을 이룬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길이는 각 

각 N500W와 74.7m에 탈한다. 절 리는 여 러 방향이 비슷한 빈도수를 이루며 , 

이 중에서 N41 0 -50oW, N51 0 -60oW, NS , N61 0 -70oW가 다소 우세한 분포경 향 

을 이 룬다. 또한 N72 0 E/80oSE , N52 0 W172 0 SW , N72 0 WI780 SW , N80oWl 64 0 NE 동의 

절리면을 따라서는 미약한 녹리석화， 견운모화 동의 변질작용이나 수명의 

소활충 단면이 발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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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4.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Hyanggyo 
site (N12)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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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5.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Nagdong 
site (N14)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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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 어 현 지 역 (N2. Fig. 4-16) 

남원시의 어현동에 분포하는 회색을 띠는 중립질 화강암으로서 측선의 

방향과 길이는 각각 N700E와 49 m에 달한다. 절리는 여러방향으로 발달되 

나 그 중에 서 NOO -10 0 E. N31 0 -40 0 W. NOo -I0 0 W. Nll O -20 0 W. N21 0 -300W에 

서 우세하며 특히 NOO 
- 400W사이에서 가장 빈번히 발달하여 비규격의 암석 

자원의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이들 절리면을 따라 수명의 소할충단면이 

나 변질작용， 페그마타이트나 석영세맥 퉁이 수반되며， 부분적으로 산화착 

색이 발탈한다. 곳에 따라서 수명이나 완만한 경사의 소할충단면을 이룬다 

(1 0 ) 사촌 지 역 (N15. Fig. 4-1 7) 

연구지역의 남부인 송동면의 사촌리에 분포하는 중-조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서 반정질이 자주 발달한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길이는 각각 

N150W와 37 m에 탈한다. 절 리는 N81 0 - 900E에서 가장 우세하며 N71 0 -

80 0 E. N41 0 -500E와 N81 0 _ 900W의 순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빈도수를 가진 

다. 애프라이트나 페그마타이트는 열극변을 따라서 세맥상으로 발달되며， 

일부 N40 0 W. N600W로 발달된 것은 주향 방향에 수직으로 약 20 cm 이동을 

하였다. 이는 맥암류가 미약한 구조운동의 영향을 부분적으로 받았슴을 알 

수 있고 이런 암석구조적 발틸로 인하여 이 암반은 매우 불펑탄한 산출변 

을 이루는 것이 특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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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6.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Eohyeon 
site (N2)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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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7.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Sachon 
site (N15), Namwon area. 

- 230 -



2) LBGr의 지역별 열극체계 발달특성 

남원지역에 분포하는 LBGr에서는 모두 6개의 암반을 택하여 열극발달의 

방향을 측정하였다. 즉 보절면의 괴양지역 (N3) , 이백면의 남계지역 

(N8) , 서곡지 역 (N9 ), 과럽지 역 (N10 ), 은송지 역 (N11 )과 호경지 역 (N16) 

에 분포하는 암반이다. 이들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자원의 절리 발달상은 

다음과 같다. 

(1) 괴 양 지 역 (N3 , Fig. 4-18) 

보철면의 괴양리의 계룡산우측에 분포하는 중립질의 회색계열 암반으로 

서 변질광물인 녹염석이 종종 산점상을 이루며， 유색광물부가 대상을 이루 

기도 한다. 또한 소할충단면 (slickensided plane) 이 종종 발달하며 그 주 

향과 경 사는 N800W와 82 0 NE , N69 0 W; 82 0 SW , N70 0 W; 84 osw 둥을 이 룬다. 암반전 

체의 쉬팅면은 만곡된 변을 이루기 도 하나 대체로 N41 0E/300SE의 주향/경 

사가 우세하다. 

측선의 길이는 47.2m이며， 이와 교차하는 열극은 NS , EW , N5 0 W, N25 0 W 동 

의 방향에서 우세하며 그 교차각이 20。’ 70 0 , 90 0 둥을 이루어 규격석과 더 

불어 비규격석의 산출이 많이 기대된다. 또한 수 cm 미만의 폭으로 종종 

수반되는 석영과 페그마타이트의 세맥 (수cm 폭)은 각각 N80 0 E/ 500 NW , 

N60W/수직의 주향/경사를 이루는 데， 이는 우세한 열극면을 따라 수반되었 

슴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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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8.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Gyeoyang 
site (N3),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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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 남계 지 역 (N8. Fig. 4-19) 

이백면의 남계리 지역에 분포하는 조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 산점상 

의 스핀이 육안상으로도 뚜렷히 관찰된다. 측선의 방향과 길이는 각각 

N500W와 50m에 탈한다. 맥암류는 거의가 십여 cm미만의 폭을 이루며 절리 

면을 따라 수반된다. 이에는 애프라이트맥이 대부분이고 페그마타이트맥과 

석 영 맥이 일부에 발탈된다. 절 리는 N41 0 -500 E. N21 0 -30oE. N31 0 -40oE. 

NS. NOo -I0oE에서 우세하게 발탈한다. 특히 N500W과 850SW의 주향과 경사 

를 갖는 절리는 길게 연장발틸되며， 이와 교차되는 맥암류의 일부는 수직 

이동 또는 만곡된 형태를 이루기도 하여 이차적인 변형작용도 수반되었습 

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암반은 이런 암석구조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매 

우 불명탄한 면을 이룸이 특정이다. 

( 3 ) 서곡 지역 (N9. Fig . 4-20) 

이백변의 서곡리에 발달하는 중-조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 반상변 

정 면마암의 포획체가 간혹 발달하며 유색광불부가 종종 산출된다. 측선의 

길이는 58. 7m에 달하며， 절리는 Nll 0 - 20oW. NS. NO o -1 OOW. NOo -1 OOE 둥이 

우세하게 발탈되어 비규격의 암석자원이 기대된다. 또한 여러 불규칙한 방 

향의 열극의 교차발탈되며， 대체로 미약한 변질작용 퉁이 수반된다. 페그 

마타이트는 밀집부나 맥상으로 종종 발달하며 간혹 다소 굴곡형을 이루 

며， 석영과 장석류의 그래픽구조가 발탈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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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9.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Namgye 
site,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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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0.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Seogog 
site (N9),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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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 ) 과럽 지역 (NI0. Fig. 4-21) 

이백변의 과럽리에 분포하는 조립질의 회색계열 화강암으로서 슈리랜부 

(schlieren part) 가 종종 발탈한다. 암상과 암질은 균질한 편이며 전체적 

으로 신선한 암석 (Fresh rock)을 이룬다. 쉬팅면은 불명탄한 산출상을 이 

룬다 . 측선의 길이는 50 m에 달하며， 이와 교차하는 절리는 N15 0 W. N25 0 E. 

N50 W 순으로 그 빈도수가 감소하여 비규격의 암석자원의 산출이 기대된다. 

그리고 EW/52 0 S. NI8 0 EI720 NW. N20oE/수직 . N28 0 E/80oSE 동의 열극방향을 따 

라서는 산성암 (석영맥， 애플라이트맥)이 세맥상으로 자주 수반된다. 또한 

콧에 따라 좁은 간격의 절리 밀집대를 이루기도 한다. 따라서 전체적으로 

규격보다 신선한 비규격의 암석자원의 산출이 우세할 것으로 기대된다. 

(5 ) 은송 지 역 (Nll. Fig. 4-22) 

이백면의 은송리에 발달하는 중-조립질의 회색계열의 각섬석-흑운모 화 

강암으로 스핀이나 녹염석 퉁이 산점상을 이루기도 한다. 측선의 길이는 

50 m에 달하며， 이와 교차하는 열국은 천반적으로 길게 연장발달된다. 그 

중에서 N250E가 가장 우세하고 . N60 0 
- 800W와 일부 방향으로도 발탈된다. 

그리고 N20oE/88 0 SE. N64 0 W! 82 0 NE. N75 0 W176 0 NE 동의 방향은 다소 만곡된 면 

과 주향방향의 소활충단면이 발달되기도 한다 . 또한 페그마타이트나 애플 

라이트 또는 이들의 복합맥이 자주 발달하며 그 관입접촉부를 따라서는 흑 

운모 등의 유색광물부가 나란히 산출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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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1.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Guarib 
site (N1 이，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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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22.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Eunsong 
site (N11),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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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3.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Hogyeong 
site (N16)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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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 호경 지 역 (N16 , Fig. 4-23) 

이백면의 호경리에 분포하는 회색계열의 조립질 화강암으로서 산점상의 

녹염석이 자주 발탈하며， 페그마타이트는 거의 수평의 맥상으로 산출한 

다. 측션의 연장길이는 50.7m에 달하며， 열극은 EW , N21 o-30oE, Nll o-

20oE, N81 o-90oW, N71 o-80oW 순으로 서서히 감소되는 빈도수를 보인다. 

이로 미루어 EW , N20oE, N750W의 세방향의 열극의 교차로 인하여 규격 및 

비규격의 암석자원의 산출이 기대된다. 또한 N71 oW177 0 NE , N82 0 Wl 36 0 NE 방 

향의 열극변을 따라서는 수펑상의 소할충단면이나 변질작용 (녹염석， 견운 

모 동)이 이차적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3) HBGr과 LBGr의 암체별 열극발달 특성 

남원의 HBGr은 NS-NIOoW와 N20 0 
- 300E에 밀집되며 EW로도 다소 발달되고 

급경사가 우세한 분포경향을 보인다 (Fig. 4-24). 이런 열극발틸로 미루어 

HBGr에서는 비규격석 이외에 규격석의 산출이 기대된다. 이 암체내에는 건 

축석을 대상으로 하는 석산이 가행중에 있다. 

LBGr은 여러 방향으로 발탈된 얼극의 분포경향을 보이며 그 중에서 NS

N500E와 N350 - 500W에 다소 밀집된다 (Fig. 4-25). 경사는 수명-수직에 이 

르는 분포를 이루나 대체로 급경사가 우세한 연이다. 이들로 미루어 LBGr 

은 HBGr에서와 달리 비규격석의 암석자원 산출이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암체내에는 쇄석자원을 대상으로 가행중인 석산이 위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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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4.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for HBGr 
(Namwon Granite),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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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5.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for LBGr 
(Namwon granite) , Namw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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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함양일대에 분포하는 복운모화강암류의 열극체 

계 특성연구 

3- 1. 지형 및 수계발달상 

이 연구의 주대상 암체인 육십령화강암은 육십령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 

형을 이루고 있다. 이 암체는 1:50 , 000 함양지형도 북동쪽에 주로 위치한 

다. 이 암체는 육십령 0 , 026m ), 깃대봉 O , 014m) 동의 고봉들이 발달하며 

저지대도 해발고도 400여 m 이상을 유지한다. 

암체 중앙부는 남북으로 가로지르면서 남계천이 흐르며 이 하천을 중심 

으로 동서방향의 2차 지류들이 발달된다. 행정구역상 조사대상 암체는 전 

라북도 장수군 계내면， 경상남도 함양군 서상면， 거창군 북상면에 분포한 

다. 

3-2. 지질개요 

육십령화강암체는 장계도폭 조사시 처음으로 기재된 암체로 아직까지 암 

석학적으로나 지구조적으로 전혀 연구가 이루어진 척이 없는 암체이다. 

육십령화강암 (Fig. 4-26)은 북쪽과 서쪽에서는 선캠브리아기의 화강암 

질 연마암내지 흑운모연마암을 관입하였으며 동쪽과 남쪽에서는 함양화강 

암과 접하고 있다 (홍승호， 윤욱， 1993). 

화강암질 면마암 내지 흑운모면마암은 선캠브리아기 소백산 변성암복합 

체의 남서연장부로서 연구지역내에서는 최고기로 추정되는 기반암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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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26. Sample locality and geologic map of granitic stone 

resources in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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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의 구조는 N20 - 50 oE, 600NW가 주방향이다. 이 연마암은 대부분 조립 

이며 구성광물은 석영 ， K- 장석 ， 미사장석 ， 사장석， 흑운모， 불투명광물이 

다 . 부분적으로는 석류석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암체에는 소량의 석회암 

이 협재된다. 

육십령화강암과 접하고 있는 함양화강암은 함양도폭에서 명명되었으며 

육십령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이 화강암은 중립 내지 조립의 입상조직을 

보이며 북동방향의 엽리를 보이며 반정 (3 - 5cm)을 포함하는 것이 특정이 

다 . 

3-3. 북운모화강암체의 암석학적 및 지화학적 

1) 암석 학적 F三 ~-l 

'=f’ ö 

토르 /ζ4 
「 。

육십령화강암은 암석학적으로 보아 흑운모와 백운모를 둘다 포함하며 화 

캉암의 분류상 화강암에 속하며 주변부에서는 반상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퍼사이트， 흑운모， 백운모둥이며 

이차내지 부구성광물로는 녹염석， 저어콘， 인회석， 불투명광물둥이 나타난 

다. 석영은 대체로 파동소광을 보이며 부분적으로는 재결정화된 부분도 나 

타난다. 사장석으로 전반적으로 자형을 띄며 일부 변질작용에 의해 중심부 

가 견운모화되어 있기도 하다 K-장석은 미사장석과 퍼사이트의 두 광물이 

산출되나 미사장석이 퍼사이트에 비해 그 양이 많다. 흑운모는 자형내지 

반자형의 판상을 이루며 변질작용을 받아 녹염석화 된 부분도 있다. 흑운 

모와 백운모는 주로 석영， 사장석 등의 주구성광물의 간극을 채우나 백운 

I그 츠= 
....L.. '- 그 입자크기가 다른 주구성광물틀과 비슷한 크기를 보여 마그마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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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출된 광물로 추정된다. 

2) 암석화학적 해석연구 

(가) 주원소화학 

주성분원소 및 미량성분원소의 분석값은 Table 4-3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주성분원소의 하커 그림은 Fig. 4-30에 제시하였다. 

육십령화강암은 A/CNK가 1 이 넘는 전형적인 과알루미나질 화강암이다. 

Chappell and White (1974) 의 화강암 기원 분류에서는 S-형 화강암에 속한 

다 (Fig. 4-27). 또한 Si 02에 대 한 Na20+K20. total FeO/ (total FeO+Mg이 의 

변화도 (Fig. 4-28 and Fig. 4-29) 에서 보면 subalka1ine의 calc

alkaline계열을 지시한다 . 

육십령화강암의 주성분원소에서 가장 큰 특정은 Si02의 함량범위가 71-

73%로 매우 좁다는 것이다. Fig. 4-30에서 보면 Si 02의 함량범위가 매우 

좁음에도 불구하고 Si02와 주성분원소들간의 변화는 비교적 좋은 상관관계 

를 나타낸다. Ti 02. A1203. tota1 Fe203. MgO는 Si 02가 증가함에 따라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사장석， 티탄함유 자첼석， 흑운모와 같은 유색 

광물의 분별작용이 있었음을 지시한다고 할 수 있다. CaO. P205는 S i O 2의 

증가에 따라 흩어지기는 하나 비교적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 MnO. Na20. 

K20의 Si02 증가에 따른 변화는 거의 수명인 변화를 보이거나 흩어지는 경 

향을 보인다. 

이러한 주성분원소의 변화를 동일한 지체구조 (영남육괴)내에 분포하는 

화강암들과 비교해 보았다. 영남육괴에 분포하는 화강암체들은 Si02함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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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 The chemical analyses of Yugsypryong two mica grani te at 
Hamyang area. 

YR3 YR4 YR5 YR6 YR7 YR8 YR9 YRI0 YRll 

Si02 72.27 71.44 72.79 72. 20 71 . 91 73.00 71.89 72.61 72.16 

Ti02 0. 20 0.20 0.18 0.19 0.22 0.16 0. 19 0.16 0.24 

Ah03 15.46 15.68 15.05 15. 27 15.55 14.94 15.39 15.14 15.22 

F8203 1. 42 1. 74 1. 49 1. 64 1. 70 1. 53 1. 68 1. 53 1. 81 

MnO 0. 04 0.04 0.04 0. 04 0.04 0.04 0. 04 0.04 0.04 

MgO 0. 28 0. 32 0. 25 0.31 0.32 0.23 0.29 0.24 0.35 

CaO 1. 39 1. 47 1. 09 1. 47 1. 77 1. 43 1. 65 1. 59 1. 72 

Na20 3.50 3.96 3. 73 3. 80 3. 78 3.94 3.90 4.03 3.99 

K20 4.27 4.34 4.23 4. 14 3. 65 3. 96 4.07 3. 79 3.51 

P20S 0. 08 0. 07 0. 05 0. 07 0. 10 0.06 0. 07 0. 06 0. 07 

Ig. loss o. 76 0.42 0. 74 0. 49 0.60 0.32 0. 42 0.37 0.54 

Total 99.67 99.68 99. 64 99 . 62 99. 64 99.61 99.59 99.56 99.65 

Ba 1300 1400 1300 1700 1300 1300 1500 950 1100 

Sr 297 320 292 356 331 269 336 291 357 

Zr 33 34 38 39 41 39 42 37 34 

Y 5 4 4 4 5 6 7 5 5 

Nb 17 16 15 15 20 16 15 15 15 

Co 4.0 4.5 4. 0 4. 6 4.3 3. 7 4. 6 3. 3 4.3 

Cr 8.5 11 10 8. 9 8. 6 11 9.3 13 8.5 

Ni 1. 7 2. 2 3.0 1. 7 2. 0 2.6 2.6 3.5 1. 2 

Pb 38 39 39 39 39 39 39 38 38 

Zn 39 32 43 42 47 43 44 39 48 
V 16 15 12 13 17 12 14 12 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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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ontinued) 

YR12 YR13 YR16 YR17 YR18 YR19 YR25 YR26 

Si02 72.30 72.42 71.85 71.57 71.61 72.14 72.22 72.25 

Ti02 0.20 0.19 0.22 0.23 0.22 0.18 0.22 0.20 

A1203 15.25 15.22 15.39 15.60 15.44 15.26 14.82 14.96 

Fez03 1. 60 1. 68 1. 88 1. 84 1. 79 1. 72 2.07 2.00 

MnO 0.04 0.04 0.05 0.04 0.03 0.05 0.04 0.03 

MgO 0.31 0.30 0. 34 0.37 0.33 0.27 0.31 0.32 

CaO 1. 79 1. 55 1. 73 1. 98 1. 78 1. 58 1. 73 1. 73 

Na20 4.03 3.91 4.07 4.00 3.96 3.88 3.80 3.86 

K20 3.62 3.67 3.57 3.68 3.99 4.06 3.94 4.06 

P20S 0.07 0.08 0.08 0.08 0.07 0.07 0.07 0.05 

Ig.loss 0.48 0.59 0.45 0.35 0.38 0.43 0.38 0.19 

Total 99.69 99.65 99.63 99.74 99.60 99.64 99.60 99.65 

Ba 1200 1300 1200 1200 1300 1100 1000 810 

Sr 360 351 367 382 384 348 339 326 

Zr 39 42 37 32 33 43 41 37 

Y 5 4 5 5 4 5 6 6 

Nb 15 16 16 15 14 17 15 13 

Co 3.8 3. 7 4.3 4.4 4.5 3.8 4.5 4.5 

Cr 9 7.9 18 13 11 11 19 16 

Ni 1. 8 4.3 2.2 4. 7 2.1 0 1. 8 4.9 

Pb 38 38 39 39 39 39 37 38 

Zn 46 50 49 52 45 49 45 45 

V 14 13 15 17 16 13 18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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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wt%에서 79wt%로 매우 넓은 조성의 범위를 보인다. 그러나 알카라화강암 

으로 해석되어지는 대강엽리상화캉암은 73wt%에서 79wt%의 범위로 육십령 

화강암과 비슷한 조성범위를 나타내나 좀더 felsic하다. 

육섭령화강암의 TiOz함량은 O.2wt%내외로 역시 매우 좁은 조성변화를 보 

이며 영남육괴의 다른 화강암체 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 육십령화강암의 

Alz03함량은 15wt% :t l %의 범위로 영남육과의 화강암체들의 Alz03 함량 분포 

상 중간 정도의 값을 보인다. 그러나 대강엽리상화강암의 Alz03 조성보다 

는 훨씬 높은 값을 가진다. 육십령화강암의 MgO 조성은 SiOz의 조성범위가 

매우 좁고 MgO함량이 매우 낮음에도 불구하고 부의 상관관계를 잘 보여준 

다. 영남육괴의 화강암의 MgO조성은 O.5wt%에서 3wt%의 범위를 보여 육십 

령화강암의 그것보다 미우 높으며 대강엽리상화강암의 MgO조성과 비슷한 

범위를 보인다 . 대강엽리상화강암을 제외한 영남육과 화강암의 CaO 조성은 

1- 5wt%를 보인다. 대강엽리상화강암의 CaO조성은 lwt%미만으로 육십령화 

강암보다 현저히 낮다. 

육십령화강암의 NazO조성은 3.5-4wt%이며 이는 영남육괴 화강암의 NazO 

조성과 거의 비슷한 범위를 보이며 그 범위내에서는 높은 변에 속한다. 육 

십령화강암의 KzO 조성은 3.5-4wt%의 범위를 보이며 매우 흩어지는 경향 

을 보인다. 반면 영남육괴 화캉암의 KzO 초성은 흩어지기는 하지만 SiOz 

조성 증가에 따라 증가하는 정의 관계를 나타낸다. 육십령화강암체의 MnO 

조성은 대부분 O. 04wt% 내외로 거의 변화가 없다 . 이러한 범위는 영남육괴 

화강암들의 MnO조성 범위의 중간값 정도에 위치한다. PZ05 조성 역시 육십 

령화강암에서의 조성은 영남육괴 화강암들에서의 조성범위의 중간 정도 값 

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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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미량원소화학 

미량성분 원소들의 Si02에 대한 변화도는 Fig. 4-31 에 나타내었다 Si02 

함량증가에 따라 Ba , Sr , Co , Cr , Ni , V, Zn의 조성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 

이며 Zr은 증가하는 경향을 Ga , Pb , Nb , Y둥은 큰 함량의 변화없이 일정하 

지만 일부 흩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 각 원소들에 대한 성분변화들을 주 

성분원소에서 처럼 영남육괴화강암틀과 비교하면 다음과 같다. 

육십령화강암의 Ba조성은 Si02 조성의 좁은 범위에 비해 810- 1700ppm으 

로 매우 넓다. 이러한 값의 범위는 영남육괴 화강암들의 Ba조성 범위에는 

속하지만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낸다. 이러한 조성범위는 비슷한 Si02 조 

성범위를 갖는 대강엽리상화강암의 Ba조성 (200ppm) 과는 큰 차이를 나타낸 

다. 육십령화강암의 Zr 조성은 30 - 45ppm으로 영넘육괴 화강암들에 비해 

낮은 값의 조성을 보인다. 육십령화강암의 Sr조성은 Si02의 조성범위가 좁 

음에도 불구하고 매우 좋은 부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이 Sr조성은 영남육 

괴 화강암의 Sr 조성범위와 일치하며 대강엽리상화강암의 Sr조성범위 (:t 

50ppm) 보다는 훨씬 큰 값을 보인다. 

육십령화강암의 Y함량은 8ppm이하로 영남육괴 화강암의 Y 조성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대강엽리상화강암의 Y조성 ( 40-

75ppm) 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Nb의 조성은 육십령화강암에서는 15ppm내외 

로 영남육괴의 Nb조성 범위보다는 약간 높은 값을 보이며 대강엽리상화강 

암의 Nb 조성보다는 약간 낮은 조성범위를 보인다. 

육십령화강암의 회토류 원소에 대한 분석값은 Table 4-4에 제시하였으며 

Taylor and McLennan (1985) 의 콘트라이트값으로 normalization한 그림을 

Fig. 4-32에 나타내었다. 육십령화강암의 REE 돼턴은 천반적으로 거의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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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 Harker diagrams for trace elements from Yuksipryong Granite 
on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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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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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The rare earth element analyses of Yugsypryong two mica 

granite in Hamyang area. 

YR7 YR9 YR9-2 YR13 YR17 YR19 YR21 YR26 

La 19. 00 16.80 30.00 18.40 22. 70 20.00 50.10 20.90 

Ce 35.80 31 . 70 62. 60 35.00 43. 70 37.70 92.00 40.10 

Pr 3.86 3.35 7.85 3. 73 4. 67 4.01 9. 73 4.29 

Nd 12.80 11. 10 30.60 12.10 15. 30 13.20 31. 90 14. 10 

Sm 2.16 1. 92 5.39 2.01 2.38 2.15 4.58 2.33 

Eu 0.47 0. 52 1. 58 0. 50 0.59 0.52 1. 09 0.55 

Gd 1. 82 1. 76 4.68 L 76 2. 03 1. 79 3. 79 2.03 

Tb 0.22 0.25 0.59 0.21 0.22 0.21 0.39 0.24 

Dy 1. 13 1. 38 3. 19 1. 05 1. 08 1. 01 1. 87 1. 24 

Ho 0.17 0.26 0.56 0.16 0.15 0.14 0.26 0. 19 

Er 0.47 0.68 1. 54 0. 42 0.40 0.39 0.68 0. 51 

Tm 0.06 0.11 0.20 0.06 0.05 0.05 0.09 0. 06 

Yb 0.37 0.60 1. 32 0.35 0.30 0.34 O. 70 0.37 

Lu 0. 05 0. 10 0.19 0.05 0.04 0. 05 0.10 0.05 

Sum 78. 38 70. 53 150.29 75.80 93.61 81. 56 197.28 86.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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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2. Chondrite normalized rare earth element patterns of 
Yupsipryong Granite. 

- 259 -



50 

40 

VAG + syn-COLG + ORG 

30 

20 (
E
α
α
)
 

>

+ 
十+
내H 

뷰+나 

10 

5 

2 

80 70 60 

Si02 

100 

WPG 

+ +•+ 
-++++ 
+十+

10 

(EQQ) 

az 

VAG + syn-COLG 

10 
Y (ppm) 

Fig.4-33. Nb-Y and Si02 -Y discrimination diagram for Yuksipryong Granite 
(v이canic arc granites : VAG, syn-c이lision granites : syn-COLG, within-
plate granites : WPG, ocean ridge granites : ORG , Pearce and others, 
1984). 

100 

260 



치되는 양상을 나타낸다. LREE는 부화되고 HREE는 결핍되었으며 사장석의 

분별작용을 지시하는 Eu (-) 이상을 보인다. 화강암 시료들 중 YR9는 다른 

육섭 령 화강암의 REE 보다 HREE가 부화되 어 있다. 

Pearce et a1. (1984) 의 미량원소성분을 이용한 지구조 판별그림 ( Fig. 

4-33) 에서 보면 육십령화강암은 VAG 내지 syn-COLG 화강암영역에 속한다. 

요약하면 육십령화강암은 광물조성상 흑운모와 백운모를 함유하는 북운 

모화강암으로 백운모는 입자의 크기나 다른 광불과의 수반관계로 미루어보 

아 마그마에서 정출된 일차광물로 생각된다. 영남육괴 화강암들의 주성 

분， 미량성분원소의 관계에서 보면 육십령화강암은 분화말기에 생성된 화 

강암의 특성을 보인다. 

3-4. 복운모화강암체의 지 역 별 열극체계 발달특성 

암체내에 자주 발탈되는 열극은 구조적 응력， 따쇄작용， 잔류 응력， 냉 

각이나 건조에 의한 수축작용 그리고 표면 이동 둥에 의해 형성된다 

(Hatch. et a 1.. 1978: Bi11ings. 1972). 이 런 열극션의 측정 및 해석은 

암석차원의 채석 효율과 생산성에 큰 비중을 차지하는 요소로 작용한다. 

함양일대에 분포하는 복운모 화캉암체의 지역별 얼극발달의 。

를
 

서
 
。특

 
알기 

위해 비교적 규모가 크고 열극방향을 뚜렷히 측정할 수 있는 암반을 택하 

여 측선을 설치하였다. 측선은 가장 많은 열극빈도를 보이는 방향에 가능 

한 수직으로 설치하였다. 측선상에서 측정된 열극은 연장이 3m 이상되고 

발탈간격이 10 cm 이상되는 것만을 대상으로 하여， 모두 107fl 소를 선정하 

였다. 측， 월성 지 역 (YR25). 장구 지 역 (YR30) • 조산 지 역 (YRI9). 육십 

령 지 역 (YRI2). 군장 지 역 (YR7). 상남 지 역 (YR33) • 동대 지 역 (YR9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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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로 지역 (YR18) , 금당 지역 (YR31) 및 옥산 지역 (YR32) 이 해당된다. 

(1) 월성지역 (YR25 , Fig. 4-34) 

경남 거창군 북상면 월성리에 분포하는 암반으로 복운모 화강암체의 북 

동부 주변부에 해당되나 회색계열의 조립질 흑운모 화강암이다. 부분적으 

로 미약한 엽상구조를 이루며， 유색광물부가 20여 cm 크기로 간혹 발달된 

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은 N800E와 58m에 해당되며， 측정된 열극수는 모두 

557H 에 달한다. 열극방향은 밀집된 분포경향을 보이며， 그 중 NII O -200E 

에서 가장 큰 빈도수를 이루며， NI O -I00E과 N21 0 _ 300E 순으로 감소되어， 

대부분이 Nl 0_ 300E의 방향으로 발달됨을 알 수 있다. 열극의 경사는 거의 

대부분이 760 - 수직의 고각도를 이룬다. 쥐팅은 N200W !l 40SW을 이룬다. 평 

행한 열극면을 따라서는 붉은 산화착색 현상이 빈번히 산출되며， 녹리석화 

퉁이 변질작용이 수반되는바， 이는 후기 지표수 동의 통로 역할로 인한 것 

으로 해석된다. 일부 열극면은 미약하게 만곡되기도 하며 수직이동되기도 

한다. 열극 방향 중 N460W/82 0SW을 따라서는 수십 cm폭의 풍화대와 변질대 

가 산출되며， N820E/820NW을 따라서는 파쇄대 및 절리 밀집대가 발탈되기 

도 한다. 

( 2 ) 장구 지 역 (YR30 , Fig. 4-35)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 북부에 위치한 담회색의 조립질 복운모 화캉 

암으로서， 열극을 측정한 측선방향과 연장길이는 N200W와 48m에 해당된다. 

측선을 더 이상 연장 못한 우측부에서는 관입암맥과 이에 수반된 이차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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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4.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Weolseong 
site (YR25)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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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5.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Janggu 
site (YR30)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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뭉화작용으로 인해 심화된 풍화대를 이룬다. 즉， 이 구간에는 약 20m 폭의 

각섬암 관입암맥과 이를 관입한 염기성 암맥이 발탈한다 . 이 염기성 암맥 

은 약 O.6m의 폭을 이루며 주변의 열극방향과 유사한 N300E / 650SE의 관입 

방향을 이룸이 특정이다. 

얼극은 여 러 방향으로 발달되나 N31 0 _ 400E에서 약간 우세하며 NII O -

20 0 E. N21 0 -30 0 E. N61 0 -70 0 W. N 41 0 -500E와 N61 0 _ 700E는 비슷한 빈도수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NII O -700E을 이룬다 . 경사는 거의가 63。 이상을 이루어 

급-수직성이 우세하다. 가장 연장성이 양호한 것은 측선방향인 N23 0 W/ 

730NE의 열극이다 . 일부 열극방향은 미약하게 또는 심하게 만곡되며， 열극 

면을 따라서 석영세맥이나 심화된 산화착색이 수반되기도 한다. 

(3) 조산 지 역 (YR19. Fig. 4-36) 

경남 함양군 서상면 상남리의 조산마을 서측에 위치한 회색계열의 중립 

질 복운모 화강암으로 암반에는 맥암류인 애프라이트와 페그마타이트가 단 

일맥 또는 북합맥으로 종종 산출됨이 특정이다. 

암반의 산출형태상 천체적인 얼극발달을 따악할 수 있도록 하기위해 열 

극의 측정은 두 구간으로 나누어 실시하였다. 즉 NS 방향 및 N80 0 W 방향으 

로 측선을 설치하였으며， 이들의 길이는 전자와 후자가 각각 58m와 35m로 

서 전연장이 93m에 탈한다 . 측정된 열극수는 모두 32개에 달한다. 이들의 

열극은 NI O -I0 0 E. EW. N 81 0 -89 0W순으로 많은 빈도수를 이루어 전반적으로 

거의 직교하는 열곡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경사는 대부분 52。 이상의 급경 

사를 이룬다. 이들 열극의 교차 발틸로 인해 비규격석보다 규격석의 산출 

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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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6.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Josan 
site (YR19),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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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열극변을 따라 부분적인 산화착색， 녹리석화 둥의 변질작용 둥이 

수반되어 그 폭이 수십 cm에 이르기도 한다. 맥암류 중 애프라이트는 수심 

cm폭을 이루며 N560 W / 50oSW , N80oW!수직 경사로 발탈되고， 페그마타이트는 

수cm의 폭과 EW/520N을 이루어 이들이 열극방향을 따라 수반됨을 알 수 있 

다. 또한 이들의 복합맥이 수십 cm의 폭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4 ) 육십령 지역 (YR12 ， Fig. 4-37) 

경남 서상면과의 경계부인 전북의 계내면 명덕리 육십령 고개 정상부근 

에 위치한 회색계열의 조립질 복운모 화강암 암반이다. 부분적으로 장석반 

정이 2.5 cm이하 크기의 반정이 발탈된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은 

N300W/44m로서 측정된 열극수는 42개에 탈한다. 

열극은 비교적 일정한 방향으로 균일한 산출비율을 보이며， 그 중에서 

NI O_ lQOW, N41 o -50oE, N21 o -30oW, N81 o -90oE, EW 동에서 약간 우세한 분 

포를 보인다. 경사는 대부분 62。 이상의 고각도를 이룬다. 이로 미루어 이 

암반에서는 비규격석의 산출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쉬팅은 0.5 -1m의 

간격을 이루며 수개조가 다소 명행하게 발탈되며 대체로 N320W! 320SW의 방 

향을 이룬다. 열극면을 따라서는 심화된 착색현상이 자주산출되며 일부 만 

곡된 면을 이루기도 한다. 그리고 암반의 좌측부는 심하게 풍화되어 HWR 

(highly weathered rock)을 이루며， 부분적으로 lOcm 미만 폭을 이룬 페그 

마타이트가 산출된다. 이들 세맥은 열극방향과 일치되는 N6 0 E/80 0 SE 또는 

NIOOE/수직으로 발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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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7.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Yugsipreyong 
site (YR12),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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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5) 군장 지 역 (YR7 , Fig. 4-38) 

경남 함양군 서상변 상남리 서쪽에 위치하는 복운모 화강암 암반이다. 

입도는 조립질로서 부분적으로 담홍색 반정이 발탈된다. 열극변을 따라서 

소활충단면이나 붉은 착색현상을 이루기도 한다. 이들 얼극방향을 따라서 

는 폭 lcm폭의 석영 세맥이 수반되기도 한다. 측선의 방향과 연장은 

NS/69.3m이며， 측정된 열극의 수는 모두 25개에 탈한다. 열극은 N61 0 -

700W와 N51 0 - 60 0 E 순으로 그 빈도수가 감소되 며 , N21 0 -30 0 E, N21 0 -300E와 

EW는 같은 산출 빈도수를 가진다. 수l 팅은 EW/29 0S의 주향/경사를 이루기도 

한다. 열극의 경사는 대부분 560 - 수직으로서 급경사가 우세한 면이다. 이 

런 열극 발탈로 미루어 이 곳 암반은 규격석보다는 비규격석 산출이 많을 

것으로 기대된다. 

( 6 ) 상남 지 역 (YR33 , Fig. 4-39) 

경남 함양군 서상변 상남리 우측에 분포하는 회색계열의 조립질 복운모 

화강암 암반으로， 부분적으로 2-3 cm 크기의 반정이 발달된다. 축선의 방 

향과 연장은 N65 0 W / 43m에 해당되며 측정된 열극수는 모두 267fl 에 달한다. 

열극의 주향의 산출빈도는 N21 0 - 300E에서 가장 많으며 , N41 0 -500W과 N81 

。 -900E 순으로 감소된다. 경사는 62。 이상이 대부분인 고각도를 이룬다. 

쉬팅은 N180W !l 2 0NW을 이룬다. 암반의 국지적 특성으로 상단부에는 N16 0 E/ 

800SE의 열극방향으로 소활충단면이 발탈되거나， 유색광물대가 명행하게 

산출되기도 한다. 하단부에는 N30 0 W / 80 0 SW 방향으로 수십 cm 폭으로 산화 

착색된 파쇄대가 길게 발달한다. 우측부에는 N55 0 Wl 80 0 NE 방향의 열극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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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8.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Gunjang 
site (YR7)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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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9.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Sangnam 
site (YR33)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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길게 연장되며， 이 면을 따라 녹니석화 동의 변질작용이 수반된다. 페그마 

타이트는 세맥으로서 측정된 열극과는 다른 N300 W / 260SW의 방향으로 간혹 

산출된다. 

(7) 동대 지 역 (YR9 , Fig. 4- 40) 

경남 함양군 서상변 대남리 동대 마을 서측에 위치한 회색을 띠는 조립 

질의 복운모 화강암이다. 암반은 커다란 규모로서 부분적으로 엽상구조와 

반정질을 이루며， 반청은 2cm 정도의 크기를 이룬다. 유색광물부가 간혹 

수 cm의 크기로 산출되기도 한다 . 암반의 크기 및 발달 형태상 측선의 방 

향과 연장은 N34 0 E!l 00 m, N40 0 E/ 59.5 m의 두 구간으로 나누어 , 천자와 후 

자에서 각각 75개와 26개 동 모두 101 개의 열묵을 측정하였다. 이들의 산 

출빈도는 EW 방향에서 가장 우세하며 , 그 외 N41 0 _ 800E와 N51 0 _ 89 0 W 내에 

서는 비슷한 빈도수를 이룬다. 경사는 550 - 수직이 거의 대부분을 이룬다. 

이런 열극의 발달에 비해 암반은 대체로 FR (fresh rock)을 이루는 바 이 

는 우세한 쉬텅구조가 지표수 둥의 이차적 유입을 억제한 때문으로 해석된 

다 . 즉 쉬 팅 은 N22 0 E/ 35 0 SE , EW124 0 N, N84 0 E/ 29 0 NW , EW / 350 N, N64 0 E/ 370 SE 

둥의 변화성을 보이나 국지적으로 뚜렷하게 명행한 암석구조적 특정을 가 

진다. 일부 열극은 미약하게 만곡 또는 변질되며， 경사방향으로 소할충단 

면을 이루기도 한다 . 염기성 맥암류는 상술된 열극방향과 일치하는 Nl 20 E/ 

걱::'Àl .., 경사를 이루며 약 1m의 폭으로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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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0.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Dongdae 
site (YR9)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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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 대로 지역 (YRI8. Fig. 4-41) 

경남 함양군 서상면 대남리에 위치한 회색 계열의 반정질 복운모 화강암 

암반으로서， 반정은 담홍색의 장석이 대부분이다. 페그마타이트질부가 20 

여 cm 크기로 간혹 발달된다. 열극은 부분적으로 만곡되며， 녹리석화나 붉 

은 산화착색 현상을 수반되기도 한다. 또한 이차적인 방해석 세맥이 충진 

되기도 한다. 

측선 방향과 연장은 각각 N300W와 38.5m에 해당되며， 측정된 열극의 수 

는 34개에 탈한다. 열극의 산출빈도는 NII O -200 E. N21 0 -300 E. N31 0 -400 E 

의 순으로 감소하며. N41 0 -500E과 N31 0 -400W는 동일한 빈도수를 이룬다. 

경사는 거의 대부분이 72。 이상의 큰 각도를 이룬다. 일부에 발달되는 소 

활충 단변은 열극방향과 무관한 수명상을 이루어， 열극 발달후에 부분적인 

구조운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산화착색은 대체로 N30 0 E 정도의 열 

극 방향을 따라 산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9 ) 금당 지 역 (YR31. Fig. 4-42) 

경남 함양군 서상면 금당리 북측에 분포한 담회색의 조립질 화강암 암반 

이다. 부분적으로 발달되는 반정은 석영이나 담홍색 또는 담회색 장석이 

다. 이들은 자형-타형으로서 크기는 간혹 4cm에 이르기도 하나 대부분이 

2cm 정도이다. 

암반은 비교적 작은 면이며， 측선의 방향과 연장은 N30 0 W!l Om과 

N200E/4.1m이며 측정된 열극의 수는 23개에 탈한다. 열극의 빈도수는 N61 。

-700 W. N71 0 -800 W. NI O -I00 E 순으로 감소되며， 경사는 대개 620 -76。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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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1.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Daero 
site (YR18)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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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2.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 of Geumdang 
site (YR31),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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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각도를 이룬다. 이중 전자의 두 열극은 암반사이를 흐르는 소수계와 명 

행하게 발탈한다. 페그마타이트는 폭 9cm의 세맥상을 이루며 N50 0E/45 0 SE 

방향으로 산출되어， 측정된 열극과는 상이한 산출방향을 이룬다. 

(1 0 ) 옥산 지 역 (YR32 , Fig. 4-43) 

경남 함양군 서상면 옥산리에 위치한 반정질의 화강암 암반이다 . 반정은 

담회색이나 담홍색의 장석으로서 크기는 1. 5/ 1. 5-2/4 cm의 정방형， 장방 

형을 이루며 누대구조가 발달되기도 한다. 페그마타이는 대개 N20 0 W/ 30 0 NE 

의 주향/경사와 40cm 미만의 폭을 이룬다. 간혹 수십 cm 크기의 페그마타 

이트질부가 발달되기도 한다. 

열곡이 측정된 방향과 연장은 N70 0 E / 33. 5m에 해당되며， 측정된 열극의 

수는 34개에 달한다. 열극은 거의 대부분 북서쪽으로 발달하며， 그 중 

Nll 0 - 200W에서 가장 우세하며 NI O -I0 0 W, N31 0 -50 0 W 순으로 그 산출 빈도 

수가 감소된다. 경사는 대부분이 61 0 - 수직을 이루어 급경사가 우세한 편 

이다. 그 외에 좁은 간격의 열극이 다소 명행하게 자주 산출되며， 산화착 

색 또는 견운화 동의 변질작용이 열극변을 따라 수반되기도 한다. 이런 암 

석구조적 영향 둥으로 인해 암반은 심화된 풍화 빛 변질상을 이룬다. 

3-5. 북운모 화강암체의 열극발달 특성 

함양의 복운모 화캉암체의 각 지역별로 측정된 열극은 여러 방향의 주향 

과 약 50。 이 상의 경 사를 이 룬다. 이 중에 서 EW , N20 0 W, N200E와 NI00 E 동 

의 주향이 우세하게 발달되며， 경사는 급경사를 이룬다 (Fig. 4-44) . 이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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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3. Contour diagram of fracture development of Ogsan 
site (YR32) ,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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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4. Total contour diagram offracture developmentfor 
Yuksipryong two mica granite in Ham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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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함양의 암석자원은 규격석보다는 비규격석의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런 열극발달 체계로 인해 함양 화강암체는 대체로 심화 

된 HWR 암반이 자주 발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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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문경일대에 분포하는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4- 1. 암석분포 빛 열극특성 

1 ) 지형 및 수계 

본 조사지역은 문경읍의 남서부와 상주군의 북부에 해당되며， 도폭상으 

로는 용유리도폭 동북부에 해당된다. 조사지역내에는 대야산 (930.7m ), 벌 

치 (660m) , 867m 고지 ， 고모치 (660m) , 조항산 (95 1. 2m) , 갓바위재 

( 730m ), 청화산 (970m) 둥의 고봉들이 남북방향의 산맥을 형성하고 있는 

전형척인 장년기의 산악지형이다. 이 남북방향의 주능선은 경상북도와 충 

청북도의 도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전형적인 장년기의 산악지형이다. 이 남 

북방향의 。

늘
 

선
 감

 
경계로 연구대상 암석인 담홍색 흑운모화강암이 발틸되 

어 있다 . 그러고 용유리 - 삼송리 일대에는 북서방향의 대규모 단충선으로 

인한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고 이 계곡을 따라 992번 지방도로가 개설되어 

있다. 

수계밀도 ， 형태 동의 수계특성은 그 지역의 지질 및 지질구조를 잘 반영 

하고 있다 . 연구지역내의 수계는 지형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천체적으로는 

방사상 수계형태 (radial drainage pattern)를 보이나， 국부적으로는 변성 

암 및 화강암 분포지역의 일반적 수계형태인 수지상 (dendritic drainage 

pattern)을 보이며， 북서방향으로 발달된 계곡부의 수계형태는 지질구조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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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개요 

연구지역의 지질은 시대미상의 상내리충 빛 각섬암 그리고 백악기의 화 

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Fig. 4-45 and Table 4-5). 화성암류에는 안산 

암， 흑운모화캉암 및 규장반암이 포함된다. 

Table 4-5. Geologic system in Mungyeong area. 

r- 규장반암 

백악기 뉴- 흑운모화강암 

L- 안산암 

시대미상 

r- 각섬암 

1- 관 입 

L- 상내리충 

상내리충은 본 역 동부에 주로 분포하며 각섬암에 의하여 대규모 암주상 

으로 관입되었고， 흑운모화강암과 규장반암에 의하여 관입되어 루프페던트 

의 형태로 잔류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암석은 저색셰일， 암록색사암， 백색 

사암 동으로 이루어져 있다. 

조사지역 동부인 가은읍 죽문리 일대에 소량 분포된다. 본 암은 상내리 

층을 거의 암주상에 가까운 형태로 관입하였고， 이 암석내에는 간혹 상내 

리층의 포획암이 소규모로 함유되어 있다. 

흑운모화캉암은 주 연구대상 암석으로서 연구지역 천반에 결쳐 넓게 분 

포하고 있으며 궁기리 일대에서 시대미상의 퇴적암충 및 안산암을 관입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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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급 Alluvium 고 Quaternary 

않집 Felsite Porphyry 

닫감 Biotite granite Cretaceous 

단급 Andesite 

담토] Hornblendite 

] 얘e 뼈。m 
담감 Sangnaeri formation 

mk-l Sample No . . 
\(F) Fault 

Fig.4-45. Geologic map of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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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본 암은 담홍색이 우세한 조립질 암석으로서 색상과 입도변에서 비 

교척 균질한 펀이다. 이 화강암내에는 공동구조， 흑운모의 유통구조， 맥상 

의 애프라이트 (aplite) , 페그마타이트질 포켓트 (pegmatitic pocket) 둥 

이 종종 산출된다. 이 페그마타이질 포켓트는 대부분 그 폭과 연장이 수십 

cm와 수m 미만이며， 그 중심부 정동에는 자형의 석영과 정장석， 판상의 흑 

~ 디 
l.!... -L- 및 자첼석 등을 가진다. 

본 암의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카리 장석， 흑운모， 녹니석， 스핀， 

저어콘과 불투명 광물 둥이다. 알카리 장석은 대부분 퍼다이트이고 일부 

미사장석으로 구성된다. 사장석은 주로 알바이트이며 그외 칼스바드 알바 

이트와 부분적으로 페리크린 4상정이 발달된다. 

규장반암은 농암면 및 화북면 일대에 대체로 안산암체 주변부를 따라서 

분포되며， 흑운모화강암의 주변부에서 이 암석은 매우 점이척으로 암상의 

변화를 보인다. 구성암석은 주로 세립질 내지 미정질의 화강암질 반암류이 

며 화강반암과의 차이는 반정이 매우 척은 것이다. 안산암체의 주변부를 

따라 부분적으로 규장암류로 암상이 변하기도 한다. 

3) 암석 기채 

연구지역의 화강암은 주변의 옥천충군， 명안충군과 시대미상암류를 관입 

한 백악기의 화성활동 산물로서 대규모의 암체를 이룬다 (윤현수와 김선 

억， 1990) , 본암은 탐홍색이 우세한 조럽질 암석으로서 색상과 입도면에서 

균질하여 암석학적인 측면에서 석재로서의 선호도가 높은 편이다. 

이 화강암체내에는 공동구조， 흑운모의 유동구조， 맥상의 애프라이트 

(aplite ), 페그마타이트질 포켓트 (pegmatitic pocket) 퉁이 종종 산출된 

- 284 -



다. 이 페그마타이트질 포켓트는 대부분 그 폭과 연장이 수섭 cm와 수m 미 

만이며， 그 중심부 정동에는 자형의 석영과 정장석， 판상의 흑운모 및 자 

철석 둥을 가진다. 또한 절리변을 따라 녹니석화 또는 유화광물의 산화착 

색이 수반되기도 한다. 이런 변질작용은 절리면에 수용액 (aqueous 

fl uids) 의 충진에 의한 것으로 암석자체내의 반웅으로 인해 석재악화의 주 

요 원인이 될 수 있다 (Bowels , 1934 Segal , 1984). 

공동발달은 다양한 형태와 크기를 이루어， 수mm 내지 수cm의 산점상에서 

폭 수십 cm ， 심도 1. 5 - 2m의 정동을 이루기도 한다. 산점상의 공동구조는 

담홍색계통을 띠는 화강암에서 채석시에 큰 장애요인이 된다. 궁기리지역 

의 경우는 큰 공동을 이루고 있는데 이들 공동구조는 후기 마그마 분화과 

정충 수분과 휘발성물질 (volatiles) 이 분산되어 산점상 또는 밀집되어 큰 

공동구조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Bonin , 1986 Hyndman , 1985). 이 화 

강암의 지 질 시 대는 연구지 역 의 북동부는 87과 92Ma (K/Ar 흑운모 연 령 ) 이 

고， 남서부는 72 :t 1Ma로서 (Kim , 1971) , 이들은 불국사 화성활동 산물인 

암체로 해석된다. 

4) 연구암체의 열극륙성 

(1) 절리의 l=J 2 
τ:C"ïT 

일반적으로 암석의 열극구조 중에서 두 대응면이 변에 수직방향의 변위 

를 제외한 다른 방향의 변위가 인지되지않는 종류의 열극을 단충과 비교하 

여 절리라 한다 (Hobbs et a 1., 1976 Hancock , 1991). 이러한 절리률을 

인 장절 리 (tension joint) , 신 장절 리 (extentional joint) 또는 단순히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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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라고 부른다. 신장절리는 변형작용 동안 절리면에 명행한 변위성분을 갖 

지 않고 오히려 철리변에 수직인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함에 따라 발달하는 

절리로서， 철리변에 수직인 방향이 최소 주웅력 ( ð 3) 방향이 된다. 그러 

나 흔히 두 대웅변에 병행한 방향의 미세한 변위률 가지는 열극구조 역시 

천단절리 (shear joint) 라 하여 일반척으로 절리의 범주에 포함시키고 있 

다 (Twiss and Moores , 1992). Hancock (1 985)는 절리 분류시 인장절리， 

전단절리 이외에 이들의 혼합형인 혼성절리 (hybrid joint)를 규정하기도 

하였다. 또한 형태적으로 규칙절리 (systematic joint) 와 불규칙절리 

(nonsystematic joint) 로 구분되 며 , 이 외 에도 발탈기구에 따라 혹은 주변 

지질상황과의 관계에 따라 다양한 절리의 분류가 시도되고 있다. 

(2) 절리의 특성 

연구지역내 대상암체에 대한 절리 자료 수집시 국지적 변의를 없애기 위 

해서 가능한 큰 규모의 암반과 채석장에서 연장성이 양호한 절리들을 택하 

여 주향과 경사방향을 측정하였고 (Hudson and Priest , 1983) , 그 특성을 

파악하였다. 측정된 배향자료를 입체투영망에 루영하여 우세방향 

(preferred orientation)을 나타내는 극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극밀도 다 

이 아그램 (po1e-density diagram)을 작성 하였다 (Fig. 4-46 and Fig. 

4-47). 극밀도도에서 절리의 배향성은 N80 0 W. 수직， N5 0 W. 수직 N5 0 E 

.80 0 NW , N85 0 E.75 0 NW , N5 0 E.85 0 NW 동의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중 남북방향의 절리틀이 연장성이 양호하며， 동서방향의 

절리는 남북방향에 비해 연장성이 미약한 연이다. 

연구지역내의 절리조는 거의 평면상의 열극 (planar fracture)으로 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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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111 fracture 
N=704 

Fig . 4-46. Contour diagram of joint development for Mungyeong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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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111 fracture 
N=704 

Fig_ 4-47_ Rose diagram of joint development for Mungyeong are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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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고， 철리변은 여러 광물들의 침전물로 채워져 있는데， 주로 녹니석， 녹 

렴석 빛 방해석 퉁이다. 많은 절리틀의 가장자리 부분에 변질된 부분이 관 

찰되는데， 이 부분은 보통 광물 침천물의 두께가 두꺼운 곳에 더 잘 발달 

되어 있다. 연구지역의 절리는 대부분 직교 (orthogona1) 에 가까운 절리률 

이 우세하다. 각각의 절리조내에서 절리들은 서로 거의 명행하고， 전단분 

절 (shearing offset)을 보여주지 않는 신장성의 절리들이다. 이런 절리의 

기원에 대해 Nur (1 982) 는 구조적 융기 (tectonic up1ift) 와 관련된 것으 

로 해석하였으며， 하부로의 침투갚이 (penetration depth)는 절리 길이와 

직접적으로 관계가 있고， 열극밀도 (fracture density)는 열극깊이 

(fracture depth) 와 반비 례 한다고 하였다. 

Sega11 and Po11ard (1983)는 절리 길이의 연장성에 대한 분포는 인접해 

있는 절 리들의 탄성 상호작용 (e1astic interaction) 에 기 인된다고 보고 하 

였다. 또한 절리선은 구조적응력， 따쇄작용 (fracturing) , 잔류응력， 냉각 

이나 건조에 의한 수축작용 그리고 표면 이동 둥에 의해 형성된다 (Hatch 

et a 1., 1978 Billings , 1972). 

4-2. 열극계 자료수집 및 개념 

1 ) 열극기재 빛 자료수집 

암반내 열극체계는 고준위 방사성 폐기물 저장소와 지하 공동내의 원유， 

LPG 동의 유류저장 탱크를 위한 대규모 동굴건설， 토목 구조물건설 등에서 

중요한 연구과제가 되고 있으며 또한 석재자원 채석시 규격석 생산에 중요 

한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 이를 해결하기 위한 방안은 열극계에서 가장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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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적인 기하학적 따라미터의 확률분포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그러나 암 

반내의 열극체계는 3차원적으로 복잡하게 분포되어 있기 때문에 이를 해석 

히，는데순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f:l 낙 체의 각종 파라미터를 수집하는 방법으로는 window sampling (area 

sampling) 법과 측선법으로 나눌수 있다 . window sampling법은 사각형 또는 

원형의 단위 면척내에 존재하는 절리를 대상으로 각종 요소를 측정하는 방 

법으로， 수집자료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한 장점이 있는 반면에 단위 면적 

을 증가 시킬수록 자료 수집시의 한계성이 있다 . 측선법은 자료수집 방법 

이 절리의 발생 확률에 지배되기 때분에 자료의 정량화에는 다소 미흡하지 

만 연구지역을 대표 할 수 있는 열극 매개변수의 확률분포특성을 자연 상 

태에 가깡게 모사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에서의 열극계 측정방법은 동일한 조건하에서 측선법을 이용하여 

절리의 기하학적 매개변수를 측정하였다. 측선법 이용시 자료 수집은 동일 

한 조건하에서 수집되어야 하기 때문에 측선설치 기준 길이를 설정하였 

다. 

Priest and Hudson (1976)은 정확한 절리빈도 (À)를 계산하기 위해서는 

측선 길이가 최소한 명균 절리간격의 50배가 요구되고， 이렇게 측정 할 경 

우 절리빈도는 실제 절리빈도치의 :t 20% 범위내에 놓인다고 보고하였다. 

또한 Sen and Kazi (1 984)는 하나의 한정된 길이의 측선에서 측정치들의 

전체 모집단의 특성 관계를 설명하였는데， 측선 길이가 20/ À 보다 커야 

측선에서의 측정치가 전체값과 거의 같다고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자료수 

집시 통계학적 편의 (bias)를 제거하기 위하여， 각 측정지점에서의 측선길 

이를 가능한 일정하게 하였고， 암반노두의 규모 및 지형륙성 동을 고려하 

여 설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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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의의 절리조에서 정확한 절리간격과 최대빈도치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절리조에 수직 방향으로 측선을 설치하여야 한다 (Hudson and Priest. 

1983) . 즉 측선과 절리조 수선방향이 이루는 예각을 6 라할때， 측선이 절 

리조 수선방향과 일치할 때 ( e =0 0 
) 절리빈도는 최대가 되고， 측선이 절 

리조와 명행할 때 ( e =90 0 
) 절리빈도는 최소가 된다. 그러나 일반척으로 

실제 암반내에는 두 개 이상의 절리조가 발달되어 있고， 암반 노두 표면의 

발탈상태로 인하여， 본 연구에서는 가능한 한 측선 방향을 모든 절리들과 

수직에 가깝도록 . e 가 저각도를 이루도록 설치하였다. 

2 ) 열극계 개념 

열극의 기하학적 분포 및 특성은 현장자료로 구해지나 노두발달 상태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정확한 열극분포 자료를 얻는 것은 쉬운일이 아니다. 

따라서 모든 열극의 위치둥 제반 특성에 관한 내용을 위한 실제적인 측정 

방법은 완벽 할 수 없으므로 얼극분포 특성의 통계학적인 처리에 의한 방 

법을 이용 할 수 있다. 

이를 위해서는 열극자료 및 특성에 대한 통계학적인 처리와 불연속체 

(fracture network) 유형의 선정이다. 이와같은 통계처 리에 필요한 열극자 

료 수집에는 열극의 l:I~양~/셔 
。 o 。 (orientation) ’ 열극군의 1=1 2 

τ!:"ïr ’ 간격 

(spacing ), 빈도 (frequency) 둥이 포함된다. 모든 열극특성은 추계론척 

처리과정에 의해 검토되며， 이 결과는 확률분포 특성으로 표시된다. 또한 

자료의 규모에 관한 제약성으로 야기되는 통계적인 확률분포에 대한 어느 

정도의 불확실성 (uncertainty)은 항상 수반된다. 

이러한 불확실성은 표본의 크기 (sampl ing size). 표본오차 (samp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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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i as ) , 표본채취의 정확성 (sampling accuracy) 및 분석의 제약성 

(analysis limitation) 둥과 같은 자료수집과 연관되는 문제로 인하여 발 

생된다. 

-표본크기 : 자연계에 발탈되어 있는 열국암반에 대한 표본조사의 제한 

성으로 수집자료와 실제 암반의 특성이 상이하다. 따라서 표본크기의 제약 

성은 “Bootstrap" 과 같은 수집자료의 resampling 과정 동의 민감성검토 

(sensitive study)를 통해서 정 량화 할 수 있다 . Bootstrap법은 자료의 무 

작위 표본에 대한 동일한 통계결과를 계산하므로써 통계방법상의 불확실성 

을 추정 가능하게 하고， 표본수에 대한 통계치의 민감도를 결정하는 값으 

로부터 불확실성을 추정 할 수 있게 한다. 

- 표본오차 : 이는 시추주상도 및 공내시험과 같은 표본조사 방법에 적 

용되는 요소로 암반노두 조사에서는 무관하다고 할 수 있다 . 

- 표본채취의 정확성 : 열극특성을 어떻게 명가 할 것인가에 따라 여러 

가지 형태의 문제가 야기된다. 따라서 열극정보에 대한 정확성과 완전성은 

연구목적 범위 내에서의 수준으로 제한하여야 한다. 

- 분석한계 : 분석과정에서 전제하는 주요가정 (key assumption)들은 모 

사되는 결과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친다. 

3) 열극계특성 쁨
 

열극암반의 분류는 지질공학 및 암석역학 분야에서 부지특성 평가 혹은 

지하공간의 설계를 목적으로 주로 개발 및 적용되어 왔다. 열극둥급 
E 

π
 

님
 
I 

는 주로 6둥급 분류 기준이 적용되고 있으며 (Table 4-6) , 이는 열극암반의 

단순화된 모델의 설정이 핵심이며， 이 모델의 도출과정에서 대규모에서 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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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규모에 이르는 다향한 열극(대)에 대한 단순화 및 정량화가 요구된다. 

CD Fl 광역 열극대 (Regional fracture zone) 

수십 km의 연장과 수km 폭의 광역구조선으로 보통 점토 혹은 첼분으로 충 

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인공위성 영상에 의해 뚜렷이 구별되는 구조로 

서 대규모 단충대가 이에 속한다. 

æ F2 국지적열극대 ， 중규모단층대 

수km의 연장과 수십 - 수백 m의 폭을 가지는 열극대로서， 열극빈도 및 점 

토 함유 둥에서 낮은 수치를 보인다. 

@ F3 국지적 인 소규모열극대 

수km 이하의 연장과 수십 cm 내지 수m의 폭을 갖는 국지적인 열극대로서 

단면상에서 점토가 간흑 나타난다. 소규모 단충 및 따쇄대가 이에 속한 

다. 

@ F4 수십 cm 폭의 열극대가 포함된다. 

@ F5 중， 소규모 열극군 

단위암반에 발달하고 있는 대부분의 절리들이 이에 포함되며， 석재차원 

채석시 규격석 채석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로서 본 연구의 주 대상 

이 되는 열극구조이다. 

@ F6 미세열극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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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열극은 육안으로도 관첼이 가능하지만 현미경하에서 그 륙정을 잘 관 

찰 할 수 있다. 결정내 혹은 결정간의 간극， 불안정한 결정 접촉부 및초 

기균열 즉 엄riffith cracks" 이라고 명명하는 열극들이 이에 속한다. 이 

열극들은 석재의 결을 지배하는 주된 요소이다 . 

Table 4-6. Classified list of fracture system. 

fracture class fracture characteristics 

F1 
수십km의 연장과 수km의 폭， 광역구조선， 대규모단 

충대， 다양한 충전물 

F2 수km의 연장과 수십 ~수백m의 폭， 국지적 구조선 

F3 
수km 이하의 연장과 수십cm-수m의 폭， 국지적 열 

극대， 소규모 단충 빛 따쇄대 

F4 수십cm-수m 폭의 열극대 

F5 
단위 암반에 발달하는 대부분의 절리， 본 연구의 

주대상이 되는 열극구조 

F6 
육안 흑은 현미경하 관찰， Griffith crack, 미세열 

극군， 석재의 결을 지배하는 요소 

4-3. 선구조선 분석 

연구지역내에 발달하고 있는 큰 규모의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음영 

기복도를 이용하여 선형구조를 해석하였다. 일반적으로 선형구조는 지표에 

나타나 있는 단충선， 단충애 ， 지질경계선이나 암맥들이 거의 직선상으로 

나타나는 구조로서 ， 이러한 선형구조들은 특히 항공사진이나 인공위성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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둥에서 뚜렷하게 인지 힐 수 있다. 인공위성영상이나 항공사진상에서 관찰 

되는 선형구조들은 지형도에 그대로 옮겨 그릴수도 있으며， 때로는 이들이 

지각의 균열현상을 반영하는 직선 혹은 약간 휘어진 정도의 곡선으로 나타 

나기도 한다 (0 ’ Lear、y et a l., 1976) , 

선구조선 ( Li neamen t )은 1800년 대 Sedwick둥에 의 해 연구가 시 작되 었으 

며， 1972년 지구자원탐사위성 (ERTS-l or Landsat-l) 이 발사된 후 범세계 

적으로 구조지질학자들에 의해 연구되고 있다. 그 결과 lineament는 지 

표암석권의 fracture와 대부분 일치한다는 사실이 증명됨으로써 global 

structure , tectonics 그리고 수자원， 광물， 육상석유자원탐사에 기초자료 

로 활용되고 있다. 특히 근래에는 대형 인공구조물 설치전의 기반조사에서 

도 중요한 고려요소가 되고 있다. 

연구지역의 선구조선 판독에 이용된 자료는 미국 DMA (Defense Mapping 

Agency) 에서 작성된 위， 경도 3초간격으로 작성된 1988년도판 한반도 전역 

의 수치 지형고도자료로써， 이들 자료틀은 선구조선 판독에 적합하도록 영 

상처리 되었으며， 지형도에 정합 (Registration)되도록 기하학적 보정 및 

화표변환하였다. 특히 수치 지형고도자료를 전산처리 하여 조사지역의 방 

위 각별 음영 기복도 (Shaded relief map)를 작성 , 이를 선구조선 판독에 이 

용하였다. 

1 ) 음영기복도 작성 

자연상태에서의 지표면의 음영효과 (Shade effect) 는 지표면의 기복， 경 

사방위각， 경사도， 태양의 조사방향 및 고도둥 여러 자연조건의 북합적 영 

향에 의한 태양광의 반사도의 차에 기인한다. 그러나 컴퓨터를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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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영지도 (Shaded relief map)를 작성할 때에는 상기의 자연조건을 모두 

부합시키기는 매우 어려우므로， 본 연구에서는 지표면의 음영효과를 태양 

의 고도 및 방위각과 지표면의 경사도 및 경사방위각만의 함수관계로 조건 

을 단순화 시 켰으며 , 이 의 계 산을 위 해 Lommel -Seeliger method (Batson 

et a 1. ， 1975) 에 의한 식 (1)을 프로그램작성의 기본 알고리즘으로 이용하 

였다 . 

1 = 

1 + 

where 1 

E 

- (1) 

cos {t:) 

cos ( i ) 

the intensity of the reflectance 

the angle between sun azimuth and slope normal 

of ground surface 

i the angle between sun elevation and slope normal 

of ground surface 

따라서 가상의 태양고도 빛 방위각에 대하여 DEM자료의 각 격자점에서의 

지표면의 방위각 및 경사방위각에 상웅하는 밝기 값 I를 구하여 이를 1 

Byte의 Grey level로 변환， Display하면 음영지도가 표현된다. 인공위성영 

상 빛 항공사진의 경우， 자료획득시 태양광에 의존하므로 계절적 차이는 

있으나 거의 일정방향 (북서방향)으로의 음영효과 (Shade effect) 가 유도 

되는 반면에， 음영지도의 경우 태양광 조사방향 및 태양고도의 임의적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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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이 가능하므로 사면방위각에 관계없이 음영효과 유도가 가능하므로 태양 

광 조사방향의 연중으로 인한 션구조션 판톡 결과의 펀차률 최소화시킬 수 

있다. Fig. 4-48은 천술한 방법에 따라 작성된 조사지역 일원의 음영기북 

도이다. 

2) Li neamen t 판톡 

선구조선의 판독은 판독자별로 상이한 판톡결과률 보이는 경우가 많은데 

이는 선구조선 판독이 판독자의 경험， 판독대상자료의 륙성 및 축척 둥에 

의하여 많은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따라서 선구조선 판톡의 객관성 및 정 

확도률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객관척 선구조선 판톡기준의 설정， 판독대상 

자료의 다양화， 그리고 판독대상자료의 축척의 다양화가 우선척으로 요구 

된다. 

선구조선의 정의는 학자들간에 약간의 의견차는 있으나 일반척으로 “지 

하지질구조를 반영하는 광역척 규모의 비교적 협소한 대로서 직선척이거나 

약간 만곡된 선으로 나타나는 것을 말한다라는 정의에 동의하고 있다. 

그러나 상기의 정의는 선구조선에 대한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판독기준이 

반영되어 있지 않으므로， 본 연구에서는 선구조선에 대해 비교척 상세하게 

기술된 Short and Lowan (1973) 에 의한 다음의 기준을 적용， 조사지역의 

선구조선률 판록하였다. 

1) lines of variable length , strai teness and continui ty which are 

differentiated by tonal contrast in image: 

2) tonal discontinu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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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8. Shaded relief map of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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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bands of variable widths which contrast in tone to the area 

immediately adjacent; 

4) alignment of topographic forms; 

5) alignment of drainage patterns; 

6) association of vegetation along linear trends; and 

7) coalignment of cultural features (e.g. , farms , road patterns , 

etc.) wi th underlying structural and/or surrounding topographical 

control. 

3) 선구조선의 방향성 

음영기북도에서 판독된 선형구조에 대하여 그 주향 방향과 연장길이를 

측정하고， 그 결과를 각각 rose diagram에 도시하였다 (Fig. 4-49). Rose 

diagram은 선형구조의 주향 방향을 10 。 간격으로 측정하였다. 선형구조의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세한 방향은 크게 3조로 나눌수 있으며， 그 결과 

는 다음과 같다. 

CD set 1 E-W 계열로서 이 방향성은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잘 발달되어 

있으며， 총 빈도수에 대한 이 방향대의 선구조선이 가지는 빈 

도수의 백분율이 가장 높게 나타나며， 각각의 선구조선이 가지 

는 연장길이는 양호하지는 않은 면이다. 

CD set 2 N30-40 o E 계열로서 연구지역의 남동부 및 중부지역에 잘 나타 

나며， 각각의 선구조선이 가지는 연장길이는 양호하다. 

QD set 3 NI0 0 W 계열로서 용유리와 삼송리 일대에 발달하는 대규모 단 

충선으로 큰 계곡이 형성되어 있다. 연장길이는 수 km로 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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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구조선 혹은 광역구조선에 해당되는 것으로 연구지역내 선구 

조선중에 가장 연장길이가 양호하다. 

이들 지역에 발달하는 선구조선이 단충운동의 규제를 받는 선구조선인지 

아니면 대규모 절리 (master joint) 에 의한 규제를 받는 선구조선이지를 

파악하기 위하여 야외노두상에서 단충 빛 절리 동의 지질구조 요소를 측정 

하였다. 용유리 및 삼송리의 도로 절단면상에 단충면이 확인되는데， 단층 

의 배향은 NIO-15 0 W로， set 3의 NIO O W 계열의 선구조선과 거의 일치하 

고 있어 이 선구조선은 단충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충면은 거의 명면 

상 (planar) 이고， 단충조선 (striation) 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단충조선틀 

의 선주각 (rake)은 거의 수펑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항이동 단충임을 

지시하고 있다. 삼송리 서부실업 채석장부근의 계곡상에서의 구조요소는 

N85 0 W, 70 0 NE 방향의 단층과 N40 0 E, 78 0 NW 방향의 소단충들이 발달하 

고 있으며 또한 N85 0 E. 80 0 NW 방향의 대규모 절 리들이 발달하고 있다. 

N85 0 W, 70 0 NE 방향의 단충과 N85 0 E. 80 0 NW 방향의 절 리들은 set 1 의 

EW계열의 선구조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N40 0 E, 78 0 NW 방향의 소단 

충들은 set 2의 N30-40 0 E 계열의 선구조선과 거의 일치하고 있다. 

단충변은 대부분 산화 변질되어 붉게 착색되어 있고， 섬유상의 방해석이 

성 장되 어 있는 부분이 관찰된다. 이는 N85 0 W, 70 0 NE와 N40 0 E, 78 0 NW 

방향의 신장성의 절리들이 생성된후 틈새간격 (aperture) 내에 방해석이 충 

전된후 취성변형작용의 산물인 단층이 형성되었음을 지시하고 있다. 단충 

들의 이면각 (dihedral angle)은 대개 40 - 50 。 정도로 공액혼성 

(conjugate hybrid) 의 단층계를 보이고 있다. N85 0 E. 80 0 NW 방향의 절 리 

들은 연장성이 매우 양호하여 연구지역내의 노두상에서 확인된 것만도 lkm 

이상이었다. 또한 이틀은 암맥류의 관임과 연관성이 있으며 전단분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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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aring offset)은 보여주지 않는 신장절 리들이 대부분이 다. 

4-4. 미세열극 특성 

암석에 발달한 미세균열의 양 및 특성은 암석의 물리적， 역학적 특성 및 

공학적으로 중요한 영향을 미친다. 또한 방사성 폐기물 지하 처분장과 같 

은 지하 구조물에서의 미세균열은 핵종의 이동 통로가 되기도 한다. 특히 

석재는 암석 자체가 자원이고 생산물이므로 석재에 발탈한 미세균열은 석 

재의 질적 특성， 내구성 및 경제성을 좌우하는 중요한 요소가 되고 있다. 

석재내에 발달한 우세한 방항의 미세균열은 석재자원 채석시 규격석 생산 

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한 요소중의 하나로， 국내 화강암 채석장에서는 석 

공들에 의해 “메” 혹은 “결”이라는 용어로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는 문경지역의 화강암류 석재를 대상으로 석재내에 발달하고 있 

는 미세균열의 발달 특성을 따악하기 위하여 Differential Strain 

Analysis (이하 DSA)를 이용하여 고찰하였고. DSA에 의한 미세균열의 최대 

균열 변형율과 최소 균열 변형율의 비에 대한 이방성 및 “결”의 방향과의 

관계를 연구하였다. 

1 ) 시험방법 

차분 변형율 분석은 Simmons et a l.(1 974) 과 Siegfried and Simmons 

(1 978 )에 의하여 개발된 방법으로， 암석 시료 및 실리카 큐브 (reference 

silica cube) 의 표면에 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하여 정수압하에서 압력에 따 

른 변형율을 측정하므로써 암석내에 분포하고 있는 미세균열 

- 302 -



(microcrack) 의 양 (magn i tude) , 방향 (orientation) 및 특성 (aspect 

ratio)을 정밀하게 측정 할 수 있다. 이때 암석 시료 및 실리카 큐브의 변 

형율은 동일한 실험 조건하에서 측정하여야 하며 오차는 2xl0 -6 이내이다. 

실리카 큐브는 압력실 (pressure vessel) 내의 온도 변화나 기타의 환경 변 

화에 따른 오차를 감소시키기 위하여 사용된다. 

DSA용 시료는 직경 54mm의 코아에서 직경 2.54cm의 코아를 채취한 후 길 

이가 2.54cm 되게 절단하였다. 채취된 DSA용 코아는 아랫면， 윗면 및 옆변 

에 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하기 위하여 산화 알루미늄을 이용하여 연명하게 

연마하였다. 시료를 암석 절단기로 자를 때나 표면을 연마 할 때 충격을 

주면 새로운 미세균열이 생성되므로 충격을 주지 않도록 세심한 주의를 하 

였다. 준비된 시료의 습기를 제거하기 위하여 진공속에서 24시간 건조한 

후， 시료 및 실리카 큐브의 표면에 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하였다. 변형율 

게이지는 일본 교화사 제품으로 길이가 10mm이며 코아의 아랫변에는 45 。

로셋 게이지 (rosette gage) 를， 코아의 옆면에는 단축 게이지 (linear 

gage)를 사용하였다. 에폭시는 미국 Tra-con사의 Tra-con 2101을 사용하였 

으며 변형율 게이지를 부착한 후 압력을 주어 실온에서 24시간 고결시켰 

다. DSA 시험시 압력실내에서 암석 시료 및 실리카 큐브내에 유암유가 스 

며드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시료 및 실리카 큐브를 미국 Dow Corning사 

의 설가드 (Sylgard) 186으로 밀봉하였다. 준비된 시료의 변형율 측정시 

압력의 가압 형태는 50MPa 까지는 5MPa씩 50MPa 이상에서는 1 OMPa - 15MPa 

씩 증가시키면서 측정하였고， 최대 압력은 200 - 300MPa 이었다. 각 단계의 

압력을 증가시킨 후 10분 후에 변형율을 측정하여 압력계의 압력과 압력실 

의 압력이 명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였으며， 하나의 시료에 대한 DSA 실험 

시간은 약 5시간 정도이다 (Fig.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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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DSA의 특성 

시료에 대하여 DSA를 실시하면 차분 변형율 (differential strain). 누 

적 균열 변형율 (cumulative crack strain) 및 균열 압축율 (crack 

compressibility) 동의 자료를 얻게 되어 암석내에 발탈한 미세균열의 

양， 방향 및 특성을 따악 할 수 있다. 

암석의 변형율에서 실리카 큐브의 변형율을 빼주면 차분 변형율을 얻게 

되며， 차분 변형율은 일반적으로 낮은 압력에서 음의 값을 보이다가 압력 

이 높아지면 점차 양의 값을 가지게 된다. 그러나 미세균열의 발탈정도나 

암석의 압축율과 실리카 큐브의 압축율의 차이에 따라 차분 변형율 곡선의 

전구간이 양의 값을 보이거나 혹은 음의 값을 보이기도 한다. 차분 변형율 

곡선은 낮은 압력에서는 위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나 압력이 높아지면 거의 

직선의 형태를 보이게 된다. 위로 오목한 형태는 암석내에 분포하는 미세 

균열들이 닫히면서 발생한 변형율이 그 원인이고 직선의 구간은 미세균열 

이 닫히지 않는다는 것을 나타낸다. 

차분 변형율 곡선의 한 압력에서 접선을 그럴 때， 첩선이 차분 변형율 

축과 만나는 점의 값은 그 압력까지 발생한 균열 변형율 {crack strain 

미세균열이 닫히면서 발생한 변형율)을 나타내며， 각 압력 단계에서 구한 

균열 변형율을 모으면 누적 균열 변형율을 얻게된다. 각 압력에서의 누적 

균열 변형율은 그 압력까지 닫힌 미세균열의 양을 나타내어 누적 균열 변 

형율 곡선이 양의 기울기를 가지면 미세균열이 계속 닫히고 있음을， 기울 

기가 수멍이면 미세균열의 닫힘이 종료되었음을 지시한다. 

누적 균열 변형율을 미분하면 균열 압축율을 얻게 된다. 균열 압축율은 

압력이 P에서 P + Ll P로 증가 할 때 Ll P의 구간내에서 발생한 균열 변형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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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양을 나타낸다. 

3) 결과 및 해석 

문경지역의 화캉암류에 대한 미세균열의 발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 북동부인 노은리지역에서 2개 ， 남동부인 궁기리지역에서 2개 ， 총 

4개의 신선한 시료에 대하여 차분 변형율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각 시료에 

대한 DSA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N-l 

차분 변형율 곡선은 거의 모든 압력에서 음의 값을 보여주어 시료의 압 

축율이 실리카 큐브의 압축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4-51a). 

그러나 수평방향의 Hl은 15MPa 이하의 압력에서 위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 

다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의 형태를 보이고 있다. 각 방향의 

곡선은 서로 다른 기울기를 보여 방향에 따른 압축율의 이방성을 보여준 

다. 누적 균열 변형율은 수직방향의 변형율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의 형태로 증가하여 낮은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균열에서 부터 아주 높 

은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균열들이 다양하게 분포하고 있음을 보인다 

(Fig . 4-51b). 수펑 방향의 변형율은 50MPa 까지는 조금 급한 기울기로 증 

가하다가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거의 수명의 기울기를 보여주어. 50MPa 이 

상의 압력에서는 미세균열의 닫힘이 거의 없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수직방 

향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횡방향과 펑행한 미세균열이 

가장 잘 발달해 있음을 지시하며， 이는 문경지역 화강암류 석재의 결방향 

- 306 -



r 

F
1

-

「

〔

「

1
-
-
L
l

액
n
L
「
L
l
L
l

「

1
「
 

떼
 떼
 때
 m 

。

때
 째
 때
 

(
al。
-
)
Z
-〈
r
」
〔”

<= 
Z 

띠
 
t 
] 
L} 

」-(} 

250 200 150 

(a) 

100 50 
n u 때

 
900 

800 

(‘ 

。
，
)Z
-〈
ι
」〔m

700 

600 

500 

400 

300 

200 

100 

〉iQ
〈
γ
}
Q
띠
〉

-」
익
]
그흐
그
υ
 250 200 150 

(b ) 

100 50 

~H1 
S용용~ H2 
a융융'Ó"I!> H3 
뉘←++-t VE F-

15.0 

10.0 

5.0 

(
。ιE
\
。，디
;
 〉
는
」
-띠
-m
이
버
ι
ι
ri
。
Q
 
〉{Q
〈
ι
Q

0.0 

250 200 150 100 50 -5.0 ð 

sample . 

PRESSURE (MPa) 

for N-1 strain analysis 

(c) 

307 

CON FINING 

Differential 4-51. Fig. 



(rift plane) 과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열 압축율 곡선은 15-

20MPa 구간에서 최고치를 보인 후 감소하여 이 구간의 압력에서 닫히는 미 

세균열 가장 많이 분포함을 나타낸다 (Fig. 4-51c). 

(2) N-2 

차분 변형율 곡선은 수명방향의 H2를 제외하고는 거의 모든 압력에서 음 

의 값을 보여주어 시료의 압축율이 실리카 큐브보다 큼을 알 수 있고， H2 

는 25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거의 직선관계를 나타내나 미세하게 위로 오 

목한 형태를 보여주고 있어 대부분의 미세균열이 25MPa 이하의 압력에서 

닫혔음을 지시한다 (Fig. 4-52a). 누적 균열 변형율은 압력이 증가함에 따 

라 거의 직선의 형태로 증가하여 낮은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균열에서 부터 

아주 높은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균열들이 골고루 분포하고 있음을 보인다 

(Fig. 4-52b). 누적 균열 변형율은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곡선을 보여 미 

세균열의 발탈에 이방성이 있음을 보이고 있다. 또한 전체적으로 수직방향 

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큰 값을 보여， 수명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잘 발달 

되어 있음을 지시하며， 이는 이 지역 화강암류 석재의 결 (rift plane) 이 

수명 방향이 라는 것을 나타낸다. 균열 압축율 곡선은 15-30MPa 구간에서 

1. 6xl0- 6/MPa-4x10 ←6 /MPa의 최고치를 보여 이 구간의 압력에서 닫히는 미 

세균열의 빈도가 가장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4-52c). 압력이 증가함 

에 따라 점차 감소 경향을 보이나 여천히 0.5-2x10-6/MPa의 값을 보여 

240MPa의 압력에서도 미세균열의 닫힘이 완료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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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l 

차분 변형율 곡선은 약 80MPa 까지는 위로 오목한 형태를 보이다가 압력 

이 증가함에 따라 거의 직선의 형태를 보여 대부분의 미세균열이 80MPa 이 

하에서 닫혔음을 지시한다 ( Fig. 4-53a). 누적 균열 변형율은 50 -100MPa 

까지는 급한 기울기로 증가하지만 그 이상의 압력에서는 기울기가 점차 완 

만해지고， 방향에 따라 서로 다른 곡선을 보여 미세균열의 발탈에 이방성 

이 있음을 나타내고 있다 (Fig . 4-53b) . 240MPa의 압력에서 수직방향의 누 

적 균열 변형율은 836xl0 - 6의 균열 변형율을 보여 수명방향에 비해 훨씬 

많은 미세균열이 분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균열 압축율 곡선은 15 -

35MPa 구간에서 4.1x10 -6 / MPa-1 1. 6x10 - 6 / MPa의 최고치를 보여 이 구간의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균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 Fig. 

4-53c).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감소 경향을 보이면서 약간의 요철을 보이 

나 약 150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거의 “ 0" 에 가까운 변형율을 보여주어， 

대부분의 미세균열은 150MPa 이하의 압력에서 닫히고 있음을 알 수 있다. 

(4) G-2 

차분 변형율은 모든 방향으로 전 압력 구간에서 음의 값을 보여주어 시 

료의 압축율이 실리카 큐브의 압축율보다 크다는 것을 알 수 있다 ( Fig . 

4-54a). 약 150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거의 직선의 관계를 나타내나 미세 

하게 위로 오목한 형태를 보여 대부분의 미세균열이 150MPa 이하의 압력에 

서 닫혔음을 지시한다. 수명방향의 H1 과 수직방향의 차분 변형율은 서로 

압축율이 탈라 변형율 곡선이 약 60MPa에서 교차한다. 누적 균열 변형율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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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50MPa 까지는 매우 급한 기울기로 증가하지만 50MPa 이상에서는 기울기 

가 완만해지다가 약 150MPa 이상의 압력에서는 기울기가 더욱 완만하여 거 

의 일정한 기울기를 보이고 있다 (Fig. 4-54b). 이는 50MPa 이하의 매우 

낮은 압력에 닫히는 미세균열들이 가장 많이 발달해 있으며， 높은 압력하 

에서 닫히는 미세균열도 발탈해 있음을 나타낸다. 각 방향의 균열 변형율 

은 매우 큰 연차를 보여주고 있어 미세균열의 발달에 이방성을 보임을 알 

수 있다 . 240MPa의 압력에서 발생한 균열 변형율은 833xl0 -6 -1 , 592xl0-6 

까지로 상당히 많은 미세균열이 암석내에 발달해 있다. 전체적으로 수직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수멍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가장 잘 

발달해 있음을 지시한다. 균열 압축율 곡선은 15-30MPa 구간에서 

5. 6xl0 -6 / MPa-20 . 6xl0 -6 / MPa의 최고치를 보여 이 구간의 압력 에서 닫히는 

미세균열의 빈도가 가장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Fig. 4-54c). 압력이 증가 

함에 따라 감소 경향을 보이다가 약 150MPa 이상의 압력에서 닫히는 미세 

균열의 발틸은 미약함을 알 수 있다. 

4-5. 열극 파라미 터 분석 

연구지역의 연구암체를 대상으로 9개 지점에서 열극계의 매개변수중 기 

하학적 요소인 방향성， 간격， 빈도， 연장길이를 중심으로 자료를 수집하였 

다. 측정대상이 되는 얼극은 열극분류 기준에 의하면 F5 동급에 속하는 얼 

극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간혹 F4 열극도 발달되어 있는곳이 있다. 

연구지역에서의 열극자료의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위한 기초자료는 가능 

한 한 자료수집의 연의 (bias)를 최소화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열극체계의 

모델링을 위한 자료의 기본 요건은 적어도 3차원 직교화표계의 방향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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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한 것이어야 하나， 암반노두 발달특성의 제약성으로 인하여 2차원적인 

자료수집을 하였으며， 열극체계 모델링은 자료의 수가 적고 자료수집시 모 

텔렁에 필요한 기본요건을 충족시키지 못하였으로 본 연구에서는 이를 위 

한 수행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1 ) 열극방향성 

열극면의 분포형태는 일반적으로 열극 생성시의 웅력장과 갚은 관계가 

있기 때문에 같은 지역에서는 몇개의 일정한 방향성을 갖는다 (Kikuchi 

et a 1., 1988). 이틀의 정확한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측정된 배향자 

료를 입 체투영 망에 투영 하여 우세 방향성 (preferred orientation)을 나타 

내는 극점들의 집합으로 구성된 극밀도도 (pole-density diagram)를 작성 

하여 분석하므로써 파악 할 수 있다 . 

열극방향성의 분포유형은 열극분포 형태에 따라 Univariate Fisher , 

Bivariate Fisher , Biva미 ate Normal , Bivariate Bingham 및 Spherical 

Dirac Delta (Constant)로 구분되며 ， 명균방향에 대한 변위량의 확률밀도 

함수로 정의된다. 

일반적으로 열극방향성에 관한 자료의 분석은 크게 세가지 형태로 노~ ;: 
τL'"ïT 

된다. 

CD 확실한 방향성 자료 (comp1ete class-A형 ) 

시추주상도와 측선 /측면법에 의해 채취된 열극의 주향 및 경사자료가 확 

실한 방향성의 자료를 말한다 . 

@ 준확실 한 방향성 자료 (incomplete class-B형 ) 

각각의 열극에 대하여 주향 혹은 경사중 일부가 인지되는 방향성의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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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로서 자료수집방법에 의해 취득된 자료는 주항만이 인지되는 경우가 대 

부분이다. 

@ 불확실 한 방향성 자료 (uncertain class - C헝 ) 

주향이나 경사에 대한 어떠한 정보도 인지되지 않는 경우로서， 경사지추 

혹은 측선 /측면법에 의한 조사결과 방향수정 또는 보정이 이행되지 않은 

정보자료군이다. 

금번 연구에서는 열극방향성에 관한 자료 분석시 class-A형의 자료군만 

을 이 용하였으며 , class-B형 및 class-C형 의 자료군들은 제 외 하였다 . 

2) 열극의 해석 

(1) MK-l 

열극측정 지점은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오성석재 주위의 암반으로서 

769m 고지의 서쪽 능선상에 위치하고 있다. 측정된 1307ß 의 절리들을 방향 

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도를 검토하여 보면， N60-70 0 E. 75-80 0 SE , N 

5-10 0 W. 76-81 0 SE , N50-60 0 W. 70-75 0 NE의 3방향의 뚜렷한 경향을 

볼 수 있다 (Fig. 4-55 and Fig. 4-56). 이 세 방향성 중 N60-70 0 E' 7 

5-80 0 SE의 절리군들이 가장 연장성이 양호하며 또한 많은 빈도를 나타내 

고 있다. 이 절리틀은 간격이 매우 좁은 연이며， 수력단열작용과 풍화작용 

이 수반되어 절리면 주위 수십 cm가 파쇄대를 형성하고 있는 부분들이 있어 

주위의 신선한 암반의 단열작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다. 절리면상에 간혹 

미세한 정전단 변위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이들은 단충운동과 관련된 수직 

최대웅력축 방향을 가지는 정전단절리에 속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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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r이 k~“ractu re 

N=130 

Fig. 4-56.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l site.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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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60-70 0 E의 절 리들은 주변의 N40-50 0 E 방향의 단충들과 약 20 。 정도의 

각을 이루며 발달하고 있어 이들은 단충운동과 수반된 이차적인 열극들로 

해석된다. 

이외 N5-10 0 W, N50-60 o W 두방향의 철리군들도 빈번하게 발달하고 있 

는데 거의 고각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절리면들은 펑면상의 열극 

들로 되어 있으며 흔히 미세한 석영맥들이 수반되어 이들 절리등이 인장철 

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2) MK-2 

얼극측정 지점은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화광석재 주위의 암반으로서 담 

홍색계통의 흑운모화강암이다. 측정된 1987>> 의 절리들을 방향성과 경사각 

에 따른 빈도를 검토하여 보면， 북서 방향의 절리들이 가장 우세하게 발달 

하고 있으며 동북동 방향과 서북서 방향의 절리들도 낮은 빈도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다 (Fig. 4-57 and Fig. 4-58). 이들 절리들의 경사각은 대부 

분이 70 。 이상의 고각을 유지하고 있다. 북서항의 절리들의 경사방향은 일 

반적으로 남쪽으로 경사하고 있으며， 나머지 두방향의 절리들도 대부분이 

남쪽으로 경사하나 간혹 북쪽으로 경사하고 있는 절리들도 관찰된다. 

N35-40 o W 절리들은 대체로 절리면이 명탄하며 40 - 50cm의 간격으로 발 

달하며 연장성은 대체로 양호한 편이다. 이들 절리들은 석영맥 및 암맥류 

의 관임과 관계가 있는 신장성의 절리들이 대부분이며 간혹 이들 신장성의 

절러들이 생성된후 틈새간격내에 방해석이 충전된후 취성변형산물인 단충 

조선이 발달되어 있는 부분들도 관찰된다. 

N5 0 E와 N80-85 0 W 방향의 절리조들은 서로 약 80 。 정도의 각을 가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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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2 fracture 
N=198 

Fig_ 4-57_ Rose diagram of joint deve10pment for MK-2 samp1e , 

Mungyeong are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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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2 frac!ure 
N=198 

Fig. 4-58.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2 site ,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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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어 거의 직교에 가까우며， 연장성이 양호하고 전단분절을 보이지 않는 

신장절리들이다. 야외에서 이 두 절리조의 상호관계는 서로 절단하는 관계 

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사각은 수직에 가까운 고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 

한 관계로 볼 때 양자는 단열격자차단 양상으로 해석되며 거의 동시에 생 

성된 직교 절리조로 해석 할 수 있다. 

(3) MK-3 

열극측정 지점은 상주군 화북면 용유리 수침동 도로변 노두로서 211 개의 

절 리가 측정되었다 . 측정된 211 개의 절리들을 방향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 

도를 검토하여 보면， 남북방향의 절리들이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동북동 방향의 절리들도 낮은 빈도를 보이며 발달하고 있다 (Fig. 4-59 

and Fig. 4- 60) . 이들 절리들의 경사각은 대부분이 75 。 이상의 고각을 유 

지하고 있다. 

남북방향의 절리들은 연장성이 양호하며 이들 절리틀을 따라 국부적으로 

폭 60 -70cm의 따쇄대가 발달하기도 하고， 같은 방향의 소단충들도 발달하 

고 있는 것을 고려하면 이틀 남북방향의 절리들은 단충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본지역에서는 절리면을 따라 맥암류의 발탈이 현저한 

데， 이들 맥암류의 상호 절단관계를 해석하므로써 절리들의 생성순서를 파 

악 할 수 있다. 동북동 방향의 철리조에 발탈하는 석영맥이 남북방향의 절 

리들에 발달하는 석영맥을 절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동북동방향의 절리 

들이 남북방향의 절리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후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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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3 fracture 
N=211 

Fig_ 4-59. Rose diagram of joint development for MK-3 sample.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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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3 fracture 
N=211 

Fig . 4-60.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3 site ,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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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MK-4 

열극측정 지점은 과산군 청천면 삼송리 서부석재 주위의 암반으로서 표 

고 465m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역에서는 89개의 절러들에 대해 방향 

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도를 파악하였다. 대체로 N20-30 0 W. 80-85 0 SW , 

N5 0 W. 76-80 0 SW 그리고 동서방향의 3방향의 절리를이 뚜렷하게 발달되 

어 있슴을 볼 수 있다 (Fig. 4-61 and Fig. 4-62). 이 세 방향성 중 N20-

30 0 W. 80-85 0 SW의 절리군들이 가장 연장성이 양호하며 또한 많은 빈도 

를 나타내고 있다. 이 절리들은 간격이 매우 좁은 펀이며， 절리면상에 간 

혹 미세한 단충조선이 관찰되고 있어 전단 변위의 흔적을 보이고 있어 이 

들은 단충운동과 관련된 수직 최대웅력축 방향을 가지는 정천단절리에 속 

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이외 N5 0 W. 76-80 0 SW 의 절리와 동서방향 철리군들도 빈번하게 발달 

하고 있는데 거의 고각의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이들 절리면틀은 명면상 

의 열극들로 되어 있으며 흔히 미세한 석영맥들이 수반되어 이틀 절리들이 

인장절리임을 나타내고 있다. 

(5) MK-5 

본 지역의 측정 지점 역시 괴산군 청천면 삼송리 서부석재 주위의 암반 

으로서 MK-4의 윗쪽 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역에서는 101 개의 절리들 

에 대해 방향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도를 따악하였다. 대체로 NI0-20 0 E. 

75-80 0 NW의 절리와 N80-85 0 W. 80-85 0 SW 의 두방향의 철리들이 거의 

직교를 이루는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탈하고 있다 (Fig. 4-63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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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4). 이증 NI0-20 0 E. 75-80 0 NW의 절리들이 N80-85 0 W. 80-

85 0 SW의 절리들에 비해 연장성이 양호하며 높은 빈도 분포를 보이고 있 

다. 

NI0-20 0 E. 75-80 0 NW의 절리와 N80-85 0 W. 80-85 0 SW 방향의 절리 

조들은 서로 거의 직쿄에 가까우며， 연장성이 양호하고 천단분절을 보이지 

않는 신장절리들이다. 야외에서 이 두 절리조의 상호관계는 서로 절단하는 

관계를 보여주고 있으며 경사각은 수직에 가까운 고각을 나타내고 있다. 

이러한 관계로 볼 때 양자는 단열격자차단 양상으로 해석되며 거의 동시에 

생성된 직교 절리조로 해석 할 수 있다. 이러한 신장절리들은 변형작용동 

안 철리면에 수직인 방향으로 변위가 발생함에 따라 발달하는 절리로서， 

절리면에 수직인 방향이 최소 주웅력 방향이 된다. 

(6) MK-6 

열극측정 지점은 괴산군 청천면 이명리 화양산업 암반으로서 탐홍색계통 

의 흑운모화강암이다. 대상암체는 대야산-청화산을 잊는 남북방향 주능선 

의 서측에 위치하고 있으며 공동발달이 전반척으로 심한 편이다. 측정된 

897ß 의 절리들을 방향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도를 검토하여 보면. N20-3 

0 0 W. 80-85 0 NE 방향의 절리들이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외 

NI0-20 0 E. 75-80 0 SE. N40-50 0 E. 78-84 0 SE. N45-50 0 W. 80-85 。

SW 그리고 남북방향의 절리들도 낮은 빈도를 보이며 발탈하고 있다 ( Fig. 

6-65 and Fig. 6-66). 

N20-30 0 W. 80-85 0 NE 방향의 절리들은 연장성이 양호하며 이들 절리 

틀을 따라 폭 70 - 80cm의 따쇄대가 발달하기도 하고， 용유리 및 삼송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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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5 fracture 
N=101 

Fig_ 4-63_ Rose diagram of joint development for MK-5 sample. 

Mungyeong area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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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5 fracture 
N=101 

Fig. 4-64.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5 site.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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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6 fracture 
N=89 

Fig. 4-65. Rose diagram of joint development for MK-6 samp1e ,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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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6 fraclure 
N=89 

Fig. 4-66.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6 site ,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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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로 절단면상에서 확인되는 소단층들의 발달 방향과 거의 명행한 것을 고 

려하면 이들 절리들은 성인적으로 단충운동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 

다. 절리면 주위는 전반적으로 열수변질 작용에 의한 변질대가 발달하고 

홍색 장석이 밀집되어 색상이 붉은 편이다. 철리 간격은 대체로 50cm 정도 

로 ISRM 분류에 의하면 중간 간격값을 나타내고 있다. 절리면들은 거의 명 

면상의 열극으로 되어 있고. 2-3mm 정도 폭의 방해석맥이 충진되어 있는 

부분이 많다. 

(7) MK-7 

본 지역의 측정 지점은 문경군 농암면 궁기리 고모치석재 주위의 암반으 

로서 862m 고지의 우측연에 위치하고 있다. 본 지역에서는 96개의 절리들 

에 대해 방향성과 경사각에 따른 빈도를 파악하였다. 절리의 분포특성은 

주향 방향을 고려 할 때 대체로 2방향의 우세 절리조로 구분 할 수 있다. 

N5-10 0 E. 80-85 0 NW의 남북방향 절리와 그러고 동서방향인 N80-85 0 E 

. 80-85 0 NW 의 두방향의 절리들이 거의 직교를 이루는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다 (Fig. 4-67 and Fig. 4-68). 

이외에 이들 절리조보다는 미약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N50-55 0 W. 80-

85 0 SW. N20-30 0 W. 78-84 0 SW 둥 거의 수직에 가까운 절리들도 많이 발 

달되어 있다. 본 지역에서 절리발달 경우는 남북방향조의 철리가 생성될 

무렵 지구조 운동의 신장방향은 동서방향을 가리켰고， 동서방향조의 절리 

가 발생시의 신장방향은 거의 남북방향을 가리켰음을 알 수 있다. 이 두조 

의 상대적인 생성시기는 야외 노두상에서 양자는 서로 절달하는 관계를 보 

여주기도 하고， 또한 남북방향의 절리조가 동서방향의 절리조에 abu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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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MK-7 fracture 
N=96 

Fig. 4-68. Rose diagram considering dip direction of joint 

development for MK-7 site , Mungyeo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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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거나 그 반대인 경우도 관찰된다 . 그러고 이들 절리조들은 거의 수직에 

가까운 경사각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관계들을 고려 할 때 양자는 단열격 

자 양상으로 해석되며 거의 동시기에 생성된 직교 절리조로 해석된다. 또 

한 단열격자차단 양상으로 볼 때 이 두조의 절리 생성시의 고웅력은 최대 

주응력은 크기와 방향이 고정된 상태에서 중간 주웅력과 최소 주웅력은 방 

향만 고정된 상태에서 그 크기는 서로 빠른 교환을 하면서 남북방향의 절 

리조가 생성시에는 최소 주응력이 동서방향을， 동서방향의 절리조가 발생 

했을 시 최소 주웅력은 남북방향을 가리켰을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3) 열극의 빈도 

암반내의 절러빈도는 단위 길이당 명균절리수로 정의되며 이는 명균절리 

간격의 역수와 같다. 절리빈도 측정에 있어 Skempton et a1. (1 969)은 단 

위 체적당의 절리수로 정의하였고， Dennes (1969)는 단위 체적당의 절리면 

의 면적으로 정의하였다. 또한 Piteau (1 970)는 측선법을 이용하여 절리빈 

도를 단위 길이당 절리수로서 나타내었다 (Priest and Hudson , 1976 

Attewel and Farmer , 1976). 실제 암반내에는 두 개 이상의 철리조가 존재 

하므로 이럴경우의 절리빈도는 3차원으로 확장하여 고려하여야 한다 

(Hudson and Priest , 1976). 그러나 본연구에서는 야외 암반노두 발달륙성 

의 제약성 및 열극 자료수집의 제한성으로 인하여 2차원적인 측정만 하였 

다. 본 연구암체의 각 측정지점별 절리빈도값은 Table 4-7에 나타내었다. 

각 측정지점의 절리빈도는 각각 MK-l 4.23/m , MK-2 3.29/m , MK-3 

2.40/m , MK-4 2.36 , MK-5 3. 121m , MK-6 2.67 , MK-7 1. 65/m로 

ISRM (1 978) 기채용어충 moderate spacing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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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암체의 절리빈도 분포를 해석하기 위하여 Table 4-7의 절리빈도값을 

이용하여 절리빈도 contour diagram을 작성한 결과， 본 연구암체의 서북부 

에 철리의 고빈도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4-69). 

Table 4-7. Joint frequency of study rock mass. 

measured measured 
location 

Joint frequency 
location 

Joint frequency 

MK-l 4.23 MK-5 3.12 

씨(-2 3. 29 MK-6 2.67 

MK-3 2. 40 MK-7 1. 65 

MK-4 2.36 

4 ) 열극의 간격 

암반내 절리의 기하학척 분포를 완전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절리빈도값 

에 부가하여 절리면간의 간격을 고려하는 것이 필요하다. 암반내 절리와 

교차하는 하나의 측선을 고려 할 때 그들의 확률밀도분포를 이용하여 절리 

간격의 분포양상을 파악 할 수 있다 (Hudson and Priest , 1979). 확률밀도 

분포의 형태는 절리분포유형에 따라 음의 지수분포 (Nega t i ve exponen-

tial distribution) , 일 양분포 (Uniform distribution) , 정 규분포 

(Normal distribution) 둥이 있다. 음의 지수분포는 측선에 교차되는 절리 

의 위치는 다양한 분포를 나타내며， 이때 모든 절리면의 위치는 서로 독립 

척이다. 일양분포는 모든 절리 간격값이 나타날 확률이 같은 경우이고，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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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9. Joint frequency contour diagram in Mungyeong area. 

Contours with inward dashed marks suggest increasing of joint 

frequency (J.F) and others indicate decreasing of J.F. 

- 337 -



규분포는 명균 절리간격이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경우로서， 중간값이 가장 

높은 빈도치를 보인다. 

본 연구의 절리간격 측정방법은 측선의 출발점에서 부터 시작하여 절리 

가 측선에 교차되는 거리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암체의 각 측정지점별 명 

균 절 리 간격 값은 Table 4-8에 나타내 었다. 

각 측정지점의 명균 절리간격은 각각 MK-1 0.24m , MK-2 0.30m , MK-3 

0.42m , MK-4 0.42m , MK-5 0.32m , MK-6 0.38 , MK-7 0.61m로 연구 

지역의 북동부로 갈수록 비교적 넓은 간격값을 가진다 (Fig. 4-70). 

Table 4-8. Mean joint spacing of study rock mass. 

measured measured 
location 

Joint spacing 
location 

Joint spacing 

MK-l 0.24 MK-5 0.32 

MK-2 0.30 MK-6 0.38 

씨(-3 0.42 MK-7 0.61 

MK-4 0.42 

4-6. 토 의 

연구지역의 선형구조에 대한 분석결과에서 나타나는 우세한 방향은 크게 

3조로 나눌수 있는데， set 1 은 E-W 계열이고 set 2는 N30-40 0 E 계열 그 

리고 set 3은 NI0 0 W 계열이다. 

이 중 E-W계 열의 선구조선은 N85 0 W, 70 0 NE 방향의 단층과 N85 0 E. 8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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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방향의 절리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set 1 은 단충 및 단충 

운동과 관련된 선구조선으로 해석된다. set 2는 N40 0 E, 78 0 NW 방향의 소 

단충들과 거의 일치하고 있으며， set 3은 용유리 빛 삼송리의 도로 절단면 

상에 발탈하고 있는 NI0-15 0 W의 단충과 거의 일치하고 있어 이 선구조선 

은 단층선인 것으로 확인되었다. 단충면은 거의 명면상 (planar) 이고， 단 

충조선 (striation) 이 잘 발틸되 어 있는데 단층조선들의 선주각 (rake)은 

거의 수펑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어 주향이동 단충임을 지시하고 있다. 

미세균열은 전체적으로 수직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수멍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문경지역 화강 

암류 석재의 결 방향과 잘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40MPa의 압력에 

서 발생한 균열 변형율은 각각 N-l : 174xl0-6 -820xlO -6
’ N-2: 190xlO-6 -

460xlO -6
’ G-l : 329xl 0 -6 - 836xl 0-6

’ G-2 : 833xlO -6 -1 , 592xl0 -6의 균열 변형율 

을 보여 궁기리지역 석재가 노은리지역의 석재에 비해 더 많은 미세균열이 

발달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화캉암 석재에는 석공들이 소위 “ 메” 혹은 “결”이라고 부르는 방향성 

이 존재한다 . Plumb et a l. (1 984)은 이러한 방향성이 화강암내에 발달한 

미세균열과 관련성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화강암의 결과 미세균열의 방향 

성 을 측정 하기 위 하여 최 대 crack strain과 최 소 crack strain의 비 ( ê 11 

/ e lI in)를 구하였다. 그 비 는 각각 N-l:3.43 , N-2:3.16 , G-l : 2.42 , 

G-2:3 . 34로 나타나 전반적으로 문경지역의 화강암류 석재가 결을 따라 미 

세균열이 잘 발달함을 알 수 있다 . 이 값은 장보안 (1 994 )에 의한 황둥 

석: 1. 63 , 여수석: 1. 56 , 강화석: 1. 48에 비해 높은 값으로 이는 문경지역 

의 조립질 화캉암류 석재가 황둥석， 여수석 빛 강화석 동의 세럽 내지 중 

립질 석재에 비해 결의 발탈이 더 양호함을 나타낸다. 또한 DSA를 이용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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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각각의 석재에 분포하는 체적 균열 변형율의 누적곡선 (cumulative 

volumetric crack strain)을 작성 하였다 (Fig. 4-71). 250MPa의 압력 에 서 

체적 균열 변형율은 궁기리지역이 1 , 804xl0-6 -3 , 936xl0-6 , 노은리지역이 

1 , 125xl 0-6 -1 , 457x lO-6 으로서 전자가 후자에 비해 훨씬 많은 미세균열들 

이 분포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의 절리의 배향성은 N80 0 W. 수직， N5 0 W. 수직， N5 0 E.80 o NW , 

N85 0 E.75 0 NW , N5 0 E.85 0 NW 동의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고， 이중 남북방향의 절리들이 연장성이 양호하며， 동서방향의 절리는 

남북방향에 비해 연장성이 미약한 연이다. 

N80 0 W. 수직 및 N85 0 E.75 0 NW의 절리들은 set 1 의 선구조선과 거의 평 

행 내지 아명행하게 발달하는 철리들로서 이는 동서방향의 구조운동과 밀 

접한 관련이 있는 절리들로 해석된다. 이와같이 연구지역내의 대부분 절리 

들은 단충계의 발달과도 상당한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인 NI0-15 0 W의 단층 인접부에 발달하고 있는 명행한 절리들 

의 발달은 동일방향의 절리군의 발달 성인이 단충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 

음을 시사하고 있다. 

각각의 절리조내에서 절리들은 서로 거의 명행하고， 전단분절 (shearing 

offset)을 보여주지 않는 신장성의 절리들이다. 연구지역에서는 절리면을 

따라 맥암류의 발달이 현저한데， 이들 맥암류의 상호 절단관계를 해석하므 

로써 절러들의 생성순서를 따악 할 수 있다. N85 0 E.75 0 NW 방향의 절리조 

에 발달하는 석영맥이 N5 0 W. 수직 방향의 절리들에 발달하는 석영맥을 절 

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전자의 절리들이 후자의 철리들에 비해 상대적으 

로 후기의 것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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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화강암류 암석자원의 물리적 특성과 열극체계 

의 비교연구 

5- 1. 물성측성 대상 

암석자원의 물리적 성질은 그 암석을 구성하고 있는 조암광물의 입도， 

조직， 구성광물의 상호간의 배열특성 및 신선도 둥에 따라 좌우된다. 측선 

방향에 따라 교차된 절리의 지역별 및 전반적인 암체별 정량적 조사와 해 

석연구가 수행된 남원， 함양일대에서 암석물성 시험을 실시하여 암석자원 

의 열극체계와 물리적 특성과의 상호관계를 비교연구하였다. 채취된 부럭 

시료에서 측정된 물성은 비중， 흡수율， 공극율， 압축 및 인장강도와 마모 

경도 외에 탄성파 속도， 단축압축강도， 탄성계수 빛 포아송비 둥이다. 물 

성시험 대상시편은 해당 지역에서 육안 감정상 가능한 FR (fresh rock) 의 

브럭시료를 선별채취하였다. 

즉 남원 화강암체 분포지 중 HBGr에서 신계 지역， 낙동 지역， 목동 지 

역， 서치 지역， 진기 지역과 갈치 지역 둥 6개소를， LBGr에서 은송 지역， 

과립 지역， 서곡 지역， 괴양 지역과 남계 지역 둥 5개소로 모두 11 개 지역 

에서 대표적인 블록시료를 채취하여 물성을 측정하였다 (윤현수， 1991 , 윤 

현수 외， 1994). 또한 함양지역 복운모 화강암체의 물성특성과 상호관계를 

비교해석하기 위해 열극체계 발탈특성이 해석된 107ij 지역 증， FR (fresh 

rock) 의 브럭 시료 채취가 가능한 7개소를 택하였다. 즉 월성 지역， 조산 

지역， 상남 지역， 군장 지역， 동대 지역， 대로 지역 및 육십령 지역이 해 

당된다. 이 중 월성지역은 탄성따 속도， 단축압축강도， 탄성계수 빛 포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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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비만을 측정하였다. 

5-2. 암석자원의 물성 측정 및 시험 닝L 냥4 
。l=I

1 ) 비중， 흡수율， 공극율， 압축 및 인장강도， 마모경도 

남원 화강암체의 열극체계와 물성관계를 비교해석하기 위해 상기된 바와 

같이 HBGr 6개소， LBGr 5개소 그리고 함양일대 복운모 화강암체에서 6개소 

둥 모두 177H 지역의 암반에서 신선한 브럭 (30cm x 30cm x 30cm 크기 )를 

채취하여， 6 개씩의 공시료 (직경 5cm , 높이 5cm)를 채취하여 시험하였 

다. 측정분석된 물성성분은 비중， 흡수율， 공극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도 둥이며， 이들은 석재산업연구실에서 측정되었다 (Table 4-8 and 

Table 4-9). 

비중은 시료의 중량과 동일체적의 물의 질량과의 비로서 겉보기 비증을 

의미한다. 흡수율은 시료내에 수분이 침투하여 포화상태일 때의 함유수분 

을 말하는 것으로， 시료내에 존재하는 공극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공극 

율은 시료중의 전공극의 체적과 공극을 포함하는 시료 천체적과의 비이 

다. 이들의 시험은 한국공업규격 KS-F 2518 (흡수율， 비중 시험방법 )에 의 

하여 실시하였다. 압축강도는 시료에 하중을 가해 시료가 따괴될 때의 천 

하중과 시료의 단면적과의 비를 말하는 것으로， 석재의 압축강도 시험방법 

(KS-F 2519) 에 의하여 측정하였다. 인장강도는 압열 인장시험법에 의해 측 

정하였으며， 마모시험은 암석의 마모에 대한 저항력의 측정시험으로서 

ASTM C 241-51 규정에 의한 Dorry 마모시험기를 사용하였다 (윤현수， 

1991 , 윤현수 외 ,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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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Physical properties of the grani te resources in Namwon 

area. 

시료 측정 비중 흡수율 그。l二 ...，그，~프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도 τ trj7 ET므 

번호 번호 (%) (%) (kg/cm2 ) (kg/ cm2 ) 

N3 -1 2.64 0.38 1. 01 1.106 104 25 괴양 

-2 2.64 0.37 0.98 1, 348 97 23 LBGr 

-3 2.63 0. 38 1. 00 1.465 88 26 

-4 2.64 0.39 1. 02 1, 325 87 25 

-5 2.64 0.39 1. 02 1.608 94 27 

-6 2. 64 0.37 1. 00 1, 452 102 27 

명균 (2.64) (0. 38) (1. 00) (1, 384 ) (95) (26) 

N4-1 2.64 0. 33 0.87 2, 230 106 26 서치 

-2 2.64 0.32 0.83 2, 184 82 27 HBGr 
-3 2.64 0.31 0. 83 1, 561 85 29 
-4 2.64 0.32 0. 85 2.011 102 27 
-5 2.64 0.32 0.85 1, 706 91 26 
-6 2.64 0.31 0.83 2.049 77 29 
명균 (2.64) (0.32) (0.85) (1, 957) (90) (27) 

N5 2.62 0.42 1. 11 1, 625 63 25 진기 

-2 2.62 0.42 1. 11 1.801 63 25 HBGr 
-3 2.63 0.42 1. 10 1, 511 75 25 
-4 2.62 0.43 1. 13 1.761 85 26 
-5 2.62 0.42 1. 11 1, 544 73 25 
-6 2.63 0.42 1. 11 1, 651 65 25 
펑균 (2.62) (0.42) (1. 11) (1, 649 ) (70) (25) 

N6 2.63 0.31 0.80 1, 297 114 30 목동 

-2 2.63 0.30 0.80 1.730 90 31 HBGr 
-3 2.63 0.29 o. 77 1, 468 119 29 
-4 2.63 0.32 0.82 1.822 101 27 
-5 2. 63 0.29 o. 77 1, 521 97 32 
-6 2.63 0.32 0.82 1, 544 108 27 
펑균 (2.63) (0.30) (0.79) (1, 563 ) (1 05)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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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 e 4-8. (conti nued) 

시료 측정 비중 1 i르~4-돋 。룰. 공극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도 τ trjT ETE 

번호 번호 (%) (%) (kg/cm2 ) (kg/cm2 ) 

N7 2.65 0.29 o. 76 1.630 103 26 갈치 
-2 2. 65 0. 30 o. 79 1, 765 103 27 HBGr 
-3 2.65 0.27 o. 71 1.576 82 23 
-4 2. 65 0. 27 0.71 1.793 107 24 
-5 2.65 0.30 0. 80 1, 515 105 24 
-6 2.65 0.29 o. 77 1.655 94 24 
명균 (2.65) (0.29) (0.76) (1 , 656 ) (99) (25) 

N8 2.67 0.25 0.67 1, 780 97 30 남계 
-2 2.67 0.26 0. 68 1.805 92 33 LBGr 
-3 2.67 0.25 0.66 2, 057 116 29 
-4 2.65 0.25 0.65 1, 910 94 33 
-5 2.68 0. 25 0.67 1.948 89 32 
-6 2. 65 0. 29 o. 76 1,856 118 29 
명균 (2.67) (0.26) (0.68) (1 , 893 ) (1 01 ) (31 ) 

N9 2.64 0. 36 0.95 1, 133 86 26 서곡 
-2 2.64 0.35 0.94 1, 463 82 27 LBGr 
-3 2.64 0. 35 0.93 1.261 92 30 
-4 2.65 0.34 0.90 1, 550 93 26 
-5 2.65 0.36 0.95 1.407 77 26 
-6 2.64 0.35 0.93 1.330 97 27 
명균 (2.64) (0.35) (0.93) (1, 357) (88) (27) 

NI0 2.67 0.25 0.66 1.799 124 34 과립 
-2 2. 68 0.25 0.66 1, 627 66 35 LBGr 
-3 2.66 0.27 0.72 1, 596 125 30 
-4 2.68 0.25 0.67 1, 441 99 35 
-5 2. 67 0. 24 0.65 1, 693 104 31 
-6 2. 68 0. 25 0.67 1.403 132 32 
명균 (2.67) (0.25) (0.67) (1, 593) (109)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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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8. (continued) 

시료 측정 비중 I 년~~ι돋 。좋 공극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도 j 분류 
번호 번호 (%) (%) (kg / cm2 ) (kg/ cm2 ) 

N11 2.65 0.35 0.92 1. 498 100 29 。송 

-2 2.64 0.42 1. 11 1.383 105 29 LBGr 
-3 2.65 0.37 0. 98 1.511 90 27 
-4 2.65 0. 34 0. 90 1. 544 100 27 
-5 2.62 0.42 1. 11 1.654 93 32 
-6 2. 65 0. 37 0.98 1.465 110 28 
명균 (2 . 64) (0.38) (1. 00 ) (1 .509 ) (99) (29) 

N13 2.62 0.29 o. 75 2.212 99 28 신계 
-2 2. 62 0. 28 o. 75 2.057 131 34 HBGr 
-3 2.62 0.33 0. 86 1.627 144 32 
-4 2.62 0. 29 o. 75 2.009 122 31 
-5 2.62 0. 29 o. 75 1. 955 136 31 
-6 2. 62 0. 29 o. 76 1.869 102 32 
명균 (2.62 ) (0. 29 ) (0.77 ) (1 .955) (122 ) (31) 

N14 2. 55 0.25 0. 65 947 88 25 닥동 
-2 2.55 0. 26 0.67 1.578 73 19 HBGr 
-3 2.54 0.26 0. 68 1.130 71 21 
-4 2.54 0.26 0. 69 1. 408 83 18 
-5 2. 56 0. 26 0. 69 1.593 
-6 2.56 0. 26 0.68 1.345 
펑균 (2.55 ) (0. 26) (0.68) (1 . 333 ) (79 ) (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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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Physica l properti e s of the granite resources in Hamyang 

area. 

시료 측정 비중 흡수율 공극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도 τ 닝r7 Er 

번호 번호 (%) (%) (kg / cm2 ) (kg / cm2 ) 

YR25 2.63 0.27 o. 70 1.133 72 27 월성 
-2 2.64 0.26 0.67 1, 103 69 27 
-3 2.63 0.26 0.69 1, 063 71 27 
-4 2.64 0. 26 0. 67 1.072 72 25 
-5 2.63 0. 26 0.68 1.148 69 26 
-6 2.63 0.26 0.68 1, 067 68 27 
명균 (2.63) (0.26) (0.68) (1, 067) (70) (27) 

YR19 -1 2.62 0. 29 0. 77 1, 369 59 16 조산 
-2 2.62 0. 28 o. 74 1, 471 57 14 
-3 2. 62 0. 25 0.66 1, 307 59 18 
-4 2.62 0.28 0.72 l. 277 51 19 
-5 2. 62 0. 29 o. 76 1.430 57 20 
-6 2.62 ( (0.36) ) ((0.93) ) 1, 420 58 16 
명균 (2 . 62) (0. 29) (0.76) (1, 379 ) (57) (1 4 ) 

YR12 -1 2.64 0. 28 o. 75 1, 119 60 23 육십령 
-2 2. 64 0. 28 o. 73 1, 152 59 21 
-3 2.64 0.29 O. 75 1, 123 61 21 
-4 2. 64 0.28 O. 74 1, 136 59 23 
-5 2.64 0. 29 O. 75 1, 139 61 22 
-6 2.64 0.29 O. 76 1, 129 59 21 
명균 (2.64) (0.29) (0.75) (1 , 133) (60) (22) 

YR7 2.62 0.30 0.80 1, 600 64 17 군장 
2 2.62 0. 30 0. 80 1.561 65 16 

-3 2.61 0.30 0.67 1. 335. 68 20 
-4 2.61 0.30 O. 79 1. 560 69 21 
-5 2.61 0. 31 0.81 1, 590 72 18 
-6 2. 61 0. 30 0.80 1, 476 69 15 
평균 (2 . 61 ) (0.30) (0.78) (1, 563) (68) (1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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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9. (continued) 

시료 측정 비중 흡수율 공극율 압축강도 인장강도 |마모경되 지역 
번호 번호 (%) (%) (kg / cm2 ) (kg/cm2 ) 

YR33 2.62 0.27 O. 71 1, 669 62 22 λ。F 」nF 

-2 2.63 0.28 0.74 1, 604 58 20 

-3 2.63 0.28 0. 74 1, 694 64 23 

-4 2.62 0.27 0.72 1, 733 59 23 

-5 2.62 0.29 O. 76 1, 612 59 21 
-6 2.62 0.27 0.71 1, 674 62 ((93)) 

명균 (2.62) (0 . 28) (0.73) 0 , 665 ) (61) (22) 

YR9 2.63 0. 31 0.81 1, 093 66 23 동대 

-2 2.63 0.31 0.81 1.071 64 24 
-3 2. 63 0.31 0.80 1, 046 66 26 
-4 2.63 0.31 0.81 1.043 64 25 
-5 2.63 0.33 0.86 1, 102 66 25 
-6 2.63 0.31 0.81 1, 058 64 24 
평균 (2.63) (0.31) (0.82) 0 , 069 ) (65) (25) 

，，~ 명균치 계산에서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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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따 속도 ， 단축압축강도， 탄성계수， 포아송비 

전술된 남원 화강암체의 HBGr 6개소， LBGr 5개소가 포함되며， 함양 복운 

모 화캉암체의 월성 지역， 조산 지역， 육십령 지역， 군장 지역， 상남 지 

역， 동대 지역과 대로 지역 7개소 둥 모두 18개소가 해당된다. 이들 지역 

의 암반에서 신선한 브럭시료 (10cm x 10cm x 15cm 크기 )를 채취하여 , 우 

리 연구소 암반공학실 에 의 뢰 하여 측정 되 었다 (Table 4-10 and Table 

4-11 ) . 실내에서는 각각 3 개씩의 공시료 (NX코아)를 채취하여， 암석물성 

중 압축강도 ， 탄성계수 (Young ’ s modulus) , 포아송비 (Poisson ’ s ratio 빛 

탄성파 속도 (P-wave)를 분석하였다. 이 공시료는 다이아몬드톱으로 길이 

가 직경의 약 2배인 110mm되게 절단하고 이를 100-400 mesh의 금강사 

(corundum)로 연마하여 변명도가 511000를 넘지 않게 성형하여 실험되었다 

(박찬 외， 1996). 

탄성따속도는 시험편을 통과하는데 소요된 시간을 측정하여 P따의 전파 

를
 

도
 

속
 

측정하는 비파괴시험이다. 측정은 파괴시험을 하기 전에 단축압축 

시험용 시험편을 사용한다. 단축압축 강도시험은 ASTM/D-2938-86 , 탄성계 

수와 포아송비는 ASTM/D3148-86에 따라 160톤 용량의 MTS 315 system을 사 

용하여 시험편의 축방향으로 압축력을 가한 후 따괴될 때의 하충을 측정하 

였다. 단축압축강도는 다음 식으로 산정된다. 

Sc = P / A 

여기서 Sc = 단축압축강도 (kg/cmz ) ， P = 파괴하중 (kg) ， A = 단면적 (cmZ ) 

이다. 

단축압축 강도시험에서 압축웅력에 대한 변형륙성을 알기 위해 종방향은 

다이알게이지 변환기， 횡방향은 휩축변위계를 사용하여 각각의 변형율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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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P-wave velocities , Young ’ s modulus , and Poisson ’ s ratios 

of the granite resources in Namwon area. 

측정 
Wave velosity Young ’ s 

시료 moduluds Poisson ’ s P-wave Area 
번호 번호 ( 105kg/cm2 ) ratio (m/sec) 

N13 3, 290 4.41 0.29 HBGr 

-2 3.290 4.13 0.27 

-3 3, 310 4. 73 0.30 

펑균 (3 , 300) (4.42) (0.29) 

N14 2, 670 5.39 0.32 HBGr 

-2 2, 800 5.01 0.24 
-3 2, 800 4.03 0.20 

명균 (2 , 760) (4.81) (0.25) 
N6 l 3, 400 3.93 0.23 HBGr‘ 

-2 3, 400 4.48 0.23 
-3 3, 450 4.45 0.23 

펑균 (3 , 420) (4.29) (0.23) 
N4 4.090 3.99 0.31 HBGr 

-2 4.170 3.64 0.27 
-3 4, 130 4.00 0. 27 
명균 (4 , 130) (3.88) (0.28) 

N5 -1 2.470 3.96 0.30 HBGr 
-2 2.440 3.57 0.32 
-3 2.470 3.53 0.27 

펑균 (2 , 460) (3.69) (0.30) 
N7 3, 310 4.40 0.20 HBGr 

-2 3, 320 4.20 0.21 
-3 3, 150 4.40 0.24 

명균 (3 , 260) (4.33)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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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0. (continued) 

측정 
Wave velosity Young's 

시료 moduluds P-wave Poisson ’ s Area 
번호 번호 ( 1 05kg/ cm2 ) ratio (m / sec) 

Nll 1 4.030 4.63 0.31 LBGr 

-2 4. 130 4. 74 0.30 

-3 4.050 4.00 0.25 

명균 (4 , 070) (4.46) (0.29) 

NI0 -1 4, 500 5.12 0.24 LBGr 

-2 4.700 5.38 0.20 

-3 4, 660 4.66 0.21 

명균 (4 , 620) (5.05) (0.22) 

N9 3.890 4.06 0.25 LBGr 

-2 3.850 3. 79 0.24 

-3 3.960 4.02 0.27 

평균 (3 , 900) (3.96) (0.25) 

N3 3, 670 4. 14 0.27 LBGr 

-2 3. 670 3. 98 0.26 
-3 3. 670 4.10 0.28 

명균 (3 , 670) (4.07) (0.27) 
N8 -1 3. 350 4.46 0.22 LBGr 

-2 3.300 4.16 0.19 

-3 3. 260 4.55 0.22 

펑균 (3 , 300) (4.39) (0.2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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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1. P-wave veloci ties , Young ’ s rnodulus , and Poisson ’ s ratios 

of the granite resources in Hamyang area. 

측정 
Wave velosity Young's 

시료 moduluds Poisson ’ s P-wave Area 
번호 번호 ( 105kg / cm2 ) ratio (m/sec) 
YR25 3. 520 3. 73 0. 22 월성 

-2 3, 420 3.64 0.19 
-3 3.340 3. 55 0.18 
명균 (3 , 430) (3.64) (0.20) 

YR19 3, 280 3. 71 0.25 조산 

-2 3, 280 3.85 0.20 
-3 3.270 4.14 0.25 
명균 (3 , 280) (3.90) (0.23) 

YR12 2, 870 3.24 0. 23 육십령 
-2 2, 930 2. 93 0.18 
-3 3, 080 2. 72 0.25 
명균 (2 , 960) (2.96) (0. 22) 

YR7 2, 450 2. 78 0.22 군장 
-2 2.390 2.81 0. 22 
-3 2.380 2.83 0. 24 
명균 (2 , 410) (2.81) (0. 23) 

YR33 2, 880 3.57 0.25 상남 
-2 2, 880 3.36 0.26 
-3 2, 960 3.23 0. 25 
명균 (2 , 910) (3.39) (0.25) 

YR9 2, 180 3.51 0.19 동대 
-2 2, 230 3. 73 0.21 
-3 2, 140 4.87 0.21 
명균 (2 , 180) (3.70) (0.20) 

YR18 3.080 3.21 0.21 대로 

-2 2.700 4. 11 0.20 

-3 3, 190 3. 14 0.25 

명균 (3 , 320) (3 . 49) (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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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하였다. 용력에 따른 두개의 탄성상수는 다음 식으로 구한다. 즉， 

Young's modulus(E) = a/ EA 

Poisson ’ s(U) = -EL / EA 

여기서 a = 하중에 의한 압축응력 

EA = 시험편의 종방향 변형율 

EL = 시험편의 횡방향 변형율 

5-3. 암석자원의 물성 측정해석 및 상호관계 

남원 및 함양일대 화강암체 암석자원의 물성측정값， 물성상호관계 빛 열 

극체계와 관계는 다음과 같다. 

1 ) 비중 

암석의 비중은 시료킥 중량과 동일체적의 물의 질량과의 비로서 겉보기 

비증을 의미한다. 이는 암석자원의 암종별 상대척인 밀도 비교값에 대한 

자료로 활용되고 있다. 남원의 암석자원 중 HBGr과 LBGr의 비중값은 각각 

2.54-2.65 (명균 2.62) 와 2.62-2.68 (명균 2.63)으로서 후자에서 그 범 

위와 병균값이 약간 증가한다 (Table 4-8). 함양 암석자원의 비중은 2.61-

2.64 (명균 2.63)로서 남원 화캉암체와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Table 

4-8 and Table 4-9). 

이들 측정값은 Daly (1 966) 에 의한 화강암의 명균 비중값 2.52-2.81 와 

Duncan (1969) 의 결정질암은 2.5 이상의 비중값을 가진다와 일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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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흡수율 

샤
 
댄
 

흡
 

시료내에 수분이 침투하여 포화상태일 때의 함유수분을 말한 

다 . 남원의 HBGr과 LBGr에서 각각 0. 25-0.43 (평균 0.31) 과 0.25-0.42 

(명균 0.32)로서 거의 비슷한 값을 가진다 (Tab1e 4-8). 육십령 복운모 화 

강암체는 0.26-0.31 (평균 0.29)로서 남원 화강암체에서 보다 그 범위와 

평균값이 감소된다 (Tab1e 4-9). 이는 결정질암의 흡수율은 2 미만의 값을 

가진다와 잘 일치 한다 (Duncan , 1969). 

흡수율은 풍화가 진행될수록 증가하여 신선한 화강암인 경암 0. 34 , 보통 

암 0.50 , 연암 0. 78 , 풍화암 1. 56으로 그 평균값이 뚜렷이 커진다 (강승철 

외， 1985 ; 윤현수， 1994). 이에 의하면 남원과 함양의 화강암 암석자원은 

모두 경 암에 해 당한다. 또한 암석 판정 상 (Rock classification) 남원과 함 

양일대에서 채취된 시료는 모두 경암에 해당될 수 있다. 암석은 원암의 신 

선도에 따라 보통 풍화암 (High1y weathered rock , HWR) , 연암 

(Moderate1y weathered rock , MWR) , 보통 암 (Slightly weathered rock , 

SWR) 과 경 암 (Fresh rock , FR) 의 4개로 분류된다 (Hunt , 1984) . 그리고 이 

들 암석의 흡수율 (한국공업규격， KS-F 2530)은 모두 경석에 해당된다 . 

3) 공극율 

공극율 (% )은 시료중의 전공극의 체적과 공극을 포함하는 시료 전체적과 

의 백분율이다. 남원 HBGr과 LBGr의 공극율은 각각 0.65- 1. 13 % (명균 

0.83%) 와 0.65- 1. 11 % (명균 0.86%)로서 거의 같은 범위와 명균값을 가 

진다 (Tab1e 4-8). 이 중에서 HBGr의 진기지 역 의 것은 명균 1. 11 %의 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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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는바 이는 암반에 수반되는 미약한 변질작용에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육섭령 화캉암체의 공극율은 0.68-0.82 % (평균 0.75)로서 남원 화 

강암체보다 그 평균값이 약간 감소된다. 

암석 자원 의 공극율은 HWR 3.79 %, MWR 2.00 %, SWR 1.23 %, FR 0.89 % 

의 펑균값을 가져 용화가 진행될수록 뚜렷이 증가한다 (윤현수， 1994). 한 

편 남원 화강암체는 공극율이 클수록 함수농력이 증가되는 정의 상관관계 

를 뚜렷이 보인다 (Fig.4-72; Duncan , 1969). 그리고 이들의 공극율대 비 

중의 관계도는 거의 일정한 직선경향의 분포를 가지는데 이는 이틀 암석자 

원의 비중이 2 . 5-2.6의 좁은 범위를 가진 FR이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Fig. 4-73). 

4 ) 압축강도 

암축강도는 암석역학에 있어서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는 요소인데， 조 

암광물 사이의 공극과 입도 빛 기질의 종류， 그리고 이들의 결합력이나 경 

계변상의 미세균열둥에 따라서 그 값이 달러 나타난다. 이 값 ( kg/cm2 ) 은 

HBGr 947 - 2 , 230 (펑균 1 , 686). LBGr 1106-2057 (명균 1. 547)을 가져 천 

체적으로 후자보다 전자에서 증가된 값을 가진다 ( Tab 1 e 4 - 8 ) . 육십 령 화 

강암체의 강도는 1. 067- 1. 665 (명균 1 , 313) kg/cm2로 남원 화강암체보다 

그 명균값이 뚜렷이 감소한다. 전형적인 화강암의 압축강도는 1. 000-

2 ， 500이며， 남원과 함양지역의 암석자원은 모두 경암 (Hard rock) 에 해당 

한다 (Farmer , 1983). 남원 화강암체의 압축강도와 공극율은 HBGr보다 

LBGr에서 완만한 부의 상관경향을 보인다 (Fig.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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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인장강도， 마모경도 

인장강도 ( kg/cm2 ) 는 HBGr과 LBGr이 각각 63-144 (평균 95 ), 82-125 

(명균 98) 이고， 마모경도는 전자와 후자가 각각 19 - 34 (펑균 27) 와 23-

35 (펑균 29)로서 모두 LBGr에서 약간 증가한다 ( Tab 1 e 4 - 8 ) . 남원 화강암 

체의 인장강도와 마모경도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Fig. 4-75). 

함양 화강암체의 인장강도와 마모경도는 각각 57 - 70 (명균 64) kg/cm2와 

14-27 (펑균 21 )이다. 이들값은 남원 화강암체보다 인장강도는 뚜렷이 감 

소하며， 마모경도는 약간 감소한다. 

이런 마모경도는 보도석， 계단석， 기타 바닥재둥 특별히 마멸이 심하게 

일어날 수 있는 곳에 암석자원이 이용될시에 영향을 받는다 (Bowels , 

1934) . 

6) 탄성 따 속도 (P-wave) 

탄성따 속도는 HBGr과 LBGr이 각각 2 , 460-4 , 130 (명균 3 , 220) m/sec와 

3 , 300 - 4 , 620 (명균 3 , 910) m/sec이다. 육십령 복운모 화캉암체의 탄성파 

속도는 2 , 180-3 , 430m/sec ( 평균 2 ， 930)로 큰 범위 값을 가지 며 , 이 중 동 

대지 역의 시료는 2 ， 180m/sec로 가장 낮고， 월성지 역은 3 ， 430m/sec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또한 남원과 육십령 화강암체는 탄성따 속도 대 탄성계수 

관계도에서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Fig. 4-76). 

암석내에 공극이나 열극간격의 발탈이 심하면 탄성파 속도를 크게 감소 

시 킬 수 있다 (Farmer , 1983). 

이는 열극체계 발탈특성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열극이 천자에서는 여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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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균일한 산출빈도를 이루어 미약한 변질작용이 수반되었기 때문으 

로 보인다 (Dixon , 1969). 

7) 탄성 계수 (Young ’ s modu1us) 와 포아송비 (Poisson's rati 이 

탄성계수는 HBGr과 LBGr은 각각 3.69-4.81( 명균 4.24) kg (1 05 ) Icm2와 

3.96-5.05( 명균 4.39) kg(10 5 )/cm2로서 비슷한 범위 빛 평균값을 가진다. 

포아송비는 HBGr과 LBGr은 각각 0.22-0.30( 명균 0.26) 과 0.21-0.29( 명균 

0.25)로서 거의 유사한 값을 보인다. 

함양 화강암체의 탄성계수는 2.72-4.14 (1 05kg/cm2) 의 범위값을 가진 

다. 지역별 평균값은 군장지역과 육십령 지역이 2.81 (1 05kg/cm2) 과 2.96 

( 10 5kg/cm2 ) 으로 가장 적 으며 , 그 외 펑 균값은 3.39-3.90 (1 05kg/cm2)을 

가진다. 

포아송비는 횡방향 변형율/종방향 변형율의 비 (ratio between 

transverse and 1ongitudina1 strain) 이다 (Farmer ， 1982). 남원 화강암체 

의 포아송비는 HBGr과 LBGr이 각각 0.22-0.30 (명균 0.26) , 0.21-0.29 

(명균 0.25)로서 거의 균일한 값을 가진다 (Table 4-10). 함양의 육십령 

화강암체는 0.20-0.25로서 비교척 좁은 범위와 균일한 변화값을 보이며， 

상남지역이 0.25로서 가장 큰 값을 가진다. 이는 상남지역에서 우세한 열 

극방향인 N21 0 _ 300 E 때문으로 보인다. 

그러고 P파 속도와 포아송비， 탄성계수와 포아송비 그림 (Fig. 4-77 and 

Fig. 4-78) 에서 보면 대체로 균일한 선상분포를 이루며 함야의 육십령화강 

암체에서 더 좋은 분포경향을 보인다. 이는 남원화강암체보다 함양암체에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미세 열극때문으로 해석된다. 

- 364 -



0.5 

0.4 

。

뜸~ 0.31 

.õ 0.2 
ι 

0.1 

、 o

2000 

口

口

+ 

+ 

2500 

口 찍그 
g 

+ g 

+ 꿇디 g 

+ 

3000 3500 4000 4500 5000 
P-wave velosity(m/sec) 

Fig. 4-77. Correlation diagram of P-wave velocity vs. Poisson ’ s 

ratio. Symbols are the same as Fig. 4-72. 

- 365 -



。

1m‘:tl‘ 

m 

= 。

U이i 

。

ι 

0.5 

0.4 

0.2 

0.1 

o 
2.5 

+ + 

3 

口

口
0El 

g 

+ g 디 

+ ~18l + g 

++ 

3.5 4 4.5 5 5.5 
Young ’s modulus(1 00 ,000kg/cm2) 

Fig. 4-78. Correlation diagram of Young ’ s modulus vs. Poisson ’ s 

ratio . Symbols are the same as Fig. 4-72 . 

- 366 -



제 6 절. 결론 

(1) 남원 화강암체는 야외관찰 및 광물조성， 조직 둥에 의하여 토날라이트 

-화강섬록암 (tona1ite-granodiorite , TGd) , 반상 화캉섬록암 

(porphyri tic granodiori te , PGd) , 흑운모 화강암 (biotite granite , 

BG)과 북운모 화강암 (two mica granite , TMG) 의 4개 암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 남원 화캉암체의 가장 큰 특정은 TiOz/MgO 값의 높고 낮음으로서 전자 

는 0.45-0.6의 높은 값을 가지 나 후자는 0.3-0.4의 낮은 값을 가지 며 , 

이 런 암석 화학적 차이 에 의 해 전자를 HBGr (high TiOz/Mg이과 LBGr 

(low TiOz/Mg이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에는 10BG , TGd와 PGd 

후자에는 hiBG와 TMG가 해당된다. 

(3 )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알루미나 포화지수가 1 이 넘는 과알루미나질 

화강암이며 매우 좁은 함량의 SiOz를 가지는 산성암， 부분척인 반상구 

조， 백운모의 산출， 주성분원소 및 미량성분 원소의 특성으로 보아 퇴 

척기원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4 ) 남원화강암체의 HBGr과 LBGr 그리고 함양의 육십령 복운모 화강암체의 

열극체계 발탈상은 다음과 같다. 남원의 HBGr은 NS - NI00W와 N20o -

300E에 밀집되며 EW로도 다소 발틸되고 급경사가 우세한 분포경향을 

보이며， 이런 열곡발탈로 미루어 HBGr에서는 비규격석 외에 규격석의 

산출이 기대된다. LBGr은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열극의 분포경향을 보 

이며， 그 중에서 NS - N500E와 N35 0 
- 500W에 다소 밀집된다. 경사는 수 

명-수직을 이루나， 대체로 급경사가 우세한 편이다. 이들 열극발틸 체 

계로 보아 LBGr은 HBGr에서와 달리 비규격석의 암석자원 산출이 많을 

- 367 -



것으로 해석된다. 

( 5 ) 함양의 육십 령 복운모 화강암체는 여 러 방향의 주향과 약 50。 이상의 

경 사를 이 루며 , 이 중에 서 EW , N20oW, N200E와 NIOOE 동의 주향이 우세 

하게 발탈된다. 이로 미루어 함양의 암석자원은 규격석보다는 비규격 

석의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이런 열극발탈 체계로 인해 

대체로 심화된 HWR 암반상으로 자주 산출된다. 

( 6 ) 문경지역 화강암 암석자원의 선구조선의 우세한 방향은 크게 3조로 

set 1 은 E-W 계 열 , set 2는 N30-40 0 E 계 열 , set 3 은 NIO O W 계 열 이 

다. 절리의 배향성은 N80 0 W. 수직， N5 0 W. 수직， N5 0 E.80 0 NW , N85 0 E 

.75 0 NW, N5 0 E.85 0 NW 동의 수직상 절리틀이 우세하게 발탈되어 있 

고， 이중 남북방향의 절리들이 연장성이 양호하며， 동서방향의 절리는 

남북방향에 비해 연장성이 미약한 연이다. 연구암체의 절리빈도는 각 

각 MK-l 4.23 / m, MK - 2 3.29 / m, MK-3 2. 40 / m, MK-4 2.36 , MK-5 

3.12 / m, MK-6 2.67 , MK-7 1. 65/m이다. 절러빈도는 연구암체의 

서북부에 절리의 고빈도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 7 ) 각 측정지점의 명균 절리간격은 각각 MK-l 0.24m , MK-2 0 . 30m , 

MK-3 0.42m , MK-4 0 . 42m , MK-5 0. 32m , MK-6 0.38 , MK-7 

0 . 61m로 연구지역의 북동부로 갈수록 비교적 넓은 간격값을 가진다. 

미세균열 발틸은 수직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수명 

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가장 잘 벌탈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의 미세균 

열 발달시 우세방향성은 문경지역 화강암류 석재의 결 방향과 잘 일치 

된다. 최 대 crack strain과 최 소 crack strain의 비 는 2.42-3.43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대체로 결을 따라 미세균열이 잘 발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 체적 균열 변형율은 궁기리지역 석재가 노은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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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재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로써 천자가 후자에 비해 더 

많은 미세균열들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8) 남원 화강암체의 HBGr과 LBGr의 평균비중은 각각 2.62와 2.63. 함양의 

복운모 화강암체는 2.63으로서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와달러 명 

균 흡수율(% )은 HBGr과 LBGr이 각각 0.31 과 0.32. 함양암체는 0.29로 

서 전자들보다 미소하게 감소된다. 이들 암체는 풍화에 의한 흡수율 

변화로 보아 경암에 해당된다. 공극율(%) 명균값은 HBGr과 LBGr이 각 

각 0.83과 0.86. 함양은 평균 O. 75로서 흡수율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 남원과 함양 암석자원은 공극율이 클수록 함수능력이 증가되는 

정의 상관관계를 뚜렷히 보인다. 

압축강도 (kg/cm2 ) 의 명균값은 남원화강암의 HBGr과 LBGr이 1.686과 

1.547.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1.313으로 전자들보다 명균값이 뚜렷 

히 감소된다. 인장강도 (kg/cm2 ) 와 마모경도의 평균값은 HBGr이 95와 

27. LBGr이 98과 29이며， 함양암체는 64와 21 로서 역시 푸자에서 뚜렷 

히 감소한다. 이들 암체의 인장강도와 마모경도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이런 경향은 남원암체보다 함양암체내에 발탈된 보다 여 

러방향의 열극체계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9 ) 탄성파 명균속도 (m/sec) 는 HBGr과 LBGr이 3.220와 3.910. 함양암체는 

2.930로서 후자에서 감소된다. 이듣 암석자원은 탄성파 속도는 탄성계 

수와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명균탄성계수 (kg (l Os)/cm2 ) HBGr 

과 LBGr이 각각 4.24와 4.. 39. 명균 포아송비는 각각 0.26과 0.25 . 함 

양암체는 3.41 과 0.22로 전자들보다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들은 남원보다 함양 암석자원내에 더 발달된 여러방향의 열극산출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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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장 국내 탄산염 광물 자원의 산업화 연구 

제 1 절 서 언 

국내의 탄산염 광물자원 ( carbona te m i nera 1 resources 은 규모에 

관계없이 거의 전국에 걸쳐 산출되고 있으며 강원도，충청남북도 및 경 

상북도 지역이 대표적인 산출지이다. 이중에서도 특히 충청북도 와 강 

원도일원에서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부존 하고 있는 대석회암통( 

Great Limestone Series) 이 명실상부하게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을 대표 

하는 석회자원이다. 부존량， 부존 규모， 또한 원광의 품질면에서 당연 

국내 제일이다. 본 연구의 주 연구대상이 바로 이 대석회암통이며 주 

지의 사실과 같이 본 대석회암통은 단일 석회암층으로 이루어진 단일 

광상이 아니라 생성조건(생성시기 및 환경)이 다른 십여 석회암층 및 

백운암층이 서로 군집을 이루며 대규모 광상을 형성하고 있는 복합광 

상 이라고 할 수 있다. 이렇게 생성조건이 다른 여러 석회암층(백운암 

충 포함)이 모여 하나의 거대한 석회광상을 이루고 있다는 것은 달러 

말하면 각개 석회암층의 품위와 부존량이 모두 다르다고도 볼 수 있 

다. 금번 연구결과에 의하면 각층마다 품위뿐만 아니라 부존량에서도 

차이가 심하게 나타난다. 다시 말하면 각층마다 쓸 수 있는 용도가 모 

두 다르다라는 말이다. 본 연구의 주된 목적은 대석회암통을 이루고 

있는 각 단위 석회암 및 백운암층 뿐만 아니라 상기지역외의 석회암층 

들 까지 물성규명에 따른 층별 용도분류를 함으로써 국내 탄산염광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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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의 효율적인 이용에 관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본 연구결 

과는 이러한 의미에서 관련산업계에 중요하고도 꼭 필요한 자료가 될 

것으로 믿는다. 이것은 한번도 이러한 류의 조사연구가 이루어진 적이 

없어 기초자료가 전무하기 때문이다. (단위석회암층에 대한 지엽적인 

조사연구자료는 다소 있으나 국내 석회자원 전체를 대상으로 한 연구 

는 전무함) 따라서 대석회암통을 비롯해서 국내의 모든 단위석회암충 

틀의 원광의 중요한 성질들이 밝혀지므로써 비 효율적인 자원관리를 

지양할 수 있게 되고 적정용도에 적절히 이용이 가능함으로써 자원의 

낭비 및 오용을 막을 수 있게 되었다. 또 사용자의 입장에서 보면 자 

원의 이용 및 활용퉁 자료에 의한 선택의 폭이 상당히 넓어졌다고도 

볼 수 있다. 말하자면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을 효율적으로 이용할 수 

있는 자료가 만들어 졌다고 할 수 있겠다. 어쨌든 일차 년도에는 상기 

충북 및 강원일대의 대석회암통내 탄산염광물자원에 대한 조사연구가 

진행되었고 이차 년도에는 나머지 지역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본 연구를 수행하면서 아쉬움으로 남는 것은 연구대상지역의 범위가 

워낙 방대하고 또한 단위 석회암층의 종류가 다양할 뿐만 아니라 일부 

광상은 오지에 분포하는 관계로 전반적으로 만족할만한 야외조사와 시 

료채취 (samp1ing) 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는 점이다. 기회가 주어진다면 

차후에 이러한 점의 미비점을 보완코자 한다. 사장되고 있거나 오용 

혹은 남용되고 있는 자원에 대한 재 평가를 통해서 산업계에서 절실히 

필요로 하는 적정수준의 원료를 찾아내고 확보하는 것， 또 자원에 대 

한 철저한 품질검증을 통해서 산업계의 투자 효율성을 최대한으로 높 

이는 것이야말로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의 용도분류를 통해서 얻을 수 

。1 츠: /“ '- 본 연구의 최대 목표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믿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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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연구의 필요성 

국내에는 타자원(금속 및 기타 비금속광물자원)에 비해 비교적 

많은 양의 탄산염광물자원이 부존되고 있다고들 한다. 적어도 원광의 

품질이나 용도에 관계없이 단순히 양만 따지면 그렇다. 그러나 원광석 

에 대한 품질과 용도면에서 보면 결코 풍부한 자원이라고만 할수없는 

게 우리의 실정이다. 산업계 일부에서는 수천년간을 사용해도 남을 만 

큼의 어마어마한 양이 묻혀있다고들하나 모두 검증되지 않은 설에 불 

과할 뿐이다. 실제는 각 용도별로 대소의 차이는 있지만 수급에 상당 

한 불균형을 나타내는 드
 
큰
 

것
 

있다. 심한 는
 

。T 켜
。
 

품질기준 

(specification) 에 맞지 않는 원료를 사용하여 조악한 제품을 생산하 

므로써 제품의 질을 떨어트리는 요인으로 작용하게되는 사례도 근래에 

는 빈발하고 있는 실정인 것이다. 이런 점에서 보면 실제 산엽계에서 

밀요로 하는 적정수준의 품질을 갖춘 원료는 오히려 모자라는 형편에 

있다고 보여진다. 더구나 용도분류 및 품질분류가 이루어지지 않은 자 

원에 대한 개발은 자원의 낭비 와 오용을 부채질하여 이런 불균형을 

더욱 심화시킬 우려가 있다. 따라서 이러한 불균형을 시정하고 산업계 

에 만연된 국내 탄산염광물자원에 대한 편견을 해소할 수 있는 종합적 

인 대책안의 하나로써 본 연구가 수행되어 졌음을 밝힌다. 

1-2 연구대상 및 범위 

전술한바 대로 연구대상은 대석회암통을 위시해서 국내 거의 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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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에 걸쳐 부존하는 단위 석회암층과 백운암층이며 또한 연구범위는 

이들에 대한 용도분류이다. 먼저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단위 지층 

을 층서순으로 기재해보면 하부로 부터 풍촌층， 마차리층， 흥월리층， 

삼태산층， 영흥층， 석병산층， 막동층， 정선층， 고성층， 부곡리층， 화 

천리층， 고운리층 및 홍점층(갑산층 포함)등 10여층이다(1 962 ， 태백산 

지하자원 조사단에 의한 분류 인용) . 이들 중 순수한 석회암으로만 구 

성되어 있는 층은 풍촌층과 흥점층 뿐이며 나머지 층들은 백운암 내지 

는 백운암질 석회암과 석회규산염암 (calc-silicate rock) 으로 분류되 

는 층이다. 물론 이렇게 백운암질 석회암으로 분류된 층들 중에는 순 

수한 석회암층이 렌즈 (lense)상으로 협재되는 구간이 더러 나타나는데 

이런 구간은 협의의 석회암층으로 분류한다. 대석회암통을 제외한 나 

머지는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내에 포켓상 (pocket type) 으로 협재되는 

거정질 석회암과 옥천층군중에 배태되는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중에 

협재되는 석회암， 그리고 캠브리언과 오도뷔시언 시대의 석회암등이 

주 연구대상이다. 연구범위는 각단위 석회암층(백운암층포함)에 대한 

용도분류이나 조금더 자세하게 언급해보면 실내연구(시료의 화학성분 

및 물성시험)결과 각 용도별 품질기준에 맞게 시멘트， 철광 등 중공업 

분야와， 화공분야， 요업분야， 농업분야， 건축 및 토목분야， 환경분야 

및 기타분야 등으로 세분해서 원광의 이용범위를 극대화했으며 세부내 

용은 본문에서 상세하게 다루어질 것이다. 연구대상이 된 지역의 각 

단위석회암층 및 백운암층의 분포지와 각 층들의 층서및 지질에 관한 

설명은 그럼 1 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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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방법 

태백산지질도와 각단위 도폭들이 기본도로 활용되었다. 일차로 전 

기 기본도에서 해당되는 각 석회암층과 백운암층을 따로 선멸하여 

1:50 , 000 축적의 지형도에 옮겨 시료채취 등 야외연구에 활용하였다. 

시료는 각 층별， 또 지역별로 대표성을 갖도록 가능한 많은 구간에서 

채취하는 것으로 하였으며 한 채취구간에서 사방 100여 m 범위 내에 있 

는 시료를 복합으로 채취하여 적어도 이 구간 내는 동일한 품위를 유 

지하도록 하였다. 특히 대석회암통에 있어서는 동일층 내에서도 층의 

분포상황에 따라 북측지역， 중간측지역， 남측지역등으로 나누어서 채 

취하였으며 층을 상， 중， 하로 분류하여 상부구간， 증부구간， 하부구 

간으로 역시 나누어서 채취하였다.원광의 입도 (grain size) 와 색상 

(color) 은 야외노두에서 분류하였다. 이상 야외노두를 대상으로한 시 

료채취현황은 그럼 3과 표 1 을 참고하기 바란다. 채취된 시료에 대하여 

는 기 본 10성 분 (CaO ， Si02 . .>\1203 , Fe203. MgO , K20 , Na20 , ~lnO ， Ti02 

P20 5) 과 미 량성 분 (Cu ， Ba , CO , Zn , As , Cr) 의 함량도를 파악하여 도
 

용
 

별로 이용한계의 측도로 하였다. 탄산염광물자원의 이용에 있어서는 

상기 화학성 분 못지 않게 물성 (physical properties) 도 중요하므로 

19loss , PH , 뻐iteness 및 Grain size 등과 같은 물성시험도 병행하였 

으며， 동 시험결과치를 위해 박편제작 (thin section) , \RD , SDI , 등과 

같은 기기시험도 수행하였다. 연구는 크게 야외연구와 실내연구로 대 

분할수 있으며 전자는 주로 시료채취를， 그리고 후자는 성분분석과 물 

성시험을 위주로 하였으며 야외연구시 각 용도별 품질기준을 알기 위 

해 관련산업체의 탐방조사도 수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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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l. Carbonate mineral samples of survey areas and their strata 

Formations Samples Number Total 

Gowoon ri 145.146.147 3 
Hwacheon ri 141.142.143.144.148.149.150 7 

Boogok ri 151 , 152 , 153 , 154 , 155 , 156 , 157 , 158 , 159 , 160 , 161 , 162 , 22 163. 164.165.166.167.168.169.170.171.172 

Jeong seon 14.15.16.17.18.19.20.21.22.23.24.25.26.27.28.126 26 127 128 , 129 , 130 , 131 , 132 , 133 , 134 , 135 , 136 

Samtai san 38 , 43 , 52 , 54 , 57 , 64 , 68 , 70 , 71 , 72 , 74 , 75 , 117 , 118 , 138 , 17 139.140 
1, 2, 3, 4, 5, 6, 7, 8, 9, 10 , 12 , 13 , 45 , 47 , 87 , 88 , 89 , 90 , 91 , 92 

Great ~ Iag dong 93 , 94 , 95 , 96 , 97 , 98 , 99 , 100 , 101 , 102 , 103 , 104 , 105 , 106 , 48 1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9 , 120 , 121 , 122 , 123 , Li mestone 
124 . 125 

Series Seokbyong 76 , 77 , 78 , 79 , 80 , 81 , 82 , 83 , 84 , 85 , 86 11 
san 

Goseong 66 , 67 , 114 , 115 , 116 5 
Young 29 , 30 , 60 , 62 , 65 5 
heong 

Heongwol 
r1 

35 , 37 , 39 , 40 , 44 , 48 , 53 , 36 , 58 , 59 , 63 , 73 12 

Macfa ri 34.36.61. 137 4 
Hong jeom 11 , 31 , 32 , 33 , 41 , 42 , 46 , 50 , 51 , 55 , 69 11 

Cambrian Y-1 , Y-2 , Y-3 , Y-4 , Y-5 , Y-6 , Y-7 , Y-8 , Y-9 , Y-10 , Y-11 , Y-12 

Ordovician Y-13 24 
P-1.P-2.P-4.P-5.P-6.P-7.P-8.P-9.P-10. P-12. P-15 
K-1 , K-2 , K-3 , K-4 , K-5 , K-6 , K-7 , K-8 , AK-1 , AK-2 , AK-3 , 

Precambrian AK-4 , AK-5 , AK-6 , AK-7 , AK-8 , AK-9 , AK-10 , AK-11 , AK-12 , 35 AK-13.CK-3.CK-4.CK-5.CK-6.CK-7.CK-8.CH-1.CH-2 
Others CH-3.CH-4.CH-5.CH-6.M-1.M-2 

Y-14.Y-15. Y-16.Y-17.Y-18.Y-19.Y-20.Y-21. Y-22 
Y-23.Y-24.Y-25.Y-26.Y-27.Y-28.Y-29.Y-30. Y-31 

Age-unknown Y-32. Y-33. Y-34.Y-35.Y-36.Y-37.Y-38.Y-39.Y-40 53 Y-41. Y-42.Y-43. Y-44.Y-45.Y-46.Y-47.Y-48.Y-49 
Y-50.Y-51.Y-52.Y-53.Y-54.S-20.S-21.S-22.S-23 
S-24 , S-25 , S-26 , S-27 , S-28 , S-29 , S-30 , S-31 

Total 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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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용현황 

탄산염광물 (carbonate mineral ) 은 방해석 (ca lcite , CaC03) 과 백 

운석 (dolomite ， CaMg(C03 )2) 외 에도 10여 종의 마그네사이 트 (magnesite , 

~ l gC03) , 능칠석 (siderite , FeC03) , 능망간석 (rhodochrosite , \ InC03 ) , 

아라고나이트 (aragon i te , CaC03) , 남동석 (azurite , CU3(C03)2(OH)2) , 

공작석 ( malachi te , CU2C03(OH)2) , 소다석 ( na t ron , Na2C03 10H2이등 수 

종)의 광물들로 이루어진다. 이중에서도 방해석과 백운석이 가장 풍부 

하게 천연에서 산출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특히 방해석은 석회암 

을 구성하는 주구성광물로써 이들 중에서도 가장 흔하게 산출되는 광 

종중 하나이다. 일반적으로 탄산염광물이라면 흔히들 석회석(혹은 방 

해석)만 지칭하는 것으로 잘못 알고 있으나 사실은 백운석을 포함한 

상기광물 모두가 탄산염광물군을 형성하고 있는 것이다. 어쨌든 본 보 

고서에서 사용하는 탄산염광물자원 이라는 용어는 석회암과 백운암 두 

종을 지칭한 것임을 먼저 밝힌다. 전 세계적으로 탄산염광물을 원료로 

하여 산엄에 이용되고있는 도
 

요
 
。 매우 다양한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 

국내에서는 대략 30여가지 용도에 이용되고있어 향후 용도개발에 따른 

수요가 급격히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탄산염암에 대한 광물과 그들의 화학조성에 관한 일반적인 내용을 간 

단하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탄산염 암석 (carbonate rock) 이 란 조성 광물의 50이 상을 carbonate 

mineral 로 구성하는 암석을 말하며， 가장 중요한 탄산염 광물로는 

rhombohedral 에 속하는 방해석 (calcite CaC03) 및 백운석 (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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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 , \Ig( C03)2) 이 있고， 보다 구조가 복잡한 。rthorhombic구조의 

aragonite(CaC03 ) 가 있다. 기본 구조인 C03 group은 탄소원자가 중심 

이 되 며 C-O bond는 metal-o bond보다도 강한 결 합을 가지 며 , 

calcite와 aragonite는 같은 CaC03로 구성되며 광학적으로 calcite는 

광학적으로 uniaxial 이고 aragonite는 biaxial 이며 비중도 calcite 

2.72 , aragoni te 2.95이며， 경도 (hardness) 는 aragonite가 calcite보 

다 훨씬 높은 편이다. 

- 탄산염 광물의 치 환 (Replacement) 

。 방해석( ca 1 c i te CaC03) 에서 Ca를 8개의 2가 양이온들이 치환하 

여 다음과 같은 calcite iso - type(polymorph) 로 존재한다. 

φ Ca cal c i te( CaC03) 

φ Cd otavi te( CdC03) 

Q) Mn rhodochrosite(MnC03) 

@ Fe sideri te(FeC03) 

av Co , Zn smithsonite(Co , ZnC03) 

@ ~ Ig magnes i te (MgC03) 

(J) Ni zarati te( Nb(C03) (OH)4 • 4H20) 

。 aragonite(CaC03) 에서 Ca를 치환하는 통질이상 

CD Sn strontianite(SnC03) 

~ Pb cerussnite(PbC03) 

Q) Ba nitherite( BaC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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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olomite에서 양이온 Ca , ~ Ig중 Fe가 선택적으로 치환 

φ Ca' ( ' lg , Fe)(C03) ankerite (or gerroan dolomite) 

~ Ca . F e ( C03 ) 2는 실험실에서만 존재 

- 상관계 

。 CaC0 3의 관계 

calcite와 aragonite와 동질이상(polymorphs) 을 나타내는 광물류 

φ vaterite 비중이 적고 hexagonal 구조를 보이며 자연계에 

서 산출되기도 하나 불안정 (meta-stable) 하여， 주로 실험실에 

서 확인되고 있다 calcite와는 구별되며 aragonite와 구조 

적 으로 유사하다. 

~ monohydroca 1 c i te (CaC03' H2이 hydrate caJcium carbonate 

mineral 로서 지표면에서는 불안정하다. 

(3) ikai te(CaC03' 6H20 ooC 이 하 에 서 만 존 재 한 다 . 

상기 광물 중에서 calcite만이 지표면의 상온상압의 상태에서 유 

일하게 안정하다. (Fi g. CaC03와 CaC03 . 6H20의 상관계도표， after ~ Iar 

land(1975) Carlson (1980). (그럼 A참조) 

。 CaC03 . ~ lgC03 상 관 계 

calcite-dolomite 용해도 곡선 (solvus) 에서 보듯이 탄산염 광 

물로는 magnesite , calcite 및 dolomite가 존재하며 , 자연계에 

서는 calcite와 dolomite가 약간 ~lgC03를 포함하면서 안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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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재하는 경우가 많다. 

( CaC03. \IgC03system , after Goldsmith & He , 1961a) 

대체적으로 안전한 calcite는 marine pelagic 003- 약간의 lacus 

trine carbonates로 주로 구성 되 며 , aragonite 및 Mg 성 분의 높은 cal 

cite 등의 meta-stable phase는 천해 (shallow-marinel 나 열대지방의 

탄산염 광물 등을 주로 구성된다. 일반적으로 ~lgC03를 4 mole 이상 포 

합하는 calcite를 magnesian calcite 라 한다. (그럼 B참조) 

2-1 용도별 류
 

현재 국내에서 이용되고있는 탄산염광물의 용도를 업종별로 대분 

해보면 대략 10여가지로 나눌 수 있다. (표2 참조) 이중에서 원광의 수 

요가 큰 것부터 나열해보면 첫째 시멘트업， 둘째 제철업등 중공업， 셋 

째 화학공업， 넷째 농엽， 다섯째 요엽， 여섯째 충진제 및 식품업， 일 

곱째 건축업， 여닮째 환경산엽， 아흡째 토건업， 열번째 주물공엽， 열 

한번째 금속 및 비첼금속업 등의 순이다. 상기 업종들 대부분은 다시 

세분된 용도들을 가짐으로써 원광석의 다양한 품질을 요구하게 되는데 

예를 들면， 시멘트업종의 경우 사용처별로 다양한 제품틀이 있다. 이 

중에서 특히 일반적으로 가장 흔하게 쓰이는 포틀랜드시벤트인 경우도 

보통 포틀랜드시멘트， 중용열 포틀랜드시멘트， 조강 포틀랜드시멘트， 

저열 포틀랜드시멘트， 내항산염 포틀랜드시멘트， 고산화철형 포틀랜드 

시멘트， 백색 포틀랜드시벤트 등과 같이 7가지가 있으며 이외에도 사 

- 379 -



.0 25 
i 

~2。
그 
이 
이 

￡ 15 

40 

35 

30 

10 

5 

-100 

/ 

~ 

/ 

‘ 

川

/ ” 
~ 

/\ 

-

/ 
/ 

/ 
/ 

Aragonite 

900 

V 

IV 

1100 

Aragonite 

Calcite 

o 100 300 500 700 
Temperature oC 

Fig. A Phase relariofls of the CaC03 

system afld CaC03 .61120. 

- 380 -



Magnesian .':'‘ // 

Calcite 씨 :-3 
1200 

1000 

800 

-----
---

--

Calcite
Dolomite 
Solvus 

Dolomite
Magnesite 
Solvus 600 

TOC 

400 

200 

q
니
 

% 
@ Q) M % 찌

 뻐
 

80 100 
MgC03 

Fig. B Phase ,.elations of tlze CaC03 - MgC03 system. Higlz 

femperature margill 10 dolomite field COlljectllral. After 

Goldsmitft & lieard (1 υ6I a). 

- 381 -



용이 빈번한 것으로 고로시멘트， 실리카시멘트， 플라이 애수l 시멘트등 

여러 종류의 제품들이 생산되고 있어서 각 제품마다 원료의 품질기준 

이 다르게 되는 것이다. 

마찬가지로 제철업종에 있어서도 제철을 비롯 제강， 합금칠등 서너가 

지의 제품이 있으며 화공업종에는 소다회， 카바이드， 해수마그네시아 

제조， 석고제조， 피혁가공， 표백제， 펄프제조， 생석회， 소석회등 10여 

가지의 제품이 있다. 요업업종에는 유리， 도자기(식기， 타일류)， 화장 

품， 의약품용기제조등 대여섯가지가 있으며 환경업종에는 탈항， 배연， 

상하수도 수질개선， 지하수 및 하천오염 개선등 역시 대여섯가지의 제 

품이 있다. 

또 토목건축업종에서도 토지지반 안정제， 석회고압벽돌， 경량골재， 일 

반골재， 석회가공등 대여섯가지가 있다. 이상 국내에서는 탄산염광물 

을 이용해서 10여엽종에 30여가지의 용도에 걸쳐 제품이 만들어지고 

있다. 물론 이들 용도에 대한 품질기준은 제각기 다르다. 

본 연구의 목적도 이러한 품질기준에 맞는 원광의 확보에 있는 것이 

다. 다시 말하면 대석회암통을 위시해서 지역별 각 단위석회암(백운암 

포함)층을 용도별로 품질기준에 맞는 원료를 확보하여 국내 탄산염광 

물자원의 산업화를 이루는데 본 연구의 목적이 있다 하겠다. 국내 탄 

산염광물자원의 용도별 이용현황과 품질기준 (specification) 은 표 2에 

표시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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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Specifications and usages of carbonate minera1s 

S pecifica tion S pecifica tion 

C.C Use C.C Use Statements 

Chemicals Physicals Chemicals Physicals 

portland 
CaO 47%’, MgO 3%-

20-때nνm 
CaO 42-45%, MgO 0.2-0.3% 

SiÛ2 + R써55% Foods sugar mnf. 
Al에3 + F，ερ30.6- 1.0% 

Cement 

white ’ wt. 90‘ precifitated calcium CaO 54%’, SiÛ2 1%- wt.95' 

carbonate F얻û3 0.5% compact non-
CaO 53%’, SiÛ2 1%-

mass.: lO-30, 35-70rnlm Fillers 
non-σys떠l피le L wt. 95' cry stalline 

rron heavy calcium 뎌r. ’ 
pow.: -3rn1m -l00mesh crystalline 

MgO 0.5%-, Al2C>J 1%-
crvstalline hydrated lime 

Iron - M alk강i powder 60%‘ 10 mesh 98%' 
CaO 53%’, SiÛ2 0.5%- C.C fertilizer 

industry st않l 
MgO 0.5%-, Alz03 1%- E Argriculture =Classification 

limestone powder 
L alkari powder 45%’ 28 mesh 60%‘ 

CaO 54%‘, SiÛ2 1%- S fertilizer 
Fe-려loy MgO 0.5%-, S 0.01%-’ T 100 mesh 90%‘ 

P O.α)5% for pave K.S.F 3501 
o 200 mesh 70%‘ 

CaCÛ3 98%‘, SiÛ2 1%-’ ‘ 

M carbide Al2Û3 1% , P2Û5 0.01% , 40-120rn!m N Soil building stone 
strength 1αlO mmz . 

MgO 0.5%-, Fe2Û3 1%-
engme앙mg aggregates 

E 
E CaO 54%‘, SiÛ2 0.2%- ALC 

CaO 53%’ 
40-80 rnlm quick lime sea water magneSIa compact 

SiÜ2+Al써'3+F얻033%-

S gypsum mnf. CaO 잉%’， SiÜ2 2% n 

훌 3 - 4 varieties, others 
Chemicals paper mnf. ’ 

, 
mnf. 

T 
leather mnf. ’ ’ 

=manufacture P 0.09%-, MgO 18%‘ 
for stamp 30-80 rnlm Inlcro-

O 
SiÛ2 1%- σys떠lline 

sodium powder ” ’ Steel for rotary kiln 10-20 rnlm ~ 
’ 

N quick lime CaO 54%' , SiÜ2 1%- ’ mass. D very fme 

O 
for shaft kiln ’ 30-60 rnlm crystalline 

hvdrated lime ’ ’ powder 
E L Dolomite Clinker 

19loss 2%-, P 0.09%-
2.5rn1m - - 15rn1m 

CaO 54%‘, SiÜ2 1%-’ 
O 

MgO 30%‘, SiÛ2 2% 

MgO 0.5%-, Alz030.5%-’ 
Environmental 

Fez03 0.1% ’ 
Ceramics platy glass MgO 18%‘, Fe2Û3 1%~ 

M 
As, Cr, Pb, Hg , Zn < 1ppm 

I dolomite 

i caC@ 97% F뼈3 0.1%’ I P20 õ 1% 
Argriculture MgO 16%‘, SiÛ2 2% 

fertilizer 
glass 40-7Orψm T 

SiÜ2 0.3-0.6%. Al2Û3 0.1% (for platy) 
Construction MgO 15%-, Ah03 1.5%- powder 0.09nνm dolomite brick E 

potteη* } caO 딩%-. F짧 0.07% 
dolomite I MgO 18%'. SiO깅 1%- I less impurities 

)i caO 링%-. Siα 2% 
others(for cosmetics) I Alz03 0.5%-. F양03 0.1%-

magneslUffi lig뼈1mt dolorrlire j MgO 3%- 않loss 1 -1.5% I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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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언주벽 요ζ二 z1-로 
t:l 0 二 u -'- ’ '-

현재 국내산업에 이용되고있는 탄산염광물자원의 용도를 업종별 

로 각론 해보면 다음과 같다. 

1 ) 시멘트업 

전술한바와 같이 많은 종류의 제품이 생산되고 있으나 종류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 있다. 

(1) 기경성 시벤트 , 공중에서만 경화하는 시멘트로써 석회(소석 

회 ) 및 고토질석회 (롤로마이트 . 플라스터 ) , 석호(소석호) 및 키 

인스시멘트， 마그네시아시멘트 등이 이에 해당되나 일반적으로 

사용이 흔하지 않는 제품들이다. 

(2 ) 수경성 시멘트 : 공기 속이나 물속 모두에서 경화하는 시멘트 

로써 단 미시멘트와 혼합시멘트로 다시 두가지 타입으로 나눈 

다. 단미시멘트에는 수경성석회， 천연시멘트， 로-만시멘트 ， 알 

루미나 시멘트， 그러고 가장 중요한 포틀랜드 시벤트 등으로 

나누며 이중 포틀랜드 시벤트를 빼고는 나머지는 사용도가 그 

다지 높지 않다. 포틀랜드 시멘트에 대해서는 뒷장에서 다시 

언급키로 한다. 

혼합시멘트에는 6종류의 시벤트가 있는데 중요한 3가지만 설명 

해보면 다음과 같다. 혼합재에 고로수냉 광재를 사용한 고로시 

벤， 역시 흔합재에 화산회， 규산백토 등의 실리카 흔합재를 사 

용한 실리카 시멘트， 그러고 흔합재에 플라이애쉬를 사용한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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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애쉬 시멘트가 근래 활발하게 연구대상이 될 만큼 사용도 

가 높아졌다. 

나머지 메이슨리 시멘트， 팽창성 시멘트， 착색시멘트등은 사 

용도가 낮아 제외키로 한다. 

( 3 ) 특수 시벤트 ’ 내산 시멘트와 치과용 시멘트가 있으나 글자 

그대로 특수 용도에만 사용하는 시멘트이다 . 

이상 시멘트에도 많은 종류가 있으나 실체 사용중인 것은 포 

툴랜드 시멘트를 포함 몇몇에 불과하다. 

2) 제철업 

동업종에 있어서 석회암은 용매재로， 또 백운암은 첨가재로 사용 

되나 두암종의 역할은 딴이하게 다르다. 일반적으로 동업종에 사용되 

는 원료는 기술적인 측면과 경제적인 측면 모두를 고려하여 상당히 높 

은 수준의 품위를 요구하게 되는데 따라서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필요 

로 한다. 즉 천연의 철광석을 고로에서 녹여서 철을 생산할 때 칠광석 

중에 합유되는 협잡물(불순물)과 철의 분리를 위해 용매재로써 석회암 

을 사용하게 된다. 이때 원광의 품위가 낮으면 그만큼 더많은 양의 석 

회석원료가 필요하게 되여 경제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된다. 여기에서 

한단계 더발전한 제강부문(철합금， 주물용 포함)에 들어가면 슬레그 

(slag) 용 석회(백운암 포함)의 품질은 더욱 까다로운 품질기준을 요구 

받게 된다. 제철업에서 탄산염암의 역할은 대충 이런 것이지만 조금더 

상세하게 그 역할에 대해서 언급해보면 아래와 같다. 

(1) 석회암 : 철광석(원석)과 함께 고로에 장입하여 철광석중에 

함유되는 불순물을 분리시켜 슬레그 (slag) 를 형성시킨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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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석회석은 저온에서 칠광석을 용융케 하므로써 연료의 절약 

은 물론 작업시간의 절약까지 가능하게 하여 경제적인 이점을 

준다. 원광중 CaO함량이 높을수록 불순물 제거능력이 높아지 

며 또한 슬레그의 양을 감소시킨다. 

이외에도 석회암은 용광로내의 염기도를 유지시키는데 중요 

한 역할을 담당한다. 

( 2 ) 백운암 : 용광로는 고열과 철광석 빛 석회암중에 함유되는 불 

순물( ex , 규석 및 금속펀들)들에 의해 로벽의 손상이 많게 된 

다. 따라서 본암은 주로 로벽 보호용( 1 í n i ng )으로 사용되어 

노체수명을 연장시킨다. 마찬가지로 로내의 염기도를 유지시 

키고 염기성 강재를 생성시키는 역할도 한다 . 

3) 화공업 

엽종자체의 다양성 때문에 탄산염암의 쓰임세 또한 다양하다. 대 

체로 원광석을 단순 파쇄하여 사용하는 경우는 드물고 l차 혹은 2차로 

가공처리후 이용하는 형태의 업종이다. 

이중에서 중요한 용도 몇 가지만 선택하여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1 ) 소다회 : 복잡한 몇 단계의 공정 과정을 거쳐 비로소 제품화된다 

투입되는 원료는 고품위의 치밀질로써 소성 과정을 거친 생석 

회를 사용한다. 

( 2 ) 카바이드 . 소석회와 마찬가지로 몇 단계의 공정과정이 필요하다. 

역시 투입되는 원료는 생석회이다. 

( 3 ) 해수 마그네시아 : 해수중에 풍부한 마그네숨성분 ( Mg) 을 회수 

할 목적으로 칼습성분 (Ca) 과 치환한다 . 이때 이용되는 석회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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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품위가 높을수록 (CaO 합량이 높을수록) 많은 량의 마그네숨 

을 치환할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고품질의 것이 요구된다. 

(4 ) 석고제조용 : 황 (S04 )과 칼슐을 결합시켜 만든다. 제철 및 화 

력발전의 부산물로써 석고가 생산되고 있다. 

( 5) 피혁가공 : 각종 피혁제품의 가공에 충진제로 이용된다. 

( 6) 제지， 펄프 제조용 : 충진제 및 증량제로 이용된다. 

(7 ) 생석회 및 소석회 

4) 요업 

본 엽종에서 탄산염암은 주원료의 량을 증가시키는 증량제나 혹 

은 첨가제로써 부원료로써 주로 사용된다. 부원료의 품위가 낮을 경우 

엔 제품에 상당한 지장을 초래하므로 특히 원료에 대한 품질기준이 까 

다롭다. 

(1) 유리 · 병유리， 판유리등 각종 유리제품의 제조에 첨가제로 

사용된다. 

(2 ) 도자기(식기，타일，유약 대체로 본용도에서 증량제로 이용 

되고 있다. 

(3) 화장품， 의약품용기등 : 증량제 및 첨가제로 이용된다. 

( 4 ) 염기성 내화물 : 고품위 백운석을 주 원료로 해서 만들어 진다. 

5) 식품 

식품허가기준에 의한 매우 까다로운 품질기준이 마련되어 있다. 

가. 제당， 일반식품， 의약품 등 3가지의 용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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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농업 

비료 및 사료용으로 주로 이용되나 근래에는 토양의 산성화에 따 

른 객토용으로의 사용도 급증하고 있다. 

(1) 소석회비료， 석회석분말시료， 석회석 분말 2호， 사료용 폐회 

사 등의 용도가 있다. 

( 2 ) 고토질 비료 : 백운석을 원료로 한 비료 

7) 토목 및 건축 

탄산염암을 이용한 용도중 가장 오래된 것 중의 하나가 바로 이 

토목， 건축용이다. 본 용도는 주로 원석을 그대로 이용하는 형태가 대 

부분이나 근래에는 가공품도 다소 나타나고 있다. 

(1) 석 재 : 대 리 석 (marble) 을 지 칭 한 것 이 다 . 

( 2 ) 골재 : 하상골재가 턱없이 부족한 우리 실정에서 탄산염암은 

골재의 좋은 재료이다. 

(3 ) 경량 Concreat Plaster ’ 생석회를 이용한 Concrea t. 

( 4 ) 도로지반개량 : 충진제로써 토질안정재의 역할을 한다. 

ALC Auto Claved Light weight Concreat의 약자로써 우리 말 

로는 경량기-포콘크리트 이다. 곤래 들어 국내의 건축물들이 대 

형화와 고층화가 뚜렷화하면서 공기단축 및 경비절감을 R.~ 。-, -,-

로 건축자재의 경량화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고 있어 향후 동분야 

의 시장이 급격히 증대될 전망이다. 

( 5 ) 석회고압벽돌 : 고토질 내화재(요업용과 겹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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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환경산업용 

배연， 탈황 및 상하수처리등과 같은 환경오염원의 정화용으로 사 

용된다. 

9) 기타 

상기용도외 충진제， 주물공엽， 비철금속제련， 금속칼슐제조， 칼 

숨화합물제조， 공예 등과 같은 용도가 있으나 세분하면 대부분 상기용 

도에 포함되므로 설명은 생략키로 한다. 

제 3 절 이용형태 및 규제요소 

탄산염암을 원료로 해서 산업계에 이용되고있는 용도는 전술한바 

와 같이 다양하다. 국내에서도 이미 30여업종에 걸쳐 이용이 되고 있 

으며 계속 용도가 개발되고 있는 추세에 있다. 사실 단일광종중 이렇 

게 많은 분야에 걸쳐 이용되고있는 광종은 탄산염광불을 빼고는 c 1=프 
-"--

편이다. 어쨌든 이렇게 많은 분야에 걸쳐 이용되고 있는 본암도 이용 

의 형태상으로 분류해 보면 아래와 같이 크게 세가지 유형으로 단순화 

할 수 있다. 

3-1 이용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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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괴상형 

일반적으로 원광상태로 사용되는 모든 용도를 총칭한 컷이다. 본 

괴상형에는 조쇄와 미쇄의 두 가지 형태가 있으며 조쇄는 다시 용도별 

로 소괴 ， 중괴， 대괴 ‘ 등으로 구분한다. 

(1) 소괴 : 제철 및 제강공엽에서는 대체로 10-30 m/ m 의 범위내 

의 것을 지칭하나 통상 0- 40 m/ m 범위내의 괴를 소괴라 한 

다. (필자주) 그러나 상기 범위 내에서도 각 용도마다 괴의 크 

기가 천차만별인데 사료용에서는 양계용이 0.3-3 m/ m 이며 시 

멘트용은 20-40 m/ m 이다. 또 요업용중 유리용에서는 3 m/ m 

이하로 규제한다. 

( 2 ) 중과 : 통상 40 - 80 m/ m 범위내의 크기이다 (필자주). 제철및 

제강， 화공용중 소다회용， 환경용중 폐수처리정화용 등을 들 

수 있다. 

( 3 ) 대괴 80 m/ m 이상 통상 130 m/ m 범위내의 크기이다. 대부분 

생석회를 제조할 목적으로 본 범위내의 괴를 이용한다. 130 

m/ m 이상의 꾀를 사용하는 업종으로 건축용 부문의 대리석이 

있으나 동 업종은 예외로 한다. (필자주) 미쇄는 주로 5 m/ m 

이하의 크기를 지칭한 것이나 대부분 골재용으로 이용되고 있 

다. (쇄사) 

2) 분채용 

통상 100 mesh 이상의 분말 (powder) 상태의 모든 탄산염암 가공품 

을 지칭한 것이다. 예전에 자연에서나 혹은 실내에서 복잡한 공정과정 

을 거친 후 얻을 수 있었던 초미립 분말제품을 근래에는 분채기술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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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틸로 인해 단순 분쇄과정에서 얻을 수 있게 되었다. 분채용에 이용 

되는 원광석을 살펴보면 원광 그 자체를 단순 분쇄해서 이용하는 컷이 

므로 화학성분에 따른 품질기준 보다는 백색도， 강도， 마모도， 혹은 

흡수율 등과 같은 물리적 성질에 따라 품질이 정해지는 경우가 대부분 

이다. 본 용도에는 일반적으로 결정질 석회암이 적합하다. 

3) 소성용 

불에 태우는 모든 과정의 공정을 통칭한 것이다. 본 용도는 순수 

한 산화칼슐 (CaO) 을 얻기 위해서나 이산화탄소( C02 )를 얻기 위한 것， 

또는 양자 모두를 얻기 위해서 이용하는 방법이다. 즉 생석회나 소석 

회를 얻을 목적으로 동 방법이 주로 이용된다. 본 용도는 물리적 성질 

보다는 구성되는 화학성분의 대소에 의해 품질이 정해지므로 원광석의 

품위가 높은 것을 요구한다. 일반적으로 치밀 견고한 석회암을 이용한 

다. 

3-2 규제요소 

탄산염광물을 사용하여 제품을 만들거나 흑은 부원료로 사용할 때 

원광석의 성분과 불성중 일부요소가 제품이나 공정과정중에 영향을 미 

쳐 규제 대상이 되는 성분들이 있는데 몇 가지 예를 들어보면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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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결정도(입도， grain size) 

자연상태에서 석회석(방해석) 및 백운석은 대부분 크고 작은 결정 

질로 산출된다. 통상 산업계에서 비 정 질 (glass 혹은 amorphous) 이 라고 

통칭하는 원광석을 현미경 하에서 감정해보면 육안으로는 식별이 힘들 

정도로 아주 작은 결정들 (crytocrystalline aggregate) 로 이루어져 있 

음을 보게 되는데 사실 극히 제한된 일부구간을 빼고는 대부분 결정질 

로 산출된다. 다만 결정의 크기가 크고 작음의 차이일 뿐이다. 

따라서 본 장에서는 비정질 (non-crystalline) 이란 용어 대신 아주 작 

은 결정들 (cryptocrystalline) 로 이루어진 치밀질 (compact) 이라는 용 

어를 사용하여 결정질과 구분코자 한다. 

(1) 결정질 : 결정질 석회암을 소성하게 되면 결정면을 따라 쉽게 

깨어진다. 또한 깨어지면서 분화하므로 로 (shaft kiln) 내의 통 

풍을 방해하여 장입된 원료의 균질한 소성을 어렵게 하여 실수 

율을 떨어뜨리게 한다. 더구나 열전도율 관계로 소성 연료비도 

치밀질에 비해 높다. 일반적으로 로내에서 미소성 되는 경우가 

많으므로 생석회의 수화성 (Ca( OH )z로 반응하는 속도)에도 문제 

를 일으키는 등 결정질은 소성용으로써는 부적합한 형태다. 그 

러나 반대로 치밀질에 비해 쉽게 분쇄되므로 분채용으로는 적 

합하다. 

(2 ) 치밀질 . 치밀질은 소성과정에서 열전도가 빠르고 분화하지 

않으므로 균질한 소성이 이루어진다. 따라서 작엽시간이 단축 

되며 회수율이 높아지는 등 경제적이어서 소성용으로써는 가장 

적합한 형태이다. 고로 내에서 대량의 원석을 처리하는 제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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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강부문에서 특히 치밀질이 필요하므로 동분야에서는 

의 규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lc
1=1 --'-

# 제철용에서 원광석의 입도차이 때문에 일어나는 작업환경 변화 

를몇개 의 입도를 예로 들어서 설명해보면 다음과 같다. 

: 입도가 +3m / m의 경우 

소결광의 강도와 입도저하로 인해 로황 불량의 원인이 된다. 

: 입 도가 -lm / m의 경 우 : 

통기성이 나빠져 소결시간이 길어지므로 생산성이 저하되며 

따라서 산화성 분위기 유지시간이 길어져 재산화 hematite의 

생성이 증가된다. 

2) 실 리 카(SiO~ ) 

소성시 대부분의 불순물들은 산화 되여 제거되지만 실리카만은 그 

대로 잔류하고 있어 생석회나 소석회의 품질저하 요인이 된다. 저l 철용 

에서는 로내의 염기도를 저하시키고 슬래그 (slag) 량을 증가시켜 철의 

실수율을 떨어뜨리는 요인이 된다. 대체적으로 탄산염암을 이용하는 

거의 전용도에서 실리카는 엄격하게 규제 받는 요소중의 하나이지만 

시멘트나 석골 재용에서는 특별한 규제대상은 아니다. 

3) 알루미나(Ab03 ) 

원광석 중에 Alz03의 성 분이 많으면 알루미 나 발란스 (balance) 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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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부원료의 사용량이 증가하게되는데 특히 제철용에서는 이때 슬래그 

의 볼륨 (volume) 이 증가하게 되여 출선량이 감소하게 되므로 규제를 

한다. 또 저온환원분화강도 저하로 고로 노황악화를 가져오므로 슬래 

그중에 15%이하로 유지되도록 원광석중의 함량을 규제하고 있다 그러 

나 내열성 및 내화학성을 가진 성분이기 때문에 유리등과 같은 요업용 

에 있어서는 경도 및 화학적 내구성을 증진시키고 광택도를 높게 하여 

별로 문제시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소성용에서는 로벽에 융착되거나 

로벽을 손상시키므로 규제대상이 된다. 

4) 마그네 숨(MgO) 

마그네슐성분은 고로 내에서 lining되여 로체수명을 연장시키는 

작용을 한다. 특히 제철용에서는 칼숨 (CaO) 과 더불어 염기성 강재를 

생성시키는 역할을 한다. 따라서 백운석은 MgO source원으로써 제철용 

에서 부원료로 대량으로 소비되고 있다. 또 마그네습성분은 실리카 성 

분과 더불어 고로에서 탈류반응을 일으키며 슬래그의 유통도 개선시킨 

다. 

그러나 시멘트용에 있어서는 알칼리성분과 더불어 균열의 원인이 되므 

로 엄격히 규제되며 원광중에 MgO성분이 많이 합유되어 있을 경우 연 

소 (soft burning) 하여 얻어진 석회석중의 MgO는 CaO보다 쉽게 소화하 

므로 생석회의 품질에 문제가 된다. 

5) 철분(Fe:z03 ) 및 기타 금속성분 

일반적으로 철분을 위시한 금속성분은 백색도를 좌우한다. 철분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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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망간성분은 흑색， 동성분은 푸른색 계통의 색상에 영향을 미치 

기 때문에 특히 색도를 중요시하는 용도 ， 즉 요엽용(유리 ， 탄산칼숨， 

백시멘트 등) 에서는 이들 성분의 규제를 엄격히 시행한다. 그러나 제 

철 및 시멘트 업종에서는 오히려 주 및 부원료로써 이용하고 있기 때 

문에 문제시되지 않는다. 

6) 알칼리 (K20, Na20) 

MgO성분과 더불어 균열의 원인이기 때문에 특히 시벤트 업종에서 

규제가 엄격하다. 

7) 기타 

풍화도도 일부엽종에서는 규제 대상이 된다. 풍화를 심하게 받은 

원석을 사용했을 때 그 효과는 결정도 차이에서 오는 효과만큼 제품에 

영향을 미친다. 따라서 가능한 원석은 신선한 것을 사용하는 것이 좋 

다. 

저I 4 절 광상 

광상으로서의 연구대상은 대석회암통과 기타 산발적으로 부존하는 

각 단위석회암층이다. 대석회암통은 전술한바와 같이 십여개의 단위 

석회암층(백운암층 포함 ) 으로 구성된다. 그림 2의 대석회암통 분포도에 

서 보면 광상은 대체로 40-45도 각도의 북동방향이며 전체적으로 머리 

가 북동쪽으로 놓인 쪽박의 형태이다. 광상의 동측한계는 강원도 명주 

군 강동면 낙풍리 일대의 동해와 맞닿는 지점이며 서측 연장부는 충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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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원군 덕산면 도전리 일대까지 확장되고 있다. 상기 두지역을 직선으 

로 잇는 동서 연장은 무려 110 -115 km에 이르며 북측( 엄격히 말하면 

북서측)한계인 강원도 평창군 대화면 방림리 일대에서 남측(남동측)한 

계인 강원도 삼척군 원덕면 풍곡리 일대까지의 남북연장은 70 -75km에 

이른다. 그러나 이렇게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되는 대석회암통도 전구 

간에 걸쳐 탄산염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탄산염암 사이 

사이에 셰일 (shal e) . 사암 (sands tone). 슬레이트 (slate) 및 규암 

(quartzite) 과 같은 소위 비탄산염물질 들도 협재하고 있으며 또한 화 

강암과 같은 관입암류동도 있다. 그림 2의 빈칸들은 모두 이런 비탄산 

염물질들이 자리하고 있던 곳이었으나 본도에서는 삭제하였다. 그럼 3 

은 생성 시기별(시대별)로 대석회암통의 분포현황을 표시한 그럼이고 

기타 구간의 석회암층은 그림 1을 참고 바란다. 광상주변의 지질을 개 

략적으로 언급해보면 다음과 같다. 

4-1 지질개요 

1) 대석회암통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지층들은 대체적으로 하부 고생대 

(cam- brian ordovician) 에 생성 된 것으로 알려 진다. 특히 탄산염 암층 

중 최고기의 풍촌층만 캠브리언 시대에 생성되었을뿐 나머지 들
 

충
 

모두 오-도뷔스기에 생성된 것틀이다. 따라서 대석회암통내에 부존하 

는 탄산염광물자원의 대부분은 캠브리언시대 이후에 생성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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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대석회암통이 속해있는 조선계는 강원도 삼척， 태백， 정선， 

평창， 영월지역과 태백산지역에 넓게 분포되며 일부는 충북 단양과 경 

북 문경지역까지 연장되고 있다. 단양 및 문경지역은 소위 옥천지향사 

대의 북동우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일부학자들에 의해서 몽역에 산재 

되는 석회암층 및 변성퇴적암류들을 조선누층군이라 하여 상기 조선계 

와 구분하기도 하나 본장에서는 분리시키지 않고 특히 석회암층(백운 

암층 포함)은 대석회암통에 편입시켜 조선계로 통일한다. 어쨌든 본 

조선계지층들은 암상， 층서 및 화석군의 차이에 의해 몇 가 지 유형으 

로 나누l 어 지는데 약술해보면 아래와 같다. 첨언할 점은 본고에서 언 

급되는 지층들의 이름이나 층서는 거의 태백산지질도(1 962 ， 태백산지 

하자원 조사단에 의해 간행)에서 인용한 것이며 이하 설명하는 각층의 

유형은 한국의 지질과 광물자원(1 982 ，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김옥준교 

수 정년퇴임기념 논문집)중 제 3장의 고생대층편에서 인용한 것임을 밝 

힌다. 

(1) 두위봉형(삼척-백운산향사지역) 

백운산향사를 중심으로 삼척군 일대와 영월군 동부지역에 넓게 발 

달되며 남쪽으로 단양 서부에까지 연장된다. 

본역에서 조선계는 선캠브리어기 (pre-cambrian) 의 화강변마암(태백산 

통)위에 부정합으로 놓여지며 하부의 양덕통과 상부의 대석회암통으로 

대분된다. 양덕통은 주로 변성퇴적암류들로 구성되는데 기저부에 규암 

층(장산규암)이 놓이고 그 상부에 슬래이트층(묘봉 슬래이트)이 정합 

적으로 피복한다. 

양덕통 상부에 다시 정합적인 관계로 대석회암통이 놓여진다. 전술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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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와 같이 대석회암통은 탄산염암과 비탄산염암으로 구성되는데 λL 닙 
。，-

로 갈수록 탄산염암의 출현빈도가 높아진다. 본통을 구성하는 각 지층 

들을 층서순에의해 나열해보면 하부로부터 풍촌석회암， 화절층 ， 동점 

규암， 두무동셰일 및 막동석회암이 질서정연하게 놓여진다. 그러나 일 

부에서는 풍촌석회암을 대기석회암으로 개칭하여 부르기도 하며 화절 

층을 세송슬래이트와 상부화절로 나누기도 한다. 또 tJJ. ~λ4 승1 ò J. ..., 0 ...,..., 0 
λL 님 
。，-

에 직운산 셰일과 두위봉 석회암을 추가하여 태백산 지질도보다 서너 

개의 지층을 더 추가하여 세분하고 있다. 본형에서 이용할수 있는 탄 

산염광물자원은 풍촌석회암과 막동석회암이 있으나 본고에서는 풍촌석 

회암은 생략하고(윗장에서 설명) 막동석회암에 대한 것만 연구코자 하 

며 상세한 내용은 뒷장 광상변에서 설명토록 하겠다. 

(2 ) 영월형(영월지역) 

백운산향사대의 서부에 위치한 영월군일대와 제천， 영춘， 단양서 

부지역에 넓게 분포한다. 하부로부터 삼방산층， 마차리층， 흥월리층 

(와곡층) , 삼태산층(문곡층) , 영흉층으로 놓여진다. 본형에서는 흥월 

리， 삼태산， 영흥층이 탄산염광물자원으로 중요하며 뒷장 광상변에서 

상세하게 다루도록 하겠다. 

(3) 정선형(정선지역) 

백운산향사대의 북서부에 위치하며 정선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두 

위봉형과 같은 지층들로 구성되어 하부에 양덕통(장산규암 및 묘봉슬 

래이트)이 놓여지고 그 위에 대석회암통의 풍촌석회암， 화절층， 동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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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암， 두무동셰일， 막동석회암 및 정선석회암이 놓인다. 일부에서는 

정선석회암을 세분하여 주로 상부구간을 행매층과 회동리층으로 나누 

기도 한다. 회몽리층은 시대적으로 사일루리아기에 속하는 것으르 알 

려져 캠브로 오도뷔스기인 대석회암통과는 시대를 달러한다. 

(4 ) 기 타형 

지역적으로는 평창， 단양， 문경지역에도 하부고생대의 조선계(일 

부에서는 조선누층군으로 명명)가 분포하고 있다. 평창일대에 분포하 

고 있는 조선계는 종래 명창형으로 알려져왔다. 그러나 본 지역의 조 

선계는 타지역에 비하여 층서구분과 대비에 많은 이론들이 있는데 이 

중에서 정창회(1 979 )의 것을 인용해보면 이렇다. 명창지역의 조선계지 

층을 하부로부터 장산규암， 묘봉슬래이트， 풍촌석회암， 대하리층， 입 

탄리층， 정선석회암으로 구분하고 백운산향사대의 두위봉형 조선계와 

대비를 시도하였다. 이들 지충중 하부의 3개층은 암상에 있어서 두위 

봉형 조선계의 지층들과 유사하여 이틀과의 대비가 가능하였으며 또 

대하리층은 일군의 쇄설성 퇴적암류를 개칭한 것으로 동점규암에 대비 

될 가능성을 시사하였다. 이후 입탄리층이 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다시 

정선석회암에 의해 정합적으로 덮혀진다. 이상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펑창지역의 조선계는 타지역에 비하여 아직도 층서구분과 대비에 많은 

이론이 있음을 밝히고 있다 . 김남장외(1 967)는 본지역 내에서의 조선 

계를 하부로부터 부곡리층， 화천리층 빛 고운리층으로 분류하였다. 부 

곡리층은 주로 백색 내지 회색석회암으로 구성되고 박층의 사암과 셰 

일이 협재된 층이며 화천리층은 석회규산염암이 우세한 층으로 두위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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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의 화절층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았다. 고운리층은 주로 암갈색 변질 

천매암질암으로써 사질암과 석회암이 협재된 층이다. 이밖에 조선계로 

생각되는 퇴적층들이 옥천 지향사대내와 그의 남방연변 지역에 산재한 

다고 보고하고 있다. 

2) 기타 석회암층 

본 석회암층은 전술한 대석회암통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의 석회암 

을 통칭한 것이다. 

본 석회암층은 광범위한 지역(경기， 강원， 경북， 충남， 전북， 전남 ， 

등 거의 국내 전지역)에 걸쳐 다양한 지층에서 산출되고 있으며 생성 

시기별로 분류해 보면 다음과 같이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눌수 있다. 

(1) 고기(古期) 석회암 (Pre-cambrian limestone) 

한반도에는 반도의 통과 서를 비스틈히 가로지르는 거대한 mass의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류가 2조 발달되고 있다. 

첫 번째의 것은 경기 및 강원 북부지역 일대에 주로 분포하면서 그 서 

남연장부는 충남의 서해안 일대까지 확장되는 소위 경기육괴 (Gyeonggi 

Mass i f)라고 명명된 대 규모의 고기 암석대이며 툴째번 것이 경북 중 

부내륙지역， 즉 안동을 중심으로 울진-영덕으로 이어지는 동해안 일대 

와 경남북의 중부내륙을 관통하여 남해안까지 확장연장되는 역시 대규 

모의 고기 암석대인 영남육괴 (Ryeongnam Massif) 가 바로 그것이다. (그 

럼 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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몽 고기암석대는 주로 변성암류인 호강편마암 (banded gnei S5) , 화강암 

질 편마암 (granitic gneiss) , 각성암( amph i bo 1 i te ) , 규임 (quartzite) 

등으로 이루어지며 주변부에 시대비상의 화강암류와 변성퇴적암류를 

포획히기도 한다. 

석회암은 이을 암석중에 소규모로 포켓상 (pocket type) 으로 배태되며 

대 부 분 변 질 을 심 하 게 받 아 규 화 (siliclfied) 되 며 석 회 규 산 염 암 

(calc-silicate rocks) 으로 변 했거 나 재 결 정 화 (recrystallization) 로 

주로 거정질 석회암으로 변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이틀 포켓상 석회암류는 경기륙괴에서는 춘천-가평-흥천 일대와 서산-

당진-아산 등의 서해안 일대에서 산발적으로 소규모로 배태되고 。1 。

h ‘ -

며 영남육괴의 것에는 안동-현동-울진 일대와 금산-장계 일대의 것이 

대표적이다， (그림 l 참조) 

이들 석회암류는 안동， 금산， 및 동해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개발 

이 극히 저조한 상태다. 

(2) 시 대 미 상 석 회 암 (Age unknown limestone) 

그림 4 에서 보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 역시 동서를 비스듬 

히 절단하는 거대한 mass의 암석대가 가로 놓이는데 이 암석대를 옥천 

지향사대라고 한다. 

동 지 향사대 내에는 않은 종류의 변성퇴 적 암류 (phyllite ， slate , 

quartzite , graphite , chlorite schist 등)들어 있으며 이들 변성퇴적 

。L 흐르 
D " 

내에서 가늘고 긴 랜즈상 (lenticular shape) 으로나 혹은 이들과 

서로 교호하면서 석회암이 산출되고 있다.이들 석회암을 배태하는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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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2 Distribution map of the Great Limestone 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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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퇴적암류들도 층서적으로 대단히 않은 종류의 지층명으로 분류되어 

있으며 중요한 몇가지만 나열해 보면 다음과 같다. 

마노리층， 창리층， 운교리층， 북노리층， 계명산층， 항강리층， 향산리 

층， 장암리층， 문주리층， 화산리층， 마전리층 등이 그것이다 이들 층 

들의 대부분은 생성시기가 아직까지 밝혀지지 않은 시대미상의 것들이 

다. 

( 3) 캠브로-오도뷔시언 석회암 (Cambrian-Ordovician limestone) 

국내에 그 산출이 알려진 석회암중 상기시대에 걸쳐 생성된 것으 

로 확인되는 것은 대석회암통의 석회암들이다. 

그러나 대석회암통 외에도 국내에는 상기시대에 걸쳐 생성된 것으로 

알려지는 석회암의 산출이 몇군데서 확인되는에 바로 충북 영동군 일 

대와 강원 동해안의 후포리 일대의 것이 그것이다. (그럼 1 지질도 참조) 

이들 석회암층은 대석회암통과 마찬가지로 캠브리언 후기에서 오도뷔 

시언 전기에 이르는 시대동안 생성된 것으로 알려지며 대석회암통과는 

지리적으로 먼 거리에서 생성된 것이지만 억시 조선계로 대표되는 석 

회암층이다. 

후포리 일대의 것은 규모가 다소 커서 오래전 부터 제철용 소재로 이 

용이 되어 왔으나 영동 일대의 것은 광체의 규모도 작고 품위도 저급 

이어서 현재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산업계에 이용이 전혀 되지 않고 

있다. 

4-2 광상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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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석회암통 

전술한 바와 같이 광상은 대석회암통내의 각단위 석회암층(백운암 

층 포함)이다. 광상은 하부로부터 풍촌， 마차리， 흥월리，삼태산， 영 

흥， 석영산， 막동 ， 정선， 고성， 부곡리， 화천리 고운리 및 흥점층으 

로 구성되며(그럼 2 참조) 이들중에서 순수한 석회암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층은 풍존과 흥점층 뿐이며 나머지는 모두 석회암과 백운암의 호 

층이거나 아니면 백운석질 석회암， 또는 백운암 및 석회규산염으로 구 

성된 층들이다. 이들을 조금더 세분하면 풍촌과 흉점은 석회암층， 흥 

월리와 영흥은 백운암층， 막몽， 삼태산 및 고성은 석회암이 우세한 호 

층， 석병산， 정선은 백운석이 우세한 호층 또 부곡리 ， 화천리， 고운리 

는 석회규산염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또 이들을 구성하는 방해석(백 

운석 포함)결정의 크기 (grain size) 에 따라 크게 결정질 (crystall ine) 

과 비정질 (non-crystalline ， 사실은 cryptocrystal -line) 로 나누어 

각층들의 석회암 입도를 개략적으로 나누면 흥월리， 막동， 정선， 홍점 

은 비정질암으로 분류되고 마차리， 영흥， 석영산， 삼태산， 고성， 부곡 

리， 화천리， 고운리는 결정질로 분류되어 전자는 소성용으로 그리고 

후자는 분채용으로 나눌 수 있다. 또 각층틀을 암상 (lithofacies) 별로 

분류해보면 판상 (platy) 및 괴상 (massive) 형의 두 가지 유형으로 나눌 

수가 있다. 전자와 같은 유형에는 막동， 정선， 영흥， 마차리， 화천리 

등이 있고 후자에는 흥월리， 석병산， 삼태산， 고성， 흥점이 있다. 각 

단위 석회암층(백운암층 포함)의 부존면적은 천차만별이다. 또 통일층 

중에도 지역에 따라 부존면적에 현격한 차이를 보이는 것들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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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분포면적만 따져서 가장 넓은 구역을 차지하고 있는 것이 막동 

층(풍촌층 제외)이며 그 다음이 정선층이다. 세번째로 큰 것은 삼태산 

층이며 그 다음이 흥월리층이다. 그 다음은 부곡리， 석병산， 화천리， 

마차리， 고성， 고운리 등의 순이며 흥점은 대석회암통 분포지역의 거 

의 전역에 걸쳐 부존되고 있으나 실제 석회암이 산출되고 있는 구간은 

제천， 단양， 영월일대에만 한정되고 있어서 실제 부존량에 있어서는 

가장 적은 규모이다. 각개 단위 석회암층(백운암층 포함)에 대한 광상 

을 각론해보면 아래와 같다. 

(1) 풍촌층 

본층은 뛰어난 품질로 인해 일찍부터 활발하게 개발이 이루어져 

왔을 뿐만 아니라 비교적 다른 층들에 비해 용도개발과 품질분류가 잘 

이루어져 있는 관계로 해서 금번에 연구대상에서 제외시켰다. 

(2) 마차리 층 

본층은 거의 남북으로 길게 띠모양 (belt type) 으로 분포하며 윗부 

분이 쪽박형태로 휘어져 지팡이처럼 보인다. 윗부분은 또한 가늘고 긴 

몇 가닥의 실처럼 늘어져 마치 수양버들이 그들의 가지를 늘어뜨리듯 

한 모습을 보이는 특이한 형태이다. 본층의 상한은 영월군 북면과 평 

창군 평창읍의 경계지점 이며 하한은 영월군 남면 조전리 고사골 일대 

이다. 본층의 동서연장은 윗부분에서는(머리부분) 9.5km . 아랫부분(꼬 

리부분)에서는 3.5km이다. 전체적으로 두꺼운 곳은 lkm 내외， 그리고 

앓은 곳은 250 - 300m 내외로써 명균적으로 400 - 500m의 두께를 나타낸 

다. 남북연장은 24 - 25km이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수는 모두 4개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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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의 머리부분(위부분)에서 1 개， 또 허리부분에서 2개， 나머지는 

꼬리부분(아랫부분)에서 채취하였다. (그럼 3 시료채취부분 참조) 시료 

번호는 34 , 36 , 61 , 137번이며 이중 36번 시료는 층의 상부. 61 및 

137번시료는 층의 중부， 그러고 34번 시료는 하부구간에 해당된다. 이 

들 4개시료에 대한 major 5개성분 (CaO ， Si02. ~lgO ， -\1203 . Fe203) 의 분 

석결과 36번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시료 모두 .\lgO 성분이 20.0%를 

상회하는 양질의 0010mite층으로 밝혀졌다. 36번 시료도 \IgO성분이 

11.68%로써 001 om i t i c 1 i mes tone이며 상대적으로 실리카 (S i 02) 성 분이 

29.49% 로써 규화된 구간임을 나타낸다. 따라서 본 층의 major 5개성 

분의 평 균은 CaO 20.50% , Si02. 8. 27% , ~lgO 18.90% , -\1 203 1.40% , 

Fe203 0.61%의 전형적인 백운암층이다. 나머지 major 5성분( K20 , 

Na20 , T i 02. ~ lnO ， P205) 은 다른 층들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 minor 성분은 3개시료 (34 ， 36 , 61 번)분석결과 평균 .x s 3. 66ppm , 

Ba 20. 93ppm , Co 2.80ppm , Cr <I ppm , Cu 4.4ppm , Zn 8.42ppm 으로써 

전반적으로 통상수준이나 Ba 성분이 타성분에 비해 약간 높게 나온다. 

본층시료에서 시행한 물성은 pH와 19loss 이다. 3개시료 측정결과 pH 

값은 9.20 , 9.10 , 9.45 로써 대부분 약 염기성-염기성을 나타내며 

19loss 시험에서는 47.14% , 29.50% , 47.05% 로써 2개시료는 정상치를 

나타내나 하나는 상당히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동시료가 실리카 

함량이 30%에 육박하는 변질대이기 때문에 낮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측 

된다. 따라서 본 층의 용도는 전체적으로 농업용(고토질비료)이나 요 

엄용(염기성 내화물)으로 이용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태백산 

지질도(1 962 )에 의하면 본층의 두께는 삼태산 지구에서 대략 400여 m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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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3.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of Machari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τ i5ζ「 시료 | 화 학 λ。4 님 (%) 1 비 τr 

별 번호 Si02 .-\ 1203 Fe203 CaO ' lgO K20 '\a20 Ti02 \InO P205 ~ι-

34 0.46 0.03 0. 19 28.86 22.43 0.005 0.039 0.029 0. 011 I 0.007 
ìVla 

36 29.49 4.93 1. 57 20. 24 11.68 1. 61 0.04 0.28 0.015 0.08 
cha 

61 I 0.42 0.06 0.21 28. 76 22.49 0.02 0.02 0. 031 0.014 0.006 
r~ 

0.61 0.48 133.00 19.02 O. 13 0.02 0.06 0.011 0.018 

전 체 펴。 균 
백운암， 유화대， 니질대 

지 시료 제외 

역번호 화 학 성 분( % ) 화 학 성 분( % ) 
비 

‘ ::J.‘-

CaO Si02 ~lgO .\1 203 Fe203 CaO Si02 ~lgO . .1. 1203 Fe203 
34 , 

영 36 
34 61 137은 

20.50 8.27 18.90 1. 40 0.61 dolomite 36은 
월 61 , silica (29.49%) 

137 

To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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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층에 대한 용도분류는 그럼 13에 표시했으며 

각성분별 분석치와 물성치는 표 3를 참고하기 바란다. 

( 3 ) 흥월리층 

본 층은 영월， 제천 및 단양의 세 지역으로 나뒤어서 부존되고 있 

다. 이중에서 영월지역의 것이 가장 규모가 큰데 그 상한은 마차리층 

과 마찬가지로 평창군과 영월군의 경계지점에서부터 시작하여 하한은 

영춘면 별방리 일대까지 연장되고 있다. 본 층도 본 역에서는 마차리 

층과 마찬가지로 긴 남북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그 연장은 무려 28 

-30km에 이른다. 또 동서 연장은 7-8 km에 달하는， 전체적으로는 직 

사각형의 꼴을 하고 있다. 본 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3개이며( 35 , 

37 , 63) 이중 35번시료는 하부， 그러고 나머지 둘은 중부구간에 해당 

된다. 35번시료는 CaO 53.86% , Si02 1.29% , MgO 0.60% , R20S 0.29%로써 

고품질을 나타낸다. 반면에 37번 및 63번 시료는 각각 CaO 27.98% , 

27.95% , MgO 20.06% , 20.92% 로써 양질의 Dolomite 이다. 나머지 

major 성분 (K20 ， Na20 , Ti02 , ~lnO ， P20S) 은 큰 변화가 없다. 본 층에서 

minor성 분의 브서 R 
l..!... -, -'L- 이루어지지 않았다. 물성시험치에서는 pH값에서 

9.10 , 9.40 , 9.36의 염 기 성 을 나타내 며 Igloss는 43.18% , 43.32% , 

44.08%로써 정상적인 값을 보인다. 따라서 본 역의 흥월리는 35번 시 

료구간은 화공용이나 제철제강용으로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나 

머지 구간은 요엽(염기성 내화물)이나 농업(고토질 비료)용으로 이용 

이 바람직 할 것으로 생각된다. 

제천지역의 것은 영월군 서면 덕상리를 상한으로 해서 하한이 단양군 

어상천면 율곡리까지 이어지는 ， 직삼각형을 역으로 엎어 놓은 듯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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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나타내는 광체이다. 역시 층은 거의 남북방향으로 발달하며 동방 

향으로의 연장은 23 - 25km에 달한다. 동서연장은 넓은 곳이 5.5-6.0 

km , 좁은 곳은 1.0 -1.5 km 정도이다. 본 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5개이 며 (39 , 40 , 56 , 58 , 59) 40번은 윗부분을， 39 , 59번은 중간부분 

을， 그리고 나머지는 아랫부분을 대표한다. 39 , 40 , 56번 시료는 CaO 

47.40% , 49.88% , 51.17% , Si02 4.02% , 3.50% , 4.10% , MgO 4.20 , 1.49 , 

0.75% , 그리고 R205 1. 57 , 2.02 , 1. 07%로써 대체로 시멘트용 으로서는 

양호한 품질이다. 나머지 둘은 CaO 43.41 , 33.84% , Si02 9.61 , 

14.11% , MgO 4.24 , 11. 03% , R205 2.33 , 1. 95% 로써 적 당한 이 용도가 

없는 품질임이 확인된다. 또 나머지 major 성분중 K20성분이 이들 2개 

시료 (58 ， 59 )에서 1.23%와 1. 27%로써 다소 높게 나타난다. 나머지 성분 

은 다른 시료들과 대통소이한 양상을 보인다 minor 성분은 59번시료 

하나만 분석 이 이 루어 졌는데 Ba 값이 26ppm , 기 타 Co , Cr , Cu , Zn , 

A5값은 거의 <I ppm의 극히 낮은 값을 보여준다. 물성치는 pH값에서 5 

개 시 료모두 9.0-9.32의 염 기 성 을 나타내 며 191055값은 43.04 , 42.03 , 

41. 67 , 39.25 , 38.01%로써 39 ， 40 ， 56번시 료는 정 상적 인 값을 나타내나 

58 , 59번시료는 역시 불순물들 (Si02 ， R205 , K20등과 같은 

argillaceou5 materia15) 의 량이 증가되여 191055값이 낮은 것으로 추 

측된다. 본역시료중 59번시료를 백색도(‘vh i tene55 ) 측정한 결과 71 로 

써 극히 저조한 값을 나타낸다. 

단양지역은 상기 영월， 제천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산발적으로 몇 군데에 흩어져 분포한다. 이들중 비교적 규모가 

큰 것이 매포읍을 대각선으로 가로지르는 것으로 대략 N20 - 25 11'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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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향을 나타내는 것이다. 본 층의 상한은 단양군 금성면 호병산 일 

대이며 하한은 단양군 적성면 상리 일대이다. 그 외 단양군 금성면 대 

장리， 파랑리 일대에도 본 층의 분포가 확인되나 극히 규모가 작은 몇 

개의 광체가 산발적으로 산재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밖에 제원군 수산 

면과 정풍면 일대의 화천리층 내에서도 소규모로 본 층이 협재되고 있 

다. 이들은 대부분 규모가 작아 광상으로써의 개발가치는 。J 느二 
닙J.. ~'- 것으로 

판단된다. 규모가 큰 매포일대의 것은 남북연장이 12-12.5km. 동서연 

장은 큰 것 이 4.5-5km , 작은 것 이 l. 5 - 2km 정 도이 다 . 본 층 에 서 채 

취한 시료는 모두 3개이며 (44 ， 48 , 53 , 73) 44 , 48 , 53번시료는 주광 

체(매포읍 일대)에서 그리고 73번시료는 화천리층 내의 것이다 major 

5성분 분석결과 주광체 시료들은 모두 실리카 (Si02) 함량이 1 l. 73 , 

39.74 , 22.07 %의 규화대 로 밝혀 졌으며 ~lgO 성 분은 각각 l. 22 , l. 28 , 

0.69% 로써 지극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 그러나 화천리층 내의 것은 

~lgO값이 2 l. 42 %로써 양질의 Dolomite임이 확인된다 K20 ， \J a20 , 

Ti 02 , ~ lnO ， P205 등과 같은 나머 지 major 성 분들은 타 지 역 의 층들에 

서 보여주는 값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minor 성분은 44번 

과 48번 두 개시료에 대하여 시험한 결과 44번 시료에 비하여 48번시 

료에서 6개성분 (As ， Ba , Cu , Co , Cr , Zn) 의 모든 값이 높게 나타난 

다. 즉 Cu치는 44번 시료에서 4.7ppm 인데 반해 48번시료에서는 

12ppm이나 높아져 있고 Ba 성분에서도 44번시료는 33ppm 인데 반해 48 

번시료 에서는 150ppm을 나타내는 등 모든 값에서 48번시료에서 높은 

값을 보여준다. 일반적으로 동수치는 다른 층， 예를 들면 막동층이나 

흥점， 혹은 마차리층 등에 비해서도 다소 높은 수치이다. 물성치는 p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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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ble 5-4. Chemical compos itions (major 10 elements ) of Heongwo lri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 

~ 시료 화 학 λ。4 님 (%) 비 -‘:!一-

별 번호 Si02 .\ b 03 Fe203 CaO \IgO K20 l'\a20 Ti02 ~ lnO P205 .:î:!.‘-

H 35 1. 29 0.19 0.10 53. 86 0. 60 0.11 0.011 0.025 0.004 0.012 

e 37 7.77 0.61 0.31 27.98 20.06 0.20 0.037 0.05 0.008 0.013 

39 4.02 0.63 0. 94 47.40 4.20 0.34 0.22 0.04 0.02 0. 027 
。

40 3.50 1. 47 0.55 49.88 1. 49 0.48 0. 43 0.09 0.011 0.03 
n 44 11.73 1. 60 0. 46 46 . 55 1. 22 0.86 0.01 0.09 0.003 0.03 

g 48 39. 74 10. 97 3. 64 20. 41 1. 28 4.52 0. 06 0.47 0. 026 0.12 

53 22.07 1. 43 0. 37 41. 21 0. 69 0. 50 (0.01 0.07 0. 003 0.021 
\1..' 

56 4.10 O. 73 0.34 51. 17 O. 75 0.65 (0.01 0.09 0.001 0.030 
。

58 9.61 1. 27 1. 06 43 . 41 4.24 1. 23 0.01 0.09 0.016 0. 036 
1 

59 14 . 11 1. 42 0.53 33 . 84 11.03 1. 27 0.004 0.025 
r、

63 5.01 0.74 0.65 27.95 20. 92 0. 64 0.03 0.09 0.028 0. 06 

l 73 14 . 38 O. 73 0.67 28.26 21. 42 0. 14 0.03 0. 06 0. 020 0. 14 

지 시료 
처'-' 체 펴。 --」T「T-- 백운암， 규화대，니질대 제외 

화 학 성 분(% ) 화 학 성 분( % ) 비 
。「j 번호 

고 

CaO Si02 \lgO . .\ 1203 Fe203 CaO Si02 ~ lgO .~ 1203 Fe203 
。。j 35.37 36.59 4.69 13.86 0.51 0.35 53.86 1. 29 0.60 0. 19 0.10 37 ， 63은 

월 63 dolomi te 
59 는 si 1 ica 

제 39.40 (14.11%) 빛 

천 
5658 45. 14 7.06 4.34 1. 10 0. 68 45.14 7.06 4. 34 1. 10 0.68 dolomitic 

59 1 imestone 
(11. 03%) 

단 44 48 ， 53은 

。。ε
48 32. 15 19.44 11.24 2.69 1. 08 43.88 16.9 0.95 1. 51 0.41 si 1 ica 

53. 73 (39.74%,22.07%) 

Total 37.96 10.39 9. 81 1. 43 O. 70 47.62 8.45 1. 96 0.93 0.6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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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이 9.10 , 9.20. 9.25. 9.41 로써 4개시 료 공히 염 기 성 을 나타낸다. 

Igloss는 48번시료를 빼고는 3개시료 모두 40.0%미만의 지조한 값을 

보이는데 이것은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3개시료중에 함유되는 실리카 

함량이 높은 것이 그 원인일 것으로 추측한다. 백색도값은 44번시료는 

63으로써 아주 낮은 값을 보이며 48번시료는 86으로써 B-C급의 다소 

높은 백색도를 나타낸다. 본 층은 일반적으로 백운암층으로 알려져 있 

으나 층의 중간중간에 양질의 석회암층이 협재되기도 한다. 따라서 전 

반적으로 본 층은 양질의 Dolomite 구간은 요업용(염기성 내화물)이나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그리고 석회암층은 철강용이나 화공용으로 

의 이용이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이것은 본 층에 대한 일반적 

인 상식선에서 분류한 것일 뿐 실제 본 층에서 채취한 시료들 중에는 

상당수가 상기 용도에 부적합한 것으로 시험결과치는 밝히고 있다. 본 

층에 대한 용도분류는 뒷장에서 다시 상세하게 다루게 될 것이다. 태 

백산 지질도에 의하면 본 층의 실제두께는 삼태산， 갑산， 영월-단양지 

구 등에서 대략 380m 내외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본 층에 대한 용 

도분류는 그림 13에서 볼 수 있으며 성분분석치 및 물성시험 결과치는 

표 -4에 기재하였다. 

( 4 ) 삼태산층 

본 층은 분포면적만 따지면 박동， 정선과 더불어 상당히 큰 규모 

에 속한다. 그러나 층의 중간중간에 흥월리와 흥점층이 끼어들어와 실 

제로는 그렇게 넓은 면적은 아니다. 1 50 , 000 축척의 지질도에서 보 

면 본 층은 층의 중간중간에 흥월리 및 흥점층이 끼여들어와 층이 여 

러 가닥의 가늘고 긴 띠모양 (belt type)으로 분리되어 전체적으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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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치 본 층이 이틀 층에 협채되여 있는 듯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럼 -1 

에서 보면 본 층의 북단은 꼭 해마나 도룡용의 머리부분과 흡사한 모 

습을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북몽으로 편중된 직사각형의 꼴을 하고 있 

다. 본 층의 상한은 평창군 주천면 장충리 일대이며 하한은 단양군 단 

양읍 회산리 일대이다. 또 서측 한계는 중원군 청풍면 장선리， 적덕리 

일대로써 본 지역의 삼태산층은 주광체에서 벗어나 분리된 소규모의 

것이다. 본 층의 남북연장은 최대 29 ~ 30km , 최소 11 ~ 12km 이며 동서 

연장은 큰 것이 2.5km , 작은 것이 600 ~ 800m 정도이다. 본 。

-
」

-
즈
 

( 
] 분포 

지역별로 영월， 영춘， 단양의 3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본 층에서 채 

취한 시료는 모두 137H 이며 이중에서 영월지역이 3개(1 38 ， 139 , 140) , 

영춘지역에서 4개 (38 ， 43 , 57 , 64) , 나머지 6개 (52 ， 54 , 68 , 70 , 71 , 

117) 는 단양지역에서 채취한 것이다. 먼저 major 5성분을 보면 3지역 

중 펑균치에서 CaO는 영월이 44.52% , 영춘 39.06% , 단양 38.02%로써 

영춘， 단양지역은 40%에도 못 미치는 낮은 값을 나타낸다. 각 지역별 

로 개별시료를 살펴보면 영월의 138번시료는 CaO 51.03% , SiOz 5.41% , 

MgO 0.86 %의 양질의 시멘트용 원료이다. 그러나 139 , 140번시료는 

CaO 값이 34.72% , 47.83% , SiOz 6.95% , 3.16% , MgO 13.71% , 4.58%로써 

시멘트는 물론 요업이나 농업용에도 부적합한 값이다. 영춘지역은 38 

번 빛 43번 시료채취 지역은 CaO 49.12% , 48.75% , SiOz 3.15% , 2.65% , 

~lgO 3.56% , 3.73% 의 양질의 시멘트 원료이나 MgO 성분이 규제수치인 

3.0%를 약간 상회 하는게 다소 흠이다. 57 , 64번시료는 CaO 27.75% , 

30.62% , SiOz 11. 71% , 13.82% , MgO 16.42% , 16.40%의 시벤트， 요업， 

농업용등 어느 쪽에도 부적합한 품질이다. 단양은 54 , 71 번 시료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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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빼고는 모두가 Dolornite 아니면 Dolornitic limest one이다. 특히 54 

번은 CaO 가 54.19%, Si 02 1. 31 %, ~lg0 0.42%의 고품위대로써 제철용으 

로 충분히 사용이 가능한 품질이다. 또 71 번 시료구간도 54번만은 못 

하나 시멘트용으로는 훌륭한 원료이다. 나머지 4개시료는 52 , 70번 시 

료는 ~1g0값이 18.0 - 21. 0%를 상회하는 양질의 Dolornite 이나 68 , 117 

번 시료는 CaO 38 . 43%, 26.07%, Si02 4.61 %, 15.23%, ~lg0 11.58%, 

14.45%의 Dolornitic limestone 이다. 나머지 rnajor 성분은 타 층들과 

대동소이하나 다만 117번시료에서 K20 성분이 2.11 %로써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rninor성분은 57번시료에서 Ba 값이 52번의 (1, 54번의 2.9 , 

64번의 2.1 , 71 번의 1. 3 , 70번의 17에 비해 59pprn으로써 λ~C~ 히 
。 o ~I 은

 
높
 

값을 보여주며 또 64번의 Zn 값이 49ppm으로써 타구간의 8 , 11 , 17pprn 

에 비해 월등히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 나머지 Co , Cu , Cr , .l，. s성분은 

(1- 2. 4pprn의 극 미량을 나타낸다. 물성치는 pH에서 38번 시료구간이 

8.20으로 중성-약염기성을 나타내며 다른 구간은 9.10에서 9.43으로 

대부분 약염기-염기성이다. 64번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를 백색도를 측 

정해본 결과 65의 저조한 값을 나타낸다. 태백산지질도에 의하면 본 

층의 실제 두께는 갑산~삼태산지구에서는 대략 400m 내외， 그러고 영 

월~단양지구에서는 180m정도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 본 층에 대한 

용도분류는 그럼 13에 표시하였으며 표-5에서는 본 층에서 채취한 시료 

트;" 01 λ4 는L 는!. λ4 
E프 --J 0 -1...!...- -l..!- -, 결과와 불성시험 자료가 수록되여 있으니 참고하기 바 

란다. 

( 5 ) 영흥층 

본 층의 동단은 정선층에 의해 ， 동남단은 막동층에 의해 그리고 

서단은 홍점층에 의해 경계되고 있으며 본 층은 마치 군화를 뒤집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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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5.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of Samtaisan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층 1 λl 료 화 학 λ。4 1=1 (% ) t:J::"" 

별 번호 SiOz -\lz03 FeZ03 CaO ~ lgO kzO I \lazO TiOz ~ lnO PzOs 

38 3.15 0.58 0.34 49.12 3.56 0.25 0.005 0.04 0.001 0.021 

43 2.65 0.49 0.64 48. 75 3. 73 o. 12 0.002 0.14 0.01 0.06 

52 0.76 006 025 29.30 21. 82 0.04 0.02 0.034 0.007 0.007 

54 1. 31 0.25 0.08 54.19 0.42 0.06 <0.01 0.024 0.001 0.007 

S 57 11. 71 1. 77 1. 75 27. 75 16.42 2. 10 0.05 0.16 0. 032 0.041 

a 64 13.82 30.62 16.40 0.05 0.01 0.08 0.034 0.035 

m 68 4.61 0. 60 0.45 38.43 11.58 0.42 <0.01 0.05 0.001 0. 019 

t 70 8.66 0.89 0.68 27.97 18.86 0.81 0.19 0.07 0.010 0.020 

a 71 4.19 0.25 0.31 52.19 1. 23 0.02 <0.01 0.023 0.004 0.009 

1 72 4.27 0.37 0.46 32.04 21. 24 <0.01 0.01 0.06 0.06 0.008 

s 74 4.23 0.37 0.29 28.62 21. 36 <0.01 0.10 0.040 0.041 0.06 

a 75 12. 03 0. 59 0.24 28.81 19.78 0.01 0.05 0.037 0.027 0.042 

n 117 15.23 3. 86 1. 62 26.07 14.45 2.11 0.02 0.29 0.015 o. 10 

118 5. 99 0. 80 0.39 50.45 0. 80 0.48 <0.01 0.05 0.005 0.019 

138 5.41 0.55 o. 76 51. 03 086 0.22 <0.01 0.05 0.021 0. 15 

139 6.95 0.88 0.91 34.72 13.71 0.38 0.01 0.07 0.006 0.027 

140 3.16 0.41 0. 22 47.83 4.58 0.08 0.02 0.041 0.009 0.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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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 시료 
역 j 번호 

?I
’ 

& 

때
 一%
ω겁
 던
 여

-
m
ι
 
% 

%m 

m 
n 
n 

@익
웰1
「
에
이
니I
E
l
 

낸
써
익
 

「~ 

iI CaO ISiOzl ~ lgO I웰IFez03 11 CaO핍삐\ I웰쐐딴밟L 
띠39은 do lomiti c 

44 . 52 15.17 1 6. 38 10.61 ! O. 63 11 49. 43 ! 4. 28 12. 72 10. 48 i 0.49 i! 1 i rnestone 

\ IgO 13 71';1;) 

57 ， 64는 

do lornitic 
39.06 17.83 110.02 11.04 1 0.87 ~ 48.93 1 2.90 1 3 . 64 1 0.53 1 0.49 

38.02 1 5.79 1 11.39 I o.98 I o.56 ~ 53.19 1 2.75 I o.82 I o.25 1 0.19 

1 imestone 

(16.42%) 

52 , 70은 

dolorni te 
68은 d이。rniti c 

lirnestone(11.58%) 

117은 si 1 ica 
(1 5. 23%) 및 

dolornitic 
lirnestone(14.45%) 

”ι
 껴
 

화
。
 강 
리
 

Total 

75 

118 

34.98 6.63 15.790.53 0.34 50.45 5.99 0.80 10.80 

0.39 11 

0.39 
72 , 74 , 75는 

dolorni te 

화 학 성 분 (%ì 

층 펄시료번호i siO2 ! A삐 F82에 @ j h/1go f %0 • Na20 ! Ti02 MnO 많 i 비 고 
η ! 4 낀 1 0 암 1 0.46 I 앓 04 I 21 갱 I <0.01 1 0.01 0.06 I 0.06 i 0.008 i 

Haw j 74 1 4.23 1 0 에 0.29 I 엉 62 I 21.36 1 <0,01 i 0.10 I 0,040 1 0.041 1 0.06 1 

t.,.; l .lU “ | 검 1 12.03 I 0.59 I 0 경 I 28.81 1 19.78 I 0.01 1 0 떠 I 0.037 I 0.027 I 0.042 I 

ll8 1 5.99 1 0.80 1 0.39 1 50.45 I 0.80 I 0 얘 1 <0.01 I 0.05 1 0.005 1 0.019 1 

전 체 며Q 균 | 백운암， 규화대， 니질대 제외 
지역 시료변호 화 학 성 분(%) 화 학 성 분(%) 비 고 

CaO I Siα MgO AbÜ3 F않03 CaO Si02 MgO AbÜ3 IFezÜ3 

황강리 
72 , 74 

15.79 0.53 0.34 50.45 5.99 0,80 72, 74, 75는 dolomite 
75, 118 

T o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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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6.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of Youngheong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시료 화 학 λ。4 τ 닝r (% ) 
층별 

번호 
비고 

Si02 .-\ 1203 Fe203 CaO ~lg0 K20 Na20 Ti02 ~ lnO P20S 

29 3.29 0.55 0.46 29.29 19.89 0.16 0.025 0.05 0.003 0.015 

Young 30 1. 85 0.25 0.83 29.01 21. 58 0. 07 0.03 0.04 0.007 0.013 

60 1. 34 0.21 0.43 28.64 21. 91 0. 02 0.01 0031 0. 013 0.007 

he。ng { 62 3.35 0.40 0.43 28.53 21.51 0.04 0. 02 0.047 

1 65 [ 6. 48 10 ._7 0.55 47.24 3.13 0.44 <0.01 O. 06 10. 004 1 O. 05 I 

지 시료 
전 처l 며。 균 백운암，규화대，니질대 제외 

화 학 성 분( % ) 화 학 성 분( % ) 비 • :2 
。「j 번호 

CaO Si02 ~ lgO :\ 1203 Fe203 CaO Si02 h땅O :\1203 Fe203 
마 29 , 

29. 15 2.57 20. 73 0.40 0.64 둘다 dolomi te 
차 30 
。。j 60 , 62 

34.80 3.72 15.51 0.43 0.47 47.24 6.48 3.13 O. 70 0.55 셋다 dolomite 
월 65 

Total 31 . 97 3.14 18.12 0. 41 0. 55 31.97 3.14 18.12 0.41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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놓은 듯한 모습을 하고 있다 ( 그림 2 참조l. 본 층의 상한은 평창군 명 

창읍 노론리， 이곡리 일대이며 하한은 단양군 춘양면 장발리 일대이 

다. 본 층의 머리부분(윗부분 ) 에는 마치 모자를 쓴 듯 삼태산층이 앓 

게 피복하고 있다 . 본 층도 마차리층이나 영월지역의 흥월리층과 마찬 

가지로 광체가 거의 남북으로 발달되며 남북연장에 비해 동서연장은 

매우 좁아서 가늘고 긴 띠모양 (belt type ) 을 하고 있다. 본 층의 남북 

연장은 30-31km에 달하며 동서 연장은 두꺼운 곳은 4.5-5km , 앓은 곳 

은 1km 내외이다 . 본 층은 분포면적상 마차와 영월의 두지역으로 나눈 

다. 마차에서는 2개시료 ( 29 ， 30) , 영월은 3개시료 (60 ， 62.65 ) 를 채취하 

여 본 층에서 n 프드 
-L- I 5개시료를 채취하였다. 일반적으로 영흉층은 

Dolomite와 Dolomitic limestone으로 구성되는 층으로 알려진다 . 이번 

에 본 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분석 결과도 이를 잘 뒷받침하는데 

채취된 5개 시료중 1개시료 ( 65번 ) 만 제외하고 나머지 4개시료 모두에 

서 ~lgO 성분이 20%를 상회하는 양질의 Dolomite층임을 확인하였다 . 65 

번 시 료는 CaO 47.24%, Si02 6.48%, ~ lgO 3.13%, R 20 3 1. 25%로써 \IgO 성 

분이 규제함량을 다소 상회하지만 시벤트용으로써 이용 가능한 품질이 

다. K20 , NazO와 같은 알칼리 성분도 극히 미 량이 며 나머지 TiOz, ~lnO ， 

P 20 S등의 성분도 극히 정상적으로 통상치를 유지하고 있다. λ」 닙 ml nor~ôτ 

은 62번 시료 하나만 분석을 하였는데 Zn 성분만 14 ppm을 보였을 뿐 

나머 지 Co , Cu , Cr , As , Ba 성 분 모두가 (1 ppm 으로써 극히 미 량임 이 

밝혀 졌다. 물성치에서도 타층과 비솟하여 pH값이 9.13 - 9.30 까지 모 

두 염기성을 나타내며 19loss 값도 41. 26 - 46.85% 범위내의 정상적인 

수치를 보인다 . 태백산지질도에 의하면 본 층의 두께는 영월~단양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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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 갑산지구， 삼태산지구에서 400m 내외의 두께로 배태하고 있는 것 

으로 기재하고 있다. 본 층에 대한 용도분류는 그럼 13에 표시되었으며 

각종 성분분석치와 불성치는 표 -6에 기재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 6) 석병산층 

본 층은 대석회암통의 주광체에서 다소 떨어져 동북단의 해안과 

접한다. 광체는 마치 우리글의 사 ”자 모양으로 양분되여 있으며 양분 

된 두 광체중 좌측면의 광체가 다소 규모가 크다. 본 층의 북단은 흥 

점층과 경계하며 좌측광체의 남단은 풍촌층과 경계하고 있다. 또 본층 

내에는 소규모의 홍점 및 풍촌층이 산발적으로 랜즈상 (lense shape) 으 

로 협재되고 있다. 좌측광체의 상한은 명주군 강동면 임곡리 일대이 

며 ， 하한은 정선군 임계면 임계리 일대이다. 남북연장은 대략 21-

22km 동서 연장은 두꺼운 곳은 7.5 - 8km , 앓은 곳은 1. 5 -1. 7km 처 E 
。--L-

이다. 우측광체는 주로 통해안의 저지대에 분포하는 관계로 분포면적 

은 넓게 보이나 실제 두께는 얼마되지 않을 것으로 추측된다. 본광체 

의 주분포지는 명주군 옥계면 망상리 일대이다. 본 층은 편의상 동해 

안지역과 내륙지역으로 양분했는데 와측에 있는 광체가 내륙이며 우측 

편에 있는 것이 동해안 광체이다. (그림 2 참조) 본 층에서 채취한 시료 

는 모두 11 개 이며 동해안에서 2개 (76 ， 77) , 그리고 나머지 9개는( 78 

-86) 내륙에서 채취한 것이다. 석영산층은 전반적으로 Limestone이 

우세한 층이며 층의 곳곳에 Dolomitic limestone이 협재되는 것으로 

알려진다. 채취된 시료의 성분분석 결과치도 이를 잘 반영한다. 총 11 

개 시료중 76번시료 구간만 CaO 성분이 33.95% , MgO 성분이 15.55%의 

Dolomitic limestone-Low grade dolomite를 나타내며 나머지 10개 구 

- 427 -



간에서는 CaO 성분이 46.90 - 52.83%의 Limestone 구간아며 이들중 

특히 77 , 80 , 82 , 83 , 86번 구간의 CaO 성 분이 5 1. 20 - 52 . 83% 인 양 

질의 Limestone 이다. 또한 86반 시료구간은 제철용으로도 사용이 가 

능한 품 질 이 다 major 5성 분중 나머 지 K20 , :Ja20 , Ti 02. \ lnO , P20S 성 분 

은 대부분 타 시료와 동일한 수치를 나타낸다 minor 성분에 있어서는 

타 시료에 비해서 다소 특이한 양상을 보이는 구간이 있는데 대체적으 

로 As , Ba , Co , Cu , Cr , Zn등 6개 성 분중 Ba 성 분과 Zn 성 분은 비 교적 

타성분틀에 비해 수치가 다소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기는 하나 석 

병산층 시료의 일부구간， 즉 82번 시료구간은 Ba 성분이 181ppm으로써 

나머지 구간의 명균치 (5개시료) 15. 28ppm 의 약 12배나 높게 나타난 

다. 또 81 번 시료는 C。 성분이， 그리고 76번 시료는 Zn 성분이 나머지 

시료들에 비해 다소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물성에서는 pH값이 11 개 

시료 모두에서 9.02 - 9.51 의 염기성을 보여주며 Igloss 값은 81 번 시 

료구간에서만 39.18%로써 약간 낮을 뿐 나머지 107H 시료에서는 모두 

4 1. 40-43.13%의 정상치를 나타낸다. 백색도 (whiteness) 값은 76 , 82번 

시료를 측정해 본 결과 각각 78과 82로써 의외로 낮게 나타났다. 태백 

산지질도에 의하면 본 층의 두께는 강릉지구에서 대략 350여 m인 것으 

로 표기하고 있다. 본층의 용도분류는 그럼 13에 표시했으며 각종 분석 

치에 대한 자료는 표-7에 기재 되여 있다. 

(7) 막동층 

본 층은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단위 석회암층들중 풍촌， 흥점 

등과 더불어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부존규모 또한 상위 그 

룹에 속하는 것중에 하나이다. 본 층은 분포지역별로 삼척， 태백，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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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정선， 예미 등의 5개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그러나 태백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 워낙 광범위한 지역을 카버 (cover) 하고 있어 장성과 

옥동， 함백 지역등， 다시 3지역으로 세분이 가능할 것으로 생각된다. 

어쨌든 본 지역은 시료채취가 이루어지지 않아 모두 태백권으로 묶어 

동일지역으로 처리했음을 밝힌다. 삼척지역의 막동층은 두광체로 분리 

되어 있다. 먼저， 윗광체는 동해시 삼흥동을 상한으로 하고 삼척군 미 

로면 상사전리를 하한으로 하는 삼각형의 꼴을 하고 있다. 본 층의 남 

북 연 장 은 12 -12. 5km 이 며 동 서 연 장 은 두꺼 운 곳 은 5.5-6km. 。• ..Q.. 그l 
ètl '- "、

은 1.2 -1. 5km 정도이다. 아랫쪽광체는 영어철자의 "E" 자와 비슷한 

모습을 한 광체로써 상한은 삼척군 미로면 사둔리， 그러고 하한은 삼 

척군 미로변 하반천리이다. 본광체의 동측같은 풍촌석회암과 접하며 

행정구역은 삼척군 노곡면 우발리이다. 서측같은 삼척군 미로면 하사 

전리 상촌마을 일대이며 고생대 변성퇴적암류틀과 접하고 있다. 본 지 

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9개이며 이중에서 윗광체에서 4개(1， 2 , 

3 , 4 번) , 아랫광체에서 5개 (5 ， 6, 7, 8 , 9번)이다 major 5성분( CaO , 

Si02. ~lgO ， 1\ 1203 , Fe203) 은 1, 6 , 8번시료를 제외한 6개 시료의 분석치 

가 CaO 42.34 - 50.62%로써 2번시료의 42.34%만 제외하고는 비교적 양 

질의 Li mestone구간임을 나타낸다. 특히 3, 4, 7, 9번 시료구간은 CaO 

49.75 - 50.62% , Si02 3.52 - 8.74% , MgO 0.74 - 2.40%의 양질의 시멘트 

재료이다. 1 번과 6번시료는 MgO성분이 19.26-19.50%의 Dolomite구간 

이며 8번시료 구간은 Si02 22.66%의 규화대 (silicified zone) 구간이 

다. 대체적으로 윗， 아랫쪽광체 모두 비슷한 분석치를 나타내는데 이 

것은 두광체가 원래는 한광체였으나 중간에 끼어든 관입암 때문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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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7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ements ) of Seokbyongsan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화 학 λ。4 τ trj (%) 충 멸 시료번호↓ 
CaO I MgO I KzO NazO 

다펴l:I]고 SiOz Alz03 I FeZ03 TiOz MnO 

76 5.81 0.44 0.48 33.95 15.55 O. 13 0.01 OO42 {ooo2 om 

77 0.59 0.43 51.61 0.47 0.22 (0.01 0.039 0.005 0.016 

Seok 
78 5.68 0.34 0.35 48.08 3. 72 0.08 (0. 01 0.032 0. 001 0. 011 

79 3.21 0. 40 0.43 49 . 36 3.00 0.14 (0.01 0.043 0.005 0.016 

80 4.63 0.47 0.35 51. 20 1. 09 0.15 (0. 01 0.048 0.001 0.020 

byong 81 7.95 1. 27 1. 49 48.37 1. 01 0.82 0.01 0. 14 0.018 0. 049 

82 4.62 0.65 0.35 50.63 1. 57 O. 14 (0.01 0.049 0.001 0. 020 

83 2.98 0.42 0.34 52.83 0.81 0.11 (0. 01 0.033 0.003 0. 011 
san 

84 6. 13 0. 58 0.57 46.90 4.08 0.02 (0.01 0.05 0.001 0. 018 

85 6.47 0.73 0.38 48.92 2. 33 0.17 (0.01 0. 05 0.001 0.021 

86 2. 23 0. 65 0. 68 52. 78 0.96 0.01 (0.01 0.029 0.019 0.14 

처'-- 쳐l I。엉 τ rr | 백운암， 규화대， 니질대 제외 
지역 시료번호 화 학 성 분(%) 화 학 성 분(%) 비 :J‘-

CaO Si02 MgO Alz03 FeZ03 CaO Si02 MgO Alz03 FeZ03 

동해안 76-77 42. 78 5.42 8.01 0.51 0. 45 51 . 61 5. 04 0.47 0.59 0. 43 76은 dolomite 

명창 78-86 49 . 89 4.87 2.06 0. 61 0. 54 49. 89 4.87 2.06 0.61 0.54 

Total 1146. 33 5. 14 5.03 0.56 0.49 46.33 5. 14 5.03 0.56 0. 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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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로 분리펀데 기인된 것이다. 다만 윗 광체에 비해 아랫광체에서 

\1 20 3의 값이 높게 나타난다. 윗광체의 3번 시료구간은 1. 11 %인데 아랫 

광체인 5번， 8 번， 9 번 구간에서는 2.09%, 3.08%, 1.68%의 높은 알루미 

나 값을 보인다. 특히 8번 구간은 Fe203 값도 1.65% 로써 R20S의 값이 

무려 4.73%나 되는 argillaceous materials이다. 또 동시료에서는 알 

칼리 (K20 )값도 1.47%로써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나머지 시료들에서는 

기타 major 5성분 (K20 ， Na 20 , Ti02. MnO , P20S) 값은 타시료들과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본 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minor 성분의 분 

석은 윗 및 아랫광체 각각 2개씩 측정을 하였다 . Cu성분에서 윗광체에 

서는 ( 0.2ppm , 아랫광체에서는 ( 0.2 -1. 4ppm , Ba 성분은 각각 5.4-

17ppm , 15 - 43ppm을 나타내며 c。성분은 ( 0.3ppm , 0.73 - 1. 4ppm을 각각 

보인다. Zn성 분은 3.0-4.0ppm과 8.7 - 40ppm을 보이 는데 아랫광체에서 

다소 높게 나타난다. As와 Cr성분은 4개시료 모두 각각 (5ppm과 (l ppm 

을 나타낸다. 물성은 pH값에서 윗광체는 4개시료 모두에서 8.70-8.90 

의 중성 약염기성을 보이나 아랫광체에서는 8.70 -9.20으로 5번시료 

만 빼고 모두 염기성을 보인다 19loss값은 5번과 8번시료가 38.73%, 

3 1. 99%로써 낮게 나타나는데 동구간은 역시 Si 02 함량이 증가된 규화 

대 구간이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4 l. 19-44.77%로써 정상적인 수치를 

보인다. 본 지역의 시료에서는 백색도 측정이 없었다. 다음은 태백지 

역의 광체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본 지역의 막동층은 상당히 넓은 지 

역에 걸쳐 산재되고 있는데 본란에서는 시료채취가 이루어진 태백지역 

만 서술토록 하겠다. 본 지역도 광체가 37.1 역으로 분리되어 있다. 그 

립 3에서 보면 97 , 98번 시료구간인 좌측상단 광체는 마치 새와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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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양을 한 광체로써 상한은 삼척군 하장면 건천리 매막재 일대이며 하 

한은 배전리로써 광체의 남북연장은 5. 5~6. Okm , 동서연장은 평균 1. 5 

~ 1. 7km 정도 되는 규모가 그다지 크지 않는 광체이다. 본 광체에서는 

두 개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98번시료는 CaO 값이 52.61 %. Si02 2.67Y. , 

\lgO 0.81 %의 양질의 Limestone이며 97번 시료는 실리카( S i 02 )가 

16.23%로써 상대적으로 CaO 값이 43 .9 6%로서 낮다. 또 97번 시료에서 

는 K20값이 1.18%로써 상당히 높게 나타난다. 98번 시료의 minor 성분 

은 Ba 11ppm , Co 1.5ppm , Cr 3.0ppm , Cu <1ppm , Zn 5ppm , As 1.4ppm으 

로서 타시료틀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인다. 물성값은 pH값에서 

두시료 공히 8.47~8.52의 중성치를 나타내며 Igloss값은 97번시료가 

34.22%의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것은 본 시료에 실리카 함량이 증가 

된데에 기인된 것이다. 98번 시료의 백색도는 85로써 비교적 높은 값 

을 보여준다. 그다음 광체는 중간 것으로 대체로 퉁그스름한 형태이 

다. 광체의 소재지는 좌측상단 광체와 이웃하고 있어 비슷한 지역이므 

로 생략한다. 광체의규모는 퉁그스름하므로 광체의 ;%. 아 。
τ5"' 。 듣흐 중심으로 

반경 2. 5~3. Okm 정도의 중，소규모이다. 본광체에서 모두 4개 (99 ， 

100 , 101, 102) 의 시료가 채취되었다. 99번시료는 CaO 55.21 %, Si O2 

0.14%, MgO 0.18%, R205(O\ 1203 + Fe203) 0.09%의 고순도의 Limestone 이 

며 동원료는 제철 ， 제강이나 화공용 중에서도 소성용과 같은 고품질을 

요구하는 용도에 적당한 품위이다. 본 시료에서는 나머지 major 성분 

이 평균치에도 못 미치는 낮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기본 major 

5성분이 워낙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그 원인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 

다. 또 동시료의 mlnor 성분은 타시료들과 별반 차이를 보이지 않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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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만 Zn. Ba성분에 있어서 타시료들 에서는 일반적으로 상당히 높 

은 수치를 나타내는데 동시료에서는 명균치에 훨씬 못 미치는 낮은 수 

치 를 나타낸다. 불성 값은 pH가 8.40으로써 중성 치 를 보이 며 Igloss는 

43.43% 로써 정상， 그러고 백색도는 88으로써 가공하지 않은 원광기준 

으로는 상당히 높은 수치이다. 그 다음 나머지 3개시료(1 00 ， 101 , 

102) 도 CaO 47.30-51. 82% , Si02 3.07-6.16% , MgO 1. 12-3.19%의 시 

벤트 원료로써는 양호한 품질을 나타낸다. 기타 major성분과 minor성 

분은 타시료들과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물성은 pH 8.50-8.58로 모두 

중성을 나타내며， Igloss 4 1. 14-42.50%의 정상값을 보인다. 그 다음 

은 하단부에 있는 광체이다. 본광체는 태백시 황지동， 창죽동 일대에 

서는 삼각형의 머리를 하다가 다시 서측으로 앓고 긴 띠모양의 꼬리를 

가지고 사북， 예미지역까지 이어진다. 머리부분은 직경이 대략 4km 정 

도이며 꼬리부분은 전술한 바대로 사북， 예미지역 까지 이어지나 폭은 

아주 앓다. 본 광체에서는 모두 4개의 시료를 채취했으며 이 중에서 2 

개(1 03 ， 104) 시료는 Dolomite , 또 다른 2개(1 05 ， 106) 시료는 

Li mes tone이다 Dolomite는 MgO성분이 20.55% , 20.85%의 양질이며 

Li mes tone은 CaO가 47.96% , 52.63%의 시 멘트와 제철용으로 사용가능한 

품질이다. 나머지 major 5성분의 값은 타시료들과 비슷한 수치를 나타 

내며 본광체의 시료에서는 minor 성분의 분석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o λd 7!- 즈ζ 
i흐。 ilA '- pH가 8.45-8.88로써 으

 
근
 

서
 
。중

 
나타내 며 Igloss는 40.27 -

45.19%의 정상적인 값을 갖는다. 다음은 임계， 정선， 예미지역의 막동 

층이다. 그림 -1 에서 보다시피 본 지역의 막동층은 분포 양상이 다소 

복잡하긴해도 모두 하나의 맥으로 이어져 있다. 본광체는 사실상 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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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중에서 그 규모가 가장 크다. 임계에서 예미로 이어지는 맥의 L.~ 닙 
6 =ï 

연장은 45-46km , 동서연장은 평균 5 - 5. 5km 정도이다. 본-광체는 예미 

일대에서 맥이 두갈래로 갈라져 마치 여자구두의 굽 높은 부츠를 연상 

시킨다. 또 본광체는 임계지역을 정점으로 심하게 만곡하여 맥이 휘어 

져 있으며 동맥의 하부는 풍촌석회암과 접하고 있다. 임계를 중심으로 

한 동맥 의 남북 연 장은 12 -12. 5km , 동서 연 장은 평 균 2.5km 정 도 이 디 . 

본 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25개이며 이중 임계지역(임계부근)에서 

107ij(87 , 88 , 89 , 90 , 91 , 92 , 93 , 94 , 95 , 96) , 정선지역에서 5개 

(47 , 122 , 123 , 124 , 125) , 예미지역에서 107ij (l 07 , 108 , 109 , 110 , 

111 , 112 , 113 , 119 , 120 , 121) 이다. 먼저 본광체내에서 채취된 시료 

들의 성분분석 결과 001 omi te - 001 omi t ic 1 i mestone구간은( ~lgO 성분기 

준) 95번(1 7.54%) ， 110번 (2 1. 27%) 의 두군데이며 87번. 123번， 124번시 

료는 실리카 (Si 02) 성분이 22.88% , 21. 88% , 19.59%의 규화대이다. 또 

91 번과 95번에서도 각각 10.25% , 10.56%의 높은 실리카 함량을 나타낸 

다. 92번， 93번， 94 번， 111 번 시료구간은 CaO 52.93-55.14% , Si02 

0.21-2.99% , MgO 0.16-0.98% , R203 0.12-0.72%의 고품위를 나타내 

는 Limestone 구간이다. 그 외 시료구간은 CaO 41.70-51.64%의 중，저 

급질 석회암이며 특히 96번과 113번 시료구간은 CaO 함량이 42.06% , 

41. 70%의 저급질 Limestone 이다. 동시료에는 상대적으로 ~lgO성분과 

Si O2 성분의 증가에 따른 결과이다. 나머지 major 5개 성분은 K20를 빼 

고는 모두 비슷한 수치를 보이나 87번， 123번， 124 번 시료에서는 K20 

성 분이 무 려 2.03% , 2.32% , 3.19%씩 이 나 증가되 어 있다. 특히 123번 과 

124번시 료는 알루미 나 (Alz03) 성 분이 무려 5.83%와 5.96%씩 이 나 증가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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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 어 동 시 료 가 탄 산 염 암 질 셰 일 ( calcareous shale) 일 것 으 로 짐 작 

된다 . 마찬가지로 87번 시료에도 알루미나와 칠분이 증가되어 있어 동 

시료 또한 셰일일 가능성이 높다. 따라서 이런 구간은 막동층내에 

Calcareous shale이 군데군데 협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본광체에서 

채취한 시료의 minor 성분은 Ba가 1. 5-77ppm , As (l -6.1ppm , Zn 2.0 

-15ppm , Cu (l -2.6ppm , Cr (l -7.7ppm , Co (l -4 . 8ppm이다. 이중에 

서 87번 시료는 전반적으로 타시료에 비해 minor 성분이 높게 나타난 

다 . 물성값은 pH에서 대부분 9.0 이하의 중성치를 나타내며 19loss는 

87번이 30.52%로 가장 낮고 90 , 91. 108번도 38.07-39.61 %로 대체로 

낮은 값을 보인다. 나머지 구간은 40.49 - 45 . 08%로 정상치를 나타낸 

다. 본광체의 93번 시료구간의 백색도값은 91로써 대석회암통 전역에 

서 채취한 시료중 최고치이다. 본시료구간의 백색도값은 분채용 ， 특히 

탄산칼숨 제조용으로써는 상급품이다. 나머지 구간의 것은 70-82로 

저조한 값을 보인다. 태백산지질도에 의하면 본 층의 실제두께는 예미 

지구 에서는 320m , 호명지구에서는 220m 내외 , 삼척지구에서는 400-

500m의 두께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13은 본 층에 대한 용도분 

류이며 본 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분석은 표 - 8에 기재되어 있다. 

(8) 정 선층 

본층도 두 지 역으로 분리된다. 그럼 - 1 에서 보면 131-136번 시료 

채취가 이루어진 평창지역과 14 -129번 시료가 채취된 정선지역으로， 

두 지역 공히 고구마 같은 pocket type의 광체이다. 좌측 상단에 있는 

평창지역 광체는 상한이 평창군 대화면 장평리 일대이며， 하한은 명창 

군 펑창읍 천변리이다. 본 광체의 남북연장은 20Km내외， 동서연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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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균 5-5.5Km이다. 본 광체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6개 (131 - 136) 이 

며 성분분석 결과 대부분 CaO 43.02 - 52.23%의 중저급질이다. 그러나 

이들중 132번 시료채취 구간은 CaO 52.23% , Si02 1.46% , MgO 1.66%, 

R20S(.Alz03 + Fe203) 0.76%의 양 질 의 Limestone이 며 , 134 번 시 료는 품위 

가 상기 132번 시료보다는 약간 떨어지는 역시 중급질의 Limestone으 

로 확인된다. 나머지 구간은 CaO 43.02-48.12% , Si026.04-13.59% , 

MgO 0.57 - 3.09% , R20S 1. 26 - 3.23%의 저급질 석회암이나 131 번 시료 

와 136번 시 료는 MgO성 분이 0.57 - 3.09%로써 시 멘 트용으로는 사용 가 

능한 품질로 만단된다. 

기 타 major 5성 분 (K20 , Na20 , Ti02 , MnO , P20S) 중 특히 K20성 분에 

서 131 번과 135번이 1. 22% , 1. 92%로써 다른 시료들에 비해 다소 높게 

나타내나 우려할만한 수치는 아니다 minor 성분은 본 광체에서 133번 

과 136번 시료 2개를 측정해 본 결과 다른 시료들과 마찬가지로 Ba가 

11 , 34ppm , 그리고 Zn이 2.4 , 3.1ppm으로 다소 높게 나타나며 , 나머지 

As , Co , Cu , Cr등은 모두 <1 ppm으로 극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 본 광 

체에서 채취한 시료는 물성시험을 하지않아 물성치에 대한 자료는 없 

다. 

그다음 정선지역 광체인데 본 광체는 상기 명창지역 광체에 비해 규모 

가 훨씬 크며 따라서 시료수도 월등히 많다. 본 광체는 전술한 바와같 

이 양같이 가늘고 중앙이 볼록렌즈처럼 부풀어 오른 모양의 고구마를 

비스듬히 놓아둔 형상을 한 모습이다. 광체의 남북연장은 35 - 38Km이 

며 중앙의 가장 두터운 부분을 기준하면 동서연장이 12 -13Km 정도이 

다. 광체의 상한은 평창군 진부면 마펑리 일대이며 하한은 영월군 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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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ble 5-8.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of 
Magdong samples and their average 

화 학 성 분 (%) 
충 멸 시료번호 l J l j • l j 비 고 

Si02 : .-\1 203 : Fe203 i CaO I MgO 1 K20 i ~a2o i Ti 02 I ~nO I P20S 

6. 69 : 0.57 I 0.60 129.54 1 19.26 1 0.12 1 0.02 I 0.05 1 0. 009 l 0.018 

} 2 j 4 49 i o 88 0 4l 1 42 34 8 41 1 0 4o i o OO6 | 0 06 O Ol2 O O21 

3 4.33 1 1.11 i 0.61 1 49. 75 1 2.40 1 0. 09 1 0. 003 I 0.07 1 0.05 I 0.06 

4 1 3. 52 1 0. 69 1 0.44 1 50.62 1 1.92 1 0. 22 1 0. 006 1 0. 05 1 0.05 1 0.06 

5 1 10.13 1 2.09 1 0.88 146.22 1 1.28 1 0.92 10. 017 1 0.08 1 0. 016 1 0.07 

6 1 4. 68 1 0.99 1 0.87 128.63 1 19.50 1 0. 52 10. 019 1 0. 07 1 0. 013 1 0.016 

7 1 5.36 1 0. 93 1 1. 21 1 50.40 1 0.82 1 0. 30 1 0.004 1 0. 05 1 0. 03 1 0.026 

8 1 22 . 66 1 3.08 1 1. 65 138.22 1 0.96 1 1. 47 10. 019 1 0. 26 1 0. 04 1 0.13 

9 1 8.74 1 1. 68 1 0. 94 1 48.27 1 0. 74 1 0.51 1 0.01 1 0. 10 1 0.04 1 0. 15 

M 10 1 2.27 1 0.32 1 0.32 1 50.67 1 2.67 1 0.07 1 0.004 10. 028 10. 018 10. 015 

12 1 7.05 1 0.91 1 0.92 1 29.89 1 17.49 1 0. 35 10.028 1 0. 07 10. 013 1 0. 03 
a 

13 1 5. 19 1 0.91 1 0. 67 1 49.14 1 2.18 1 0.41 1 0.007 1 0.11 1 0. 006 1 0. 025 

g 47 1 8. 16 1 0. 46 1 1.11 148.60 1 1. 40 1 0.06 10. 003 1 0. 025 1 0.25 10. 026 

87 1 22. 88 1 3. 75 1 1. 96 1 37.18 1 1. 47 1 2.03 1 0. 02 1 0. 23 1 0.024 1 0.048 

d 88 1 6.26 1 0.82 1 0.38 1 50.36 1 0.90 1 0. 55 1 <0. 01 1 0. 05 1 0. 001 1 0. 045 

89 1 5. 64 1 0. 65 1 0. 36 1 51. 34 1 0. 64 1 0. 30 1 <0. 01 1 0.046 1 0. 001 1 0. 031 

。 90 1 9.35 1 0. 96 1 0.65 1 47. 33 1 1. 71 1 0.61 1 <0. 01 1 0.08 1 0. 006 1 0. 038 

91 1 10. 25 1 1. 27 1 0. 59 1 47. 68 1 1.12 1 0. 57 1<0.01 1 0.09 10.048 1 0. 08 
n 

92 1 1. 84 1 0.40 1 0.32 52. 93 1 0. 98 1 0.09 1 <0 . 01 1 O. O34 I 0. 12 I 0. 07 

g93 1 0.21 1 0.05 1 0.07 1 55. 14 1 0. 16 1 0. 01 1 <0.01 1 0. 018 1 0.006 1 0.006 

94 1 1. 24 1 O. 19 1 O. 12 1 54 . 51 1 0. 24 1 <0.01 1 <0. 01 1 0. 019 1 0.004 1 0.009 

95 1 10. 56 1 0.98 1 0.54 1 28. 47 1 17. 54 1 0. 68 1 0. 02 1 0. 07 1 0.012 10. 030 1 

96 1 5. 55 1 0. 67 1 0.50 1 42. 06 1 7.76 1 0. 29 1 <0. 01 1 0. 05 1 0.001 1 0.017 

97 1 16. 23 1 2. 23 1 1.14 1 43.96 1 1.14 1 1.18 1 0. 02 1 0. 17 10. 044 1 0.07 

98 1 2. 67 1 0.50 1 0.56 1 52. 61 1 0.81 1 O. 18 1 <0.01 1 O. O38 1 0. 036 1 0.08 

99 1 0. 14 1 0. 05 1 0.04 1 55.21 1 0.18 1 <0.01 1 <0. 01 1 0.016 1 0.038 1 0. 006 

100 1 6.16 1 0. 79 1 0.58 1 49. 90 1 1.20 1 0.35 1 <0.01 1 0.06 10.021 10.036 

101 1 3. 07 1 0. 48 1 0. 44 1 51. 82 1 1.12 1 0.27 1 <0.01 1 0. 034 10.003 10. 020 

102 1 6.10 1 0.70 1 0. 93 1 47. 30 3. 19 1 0. 32 1 <0. 01 1 0. 05 1 0. 029 1 0. 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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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성 분 (%) • 

충 멸시료번호J ‘ •--- - • j 비 고 
! • SiOz ' Al zO에 F얻03 ~ CaO \lgO KzO ~azO I T i O2 MnO PzOs 

j lO3 j 4 04 1 0 35 } 0 44 ! 28 97 ! 20 55 j O O6 j o o2 • 0.048 ' 0. 006 , 0.013 

i 3 94 j o 43 j o 63 j 28 78 ! 20 85 ! 0 15 1 o o2 i o o42 j o oo9 j o OI2 ; 

j 105 8. 32 • 0. 81 1 0.32 1 47 . 96 ! 1. 94 0. 46 1 <0. 01 I 0.06 10.001 ! 0. 016 ' 

tVI O6 i l O4 ! o 10 | l 53 | 52 63 j o 76 i o lo | <O Ol j o o29 | 0 025 j o O11 

m7 1 4.12 I 0.62 1 0. 18 152.18 1 0.59 1 0.27 1 <0.01 1 0 여5 1 0.002 1 0 . 021 
a08 8.96 l. 43 1 0.53 1 48.17 1 0.91 1 1. 05 I 0.01 1 0.08 10.002 10. 019 i 

l09T 5.91 ! 0.83 1 0.35 1 49 . 16 1 2.14 1 0.43 1 <0. 01 1 0.06 1 0.00니 0.02니 
g 1 110 1 3.08 1 0. 51 1 0.67 128 . 80 12l. 27 1 0. l1 L O.O~ LO~48_~.014 ]0 . 014 

111 1 2. 99 1 0.34 1 0. 18 1 53 . 01 1 0. 40 1 0.02 1<0.01 10.037 1 0.30 10.034 
d 

112 1 3. 55 1 0. 37 1 0. 11 1 48 . 52 1 4.07 1 0. 10 1<0. 01 10. 033 10. 001 10. 015 

。
113 1 4. 89 1 0.61 1 2.19 141.70 1 8.07 1 0. 22 1 0. 01 1 0. 048 1 0. 018 1 0. 018 

119 1 6.53 1 0.85 1 0.44 1 49.63 1 0.95 1 0. 60 1<0.01 1 0. 06 10. 003 10. 031 

120 1 4. 11 1 0. 63 1 0.43 1 51.47 1 0.75 1 0.65 1 <0.01 1 0.040 1 0. 001 1 0.018 

121 1 5.21 1 0.85 1 0.50 1 50.59 I 0.87 1 0. 64 1 <0. 01 1 0. 06 1 0. 002 1 0.035 

g I 122 1 3.91 1 0.51 1 0.50 15l. 64 1 l. 11 1 0. 28 1 <0.01 1 0. 038 1 0. 002 1 0.024 

123 1 2l. 88 1 5.83 I l. 80 137. 36 1 1.27 1 2. 32 1 0. 01 1 0. 23 1 0 따6 1 0 떠7 

l 24 1 19. 59 1 5.96 1 1.52 130. 96 1 7. 51 1 3.19 1 0.04 1 0. 23 1 0. 006 1 0.05 

125 1 6. 75 1 0. 58 1 0. 25 1 47 . 20 1 3. 49 1 0.34 1 <0. 01 10.044 10.001 10. 016 

x‘!l 쳐l 혀。 균 1 백운압， 규화대， 니질대 제외 

지역 시료번호 화 학 성 분 ( %) 화 학 성 분(%) 비 ..1‘1 

CaO SiOz MgO Alz03 FeZ03 CaO Si02 MgO A1z03 FeZ03 

삼척 1-9 42. 66 7. 84 6.14 l. 33 0. 84 i1 47.93 6. 09 2.59 l.깅 0.74 
1. 6은 dolomite 

8은 si 1 ica 농짐부 

태백 
12 , 13 

44.84 5. 32 5.95 0.68 0. 68 50.82 4.08 l. 42 0. 54 0.63 
12 , 103 , 104는 d。뼈 tel 

97-106 97은 silica 

임계 87-96 46 . 70 7. 37 3. 25 0.97 0. 54 50 . 16 5. 04 l. 68 0.62 0.37 
95는 dolomite 

87은 si 1 ica 

정선 
47 

122-125 
43.15 18.37 2.95 2.66 l. 03 49 . 14 6.27 2.00 0. 51 0.62 123 , 124는 si 1 ica 

예미 
107 -113 

47.32 4.93 4.00 O. 70 
119-121 

0.55 49.38 5.14 2.08 O. 72 0. 54 110은 dolomi te 

Tota1 44.93 l. 26 0.72 49.48 15.32 l. 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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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읍 문산러 일대이다. 본층에서 채취 한 시료는 모두 207ij ( 14 - 28 , 

126 -130) 이며 층의 북단， 중단， 남단 및 층의 하부 ， 중부， 상부에 걸 

쳐 골고루 채취 되었다. (그림 -1 참조) 207ij 의 시료중 Do1omite는 130 

번 시료구간 하나 ( ~lgO성분이 21. 07%) 이며， 규화대 (Si1ica 농집부위) 

는 15 , 21. 26번으로써 이중 특히 15번과 26번은 Si02가 65.11 %, 

56.53% 또 A1203 및 Fe203가 22.27%, 27.58%의 sha1e층이 다. 또 동구 

간의 시료중에는 K20성분도 높게 나타난다. (K20 2. 15 - 4. 82%) 그외 나 

머지 시료들은 일부구간의 CaO함량이 52.21 - 54.51 %의 뛰어난 품질의 

Limestone구간도 나타나는데 19 , 22 , 25 , 27번 구간이 그곳이 다. 특히 

22 , 25 , 27번 구간은 CaO 53.44-54.51 %, Si02 0.97- 1. 28%, MgO 0.26 

-1.34%, R205 0.31 - 0.36%의 뛰어난 품질의 고품위대임이 확인된다. 

나머지 구간은 CaO 44.01 - 51. 79%의 중저품의 Li mes tone이며， 16번 구 

간은 CaO 함량부족으로， 18 , 20 , 23 , 128 , 129 번 구간은 MgO 함량의 

과다(평균 5% 내외)로 시멘트용으로도 사용이 부적합한 저급품이다. 

본 광체에서 채취한 시료를 minor 성분분석해본 결과 15번 시료에서 

Ba , Zn을 비 롯해 서 As , Co , Cu , Cr등의 수치 가 타시 료들에 비 해 월 등 

히 증가되어 있다. 동시료는 전장에서도 언급했다시피 sha1e층인데 본 

sha1e은 특히 상기의 미량성분들을 다량 함유하는 것으로 짐작된다. 

15번 시 료와 나머 지 시 료들간의 minor‘성 분을 비 교해 보면 , Ba성 분은 

기타시료가 1 . 8- 38ppm인데 반해 15번 시료는 432ppm으로 무려 20배 

이상 높은 수치이며 Zn도 기타가 1. 3 - 6. 4ppm인데 비하여 15번은 

70ppm으로 무려 17배나 더 높다. 나머지 As , Co , Cu , Cr성분도 15번 

시료 구간에서 대부분 15 - 20배나 더 높게 나타난다. 물성치는 pH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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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0 - 9.90 사이로 약 산성에서 염기성으로 다양한 range를 갖는 것으 

로 나타난다. Igloss값은 15번과 26번에서 3.37% , 5.95%를 나타내는데 

이것은 전술한 것처럼 동시료가 shale류이기 때문이다. 16번과 21 번 

시료에서 Igloss값이 다소 낮게 나타나는 것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정 

상치를 보인다. 백색도는 모두 5개시료(1 8 ， 20 , 23 , 24 , 25번 )에 걸쳐 

측정되었으며 두군데 (20 ， 23번)에서 80이하의 저조한 값을 보이며， 나 

머지 세군데는 82-88의 비교적 높은 백색도 값을 나타낸다. (원광기 

준) 

태백산 지질도에 의하면 본층의 두께는 예미지구에서 320m , 호명지구 

에서는 120m내외， 정선탄전지구에서는 700m에 이르는 두터운 폭을 보 

인다고 한다. 그림 13은 본층에 대한 용도분류이며 표-9은 본층의 성분 

분석 및 불성치이다. 

( 9 ) 고성층 

본층은 상한이 영월군 하동면 예밀리 일대이며 하한은 단양군 가 

곡면 보빌리 일대이다. 본층은 복고 긴 띠모양 (bel t type) 의 형태로 

대략 20-25도의 각도로 동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그럼 2 참조) 본 

층은 상한부분에서 조금 휘어져 “，"자를 역으로 놓은 듯한 모습을 하 

고 있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5개이며 상한 머리부분에서 3 

개， 봄통의 중앙에서 1 개， 나머지 1 개는 꼬리부분에서 채취 되었다. 

본층은 단일맥으로 이루어진 광체이나 지역적으로 옥동과 단양으로 분 

리시격 설명코자 한다. 

옥동은 머리부분에 해당되는 지역으로써 114-116번 시료 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우선 major 5성분 분석치에 의하면 114번 시료구간은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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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5-9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 of Jeongseon formation samp1es and 
their average 

화 학 λ。4 분 (%) 
충 멸 j시료변호 :~ J r~n I l 1 비 고 

SiOz i A1 z03 i FeZ03 ! CaO ~gO KzO NazO T i Oz ~nO I PzOs 

14 1 5 44 ! o 96 ! 0 57 「 47 72 j 3 36 03o j ooo3 j OO9 α001 ! 0.03 

15 65.11 18.25 4.02 4.02 1. 36 1. 35 0. 05 0.06 

16 2.89 1. 23 45.88 1.19 0.92 0.014 0.14 0.03 0.06 

17 0.42 0.11 51.79 0.87 0.13 0.003 1 0.04 0.003 0.012 

J 18 2.63 0.47 0.46 48. 06 4.25 0.16 0.007 0.04 0.005 0.017 

19 0.93 0.14 0. 23 52.21 2.06 0.07 0.001 0.024 0.008 0.01 

e 20 2.00 0.27 0.75 45.07 7.31 0.08 0.007 0.04 0.007 0.013 

21 16.79 5.16 1. 98 36.90 3.38 2.15 0.009 0. 60 0. 007 0.12 

。 22 1. 28 0.12 0.20 54.51 0.26 0.05 0.002 0.019 0.05 0.018 

23 1. 94 0.27 0.73 44.01 7.37 0.08 0.002 0.04 0.008 0.014 

n 24 8.57 1. 04 0.41 49.34 0. 64 0.009 0.02 0.06 0. 21 0.06 

25 1. 07 0.23 0.13 54.32 0.40 0.015 0.004 0.022 0.01 0.11 
g 

26 56. 53 22.30 5.28 2.46 0. 82 4.82 0. 31 1. 29 0.012 0.08 

27 0.97 0.19 0.12 53.44 1. 34 0.04 0.01 0.025 0.007 0.009 

28 5.95 1. 34 1. 04 48. 68 1. 60 0.68 0.029 0.08 0.015 0.02 
s 

126 3.18 0.57 0.62 50. 61 1. 93 0. 28 <0.01 0. 036 0.002 0.016 

e 127 6.84 0.79 0.54 50.23 0.60 0.41 <0. 01 0.06 0. 003 0. 025 

128 4. 83 0.70 O. 73 46.88 4.76 0.07 <0.01 0.06 0.039 0. 016 

。 129 3.46 0.71 1. 66 47. 28 4.47 0.28 <0.01 0.09 0. 012 0.025 

130 3.22 0. 28 0.47 30. 63 21. 07 0.06 0‘ 02 0.035 0.007 0.013 

n 131 6.04 0.99 0.33 47. 58 3.09 1. 22 <0.01 0. 07 0.004 0.015 

132 1. 46 0.26 0.49 52.23 1. 66 0.07 <0.01 0.023 0.006 0. 06 

133 10.25 0. 93 0. 33 44.84 3.97 0. 55 <0.01 0.06 0.003 0. 020 

134 5.13 0. 54 0.72 50.25 1.33 0.37 <0.01 0.036 0.019 0.017 

135 13.59 1. 92 1. 31 43.02 1. 80 1. 92 0.02 0.13 0.013 0.032 

136 9.38 1. 29 0.58 48. 12 0.57 0.94 0.01 0.10 0.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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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역 j시료언호 천 체 평 균 백운암， 규화대， 니질대 제외 , 

화 학 성 분(%) 화 학 성 분(%) 비 .2‘一
CaO I s iOz l MgO IAlz03 iFezo3 11 CaO I Si02 I MgO I Alz03 i FeZ03 ‘ 

~ λ j 
14-28 o 메 0.59 I 

15. 21. 26은 si lica 
2.85 1. 06 49.37 3.97 2.65 

126 -130 130은 dolomi te 

명창 131-136 1 47. 67 764 1207 0.98 0.62 1147.67 7.64 2.07 없음 

Tota! 8. 95 12.76 ! 1. 91 i 0.84 1145. 43 8.95 2. 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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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91 %, Si02 2.32%, \lgO 0.65% R205 0.95%, K200.11 %, 기 E.} Na20 + 

Ti02 + 끼nO + P205 0.054%로써 중， 고급질 품질의 Limestone이 며 , 115 

번 시료는 CaO 49.63%, Si02 2. 63%, ~lgO 3.03% R205 1. 12%, K20 

0.25%, 이하 기타 major 성분은 114번 시료와 거의 통일한 중 ， 저급질 

Limestone이 다. 116번 시 료는 CaO 28.51 %, Si02 4.47%, MgO 20.37%의 

양질 의 Dolomite이 며 기 타 major 성 분 [ R205(A1203 + Fe203 l, K20 , 

Na20 , Ti02 , ~lnO ， P205 ] 은 타시료틀과 거의 동일한 수치로 나타낸다 . 

물성은 pH값에서 3개 시료 모두 8.47-8.90의 약 염기성을 나타내며 

Igloss는 42.97 - 44.41 %의 정상값을 보인다. 본역에서 채취한 3개 시 

료를 minor 성분과 백색도 측정을 한것은 한건도 없다. 

다음은 단양지역의 것으로 66 , 67번 시료 채취구간이 이에 해당된다 . 

66번은 CaO 53.10%, Si02 2.56%, MgO 0 . 49% R205(A1203 + Fe203) 

0.65%, K20 + Na20 + Ti02 + ~lnO + P205 0.261 %로써 상당히 고품위 대 

임이 확인되며 mlnor 성분치도 Ba 5.2pp미 Zn 7pp따 Co 2.3ppm 나머지 

는 <I ppm으로써 지 극히 낮은 값을 나타낸다. 67번은 CaO 49.24%, Si02 

5.46%, MgO 1.76%로써 66번 시료에 비해 Si02와 MgO 함량이 다소 높은 

중， 저 급질 Limestone이 며 나머 지 성 분 (R205 , K20 , Na20 , Ti02 , MnO , 

P205) 은 66번과 거의 비 슷한 수치이다 minor 성분은 Ba가 30ppm으로 

써 5 . 2ppm울 보인 66번 시 료에 비 해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Zn과 4. S 에 

서도 약간의 수치 증가가 있을뿐 전반적으로 비슷한 양상이다. 불성치 

는 pH값에서 8.47-9.40의 중성 ~염기성을 나타냈으며 Igloss는 41.42 

-44.41 %로써 정상치를 보인다. 태백산 지질도에 의하면 본층의 두께 

는 120m내외인 것으로 표기하고 있다. 그림 -6은 막동층과 더불어 본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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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0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 of Koseong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화 학 λ。4 τ 닙r (%) 
충멸 시료번호 비고 

SiOz Alz03 FeZ03 CaO MgO KzO NazO TiOz MnO PzOs 

66 2.56 0. 43 0. 22 53.10 0.49 0.20 <0.01 0.035 0.001 0.015 

K。 67 5.46 0. 86 0. 74 0.56 1<0.01 0.05 0.005 0.022 

114 2.32 0.36 0. 59 52.91 0.65 0.11 <0.01 0. 028 0.007 0.009 

seong 115 2.63 0.54 0.58 49.63 3.03 0.25 <0.01 0.06 0.004 0.021 

116 4.47 0.61 O. 76 28.51 20.37 0. 52 0.02 0. 06 0.010 0.016 

시료번호| 처~ 쳐1 I。껴 균 백운암， 규화대， 니질대 제외 • 

지 역 화 학 성 분(%) 화 학 성 분( %) 비 2“‘-
CaO SiOz MgO Alz03 FeZ03 CaO Si02 MgO Alz03 1 FeZ03 

옥동 114-116 43.68 3.14 8.01 0.50 0.64 51.27 2.47 1.84 0.45 0.58 116은 dolomite 

단양 66. 67 51.17 4.01 1.12 0.64 0.48 51.17 4.01 1.12 0.64 0.48 없음 

Total 47.42 3.57 4.56 0.57 0.56 51.껑 3.24 1.48 0.54 0.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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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용도분류이며 ， 성분분석 및 물성치는 표-10에 기재 하였다. 

(1 0 ) 부곡리층 

본층은 사실상 대석회암통의 서남측 최남단에 위치하는 층으로서 

상한은 문경읍내 일대와 문경군 산북면 일대까지 확장되며 하한은 문 

경군 농앙면 가은읍 일대와 점촌시 이안면 일대의 광범위한 면적에 걸 

쳐 부존한다. 

그림 2에서 보다시피 본층은 동서로 두 개의 mass로 양분되여 있으며 

둥측면이 서측면에 비해 규모가 다소 크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수는 모두 227>> 이며 이중 서측면에서 107>> (1 63-

172) , 그 리 고 동 측 편 에 서 127>> (1 51-162) 이 다 . 

본층 석회암은 거의 전구간에서 실리카 (S i O2 ) 함량이 20%를 상회하는 

석회규산염암 (Lim si 1 icate-calc si 1 icate rock) 이며 일부구간은 MgO 

성분이 10%를상회하는 백운석질 석회암 (dolomitic limestone) 인 구간 

은 있다. 

본층의 일부구간에는 흑색， 백색 및 담회색 등의 색상이 서로 교호하 

면서 줄무늬를 이루는 구간도 있어 오닉스 (onyx) 와 같은 좋은 장식용 

재료로의 활용가능성을 시사하는 곳도 있다. 

본층에서 채취한 227>> 시료의 성분분석치는 표11 에서 보는 바와 같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들의 pH값은 서측 및 동측 mass에 관계없이 전구 

간에서 9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낸다. 

미량성분은 후장 물성편을 참조하기 바란다. 

(1 1 ) 고운리， 화천리층 

본층은 층의 중간을 중심으로 상， 하로 나누어서 상부층을 고운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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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1. Values of major 10 elements in the Hwacheonri formation samples 

드〈슨그닙 E르j 구분 
시료 화 학 성 분 (%) 머| 

번호 Si02 1 AI2031 Fe2031 CaO 1 1\~gO 1 K20 1 Na20 1 Ti02 1 MnO 1 P20S 고 

163 1.23 0.19 0.80 29.85 21.31 0.14 0.09 0.08 0.02 0.01 

164 17.00 2.09 1.80 27.09 14.33 0.52 0.15 0.20 0.02 0.06 

165 34.70 4.39 2.62 28.70 1.98 2.31 0.l8 0.32 0.l0 0.10 

West 166 26.90 0.68 0.46 38.97 0.50 0.35 0.05 0.05 0.05 0.04 

167 3.31 0.23 0.39 47.56 4.68 0.17 0.05 0.03 0.01 0.02 

168 8.46 0.39 0.38 48.59 1.45 0.30 0.06 0.05 0.01 0.04 

mass 169 35.47 3.20 2.12 22.90 8.24 1.81 0.38 0.30 0.03 0.l 1 

Boo 170 22.75 0.40 0.22 40.30 1.74 0.l7 0.l1 0.03 <0.01 0.02 

171 17.90 1.01 0.77 41.94 4.94 0.55 0.18 0.10 0.02 0.04 

172 13.83 0.47 0.61 45.09 45.05 0.23 0.08 0.05 0.02 0.02 

gog 151 1.40 0.23 1.05 30.40 20.80 0.13 0.06 0.04 0.l 1 0.01 

152 2.69 0.36 0.58 50.06 2.72 0.22 0.06 0.04 0.10 0.03 

153 41.47 7.97 2.06 23.32 0.66 2.52 0.12 0.41 0.68 0.22 

rl 154 18.00 1.06 0.42 44.10 0.56 0.28 0.14 0.11 0.l7 0.06 

East 155 2.30 0.31 0.54 30.70 19.61 0.49 0.09 0.05 0.01 0.01 

156 4.53 0.48 0.55 37.87 12.13 0.52 0.08 0.07 <0.01 0.02 

157 14.03 1.41 1.22 44.71 1.00 l.25 0.07 0.l5 0.02 0.06 

mase 158 l.00 0.l4 0.70 29.78 2l.38 0.09 0.06 0.03 0.06 0.01 

159 6.77 0.77 0.33 49.45 l.09 0.85 0.06 0.05 <0.01 0.02 

160 3.92 0.63 l.29 3l.64 17.41 0.71 0.08 0.06 0.01 0.02 

161 12.42 l.30 l.35 38.61 6.91 1.17 0.10 0.13 <0.01 0.04 

162 l.89 0.31 0.62 29.71 2l.00 0.28 0.09 0.05 0.07 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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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12. 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 of Gowoonri 

and Hwacheonri formation samples and their average 

시료 
화 등-「} 人C그f !:‘--rj-- (%) 

비 
ti=>; 닙 드긍j 

번호 고 Si02 AI203 Fe20 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S 

G。
145 39.96 5.08 4.91 29.38 3.51 2.09 0.75 0.64 0.09 0.12 

、;voon 146 50.93 9.87 5.46 19.85 4.32 1.89 1.28 0.53 0.06 0.11 

rl 
147 57.91 8.64 5.08 18.78 3.89 1.83 0.76 0.44 0.06 0.1 1 

141 17.09 1.09 1.24 43.30 1.54 0.62 0.32 0.13 0.01 0.39 

142 35.51 3.90 2.89 35.24 5.48 0.18 0.10 0.28 0.53 0.06 
H~a 

143 62.27 10.53 4.76 12.06 3.58 3.24 1.28 0.55 0.04 0.1 1 

che。
144 60.97 10.03 4.41 12.54 5.85 2.63 1.25 0.45 0.03 0.10 

n 

148 56.21 9.08 4.93 16.54 7.64 2.95 0.44 0.44 0.07 0.11 
rl 

149 3.67 0.17 0.84 29.86 20.38 0.07 0.07 0.04 0.02 0.03 

150 35.29 0.22 1.14 19.02 19.48 0.07 0.08 0.04 0.03 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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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하부층을 화천리로 명명한다(그럼 1 참조). 

본층은 부국리층과 더불어 대석회암통의 서남측 최남단에 위치하며 

또한 층서쪽으로는 대석회암통의 최상부층에 대비되는 층들이다. 

본층의 상한은 괴산군 한수면， 살미면 일대의 충주호 부근이며 하한 

은 괴산군 연장면과 문경군 연풍면에 각각 연해 있어 충북과 경북의 

경계지점에 위치하고 있다. 

본층의 상한은 월악산 국립공원내에 부존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하한 

은 소백산 공원지역과 접하고 있어 개발에는 다소 문제가 있을 것으로 

판단되는 층이다. 본층은 주향방향과 연장이 대략 20-25 Km , 이와 수 

직방향의 연장은 두터운 곳이 2 -7 Km , 앓은 곳이 2.5-3.0 Km 정도인 

데 층의 상한쪽이 앓고 하한쪽으로 갈수록 다소 두터워 지는 경향을 

보인다. 

앞장 표1 에서 보면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107H 로서 고운리층에 

서 3개(1 45 ， 146 , 147) , 화천리층에서 7개 (1 41 , 142 , 143 , 144 , 148 , 

149. 150) 가 채취되었다. 채취된 10개 시료의 성분분석치에 의하면 본 

층은 백운암과 석회규산염암으로 주로 구성되는 것으로 나타난다(표 

12 참조) . 

본층 석회암의 수소이온 농도( pH) 는 8.6에서 9.3 사이로 대부분 중성 

~엽기성을 나타내며 미량성분은 특히 바리율 (Ba) 성분과 연 (Zn) 성분 

의 다량함유가 특징적이다(후장 물성면 참조) . 

(1 2 ) 흉점층 

흥점층은 태백산 지질도에 의하면 사실상 대석회암통으로 분류되 

지 않는 지층이다. 특히 본층은 석회암보다는 셰일이 주가 되는 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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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대석회암통의 모든 석회암층(백운암층 포함)과는 달리 층의 전체가 

석회암이나 백운암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이 아니라 셰일층내에 10 -

15m 두께의 2-3개의 석회암맥이 충상으로 협재다. 층의 두꺼운 곳에 

서는 5-6개의 석회암맥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것은 대부분 이 지역 

에 가해진 단층이나 흑은 습곡등과 같은 지질구조적인 요인에 의해 석 

회암맥이 반복 노출되었기 때문이다. 또 본층의 석회암맥은 지역에 따 

라 협재되는 빈도와 규모， 품위등에서 많은 차이를 보이는데 일반적으 

로 제천~단양 지역의 맥이 규모가 가장 클뿐만 아니라 품위 또한 뛰 

어나서 사실상 국내 고품위 석회석 원료 취급 산업인 제철， 화공용 원 

료는 이제껏 거의 이곳에서 조탈되어 왔다. 또 본층의 석회암맥은 영 

월지역에서도 비교적 많은 양과 높은 품위를 유지하는데 영월지역을 

중심으로 동측 및 남측으로 갈수록 맥폭도 앓아지고 연장 역시 짧아질 

뿐만 아니라 연속상이 불량해지고 품위 또한 저급화하는 경향을 보인 

다. 이런 양상은 통해안 가까이 가면 더욱 심화되며 어떤 곳에서는 석 

회암은 전혀 배태되지 않고 전구간이 셰일층으로만 구성되기도 한다. 

전술한 바와같이 본층은 엄격히 따지면 대석회암통으로 분류되지 않는 

지층이나 본층이 대석회암통을 따라서 분포하고 있을뿐만 아니라 양질 

의 석회암을 협재시키고 있고 국내 고급 석회 원료 산엽(제철， 제강 

및 화공용)을 주도하고 있는 충임을 감안 연구대상으로 포함시켰음을 

본란에서 밝히는 바다 . 본층은 앞에서 설명한 바와같이 대석회암통 주 

변부 거의 전역에서 부존하므로 특별히 분포지역을 세분화할 필요는 

없을것으로 생각되며 그럼 l 및 2의 분포도를 참고해 주기 바란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11 개(1 1 ， 31 , 32 , 33 , 41 , 42 , 46 , 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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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 , 55 , 69) 이며 이중 11 , 46번은 태백， 31 - 33번은 영월， 41 , 42번은 

제천， 50 , 51 , 55 , 69번은 단양지역에서 채취한 시료이다. 

태백지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둘다 CaO가 35.53%, 38 . 18%, Si02 

25.79%, 5.32%로써 11 번은 규화대 ， 46번은 MgO성분이 11 %를 상회하는 

Dolomitic limestone이다 . 영월지역의 31 번 시료는 MgO가 21. 80%인 양 

질의 Dolomite이며 ， 32번은 CaO 54.87%, Si02 0. 40%, MgO 0.30% R205 

0.21 %, 기 타 K20 , Na20 , Ti02 , MnO , P2057} 0 . 088%인 고품위 

Limestone 구간이며 ， 33번은 Si02가 21. 48%인 Silicified Zone이다. 

또 제천 지역의 41 번과 42번 시료는 모두 CaO 함량이 55 . 04%. 54.36% 

의 양질의 Limestone이며 단양지역의 50 , 51 , 55번의 세시료는 모두 

CaO 성분이 54.81 - 54 . 97%의 역시 고품위 Limestone 구간이다. 그러나 

69번 구간은 MgO 성분이 21. 15%나 되는 양질의 Dol omite층임이 확인된 

다 minor 성분에서도 6개 성분 ( Ba ， Zn , As , Co , Cu , Cr ) 모두가 <1-

10ppm 정도의 아주 낮은 수치를 나타낸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의 

물성치는 pH값에서 전 구간이 8 . 90-9 . 42의 약염기성 ~염기성을 나타 

내며 Igloss는 11 번 규화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두 40%를 상회하는 

정상적인 수치를 보인다. 본층의 41 번 시료를 백색도 측정해본 결과 

85의 비교적 양호한 수치를 나타낸다. 그림 -8은 본층의 분포도이며 표 

12에는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들을 지역별로 분석치와 물성치를 분석 

한 값을 표시 하였으니 참고하기 바란다. 또 그림 5는 각 단위 석회암 

층들에서 채취한 시료를 성분분석 (major 2성분 CaO , Mg이한 결과 평균 

치 를 산정 한 값으로 각 층별로 Limestone구간， Dolomitic limestone구 

간 ， Dolomite구간으로 나눈 그림인데， 그림에 의하면 막동-정선-석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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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 13Chemical compositions (major 10 elements) of Hongjeom 
formation samples 

τ ~ 1 시료 화 학 λ。4 τ 닙r (% ) 비 

별 번호 Si02 Ô, 12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S ~ι-

11 25. 79 3. 09 3. 38 35. 53 1. 93 0.98 0.08 0. 09 

31 2.14 0.26 0. 33 28.68 21.80 0.06 0.021 0.04 0.012 0.021 
H 

32 0.40 0.02 0.19 54.87 0.30 0.003 0. 008 0.016 0.05 0.011 
。

33 21.48 2.72 o. 79 40.45 1. 29 o. 71 0.02 o. 13 0.012 0. 018 
n 

41 0. 25 0.04 o. 13 55.04 0.27 0.002 0.008 0.016 0.005 0.007 
g 

42 1. 70 0. 05 0.18 54 . 36 0. 46 0.004 0.001 0.018 0.002 0. 09 
J 

46 5.32 0. 64 0. 45 38.18 11.39 0. 43 0.001 0.05 0.002 0.017 
e 

50 o. 13 0. 05 0.08 54.97 0.37 <0.01 <0.01 0.015 0.001 0.006 
。

51 0.21 0.05 0.08 54.81 0.30 <0. 01 <0.01 0.015 0.001 0.012 
m 

55 0. 23 0. 05 0. 10 54.95 0.43 <0. 01 <0.01 0.015 0.001 0.008 

69 2.36 0.41 0. 26 29.06 21.15 0.15 0.02 0.042 0.005 0.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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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고성층은 석회암층으로， 삼태산-흥월리층은 백운석질 석회암층， 그 

리고 영흥-마차리층은 백운암층으로， 고운리， 화천리， 부곡리층은 대 

부
 

l 석회규산염암층으로 다
 

되
」
 

류
 
” 님

 τ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의 성분분석 결과치만 가지고 

각 층들을 암종별로 분류해 보면 막동， 정선， 석병산， 고성층은 석회 

암， 삼태산， 흥월리층은 백운석질 석회암， 영흥， 마차리층은 백운암층 

으로 또， 고운리， 화천리， 부곡리층은 석회규산염암으로 분류된다(그 

èl r; ;;:J. ~ \ 
nυ t:I --'- I 

2) 기타 석회암층 

본 석회암충은 경상남도를 제외하고는 국재 거의 전 지역에서 산 

출되고 있으므로 사실상 한반도 전 지역이 본층의 연구대상이다. 

그러나 앞에서도 잠깐 언급한바대로 본층에서 산출되는 석회암들은 규 

모가 극히 작을 뿐만 아니라 변질이 심해 품위 또한 조악한 것들이 대 

부분이라 실제 산업에 이용될수 있는 것은 극히 한정적일 것으로 만단 

된다. 

본층의 석회암들은 생성시기별로 크게 3가지 유형으로 나누는데 선캠 

브리아기 (pre-cambrian) 의 화강변마암 내에 크고 작은 포켓 (pocket) 으 

로 배태되는 소위 거정질(巨옮質) 백색 석회암과 옥천지향사대에서 변 

성퇴적암 내에 가늘고 긴 랜즈 (lense) 상으로 배태되는 백운석질 석회 

암~석회규산염암으로 구성되는 주로 시대미상의 석회암류， 그리고 캠 

브리언 (cambrian) 및 오도뷔시언 (ordovician) 에 걸쳐 생성된 석회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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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그것이다. 

첫번째의 것은 구내 선캠브리아기 지층이 있는 곳에서는 비교적 빈번 

하게 산출이 알려지며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내륙인 안동， 청송， 。~ ò. 
。 。

일대이다. 그외 강원도 제천， 신림지역， 경기 가평， 춘천， 그리고 경 

기 및 충남， 전북 등의 서해안 일대에서 소규모로 산출이 알려진다. 

두번째의 것은 주로 전북， 충남， 충북 일대이며 특히 충남 금산과 충 

쳐
」
 

옥
 

, 님
 
} 

「 충주를 잇는 옥천 벨트내에 집중된다. 

마지막 것은 충북 영동， 청산 일대와 경북 북부 통해안 일대의 후포리 

에서만 한정적으로 산출된다(그림 1 참조l. 

상기층에서 산출되는 석회암들 중에서 시대별로 광상으로써 가치가 있 

고 실제 산업에 이용되고 있는 것들을 중심으로 간략하게 언급해 보면 

다음과 같다. 

(1) 고기 석회암류 

경북 중부 내륙인 안동， 청송 지역과 강원도 산럼지역에서 산출되 

는 것만 대표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한다. 

- 경북 중부 내륙 지역 (안동-청송 일대) 

본 지역의 석회암체가 사실상 선캠브리아기 거정질 석회암을 대표 

한다.본역의 석회암은 일찍부터 개발이 되어 주로 탄산칼습(중탄) 제 

조용으로 이용되여 왔고 지금도 가장 활발하게 개발되고 있는 광상중 

의 하나이다. 

그러나 광체의 부조형태에 따른 개발의 한계， 주변관입암의 영향에 

따른 품위저하(실리카 (Si 02) 량 증가)와 백색도 (whiteness) 저하로 이 

미 대부분의 구간에서 소위 중~상급품의 원석이 채진된 곳이 많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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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작업이 계속 중인 곳도 향후 몇 년 내로 채진될 것으로 전망되므 

로 새로운 광체의 확보가 시급한 형편이다. 

안동지 역에서는 계곡동 일대의 것이 명균적으로 중급질 (CaO 52 - 54%, 

SiOz 1 - 2%, Al z03+Fez03+MgO 1. 5% 미 만， 백 색 도 85 - 90 , 입 도 2-4 

mm) 에 해당되는 광체로 확인된다. 

청송지역은 파천면 대곡리 보풀치 지역과 파천면 항곡리 그리고 임동 

면 고천리 일대의 것이 비교적 규모도 크고 품위도 우수한 것으로 확 

인되다. 

대곡리 보풀치 광상을 대부분 구간에서 채진되었으나 광체의 동측부에 

비교적 우수한 품질(고， 중품위， CaO 54.46-55.05%, SiOz 0 . 27-

1. 84%, .A lz03+Fez03+MgO 0.84 - 0.87% 미만 ， 백색도 91. 입도 5.0 mm ) 의 

광체가 다소 확인된다. 

항목리는 중품위의 광체가 비교적 큰 규모로 배태되며 고천리 광체는 

중~저품위 광체이다. 

본역에서 채취한 시료의 성분분석치와 물성치는 표14에 기재 하였다. 

-강원도신림지역 

본역의 석회암은 신림면을 중심으로 사방에 몇개의 광체가 흩어져 

있으며 이중 신림면 일대에 부존하는 광체가 규모가 가장 클 뿐만 아 

니라 품위면에서 우수하므로 동 광체만 연구대상으로 한다. 

동 광채는 상한이 강원도 원성군 신럼면 금목동 및 언당 일대이며 하 

한은 충북 제천시 봉양읍 학전 일대로써 강원 및 충북의 도 경계에 걸 

쳐 부존한다. 

나머지 광체들은 원성군 신럼면 성남리， 판부면 도사골， 안흥면 곡
 

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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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주천면 도천리 및 송계리 일대에 걸쳐 산발적으로 산재되나 二lD
! ’ -L-

c ;ü τ 1:): OJ 닝 ::;!..7} 。
21 1 나」 변질이 심해 석회규산염암화 된것들도 있어 

대상에서 제외키로 한다. 

상기 신럼 광체에서 채취한 시료수는 모두 8개이며 대부분 입도가 2-

4mm나되는 거정질이다.백색도도 최대 88까지 나타내는 것들도 있어 색 

도 기준으로만 보면 중급질 (B급) 정도는 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본 광체는 시료채취 지점에 따라 심한 품위 변화를 보이는데 예를 틀 

어 광체의 상한인 언당일때 (KI-K4) 인 것은 CaO 28.0 - 42.0%, Si Oz 

10 . 06-30 . 24%, MgO 0. 11-5.16%, RzOs(.A. lz03+Fez03) :t1. 0% 미만， Bll λU ..., ..., 

도 62-80 , 입도 1. 5 - 3.0 mm의 저급 내지는 석회규산염암으로 나타나 

나 광체의 중， 하한은 ( K5 - K8) CaO 48.0- 53.0%, SiOz 0.5- 3.0%, MgO 

2.0- 4.0%, RZ05 0.8 -1. 2%, 백색도 81-88 , 입도 4.0 - 4.5 mm의 중급 

질 (B급)의 석회암으로 확인된다. 

( 2 ) 시대미상 석회암류 

주로 전북， 충남， 충북의 옥천지향사대를 따라 소규모 렌즈나 흑 

은 포켓으로 배태되는 석회암류들을 지칭한 것이며 충남 금산과 충북 ， 

옥천 및 충주 일대가 대표적인 산출지이다. 

- 충남 금산 지역 

그럼 1 에서 보다시피 본역에서 관찰되는 석회암은 넓은 지역에 걸 

쳐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나는데 금산을 중심으로 사방에 흩어져 산재 

된다. 

주 분포지를 대략 언급해 보면 충남 금산군 금산읍， 논산군 벌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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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덕군 기성면， 금산군 산내면， 복수변， 전북 진안군 주천면 ， 남이면， 

금산군 진산면 둥이다 . 

본 지역의 석회암은 우선 규모면에서 다양한데 금산군 추부면 일대의 

것은 지표 누출폭이 3.5-4.0 Km , 지표연장이 11 -12 Km에 달하는 엄 

청난 크기의 포켓이 있는가 하면 금산군 진산면 일대에서는 불과 직경 

이 20 - 50 m 밖에 되지 않는 극히 작은 규모의 포켓도 있다. 

본지역 석회암은 전술한바와 같이 본역에 형성된 옥천지향사대의 변성 

퇴적암류 내에서 배태되는 특정을 보이며 정확한 생성시기를 알 수 없 

는 시대미상의 석회암류들이다. 원광석의 품질도 석회규산염암， 백운 

석질 석회암， 거정질 석회암 ， 저급 석회암 등 다양한 품위변화를 보여 

주며 실제 본역에서 산업에 이용될수 있는 품질로 가행대상이 되는 석 

회암은 백색의 거정질 석회암이나 본 석회암층은 광체의 규모가 ;ü 으」 .., E프 

뿐만 아니라 경북 중부 내륙 지역의 선캠브리아기 백색 거정질에 비해 

백색도 (whiteness) 와 칼숨분의 함량이 다소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 진다. 

본 역에서 채취한 시료는 모두 41 개로서 주로 이 지역에서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시대미상의 마전리층에서 채취한 것이다 . 

본층은 전술한바와 같이 다양한 규모와 다양한 품질 변화를 나타내는 

데 대부분이 저급 석회암으로써 시멘트 ， 제철 ， 화공， 용 등의 고급용 

도로 사용이 불가능한 품질을 보인다 ( 표 15 참조 ) . 

그러나 일부지역에서는 백색의 거정질 석회암이 광상을 형성하고 

곳이 있으며 이런 곳을 대상으로 가행중인 광산이 수개처 있다. 

。1 츠= /“ L. 

충북 옥천 지역 

옥천군 안남면 일대에 유일하게 단독으로 배태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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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써 상한은 오덕리 일대이며 하한은 지수리 일대까지 남북연장 9.5-

10 Km , 동서연장 700 -1 , 000 m의 규모가 큰 광체이다. 

본층에서 채취한 시료수는 총 4개 (Y-14-Y-17) 이며 표 14에 성분분석 

및 물성치를 기록 했으니 참고 바란다. 

- 충북 충주 지역 

본지역의 탄산염암은 대부분 백운암들이다. 

특히 충주시를 중심으로 동， 남단 외곽에서 아크 (arc)상으로 층상 분 

포하는 향산리층은 활석 (talc) 의 모양이기도 하다. 

본 향산리층에서 채취한 시료수는 모두 12개 이며 성분분석 및 불성치 

는 모두 표 15에 기재 하였으니 참고 바란다. 

(3) 캠브리언-오도뷔시언 석회암류 

전술한바와 같이 국내에 부존하는 탄산염광물자원(주로 석회암충) 

중 이 시대에 생성된 것으로는 거의가 대석회암통 내의 석회암층들로 

알려진다. 

그러나 대석회암통에 포함되지 않으면서 상기시대(조선계)로 분류되는 

석회암이 몇군데서 확인되는데 충북 보은 및 영동， 청산 일대와 경북 

동해안의 후포리 일대에서 산출되는 석회암들이 바로 이들이다(그림 1 

참조). 

상기지역중 경북 통해안의 후포리 지역에서 산출되는 석회암은 이미 

십수년 전 부터 제철용으로 개발이 되어 오고 있으며， 또 영동 빛 청 

산 일대의 것은 근래틀어 일부지역에서 화공용 동으로 사용키 위해 소 

규모 개발이 진행중인 것을 제외하고는 이제껏 거의가 미개발 상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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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4.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pre-cambrian limestone samples 

! l j 화 학 λ。4 분 (%) 돋 t그r^à 
비고 충 별 지 역 j시료변호 

Fe-N3 νIgO 백색도 ! 입도 ,-. ,- ~~ i CaO Si02 Al2Ü3 

K-1 30.20 25.67 I 0.75 0.11 62 1.5 ， ※임도는 
K-2 34.20 18.06 1.56 0.72 I 5.16 70 3.0 

평균 입경 
K-3 28.20 30.24 0.24 0.17 0.33 2.5 

강원 
0.55 0.36 3.35 80 

(단위 Illlll) 

신 립 
K-4 42.10 10.06 3.0 

K-5 50.20 2.04 0.78 0.66 3.05 88 4.0 
내륙 

1.10 0.62 0.54 0.23 82 4.5 
※ K-l -

K-6 52.60 

K-7 53.35 0.50 0.62 0.40 3.10 81 4.0 
K-4 는 

K-8 48.90 3.30 0.11 0.50 4.00 82 4.0 석회규산암 

AK-1 54.33 0.95 0.07 0.14 0.42 5.0 

AK-2 51.09 5.26 0.23 O 또 1.30 75 6.0 

AK-3 54.32 1.31 0.06 0.08 0.46 87 4.0 

AK-4 54.35 0.95 0.05 0.04 0.42 85 4.0 ※ AK-8은 
AK-5 53.76 2.01 0.06 0.07 0.55 87 4.0 

석회 
안 동 AK-6 54.47 0.56 0.06 0.04 0.63 86 5.0 

그’‘사 '-'여 I그 。C1L 

AK-7 42.14 11.70 2.46 0.99 1.02 4.0 
※ Ak-7은 

계콕동 AK-8 6.96 54.99 20.33 4.36 2.33 51 2.0 

AK-9 50.18 3.38 0.32 0.44 1.26 88 4.0 
장석류 

AK- lO 54.10 0.91 0.08 0.19 0.53 89 4.0 다량함유 

AK-ll 54.91 0.34 0.05 0.03 0.37 

경북 AK-12 54.08 1.20 0.07 0.31 O.야 87 5.0 

AK-13 54.76 0.57 0.06 0.13 0.38 84 5.0 

중부 CK-3 54.46 1.84 0.05 0.03 0.28 91 5.0 

청 송 
CK-4 53.35 4.10 0.06 0.08 0.17 83 5.0 

내륙 CK-5 55.07 0.27 0.05 0.02 0.38 % 5.0 

보풀치 
CK-6 54.79 0.20 0.05 0.02 0.63 89 6.0 

CK-7 53.82 1.88 0.07 0.07 0.63 90 4.0 

CK-8 55.05 0.35 0.05 0.03 0.26 91 5.0 ※ CH-4는 

청 송 
CH-1 54.91 0.47 0.05 0.01 0.43 91 4.0 셰일류임 

CH-2 54.56 0.36 0.05 0.02 0.62 81 3.0 

황목리 
CH-3 54.99 0.74 0.06 0.16 0.33 84 3.0 

CH-4 5.90 64.88 15.63 2.05 2.04 82 4.0 

청 송 CH-5 55.18 0.41 0.05 0.07 0.18 88 3.0 

고천리 CH-6 54.않 0.78 0.05 0.06 0.59 86 3.0 

춘 양 M-l 48.74 9.28 0.27 0.80 0.93 0.5 ※ 일반 

명호리 M-2 52.89 2.99 o.æ 0.14 0.60 0.5 석회암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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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15. Chemical and physical properties of age unknown limestone samples. 

지 시료 화학성분 (% ) 물성 비 1 

여-， 변호 Si02 iA120:11 Fe20 :1I CaO IMgO I KD INa20 1 Ti02I MnO I P20~ pH I 19loss 백색도 고 

Y- 14 20.48 0.58 1.30 42.57 2.45 0.16 0.07 0.06 0.12 0.03 9.2 31.79 

Y- 15 39.58 4.1 4 2.06 26.90 8.72 0.96 0.46 0.18 0.06 0.07 9.2 16.19 

Y- 16 16.75 0.60 0.83 43.80 2.18 0.36 0.17 0.07 0.04 0.04 9.1 35.33 

Y-17 16.87 0.54 1.56 42.86 1.63 0.51 0.08 0.05 0.05 0.03 9.1 35.25 
대 

Y- 18 1.03 0.31 0.14 54.00 1.11 0.20 0.05 0.03 <0.01 0.02 9.2 42.81 
.!J!- I 

Y- 19 51.72 6.37 0.83 18.27 0.43 4.19 0.1 4 0.21 0.05 0.05 9.0 17.63 
τ 님!:" 

Y- 20 61.53 15.62 5.07 2.93 3.04 6.52 0.89 0.68 0.04 0.1 2 8.3 3.30 
λ-41 

Y- 21 55.75 13.00 5.76 9.54 3.15 5.10 0.90 0.58 0.04 0.13 9.1 5.63 
회 

Y-22 68.60 9.1 2 4.48 8.11 1.71 2.32 0.97 0.42 0.04 0.12 9.1 3.69 
규 

Y-23 54.60 14.64 4.89 8.18 3.31 4.83 2.25 0.65 0.03 0.13 8.5 5.91 
산 

Y-24 56.60 13.82 6.60 9.29 2.34 4.70 2.11 0.60 0.06 0.1 2 9.2 3.19 
여n 

Y-25 80.24 9.47 2.70 0.65 1.37 2.53 0.68 0.46 0.02 0.1 2 8.4 1.56 
。r1l , 

Y- 26 60.91 14.01 4.98 5.08 2.75 5.70 3.13 0.69 0.03 014 9.0 2.16 
셰 

Y- 27 55.30 13.66 6.00 12.83 3.18 2.88 3.49 0.56 0.05 0.1 2 9.1 1.39 
일 

Y-28 2.62 0.28 0.45 52.82 0.48 0.19 0.13 0.09 0.1 0 0.03 9.0 42.15 
T ETE 

Y- 29 51.25 4.01 2.18 17.67 5.40 1.51 0.15 0.20 0.07 0.14 8.6 16.28 
q;x1 

Y-30 35.32 4.48 2.43 30.48 1.87 2.49 0.83 0.37 0.05 0.33 9.0 21.16 
규 

Y-31 26 .13 2.39 1.54 37.07 1.35 0.61 0.83 0.21 0.06 0.07 8.7 30.67 
암 

Y- 32 37.75 2.62 1.45 30.17 2.76 1.65 0.41 0.20 0.02 0.08 9.1 22.38 
I。::

Y-33 67.25 14.42 4.41 0.28 1.12 6.48 0.27 0.67 0.03 0.06 7.0 4.32 
。C그1 I 

Y- 34 8.2 

Y-35 62.50 12.65 5.88 7.93 3.85 3.91 1.36 0.72 0.05 0.1 1 9.1 0.68 

Y-36 64.66 10.62 7.83 3.93 8.03 1.61 0.57 0.54 0.1 1 0.10 8.8 1.76 

Y-37 42.95 6.83 5.53 33.38 4.53 0.07 0.07 0.37 0.18 0.14 9.0 5.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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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6. Chernical and physical propenies of age unknown lirnestone samples. 

물성 화학성분 (%) 

1 시료변호 

Siα 베20:3 1 F eZ03 i CaO i MgO 
」

여
 「

지
 

비고 

Y-1 0.06 i 8.3 25.85 1 13.22 1.63 0.18 0.03 

Y-2 1.77 0.19 0.73 I 30.44 i 20.87 i 0.16 I 0.09 0.04 0.02 0.01 9.3 46.26 

Y-3 3.03 0.31 0.69 30.29 20.60 0.24 0.10 0.05 0.02 0.03 9.3 44.77 

Y-4 55.\f1 9.17 3.67 15.12 8.21 2.60 2.17 0.39 0.10 0.13 9.2 3.00 
Y-1-

Y-5 70.05 6.94 4.11 5.30 3.56 2.17 0‘ 32 O 또 0.\f1 0.10 8.9 6.67 
Y-3시 1 

Y-6 74.92 11.83 2.08 1.94 1.20 3.26 1.잃 0.23 0.00 0.05 8.9 2.68 
료는 

Y-7 3.65 0.25 1.85 30.정 20.69 0.15 0.08 0.04 0.05 0.02 9‘2 43.08 
대부분 

Y-8 12.00 0.74 1.41 46.80 1.73 0.62 0.08 0.08 0.02 0.04 9.0 36.33 
석회규 

Y-9 2.97 0.41 0.62 31.51 19.38 0.42 0.05 0.07 0.01 0.03 9.3 44.22 
산영암 

Y- lQ 5.28 0.52 0.51 50.잃 0.52 0.76 0.11 0.08 <0.01 0.02 8.9 40.64 
이며 

Y-ll 4.29 0.53 0.38 32.36 18.46 0.83 0.08 0.07 <0.01 0.00 9.2 42.37 
P-1-P 

Y-12 6.62 0.60 0.85 29.71 19.28 1.01 0.07 0.11 0.01 0.00 9.3 41.32 
-2""펙 

Y-13 2.53 0.21 0.92 30.80 21.30 0.07 0.06 0.06 0.00 0.01 9.6 43.44 
는모두 

P-1 97.웠 0.41 1.57 0.05 0.01 0.07 0.05 0.03 0.01 0.02 8.2 0.27 I 

P-2 97.69 0.45 1.때 0.05 <0.01 0.08 0.07 0.04 0.02 0.02 8.3 0.17 
규암임 j 

(P-12 
P-3 8.2 

。~

P-4 98.02 0.35 1.14 0.09 0.01 0.00 0.00 0.03 0.01 0.02 8.5 0.11 
P-15시 

P-5 97.67 0.55 1.21 0.13 0.04 0.11 0.07 0.04 0.01 0.02 8.8 0.15 
료만 

P-6 97.61 0.46 1.15 0.12 0.02 0.07 0.08 0.04 0.01 0.02 8.9 0.25 
석회규 

P-7 96.00 0.88 1.16 0.61 0.17 0.23 0.11 0.06 0.01 0.02 8.8 0.54 
산영암 

P-8 97.69 0.40 1.36 0.06 0.01 0.07 0.07 0.04 0.01 O떠 8.6 0.12 
임 ) 

P-9 98.01 0.34 0.64 0.09 <0.01 0.05 0.07 0.04 0.01 0.21 

P- lO 74.70 1.03 0.!Xl 10.13 0.30 0.16 0.24 0.05 0.02 0.02 I 8.9 12.02 

P-12 23.33 1.51 1.17 38.66 1.37 0.73 0.52 0.20 0.02 0.42 9.1 31.68 

8.09 0.80 0.92 48.견 1.12 0.58 0.09 0.04 0 여 i 0.06 8.9 39.44 

460 

도
 

색
 

배
 「

$ g e 
I 

KZO i NazO ! TiOz ! νInO ; P:ρ5 : pH 



화학성분 (%) 

지역 시료번호 

‘ SiÜ2 ' Al2Ü:J F얻Ü:J CaO ; yIgO i KZO ‘ NazO ; TiOz :VlnO P:Ds ' pH 

Y -38 66.56 ~ 15.38 ' 6.92 : 0.22 0.74 I 3 감 j 0% 094 OOl 1 Oll 7.8 

Y-39 μ 12 i 10.36 i 4 떠 ! 3ll2 9.3 1.97 I 0.24 ! 0.10 ! 0.47 I 0.11 I 1.34 

Y-40 22.66 i 7.14 3.41 39.55 2.05 0.30 0.17 0.35 0.09 0.08 9.1 

Y-41 53쩌 1.72 2.56 35.65 2.57 0.39 0.11 0.10 0.06 0.04 10.0 

Y-42 48.71 27.75 2.59 1.95 0.36 0.47 0.07 o.æ 8.4 

Y-43 

Y-44 

Y-45 

Y-46 

Y-47 1.44 0.28 0.28 54.36 0.26 0.19 0.04 0.04 8.9 

Y-48 0.36 0.13 0.10 54.83 0.36 0.07 0.04 0.02 <0.011 0.02 8.9 

Y-49 1.46 0.24 0.12 53.53 0.86 0.17 0.04 0.03 0.01 0.02 9.1 

Y-5Q 1.10 0.23 o.æ 54.44 0.33 0.17 0.05 0.03 0.01 0.02 9.0 

Y-51 78.67 7.59 7.00 0.20 1.25 2.43 1.00 0.40 0.07 0.13 8.0 

Y-52 74.43 10.06 6.56 0.23 1.53 4.02 0.81 0.52 0.09 0.11 8.0 

Y-53 93없 2.43 1.앓 0.08 0.18 0.56 0.08 0.14 O.여 0.03 8.0 

Y-54 69.16 14.93 5.57 1.10 1.26 4.õ2 0.42 0.76 O.여 0.16 9.0 

S-20 00.:경 16.00 7.75 5.95 3.29 3.02 0.72 0.76 0.11 0.14 9.0 

S-21 59.51 16.61 7.59 4.48 3.53 3.42 1.07 0.80 0.11 0.15 8.7 

S-22 54.06 15.æ 6.43 8.13 4.34 4.06 1.10 1.01 0.24 0.14 9.1 

S-23 16.84 1.33 2.14 41.98 1.67 1.01 0.28 0.18 0.05 0.05 8.9 

S-24 62.82 10.51 4.41 4.06 2.28 6.67 0.15 0.45 0.09 0.41 8.9 

S-25 81.24 7.15 2.76 2.96 1.82 2.06 0.44 0.39 0.06 0.10 9.1 

S-26 77. 18 7.48 2.98 4.18 3.03 2.05 0.53 0.47 0.06 0.10 9.1 

S-27 64.22 15.85 7.?!J 3.24 1.63 4.48 0.65 0.75 0.04 0.10 9.4 

S-28 5.43 0.66 0.59 50.47 1.05 0.51 0.10 0.06 0.01 0.05 9.0 

S-29 74.닮 13.78 1.00 0.57 0.23 5.19 3.38 0.04 0.02 0.02 8.8 

S-30 19.08 0.84 1.15 37.17 7.35 0.22 0.06 0.17 0.04 0.07 8.8 

S-31 10.95 0.57 1.æ 43.42 5.07 0.28 oσ7 0.08 0여 0.04 8.9 

- 461 -

울성 

비고 

Igloss i 액색도 j 

5.11 Shale류 1 

5.71 석회규 j 

20.05 
산엽암 

” 
2.69 54 " 

” 4.06 ~ 

42.67 79 

43.70 89 

43.14 84 

43.12 88 

O잉 화강암 

1.~ 
류(?) 

” 
1.01 규암(?) 

1.72 Shale류 

S-20-

S-31 

시료는 

대부분 

Shale류 

와 석왜 

규산염 

암임 



% 

50 -1 

n n 
Cao 

40 
I:‘; ‘;‘ 」이‘::.}j MgO 

30 n 

h 
t-- - -- - --- - - --- -

':', 

20 

~ l ‘ 
..•.. ‘ 

OOLOMITE 
'" , '00 

’::. 
-’:: ’ 

00‘000 0:‘ ~------ - -------10 
DOL. L빠STONE 

;', 

|월 |댐 l 원 ’ 
.,': r-------------
o.‘ 

,!}': 
o.끽“. 

-’ 
:.:: 

I L1 MESTONE -’ _. 
:0) 

MAKDONG-JEONG SEON' SEOK8Y얘 . I()SEONG I SAMTAISAN' HEONGW IYOUNGHEON' HWACHON'MACHARI 
GSAN OLLI IG RI 

L1 MESTONE DOL . Ll MESTONE DOLOMITE 

Fig. 5- 5 Rock classification of each fonnations by their chemica1 compositions 



방치되여 왔는데 이것은 본역 석회암의 품위가 대부분 고급용도로 사 

용하기엔 다소 미흡하고 또 매장량이 많지 않은 것이 주된 요인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 보은 및 미원 일대에서 동북방향으로 긴 띠 모양으로 배태되는 석 

회암은 화전리(화전리)층으로써 층의 상부는 백운석질 석회암이 우세 

하나 하부에서는 주로 셰일로 구성된다. 

본층은 특히 상부의 백운석질 석회암 부분에서 암회색의 결정질 석회 

규산염암이 곳곳에서 발달되고 있어 고급용도(철강， 화공， 환경， 시멘 

트용 등)로의 이용은 힘들것으로 판단된다. 

본 캠브리언-오도뷔언 시대의 석회암에서 채취한 시료(후포리층 제외) 

는 모두 247>> 이며 이중 영동 및 청산 일대의 것에서 137>> . 보은 및 미 

원 일대의 것에서 11 개이며 성분분석 및 불성은 표16에 기재 되었으니 

참고 바란다. 

제 5 절 물리화학적 성질 

5-1 백 색도 (Whiteness) 

백색도를 측정하기 위해 채취한 시료는 총 56개이다. 이중 대석 

회암통에서 21 개 (막동이 8개로써 가장 많고 그 다음이 정선으로써 5 

개이다. 흥월리가 3개， 석영산이 2개， 나머지는 홍점， 삼태산， 화천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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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6 Whiteness degree diagram of the studied areas samples 



Table 5-17(A). Whiteness degree of each formations samples 
of the Great Limestone Series 

층 별 시료번호 
닙「” λ 「R -E」 Statements (Whiteness) 

47 86 
87 60 

Mag 91 70 
93 91 백색도값 85이상인 구간은 표면에 

94 82 묻은 흙， 이끼류 둥과 같은 백색도 

dong 98 85 
저하 요인만 제거하면 다소의 색도 99 88 

107 80 개선이 기대되며 중급질으로의 동급 
18 88 

상향도 가능할 것임. Jeong 20 79 
23 77 

seon 24 84 
25 82 

Hongjeom 41 85 
Seok 76 78 

byongsan 82 82 
Samtaisan 64 65 

Hwa 72 77 cheonri 

Heong 44 63 
wol 48 86 
rl 59 71 

층별 H「R재 ,-亡L I 。쉽그 "-'.. 비 고 

Magdong 80.25 
Jeongseon 82 
Hongjeom 85 

Seokbyongsan 80 
Samtaisan 65 
Hwacheonri 77 
Heongwolri 73.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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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 학 λ。4 τ tEjr (ppm) 
층 별 비 고 

As Ba Co Cr Cu Zn 

Magdong 2.42 19.45 1. 29 1. 56 1. 03 8.43 

Jeongseon 3.62 68.26 3.55 3.37 2.86 12.68 

Seokbyongsan (1 42.90 1. 03 <1 1. 03 10.16 

Samtaisan 1. 47 14.38 1. 18 <1 <1 14.49 

Youngheong <1 <1 <1 <1 <1 14.00 

Heongwolri 9.33 69.66 6.53 5.33 5.90 14.66 

Hwacheonri 5.10 248.50 (1 <1 (1 67. 00 

Koseong <1 17.6 (1 <1 <1 10.50 

Machari 3.66 20.93 2. 80 <1 4.4 11. 08 

Hongjeom 3.20 3.84 O. 73 <1 1. 26 8.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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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8 ) Whiteness degree of each sarnpes of pre=carnbrian and age-unknown 

| 시료번호 백색도 
비 .:;].‘-

--, 
분 i ^l 역 I (whi teness ) ! 

K-l 62 

캉 원 
K-2 70 

K-4 80 

내 륙 K-5 88 

K-6 82 
(신 립) 

K-7 81 

K-8 82 

씨(-2 75 

따(-3 87 

AK-4 85 

매(-5 87 

씨(-6 86 

매(-8 51 

씨(-9 88 ※ 경북 중부 내륙 ( 안동， 청 
선캄브리아기 

송 일대) 지역의 전체 명균은 
AK-I0 89 84. 7이나. AK-8 시료만 제외하 

(Pre-cambrian) AK-12 87 연 명균 품위가 86.3으로 급둥 
경 북 AK-13 84 함 
중 부 

내 륙 
디(-3 91 

(안동 디(-4 83 
※ 충남 지역이 것도 Y-41 

청 송) CK-5 90 Y-42의 시료만 제외하연 85로 

CK-6 89 二디1드 。~~

CK-7 90 

CK-8 91 

CH-l 91 

CH-2 81 

CH-3 84 

CH-4 82 

다~-5 88 
다~-6 86 

Y-41 54 

Y-42 50 
시대미상 충 남 

Y-47 79 

(age-u따rnown) 금 산 Y-48 89 

Y-49 84 

Y-50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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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pre-cambrian 

age-unknown 

지 역 ! 백색도 평균 

i 강원 내륙 j 

i 경북 중부 내륙 j 

i 충남 ! 

77.8 

84.7 

74.0 

----카 
j ※ 경북 중부 내륙과 충남 지역 시료 일부구간 
f만 제외하면 평균치는 큰폭으로 상승함 

고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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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각각 1 개) 기타 구간의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에서 29개， 또 시대 

미상의 석회암에서 6개가 채취되었다. 각 층별 채취 시료수는 그 만큼 

그 층에 협재되는 백색대 (white color zone) 의 빈도수가 높다는 것을 

의미하나 꼭 시료수만큼의 비율은 아니다. 또 야외에서 인지되는 1ol11λU -, -, 

(white color) 은 실상 여러가지로 분류가 가능한데 우백색 (milky 

‘~hite) ， 담백색 (l ight white) , 담회색 (light gray) , 회백색 

(grayish white) , 항백색 (yellowish white) , 담흥색 ( 1 i gh t P i nk ) , 

흥백색 (pinkish white) 동이 그것이다. 실제 이들의 경계를 야외에서 

식별하기란 쉽지 않으며 어떤 노두에서는 상기의 색상증 두서너가지가 

흔합되어 나타나는 경우도 흔하여， 사실상 색상별로 분류한다는 것은 

엄격히 따져 무리이다. 어쨌든 56개의 시료는 모두 다른 제각각의 백 

색도를 나타낸다. 이들의 범위는 50에서 91까지로 다양하다. 일반적으 

로 원광에서 보다 가공(분채시)했을때 백색도의 값은 조금더 떨어지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것은 석회암(혹은 백운암)중에 합유되는 묵
 
-스

 ι 
닙
 를
 

들， 예를 틀면 색깔을 가지는 미립의 석영잎 (guartz grains l, 알루미 

나 및 철분과 같은 니질물 (argillaceous materials) , 기타 유기물들 

(organic materials) 이 분말상태로 섞여 들어가기 때문이다. 일반적으 

로 고급 분채용에 이용되는 백색도(분말기준)는 95이상이며 90-95사 

이는 대체로 중급질로 분류된다. 이렇게 보면 56개 시료는 분채용으로 

이용되는 색도로는 모두 부적합하다. 다만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의 일 

부와 박동층 93번 시료구간은 백색도 값이 91 로써 원광(분말)기준으로 

는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데 동시료는 표면에 묻어있는 흙이나 이끼류 

를 제거하지 않은 상태에서 분말화했기 때문에 이들을 제거하면 백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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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는 다소 개선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 측정치가 85이성인 시료들도 

마찬가지로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측정되었으므로 이러한 요인만 제거 

하면 현재의 결과치에서 보다 다소의 색도개선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럼 6에서 보면 대석회암통의 경우 전반적으로 백색도 값이 홍점 

에서 가장 높게 나타나며 삼태산이 가장 낮다. 56개 시료의 측정치는 

대석회임통의 경우로 표-17(A) 에서 볼수 있으며 선캠브리아기 및 시대 

미상 석회암은 표 -17(A) 에 기재 되어 있다. 

5-2 색 상 (Color) 

흔히들 석회암은 회색， 백운암은 백색으로 알고 있는 경우가 흔 

하나 이것은 잘못된 생각이다. 석회암이나 백운암， 양자 모두 실제 자 

연에서 나타내는 색상은 매우 다양하다. 상기한 회색 (gray) 및 닙Q λU -, -, 

(White) 은 물론 회백색 (grayish white) , 담회색 (l ight gray ), ..Q.. Bll -, 

색 (milky white) , 담흥색 (light pink) , 담황색 (light yellow) , 담 

갈색 (1 ight brown) , 담녹색 ( 1 i gh t green) , 녹회색 (green i sh gray) , 

회독색 (grayi sh green) , 흥색 (p i nk ) , 황색 (yellow) , 갈색 (brown) , 

암회색 (dark gray) , 암녹색 (dark green) , 암청색 (dark b 1 ue ) , 청회 

색 (b 1 u i sh gray) , 보라색 (pupple) 등뭉 무수히 많은 색상이 야외 L~극 -L-

에서 인지된다. 그러나 실상 이렇게 많은 색상틀도 크게 4가지 유형으 

로 나누며 백색계열( Wh i t i sh Co 1 or ) , 회색계열 (Grayish Color) , 

색계열 (Dark Grayish Color) , 잡색계열 (Mixed Color) 의 4가지로 

암회 

구
 

이 가능하다. 대체로 이러한 관점에서 보면 회색과 백색이 우세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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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을 보이기도 한다. 

탄산염 광물의 색상을 결정짓는 요인으로는 첫째， 유기물질 (organic 

material s) , 둘째 한유되는 석영남 (guartz grai ns) , 셋째 철분 및 알 

루미나와 같은 니질불 (argillaceous materials) , 넷째 철 (Fe) , 동 

(Cu) , 망간 (\ln) , 니 켈 (N i ), 코발트 (C이등과 같은 금속물질 (metallic 

materials) 등을 들 수 있다. 이들 요소들은 극히 미 량이 라도 암석의 

색상에 절대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진다. 따라서 이론에 의하 

면 석회암(혹은 백운암)의 색상이 흐리거나 탁한 것은 상기와 같은 요 

소들에 의해 밝고 맑은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품위가 떨어져야 한다. 

대체적으로 이러한 이론은 잘 적용이 되어서 실제로 담회색~백색의 

석회암이 회색~암회색 석회암에 비해 품위가 높은 경우를 자주 보게 

된다. 그러나 이러한 이론이 100% 적용되는 것이 아니다. 야외에서 순 

수에 가까운 백색의 고품위 석회암을 채취해서 실내에서 성분분석을 

해 보면 실리카의 함량이 많이 증가되어 상대적으로 CaO 함량이 50%에 

도 못 미치는 저급의 석회암으로 판정되는 예가 왕왕 있는데 이것은 

백색의 석회암과 색상이 동일한 석영남의 함량이 많이 함유된데에 기 

인된 것이다. 또 암회색의 색상을 가진 석회암을 분석해 보면 품위가 

낮을 것이라는 일반적인 통념을 뒤엎는 고품위로 밝혀지는 경우도 있 

는데 이것은 색상을 검게했던 유기물질틀의 소멸에 따른 결과이다. 

금번에 연구대상이 된 대석회암통을 위시한 전 지역이 상기와 같은 다 

양한 색상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회색과 암회색이 우세하며 층의 

중간중간에 백색~우백색의 색상도 렌즈 (lense)상으로 협재된다. 특히 

대석회암통의 막동층과 정선층에는 백색의 벤즈외에도 잡색(주로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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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적색， 흑색， 황색등의 색상의 혼합)의 랜즈도 일부구간에서 확인 

되는데 동구간은 공예용， 혹은 건축용의 대리석으로 개발되고 있다. 

흥월리층 중의 일부 구간에서는 양질의 Dolomite ( ~ lgO 20%이상)는 상 

당 구간이 백색으로 확인되며 양질 (CaO 52% ) 의 석회암으로 알려지는 

흥점층은 대부분 회색~담회색 구간이 우세하다. 영흥층은 청회색과 

암청색이 우세하며 석병산， 마차리 그리고 흥월리의 대부분은 암회색 

이 주류를 이룬다. 그외 기타지역의 석회암은 선캠브리아기 석회암을 

제외하고는 거의가 암회색과 회색이 우세한 양상을 보인다. 

5-3 조 직 및 입 도 (Textuer and Grain Size) 

암석의 조직은 석회암을 구성하는 방해석 입자의 크기와 관계가 

갚다. 즉 입자가 크면 그 만큼 공극률이 커져 조직력이 떨어진다. 또 

입자크기뿐만 아니라 동일한 크기의 입자가 얼마나 많으냐， 즉 분급 

(sorting) 이 얼 마나 좋으냐에 따 라서 도 조직 력 의 차이 는 현저 하다 . 일 

반적으로 조직력이 뛰어난 암석을 치밀 (compact) 하다고 말하는데 이것 

은 그만큼 구성되는 입자의 크기와 분급이 이상형 ( i dea 1 )대로 잘 짜맞 

추어져 있는 형태를 일컬는 것이다. 산업계에서는 흔히틀 비정질 

( Non-Crystalline) 이라는 용어를 많이 쓴다. 사실 산업계에서 지칭하 

는 비정질은 이러한 치밀성을 대신해서 쓰는 용어이다. 자연에서 생성 

되는 석회암(백운암 포함)은 거의 대부분이 크고 작은 방해석 결정을 

가진다. 흑， 앞에서 언급한 것과 같은 비정질 석회암이 관찰되기도 하 

는데 이런 경우는 매우 드물어 변질을 심하게 받은 구간이거나 아니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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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적으로， 또는 국지적으로 특이한 생성과정을 거친 희귀한 경우이 

다. 이렇게 자연에서 드물기는 하나 비정질 석회암이 간흑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럴때 사용하는 용어도 비정질이라는 용어보다는 유리질 

( amorphous , glass) 이라는 용어의 사용이 더 바람직스럽다. 이것은 비 

정질 그 자체도 자연에서의 어떤 형태이든 결정질에 대칭되는 하나의 

결정형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러한 유리질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크 

든 작든 결정을 가지게 된다. 대체로 산업계에서 비정질이라고 통칭하 

는 석회암 시료를 채취해서 현미경하에서 관찰해 보면 대부분이 미세 

입자로 구성된 은정질 (crypto crystalline) - 은미정질 (micro cryst

all ine) 의 결 정 질 석 회 암 인 것 으로 확 인 된 다 . 석 회 암을 결 정 형 태 에 따 

라 분류할때는 결정질 (Crystalline) 과 비정질 ( Non-crystalline) 로 나 

누는 것이 통례이나 이것은 단순히 결정입자의 크기에 따른 분류일뿐， 

실제 산업계에서 경제적 가치를 두고 우수한 품질의 원광석을 논할때 

는 암석의 조직력까지 포함된 치밀질 석회암 (compact limestone) 이란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된 대석회암통내의 석회암~백운암층에서도 다양한 

형태의 결정형태를 나타내는데 특히 소성용으로 이용되는 치밀질도 상 

당 구간에서 확인되고 있다. 대표적인 예가 막동층의 경우 6 , 7 , 10 , 

12 , 13 , 45 , 47 , 105 , 111 , 122번 시료구간 ， 정선층은 17 , 19 , 22 , 

23 , 24 , 25 , 27 , 28 , 131 , 134 번 시 료구간 ， 삼태 산은 38 , 57 , 70번 시 

료구간， 흥월 리 층은 35 , 37 , 39 , 40 , 44 , 48 , 53 , 56 , 58 , 59 , 63번 

시료구간 ， 영흥층은 29 , 30번 시료구간， 석병산층은 76번 시료구간， 

고성층은 66 , 67번 시료구간， 화천리층은 전구간에서 치밀질은 없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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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확인된다. 상기 치밀질 구간의 시료를 박편 (thi n secti on) 을 

제작하여 현미경하에서 관찰해 본 결과 대부분의 시료에서 은미정질 

(micro-crystall ine) 크기인 0.004-0.063mm Olaurice E. Tucker의 

Sedimentary Rocks 입자분류， 표 18 참조) 범위내의 입자로 구성되는 

것으로 확인된다. 현미경하에서 촬영된 대표시료로는 백운석과 석회암 

을 구분하여 각각 두개의 시료를 선정했으나 입자가 너무 작아서 방해 

석과 백운석의 구분이 힘들다. 사진 l 의 A는 막동층의 양질의 백운석 

구간( 6번 시료)이며， B는 정선층의 양질의 석회암 구간(1 9번 시료)이 

다. C( 삼태산층 38번 시료)와 D( 흥월리층 35번 시료구간)는 둘다 양질 

의 석회 암 시료이나 C시료에는 틈 (crack) 을 따라 2차적으로 충진된 방 

해석과 석영남으로 구성되는 vein이 발달되어 있어 상기 -\, B시료에 

비하면 덜 치밀함을 보여준다. 0시료는 은미정질 구간과 미립질 (very 

fine crystall ine) 구간으로 양분되어 두 결정 사이의 경계부가 명확 

하게 드러나고 있다. 동 시료는 sorting이 불량하므로 상기 3개 시료 

에 비해 가장 치밀도가 떨어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치밀질외에 일반적으로 결정질은 미칩질 (0.063mm-0.125mm , very 

fine crystalline) , 세립질 (0.125mm-0.25mm , fine crystalline) , 중 

립질 (0.25mm-0.5mm , medium crystalline) , 조럽질 ( O. 5mm - 1 . Omm , 

coarse crystalline) , 거정질 (1 . 0mm이상， very coarse crystalline) 

등으로 분류하며 그중 대표적인 몇가지 결정형을 간추려 보면 사진 1 의 

E( 정선층 16번 시료구간)， F( 고성층 115번 시료구간)， G( 영흥층 65번 

시료구간)， H( 석병산층 82번 시료구간)는 각각 미립질， 중립질， 조립 

질， 거정질을 대표하는 사진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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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8 Classification of Grain Size of Crystalline 

Rocks by Tucker (The field description of 

sedimentary rocks , ~Iaurice E. Tucker) 

very coars crystalline ( 거 정 질 ) 

1.0 mm 
coars crystalline ( 조 립 질 ) 

0.5 mm 
medium crystal line (중립 질 ) 

0.25 mm 
fine crystalline (세립질) 

0.125 mm 
very fine crystalline (미립질) 

0.063 mm 
micro - crystalline (은미정질) 

0.004 mm 
cryptocrystalline (은정 질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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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의 조직은 암상 (lithofacies ， rock facies) 에도 영향을 미친다.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혹은 백운암층)의 암상을 분 

류하면 크게 두가지로 나눌수 있는데 괴상채 (Massive type) , 엽편상 

(Laminated type) 이다. 전자는 글자 그대로 괴상(塊狀)으로 석회 암층 

에서 흔히 나타나는 층리 (beddi ng ), 절 리 (j oint ), 흑은 편 리 

(schistosity) 등과 같은 선 구조 (linear structure) 가 없는 울퉁불퉁 

한 형태(사진 2의 A) 를 보이는 반면， 엽연상은 마치 양파껍질이 한겹두 

겹 벗겨지듯이 앓은 층으로 이루어진 것(사진 2의 B, C) 을 일걷는다. 

대체적으로 두 종류의 암상은 결정입자와 암석의 조직에 의해 영향을 

받게 되는데 괴상체는 암체내에 선구조의 발틸이 적어 외부로부터의 2 

차적인 침전(암석의 틈을 따라 지하수의 유동이 일어나며 유동시 각종 

금속 광물질 함유 및 침전)이 일어날 소지가 애초부터 적어서 치밀 견 

고한데 반해， 엽변상은 주로 충리를 따라 2차적으로 주입된 니질물들 

에 의해 암체의 두께가 앓아져서 판상으로 쉽게 깨어진다. 대표적인 

예가 막몽층 하부구간과 정선 및 마차리층의 일부 구간이다. 

5-4 수소이온 농도(pH) 및 자결감량(Igloss) 

탄산염 광물은 특별한 변수가 없는 한 수소이온 농도값， 즉 pH값 

은 9이상의 염기성을 나타내나 변질에 의한 성분변화， 예를 틀면 주변 

관입 암류등에 의 한 규화작용이 라든가 또는 skarn화에 따른 변질광물들 

의 생성등이 있을때， 기타 특수한 환경변화가 있을때는 pH값의 변화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일반적으로 pH값은 수치 7-8을 기준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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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까지는 산성으로， 그리고 9 -14까지는 염기성으로 나누나 수치가 

1-3에 가까울수록 강산성， 10-14에 가까우면 강염기성으로 분류한 

다. pH는 토질개량이나 오염이 심한 수질의 개선에 관여하므로 용도에 

따라서는 매우 중요한 펙타( factor) 중의 하나이다. 특히 산성토양을 

개량하여 중화시키거나 알칼리토양으로 변화시키기 위해서는 염기도가 

뛰어날 뿐만아니라 대량 투입이 가능한 탄산염 광물이 제일이다. 마찬 

가지로 중금속 오염이 심한 수질 개선용으로도 탄산염 광물은 뛰어난 

원료이다. 이것은 수질의 산도 (pH) 를 개선시킬 뿐만 아니라 중금속 오 

염원을 중화시키는 탁월한 능력을 가졌기 때문이다. 

연구대상이 된 대석회암통내의 각 단위 석회암층들 대부분이 pH값이 

8.5- 9.5%의 염기성을 나타낸다. 특히 72번 시료는 pH값이 10.24%의 

강염기성을 나타내는 반면 정선층의 26번 시료구간은 7.80%로써 중성 

치를 보인다. 각 층별 명균 pH값을 보면 삼태산층이 9.68%로써 가장 

높고， 막동층이 8.70%로써 가장 낮다. 삼태산층의 pH값이 높은 것은 

72번 시료구간의 10.24% 값이 반영됐기 때문이다. 영흥， 흥월리， 마차 

리층이 비교적 높은 pH값을 나타내며 박동， 정선， 고성층이 낮은 값을 

보인다. (표 -19 참조) 대석회암통 전체적으로는 9.12%의 pH값을 나타 

낸다. (표 -20 참조) 

19l055는 Ignition 1055의 준말이 다 Igni tion 1055는 탄산염 광불과 

같이 ga5를 자체내에 함유하는 광불이 열을 받게 되면 ga5가 날아감으 

로써 발생하는 체적의 감량을 초래하게 되는데 이때의 체적감량을 %단 

위로 계산하는 시험분석 용어이다. 탄산염 광물중 방해석은 이론적으 

로 CaO 56% , C02 44%로 이 루어 진 CaC03가 100%인 광물이 다. 따라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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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19 Physical prφerties of the Great Limestone Series samples 

:; 별 
시료 수소이온농도 lgl 。ss(%) {펀터 비 ~ι-
번호 pH 온도( Oc ) 

8.90 19.7 43 . 23 
2 8.90 18.4 42.59 .93번 및 99번 시료의 
3 9.90 18.2 42.03 백색도는 원광기준 
4 8. 70 24 . 8 42. 73 
5 8. 70 25.2 38. 73 

I .-\그I=l 이 D. 

\ l 6 9. 20 25.2 44 . 77 
7 9. 20 25.1 41. 19 . 19l oss 값에서 40%이 

8 8.90 23. 1 31 . 99 하는 대부분 실리카 빚 

a 10 9. 10 23.3 43.47 니 질물(-\ lz03 -+ F e203 ) 
12 9.20 24 . 2 43 . 45 | 증가에 기인된 것임 
13 8. 80 24 . 4 41 . 72 

g 45 8.90 23.5 
47 9. 00 21. 3 40 . 49 86 j · 45번 시료는 19l oss치 

87 9.07 18.6 30.52 60 。닙A4E디L 

88 9.17 18. 8 40 . 96 
89 8. 70 20.9 41. 34 
90 8.52 20.3 39 . 61 

d 
91 8.43 20.0 38. 07 70 
92 8.43 20.0 42.80 
93 8.33 19.7 43. 78 91 
94 8.33 20.1 43.20 82 

o 95 8.80 20.3 40.92 
96 8. 70 21. 1 42.26 
97 8. 52 20 . 9 34.22 

n 98 8.47 20.8 42 . 32 85 
99 8.40 20.0 43.43 88 
100 8.50 20.2 41. 14 

g 101 8.50 20.3 42.50 
102 8.58 20. 3 41.28 
103 8. 79 20. 7 45.19 
104 8.88 21. 4 45 . 17 
105 8.45 21. 7 40.27 
106 8.47 20.9 42 .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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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별 J 시료 | 수소이온농도 Igloss (% ) H「Rλ「1J-E」 비 .2 
번호 | pH 온도( OC ) 
107 8.45 20. 9 41.84 80 

\ lag 108 8.52 21. 2 38.98 
109 8.51 21. 2 41. 27 
110 8.57 21. 4 45.08 

dong 111 8. 50 21. 7 42.30 
112 8.60 22.2 42.50 
113 8. 70 22 . 3 42 . 17 

J 14 8.90 23. 5 42 . 30 
15 8.90 23.5 3.37 . 15번 및 26번의 19loss 

e 16 8.80 23. 8 37. 83 값이 낮은 것은 동시료 
O 

17 8.80 23.6 42.61 
둘 공히 탄산염암이 아 

18 9.00 19.6 43.40 88 
n 19 8. 90 19.1 44.00 Lt11. 

g 20 9. 00 19.8 44.31 79 shale-slate 일 것으 
21 9.00 20.0 33.04 로 추정됨. 
22 8.90 20. 3 43.44 

s 23 9.00 20.4 44.62 77 
24 9.00 19 . 6 40.05 84 

e 25 8.90 19.3 44.02 82 
O 26 7.80 20. 3 5.95 

27 8.90 20. 0 43 . 90 
n 28 9.90 20.6 41.23 

38 8.20 21. 7 42.80 
Sam 43 9.10 21. 1 43.88 • 백색도 65은 기준치 

52 9.43 15.2 46.93 이하. 
54 9.10 15. 7 43.03 

tai 57 9.34 16.1 38.65 
64 9.36 14.5 36.90 65 
68 9. 19 15.1 43.09 

san 70 9.39 14.9 42.24 
71 9.20 14.5 41. 74 

Young 
29 9.20 21. 3 46.10 
30 9.30 21. 2 46.85 
60 9.13 11. 9 46.51 
62 9.28 14.1 45.50 

Jeom 
65 9. 15 14.3 4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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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ξ 별 
시료 수소이온농도 

Igloss( %) 1 | 백색도 j 비 .2 
번호 pH 옹도( OC ) 

35 9.10 21. 5 43.18 
Heong 37 9.40 22.5 43.32 · 백색도 63은 기준치 

39 9.10 21. 1 43.04 ~ 이하. 
40 9. 00 21. 1 42.03 
44 9.10 20.9 38.35 63 
48 9.20 23.3 44.11 86 - Igloss 값이 40 이하는 

wo1 53 9.25 15.0 33.98 대부분 불순물 증가에 

56 9.13 16.0 41.67 기인된 것입 
58 9.32 16.3 39.25 
59 9.27 16.2 38.01 71 

r1 63 9.36 14.0 44.08 
73 9.41 14. 7 34.36 

Ma cha 34 9.20 21. 7 47.14 
36 9. 10 22.2 29.50 

r1 61 9.45 13.8 47.05 
66 9.13 14.5 42.40 

Ko 67 9.40 14.4 41. 42 
114 8.47 21. 9 42.97 
115 8.55 22.0 43.05 seong 
116 8.90 22.4 44.41 

Hwa 72 10.24 14.8 40 . 51 77 -72번 시 료구간의 수소 

cheon 74 9. 35 15. 1 44.44 
이온농도(pH ) 는 강알칼 

r1 75 9. 45 15. 1 38.22 리를 나타냄 

76 9.51 16.7 43.56 78 
77 9. 12 16.6 41. 40 · 석영산충 시료는 전 구 
78 9.25 16.8 42 . 17 간에서 수소 이온 농도 Seok 79 9.12 42.62 17.1 

( pH ) 가 9 . 0을 넘는 알칼 80 9.02 19.7 42.04 
81 9.04 18.4 39.18 리성을 나타냄 

byong 82 9.02 19.4 41 . 65 82 
83 9.15 19.1 42 . 84 
84 9.20 18.1 41.93 

san 85 9.14 18.2 41. 43 
86 9.09 18.3 43.13 

Hongje 11 9.00 23.1 29.35 

om 31 9.30 20.8 46.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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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 i 수소이온농도 
숫jir: 

별번호 I | 1Igloss( %) 백색도 i 비 고 
pH 온도( OC) I 

8.90 21. 1 43. 75 

33 8.90 22 . 1 32.60 
. 11 번 시료구간은 실리 

카가 25. 79%로써 규화j 

Hong 
41 9.00 21. 1 44.23 85 

대 임. 

42 9.00 21. 4 43.83 

46 9.30 21. 2 44.10 

50 I 9.20 14 . 19 43.56 
J80m 

51 9.24 15.6 43.55 

55 9.04 18.1 43 . 70 

69 9.42 15.2 45.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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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20 Average of physicai propel、ties of the Great Limestone 

Series samples 

시 수소이온농도 

Igloss(%) I 백색도 i i。i 별 료 
pH 온도( OC ) 비 .::;:L 

-까「、 

\lagdong 40 8. 70 21.43 41. 34 80.25 
·화천리층의 pH값이 츠IrZ:i LR-」

Jeongseon 15 8.91 20.89 36.93 82.0 커/、으 '--- 72번 시료구간의 

10.24값이 반영된 수치임. 
Samtaisan 9 9. 14 16.53 42. 14 65.0 

Youngheong 5 9.21 16.56 45.24 ·정선층의 19loss값이 L?<L

은 것은 15번 빛 26번의 
Heongwolri 12 9.22 18.55 40.44 73.33 shale - slate값이 반영 

\lachari 3 9.25 19 .23 41. 23 
되L 수 ’치 i 인 μ. 

Koseong 5 8.89 19.04 42.85 ·백색도는 막동층의 93번 

과 99번 그리고 정선층의 
H‘,vacheonri 3 9.68 15.00 41.05 77.0 

18번 시료 구간을 제외 한 

Seokbyongsan 11 9.15 18.03 41.99 80.0 대부분의 구간에서 기준치 

에 미달되는 값을 
Hongjeom 11 9.11 19.44 41.88 85.0 나타냄. 

TOTAL 114 9.12 18.47 41.50 77.5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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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적 으로 석 회 암 ， 흑은 백운암 중의 19loss값은 44%를 유지 하도록 되 

어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자연에서는 여러가지 요인때문에 

Igloss값이 44% 상회 하는 경 우도 있으며 또 못 미 치 는 수치 를 나타내 

기도 한다 . 즉 44%를 기준으로 2-3%의 플러스( + )와 마이너스( - )값은 

사실상 자연스런 수치로 봐 두면 된다. 그러나 19loss값이 50%를 넘거 

나 40%를 훨씬 못 미치는 경우는 분석방법이 정확하다면 이것은 시료 

에 이물질의 함량이 밀요 이상으로 많이 함유되어 있기 때문일 것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원광의 품위는 낮을 수 밖에 없다. 금번에 대석회암 

통내의 각 층틀에서 채취한 시료들 중에서도 상기와 같은 이유로 해서 

19loss값이 상당히 낮은 구간들이 흔하게 관찰되 는데 막동층의 5 , 8 , 

87 , 90 , 91 , 97 , 108번 시 료구간， 정 선층의 15 , 16 , 21 , 26번 시 료구 

간 ， 삼태산층의 57 , 64번 시료구간， 흥월리층의 44 , 53 , 58 , 59 , 73번 

시료구간， 마차리층의 36번 ， 홍점의 11 , 33번 시료구간이 그것들이다. 

( 표 15 참조 ) 특히， 정선층의 15 , 26번 시료구간의 Igloss값은 3.37%, 

5.95%로써 탄산염암이 아닌 셰일층으로 밝혀졌으며 마차리층의 36번 

구간의 29.50%와 흥점층의 11 번 구간인 29.35%는 양자 모두 원광중에 

실리카 (Si02 ) 함량이 29.49%, 25.79% 씩이나 증가되어 있는 것으로 밝 

혀 졌다 . 평 균적 으로 정 선층이 36.93%로써 가장 낮은 Igloss값을 보이 

는데 이것은 전술한 바대로 15 , 26번 시료구간이 포함되었기 때문이 

다. 정선층을 빼고는 나머지 모든 층틀이 40%를 상회하는 19loss값을 

나타낸다. 전체 평균은 41. 50%이다. (표 - 2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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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 XRD 

탄산염 광물은 major 5성분 (CaO ， Si02 , MgO , Alz03 , Fe203) 의 성분 

만 알면 대체로 방해석과 백운석의 함량 비율을 알 수 있다. 더구나 

함 유 되 는 불 순 물 들 ( 대 부 분 실 리 카 ( S i 02) ) 와 니 질 불 들 (;\1203 + Fe203) 과 

의 함량비도 드러난다. 이들을 다시 박편 (thin section) 하에서 현미경 

으로 관찰하연 구성되는 광물들과 결정형태， 결정의 성숙도， 결정의 

크기， 조합 (assemb 1 age) . 그리고 조직 (texture)등을 명확하게 확인할 

수 있다. 다만， 현미경 하에서도 식별이 힘든 것이 있다면 방해석과 

백운석의 구분이다. 이들 양자는 야외 노두에서는 염산반응에 의한 방 

법으로 식별이 가능하지만 현미경 하에서는 상당히 힘들기 때문에 특 

별한 시약 (arizarine-S) 을 처리해서 식별하는 힘든 작업을 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따라서 석회암 중에 방해석과 백운석의 구분은 \RO 

분석으로 간단히 식별할 수 있으며 차트 (XRO chart) 상에 나타나는 피 

크 (peak) 의 강도와 빈도수를 가지고도 정량분석은 힘들겠지만 대략적 

인 함량을 파악할 수가 있어서 광물 감정에 널리 이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도 각 층들을 대표하는 시료 몇개씩을 선정해서 \RO분석을 시 

행하였으며， 그 결과는 그럼 -11 에 표시하였다. 그림 -11 의 (A ), (8) 는 

막동층의 4, 107번 시료로써 성분분석치에서는 전자가 CaO가 50.62% , 

MgO 1. 92% , 후자가 CaO 52.18% , MgO 0.59%의 양질 의 석 회 암이 다. 툴다 

n 조드 
--'-- • I 차트 상에서 방해석 피크외에는 별다른 피크를 보이지 않는다. 

(C) , (0) , (E) 는 정 선 층 의 15 , 26 , 28 번 시 료 로 써 (C) , (0) 시 료 는 둘 

다 정선층에 협재되는 셰일이며 실리카 및 니질물의 함량이 80%를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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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5-2HA) 씨 inor elernents of the Great Lirnestone Series sarnples 

화 학 A。4 분 (ppm) 
충 멸 시료.번호 비 고 

Cu Ba c。 Zn .~S Cr 

l <0.2 5.4 <0.3 4.9 <5 <l 

4 <0.2 17 <0.3 3.0 <5 <l 

5 1. 4 43 O. 73 8. 7 <5 <l 

6 <0.2 15 1. 4 40 <5 <l 

13 2.0 20 0.94 4.5 <5 <l 

M 87 1. 0 77 4.8 15 4.8 7.7 

a 91 2.6 47 2. 7 9 2.1 <l 

g 93 <1 1. 5 <1 3 1.2 <l 

94 <1 6.1 <l 5.2 <1 <l 

d 95 <l 26 <l 11 <l <l 

o 98 <l 11 1. 5 5 1. 4 3.0 

n 99 <l 1. 4 <l 2.2 <1 <l 

g 101 <l 14 1. 0 6.5 1.1 1. 2 

107 <l 12 1. 3 9.4 <l <l 

110 <l 10 1. 4 12 <l 2.3 

121 <l 25 <l 4.4 <l <l 

122 <l 12 <l 6.1 <l <l 

125 <l 6.8 <l 2.0 <l <1 

14 <0.2 10 0.55 3.3 <5 <1 

15 19 432 24 70 <5 20 

Jeong 18 <0.2 38 <0.3 4.0 6 <1 

19 0.29 1. 8 <0.3 1. 3 <5 <1 

25 0.2 4.3 <0.3 6.4 <5 <1 

seon 128 <1 15 <1 11 <l <l 

133 <1 11 <1 2.4 <1 <l 

136 <1 34 <l 3.1 <I <I 

31 <0.2 4. 7 0. 39 3.1 <5 <1 
Hong 

32 <0.2 11 <0.3 3.9 <5 <I 
Jeom 

41 2.1 5.3 <0.3 5.0 7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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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2HB). Minor elements of pre-cambrian, Age-unknown , 

cambrian -ordovician samples 

; trj 시료 
As Ba Co Cr Cu Zn 

구 
(ppm) (ppm) (ppm) (ppm) (ppm) (ppm) 

Y- 1 6.3 327 4.7 13 <1 29 
Y-2 5.7 203 <1 3.7 <1 23 
Y-3 <1 67 <1 6.9 4.0 19 
Y-4 <1 608 12 56 7.4 156 
y-5 <1 697 14 42 6.7 49 
Y-6 <1 779 6.1 19 52 239 
Y-7 2.3 74 l.3 6.3 28 64 

Y-8 <1 15 2.6 6.7 2.6 16 
Y-9 <1 140 <1 4.l l.0 81 
Y- lQ <1 24 l.7 5.6 5.3 6.2 

Y- ll <1 146 l.5 5.0 2.2 78 
Cambrian Y- 12 l.8 282 2.3 7.4 2.0 25 

- Ordovician Y- 13 5.5 329 l.7 6.5 2.6 15 
P-1 <1 9.2 6.3 43 23 13 
P-2 <1 7.3 6.0 43 15 6.6 
P-4 1.1 9.8 5.6 42 15 11 

P-5 <1 14 6.0 51 27 8.0 
P-6 <1 8.5 4.6 47 14 8.4 
P-7 <1 15 5.1 40 14 9.4 

P-8 <1 6.7 4.9 50 36 8.5 
P-9 <1 5.6 5.4 43 33 9.8 
P- lO <1 28 3.6 38 11 6.2 
P • 12 <1 329 5.4 49 12 18 
P- 15 <1 162 5.6 21 13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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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Unknown 

Y- 14 
)" - 15 1 - 1;] 

Y- 16 
Y- 17 
Y- 18 
Y• 19 
Y-20 
Y-21 
Y - 22 
Y- 23 
Y-24 
Y- 25 
Y- 26 
Y• 27 
Y- 28 
Y- 29 
Y-30 
Y-31 
Y-32 
Y• 33 
Y-34 
Y- 35 
Y- 36 
Y- 37 
Y-38 
Y-39 
Y-40 
Y-41 
Y-42 
Y-43 
Y-44 
Y-45 
Y-46 
Y-47 
Y-48 
Y-49 
Y-50 
Y• 51 
Y-52 
Y-53 
Y• 54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 
11 
<1 
<1 

<1 
<1 
<1 
<1 
11 
<1 
2.3 
9.6 

<1 
<1 
<1 
<1 
<1 
<1 
2.5 
<1 

23 
95 
~(j 

72 
13 

450 
0.1 0% 

676 
367 
850 
999 
508 
983 
679 
148 
115 
502 
66 
180 

0.13% 

811 
<1 
354 
51 
50 
85 
66 

511 

12 
1.6 
7.7 
6.3 
374 
631 
35 
612 

1.5 

l.K 
4.7 
2.1 
6.8 
18 
22 
18 
22 
22 
17 
25 
26 
5.3 
6.6 
13 
12 
9.4 
20 

18 
12 
19 
15 
14 
11 
3.8 
15 

1.0 
<1 
<1 
<1 
16 
20 
12 
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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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8 
‘20 
I.~J 

8.1 
11 
27 
104 
74 
58 
77 
119 
48 
106 
110 
18 
28 
48 
26 
32 
106 

116 
47 
183 
% 
69 
38 
51 
46 

4.6 
3.2 
3.8 
3.2 
311 
112 
48 
120 

-----•----------- -----, 

:5.1 
:-3 ,.:1 

11 
SA 
10 
20 
36 
25 
24 
28 
17 
48 
111 
70 
18 
10 
11 
30 
53 

28 
17 
67 
61 
8.3 
36 
28 
12 

5.5 
5.9 
5.1 
4.8 
45 
58 
81 
28 

1 (~ 
S~ 
~U 

~O 
7.5 
16 

249 
220 
136 
64 

376 
158 
251 
239 
30 
26 
53 
19 
15 

163 

14S 
165 
78 
69 
1:51 
89 
100 
75 

8.6 
6.0 
10 
5.4 
50 
62 
438 
98 



S- 20 <1 384 25 134 19 12 
S • 21 <1 532 28 124 34 9:: 
S- 22 <1 0.10% 21 83 16 8~ 

5-23 <1 220 6.5 29 14 24 
S- 24 <1 0.11 % 44 0.11 % 21 135 
S- 25 <1 0.11 % 14 66 15 44 
S-26 <1 352 14 55 14 28 
S-27 <1 599 22 87 51 52 
S-28 <1 41 3.9 17 13 16 
S • 29 <1 322 7.3 40 15 157 
S-30 <1 43 5.2 21 15 59 
S-31 <1 41 4.0 20 7.3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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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22. Average of minor elements in each formations 

화 학 λ。4 노j (ppm) 비 -‘!:一

충 별 
.2 As Ba c。 Cr Cu Zn 

Magdong 2. 42 19.45 1. 29넓뷰1. 03 8.43 

Jeongseon 3.62 68.26 3.55 3.37 2.86 12. 68 

Seokbyongsan <I 42. 90 1. 03 <1 1. 03 10. 16 

Samtaisan 1. 47 14.38 1. 18 <I <I 14. 49 

Youngheong <I <I <I <1 <I 14.00 

Heongwolri 9.33 69.66 6.53 5.33 5.90 14 . 66 

Hwacheonri 5.10 248.50 <I <I <I 67. 00 

Koseong <I 17. 6 <1 <I <I 10.50 

Machari 3.66 20.93 2.80 <1 4. 4 11.08 

Hongjeom 3.20 3.84 O. 73 <I 1. 26 8.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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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10 Ratio of minor elements(Ba, Zn) concentrations in 

each carbonate minerals 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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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한다. 따라서 차트 상에는 석영 피크가 가장 강하고 크며 나머지 

중，소규모의 피크는 니질물의 근원인 운모류와 점토질들로 구성되어 

있 다 . (F ), (G) 는 삼 태 산 층 의 57 , 71 번 시 료 이 며 , (F) 는 \IgO성 분 이 

16.42%나 증가된 Oolomitic limestone이 며 ( G )는 CaO가 52. 19% , ~lgO 가 

1.23% 밖에 되지 。L 上;
ù1 

。l: ^1 01 
。2. -J Li mes tone이 다 전자의 차트에는 

Oolomite 피크와 Calcite 피크가 주류를 이룬다. ( H )는 흥월리층의 59 

번 시료구간으로 CaO 33.84% , Si02 14.11% , MgO 11. 03%의 전형적인 

Oolomitic lime - Calc-silicate dolomite이다. 차트상에서도 0010-

mi te , Calci te , Quartz의 세 피크만 보인다. (I)는 영흥층의 62번 시 

료구간으로써 MgO가 21.51%의 양질의 Oolomite이며 ( J )는 석벙산층의 

77번 시료이며 CaO 51.61% , MgO 0.47%의 양질의 석회암 시료이다. (k) 

는 고성층 116번 시료구간이며 MgO가 20.37%인 양질의 Oolomite 구간 

이다. ( L )은 마차리층의 34번 시료구간이며 역시 양질의 Oolomite 구 

간이 다. (Mg022.43%) 

5-6 미 량성분(Minor elements) 

미 량성분은 Copper(Cu , 구리 ), Barium(Ba , 바륨)， Coba 1 t ( Co , 코 

발트)， Zinc(Zn , 연)， Arsenic(As , 비소)， Chromium(Cr , 크롬)등 6개 

성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고 채취된 140여개의 시료중 막동층에서 

18개， 정선층에서 8개， 삼태산층 8개， 흥월리층 3개， 영흥층 1 개， 석 

병산층 6개， 마차리층 3개， 고성층 2개， 화천리층 2개， 흉점층에서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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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등 모두 57개의 시료가 미량성분 분석이 이루어 졌다. 미국 지질학 

회 Bulletin , volume 72의 Table-2 (Ture Kian and Wedepohl) 에 의하 

면 carbonate에 함유되는 상기 6개 성분중 Ba성분이 평균적으로 

190ppm이 로써 가장 높고 ， 그 다음이 Zn으로써 평 균 35ppm이 다. 다음은 

Cu로써 30ppm , Cr 11ppm , Co 7ppm , As 1ppm인 것 으로 표기 하고 있 다. 

다시 말하면 carbonate에 함유되 는 6개 미 량성 분중 Ba , Zn , Cu 성 분이 

나머지 3개 성분에 비해 비교적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며 특히 Ba성분 

이 많이 함유되는 것으로 표시하고 있다. 실제 대석회암통에서 채취한 

시료들도 이러한 양상을 잘 보여 주는데 표-21 에서 보다시피 대부분의 

시료가 Ba , Zn , Cu 성분이 많이 함유되는 것으로 나타난다. 

정선층의 15번， 화천리층의 72번， 흥월리층의 48번 시료구간은 Ba성분 

에서， 또 정선층의 15번 ， 삼태산층의 64 번， 화천리층의 72번 시료구간 

은 Zn성분에서 미국 지질학회에서 제시한 성분치에 비해 훨씬 높거나 

비슷한 수치를 나타내고 있다. 그립 -8에서 10는 모두 각 층별로 미량 

성분의 함량을 도식화한 그럼인데 각층 구분없이 Ba성분과 Zn성분은 

타성분들 (Co ， Cr , Cu , As) 에 비해 높은 함유량을 나타내고 있다. 그럼 

- 10에서 보면 특히 Ba성분에서는 화천리층에서 전체함유비 중에서 무 

려 49%나 찾이하며 Zn성분에서도 역시 화천리층이 39%로써 다른 층들 

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유비를 나타낸다. 이것은 화천리층의 72번 시 

료구간의 영향때문으로 풀이된다. 표-22를 보면 그럼 - 10를 이해하는데 

다소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 표 22은 각 단위 석회암층의 6개 미량성 

분의 평균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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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용도분류 

대석회암통 및 기타구간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에 대한 층 

별의 개별 용도분류는 그럼에 표시하였다. 그럼에서 보면 푸른색 구간 

이 제철， 화공， 농업， 요엽등 소위 고품위 원광(석회암이나 백운암 관 

계없이)을 요구하는 구간이며 초록색으로 칠한 구간은 CaO 47%이상， 

MgO 3%미 만. KzO + :-.J azO 값이 3%미 만인 시 벤트 원료용 구간이 다. 붉은 

색으로 칠을 한 구간은 건축자채용， 석골재용， 기타 공예용등으로 쓸 

수 있는 소위 건설분야에서 관계되는 원료구간이며 같으로 노란색으로 

칠한 부분은 상기용도의 어느쪽으로도 소속되지 않는 품위대를 표시한 

것이다. 특히 푸른색으로 칠을 한 구간중 주조 Dolomite나 Dolomitic 

1 i mestone으로 분류되는 마차리층， 영흥층， 흥월리충 및 화천리층등은 

MgO성분이 20%를 상회하는 구간이 많아 요엽용(염기성 내화물 ~ 제철 

용)으로 분류된데 따른 것으로 해석하면 된다. 참고로 본 용도분류에 

따른 도면작성은 대석회암통의 것만 한정해서 작성되었다. 기타구간은 

워낙 규모가 작을 뿐만 아니라 분포지가 여기저기에 흩어져 있어 도면 

상에 표시하기가 어려워서 도면 작성은 생략하고 다만 글로써 설명으 

로 대신코자 하니 양지하기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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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층서순에 관계없이 규모가 큰 층부터 서술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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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막동층 

전반적으로 시멘트용으로 분류되는 구간이 많다. 특히 정선， 예미 

지역은 거의 전 구간이 동용도로 분류된 구간이다. 임계와 삼척 일대 

의 막동층도 시멘트용으로 분류되는 구간이 비교적 넓다. 나머지 구간 

은 제철， 화공용과 건축자채용이 비슷한 면적으로 분류된다. 기타용으 

로 분류되는 구간은 정선 북부일대와 태백지역 일부에서만 약간 관찰 

될 뿐이다. 그림 15의 막동구간을 보면 39.5%가 시멘트 구간이며 

35.4%가 제철， 화공용， 20.8%가 건축자채용이며 기타구간은 4.1%에 불 

과한 비율을 나타낸다. 

( 그럼 -6 막동층 용도분류 참조 ) 

2) 정선충 

본 층은 전반적으로 건축자채용이 우세한 면적을 찾이 한다. 이것 

은 정선-나전-여량으로 이어지는 본층의 중간중간과 또 상부에서 본층 

에 연해 배태되는 거의 셰일로만 이루어지는 홍점층을 모두 건축자채 

용으로 분류했기 때문이다. 그림 -15에 의하면 본층의 건축자채용은 

38.4%로써 타용도에 비 해 가장 높으며 시 멘트용이 30.7% , 요엽 , 농엽 

용이 19.2%, 나머지 기타가 11.5% 순이다. (그럼 -7 정선층 용도분류 

차조) 

3) 삼태산층 

삼태산층은 전면적의 거의 절반이 제칠， 화공용이며 기타구간이 

그 다음으로 넓은 면적에 걸쳐 배태되고 있다. 그럼 -15의 삼태산층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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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에 의하면 상기 두 용도만 전체면적에서 거의 80%를 점하며 나머지 

20%가 시멘트용(1 5.3% ) 과 건축자채용 (7.6% ) 이다. 특히 요업， 농업용 

및 기타 용도는 제천-주촌-영춘-매포-단양으로 이어지는 광범위한 지 

역에 걸친 면적으로써 사실상 삼태산층의 거의 전 구간에 해당된다. 

(그림 -3 삼태산층 용도분류 참조) 

4 ) 흥월리 및 영흉층 

두층은 모두 Dolomitic limestone이나 Dolomite로 구성된 층으로 

알려지나 이번 연구 결과에 의하면 흥월리층에는 의외로 많은 구간에 

서 CaO 50% 이상의 양질의 석회암층이 협재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 

라서 그림 -15에 의하면 흥월리층은 50% 이상이 제철용 (CaO 53%이상)이 

나 요업용 (MgO 20%이상)이며 시멘트용이 25.0%, 나머지가 건축자재용 

과 기타용이다. 

영흥층은 전 구간에서 요업용 (MgO 20% 이상의 Dolomite) 임이 밝혀 졌 

다 . 그럼 -4에 따르면 제철 및 요업용은 평창-영월-영춘-매포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이다. 

5) 석병산층 

본 층은 시벤트용이 45.5%, 요업 ， 농업용이 36.6%, 건축자채용 

9. 0%, 기타 9.0%로 구성된다 . (그림 15 ) 광체 두개중 통해쪽의 것은 전 

구간이 요업용으로 분류되며 내륙 광체는 시멘트용이 우세한 양상을 

나타낸다. (그럼 -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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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고성층 

τ7 '셔 츠느즈~ ~ ò-j 
.J..:- 0 -0 L. .-U....닙， 농업용과 시멘트용의 두 용도로만 분류된다. 요업 

용이 60% , 시멘트용이 40%로써 요업용이 약간 우세하며 분류지역별로 

는 옥동일대가 요업용， 단양일대에서는 시멘트용이 우세한 것으로 나 

타난다. (그럼 -6 참조) 

7) 마차리층 

본 층은 영흥층과 더불어 거의 전 구간이 요엽용으로 분류된다. 

(그림 -15) 

8) 홍점층 

흥점층은 석회암은 광산면에서도 언급한 것처럼 대석회암통의 연 

변부를 따라 실로 방대한 면적에 걸쳐， 다양한 지역에서 산출되고 있 

다. (그림 -1 ， 단위 석회암층 분포도 참조) 그러나 이렇게 넓은 면적에 

걸쳐 부존되고 있어도 석회암맥이 배태되는 구간과 또 실제 맥이 배태 

되더라도 산업에 이용될 수 있는 품위와 매장량을 두루 갖추고 。l.!=
끼“‘ l-

곳은 극히 제한된 일부지역(매포-단양-영월)에 국한 된다는 것을 설명 

한 바 있다. 따라서 본 층에 협재되는 석회암맥은 상기 매포-단양-영 

월지역은 제철 및 화공용으로 우수한 품질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며 기 

타지역은 맥이 거의 없거나 있어도 CaO함량이 극히 낮아서 상기 용도 

로는 이용할 수가 없고 대부분 셰일 및 슬레이트와 더불어 건축자채용 

(석골재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다. (그림 -8 참조) 

- 501 -



9) 고운리， 화천리층 

상기 두 층은 MgO 성분이 20%를 상회하는 고품위 백운암을 빼고는 

대부분 건축자채용의 석， 골재로의 이용이 바람직하다. 

CaO 성분이 50%를 넘는 일부구간은 시멘트와 같은 용도로의 사용도 가 

능하나 단 MgO 성 분이 3% 이 내 , 또 알칼리 ( K20 , Na20 ) 성 분이 2%를 

넘지 않는 구간에 한해서 가능하다. 

이러한 점에도 불구하고 전반적으로 상기 두 층은 석골재와 같은 건축 

자채용으로 분류되는 것들이 대부분이다. 

10) 부곡리층 

본층은 앞장에서 설명한 바대로 대부분의 구간에서 실리카( S i 02) 

함량이 최저 20%를 상회하는 석회규산염암이라 제철， 시멘트， 화공 및 

요업 ， 혹은 농업용과 같은 고급용도로 사용하기엔 부적합하다. 

실리카 함량이 높은 곳은 석골재와 같은 건축자채용으로， 그외 Bl1 λ.11_ --, --, 

담회색과 흑색의 줄무늬가 있는 구간은 선별적으로 장식용 등의 공예 

용으로 가능힐 것으로 보인다. 

11) 선캠브리아기 석회암 

경북 내륙 지역 (안동， 청송， 춘양 일대)의 것은 색도， 입도 및 

성분 등의 요건이 갖춰진 구간에서는 이미 화공용 (탄산칼숨)으로 개 

발되고 있으나 강원 신럽지역의 것은 경북 내륙 지역의 것에 비해 대 

체적으로 MgO 성분이 높고 색도는 떨어지며 특히 일부 구간은 실리카 

함량이 30%를 상회하는 석회규산염암이므로 동 구간에 대하여는 석골 

재와 같은 건축자채용으로의 이용이 가능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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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시대미상 석회암 

충남 금산지역 일대의 것중에는 입도가 3- 4 mm , 백색도 85-90의 

B급 정도의 거정질 석회암이 산출되여 동 구간을 대상으로 이미 화공 

용 (탄산칼숨)으로 개발하고 있는 곳이 있다. 그외 지역의 것은 대부 

분 규화되여 실리카 함량이 높게 나타나므로 건축자채용으로의 이용 

외에는 다른 용도로의 전용은 힘들 것으로 판단된다. 

충북 충주 일대의 것은 주지의 사실과 같이 활석의 모암이 된 것틀로 

써 대부분 MgO 성분이 15% 이상되는 백운암층이며 20%를 상회하는 곳 

은 염기성 내화불과 같은 요업용으로， 또 고토질 비료와 같은 농업용 

으로의 이용도 가능할 것이다. 

13) 캠브리언， 오도뷔시언 석회암 

품위가 뛰어난 일부구간 (청산 일대)에서는 이미 화공용 (첨가제 

~충진제용)으로 개발이 되고 있으나 대부분 구간이 품위 문제로 미개 

발 상태로 방치되고 있다. 

후포리 지역의 것은 오래전 부터 제철용으로 개발되고 있다. 

영동， 보은 일대의 것은 전체적으로 셰일에 가까운 양상을 보이므로 

석골재 등 건축용 외에는 다른 용도 동의 개발이 힘들 것으로 보인다. 

6-2 용도별 분포도 

대석회암통의 각 단위 석회암층(백운암충 포함)별 용도 (기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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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용도는 도면작성 생략)는 그림 -13에 개략적으로 분류하였다. 그 

럼 13에서 보면 전체적으로 제철， 화공， 요업， 농업용등 고품위 원료 

(CaO 50%이상 ， MgO 20%이상 구간)를 사용하는 용도들은 대석회암통의 서 

남단 분포지 ( 주로 영흥， 흥월리 ， 삼태산 등)에 집중하고 있으며 이들 대 

부분은 제 철 , 화공등과 같이 CaO 53%이 상， S i Oz 1 %미 만 ， MgO 0 . 5%미 만 ， 

RzOs(.o\ l z03 + FeZ03) 1 %미만의 치밀견고한 물리적 성질을 요구하는 고품위 

석회암이 아니고 ~lgO 20%를 상회하는 고품위 백운암 구간으로써 염기성 

내화물이나 고토질 비료용뭉 소위 요업 및 농업용의 용도를 갖는 구간이다. 

상대적으로 시멘트용은 대석회암통의 중상단구간(박동및 정선층 분포지) 

에 많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석골재등 건축자재용은 전술한 바대 

로 홍점충 분포지가 대부분이며 그외 정선충， 막동층， 삼태산층등에서 

산발적으로 배태하는 것으로 드러난다. 

기타구간은 대석회암통의 서남단 일우와 중，상단지역에서 소규모로 분류 

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12에서 보면 대석회암통의 전체적인 

용도분류가 역시 요엽， 농업용동의 Dolomi te - Dolomi ti c 1 i mestone의 강 

세에 의해 제철， 화공， 요엽， 농업용의 용도가 41.4%로써 가장 높고 둘 

째는 31. 2%의 시멘트용， 셋째는 17.9%의 건축용， 넷째가 9.3%의 기타용 

으로 분류된다. 

사실상 본 연구의 핵심은 그림 -17에 있으므로 지금까지 장항하게 논급하 

여온 것은 모두 그림 - 17의 완성을 위한 미사연구에 불과하다는 점을 강 

조하면서 1차년도 본 연구보고는 여기에서 같 맺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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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묘 

PLATE 1 

A : micro - crystalline (dolomite sample, Magdong), compact 

B micro - crystalline Climestone sample, ]eongseon), compact 

C micro - crystalline - very fine crystalline 

micro scale quartz vein injectde. 

less compactable than A, B 

D micro - crystalline part (Jeft) contact with vein fine cηstalline part (right) 

less compactable than A, B, also 

E very fine sandstone layer (micro scale) interbeded within the micro - crystalline 

not compacted, also 

F : fine crystalline and medium crystalline mixed 

G : coarse crystalline 

H very coarse crystalline 

PLATE II 

A massive limestone 

B laminated limestone 

C : the other shapes of laminated Iimestone, argillaceous materials filled in fissure 

secondary 

D a sight of limestone outcrops (Magdong formation, ]eongseon 따ea) 

E : quarry face(raw materials for cement manufacture, Tanyang area) 

F : a sight of limestone quaπy and kilns for cement manufacture (Tangyang 따-ea) 

G : limestone quarry face for chemical indusσies (Yemi area) 

H : indus떠al facilities for abtain lime powder (Moongok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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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m 
A and B Calcite grains with impwities such as quartz, epìdot minerals (A) and quartz, 

mica (muscovite) minerals (B) in the calc-silicate rock sample 

C and D Calc-silicate rock out-crops 

( C : Andong area, D : U1jin area) 

E and F : Quarry face of the calcite deposit 

( E : Bopulchi mine of cheongsong area 

F Hwangmogri mine of cheongsong are ) 

PLATE IV : 

SEM ( Scanning Electron Micrograph ) 

* 내용 설명은 본문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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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절 결론 

국내에는 경남 및 극히 일부지역을 제외하고는 거의 전지역에서 탄산 

염광물자원이 부존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중에서도 특히 충북 

및 강원은 국내 탄산염 광물자원의 보고이며 본 보고서도 2년간에 걸 

친 연구증 상기 두 지역에 부존하는 탄산염 광물자원， 즉 대석회암통 

을 집중적으로 연구대상으로 했으며 따라서 결론부분도 이 지역을 중 

심으로 언급토록 하겠다. 

대석회암통은 실로 방대한 면적에 걸쳐 분포한다. 

이점은 본문에서도 누차 언급한바 대로다 . 동서연장 :t 70Km , 남북연장 

:t 110Km , 전체면적 :t 7700Km2 (이것은 도면에 나타난 대석회암통의 사 

방(동， 서， 남， 북)연장 끝을 기준으로 해서 자로써 개측한 개략 수치 

임)에 달하는， 실로 엄청난 규모의 면적이다. 동쪽 같은 강원도와 동 

해안을 끼고 있으며， 서쪽 같은 충청북도， 남쪽 끝은 경상북도에 이르 

기 까지 3개도에 걸쳐 분포한다 . 또한 구성되는 석회암 및 백운암충만 

도 10여개에 이르며 비탄산염암충 (non-carbonates formation 대석회 

암통의 각 단위석회암층 사이사이에 협재됨)까지 포함시킬 경우 무려 

14 -15개의 지층으로 구성되는 지질층서학척으로 매우 복잡다다한 지 

층군으로 형성되어 있다 . 이렇게 광범위한 규모에 걸쳐 부존하는 자원 

을 ， 또한 복잡한 양상으로 구성되는 10여개의 지층을 불과 1 년 남짓한 

기간을 통해 얻어진 빈약한 자료들을 가지고 감히 ‘대석회암통은 자원 

으로서의 가치는 이런 것이다. ’ 라고 결론을 내린다는 것에 대해 필자 

로서도 참으로 어설프기 짝이 없다는 생각이 든다 . 더구나 이렇게 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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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면적에 걸쳐 부존되는 탄산염 광물자원을 불과 170여개의 사료의 

분석치만 가지고 각 단위 석회암층(혹은 백운암층)의 성격을 규명한다 

는 자체가 넌센스 (non sense) 일수도 있다는 사실 또한 필자는 잘 안 

다. 170여개라는 시료수는 전체 대석회암통(탄산염 광물자원 분포면적 

만 따져서 ) 분포면적에 비하면 수치상으로는 대략 45 Km2당 1 개의 시 

료가 채취된 것으로 나타난다. 석회암(혹은 백운암)은 채취하는 시료 

의 간격을 줄이면 줄일수록 원광의 품질에 대한 정확도가 높아진다는 

것은 주지의 사실이다. 예를 들면 1000m에서보다는 100m에서 , 또 100m 

에서 보다는 10m에서 하나의 복합시료를 채취하는 것이 전체 석회암 

(혹은 백운암)층의 품질규명의 정확도가 훨씬 높아진다는 것에는 의문 

의 여지가 없다. 

따라서 본 보고서에서 언급되고 있는 시료는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전 

체 대석회암통의 성격， 혹은 각 단위 석회암층(혹은 백운암층)의 성격 

을 규명한다는 차원에서의 자료로는 충분하지 않다는 점을 솔직히 시 

인하지 않을 수 없다. 일례로 남북연장 :t 35Km , 동서연장 :t 12Km에 달 

하는 엄청나게 큰 규모의 정선층에서 불과 207>> 의 시료를 채취하여(평 

균 :t 20Km2에 1 개의 시료채취 )분석한 결과치로 정선층의 전체 성격을 

규정한다는 것이 얼마나 무리인가 하는 것이다. 

밀자는 본 과제를 수행하면서 대석회암통의 방대함에 몇번씩이나 놀랬 

다 . 뿐만아니라 전국 각지에 흩어져 산재하는 다양한 양상의 탄산염암 

의 산출에 또다시 그 방대함에 놀라지 않을수 없었다. 또한 주어진 시 

간내에， 한정된 연구비로 애초에 계획했던 나름대로의 연구성과를 얻 

고자 각고의 노력을 기울였음에도 불구하고 상기한 것처럼 대석회암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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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시해서 전국 걱지에 산재되는 탄산염암의 엄청난 규모에 의해 성 

과가 반감됐음에 안타까울 뿐이다. 필자의 판단에 의하면 본 연구의 

목적에서 밝힌 것과 같은 소정의 연구성과를 얻기 위해서는 충분한 시 

간이 뒷받침 되어야 겠다는 것이다. 즉， 각 단위석회암층 1개를 연구 

하는데 필요한 시간은 중，소규모의 것은 2-3개를 합쳐서 l 년， 대규모 

의 것은 1. 5-2년 정도로 해서 국내 전지역을 카바하는데 필요한 연구 

기간을 적어도 10년 정도는 수행해야 제대로 된 연구 결과를 얻을수 

있을 것으로 딴단한다. 그러나 어째든 지난 2년간 연구는 수행되었고， 

본장에서는 2년간 수행한 연구결과를 나름대로 정리해야 될 시점으로 

보여진다. 

본 연구기간동안 취해진 시료수는 총2207H 에 불과하지만， 2207H , 개개 

의 시료가 갖는 의미는 무척이나 크다. 다시 말하면 이들 개개의 시료 

틀이 대석회암통 및 국내 전지역의 탄산염암 전체를 대표하기엔 턱없 

이 모자라는 숫자이지만 이들이 나타내는 물리화학적 값은 적어도 이 

들이 채취된 부근의 원료가 어떤 용도로 쓰일수 있는가에 대한 자료는 

충분하지는 않지만 비교적 많은 량의 자료를 제공하기 때문이다. 문제 

는 이렇게 interval 이 큰 시료채취 구간(동일충 내에서도 시료채취 구 

간의 interval 이 큰 곳은 1- 2Km , 흑은 그 이상 되는 구간도 있음)이 

과연 전체층의 품질을 대표할 수 있는가 하는 것이나 어쨌든 본 보고 

서에서는 제공된 이들의 자료를 지질 광상학적으로 충분히 검토하여 

각 단위 석회암층， 더 나아가 전체 탄산염암의 용도분류에 최대한 활 

용하였슴을 밝힌다. 

이상과 같이 연구방법(특히 시료채취수)에 있어서 여러가지 아쉬움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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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으나 도출한 연구결과를 간단하게 몇 가지로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 

다. 

첫째， 대석회암통은 10여개의 탄산염암 (limestone ， dolomite , 

dolomitic limestone) 과 비탄산염암 (shale ， shaly sandstone , s!ate , 

quartzite , calcareous shale)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캠 

브리 언 (cambrian) 과 오-도뷔 스기 (ordovician) 시 대에 생성된 것으로 알 

려진다. 

이들 중 몇몇은 아직도 정확한 시대구분이 확정되지 못한 것들도 。1 。

h ‘ -

며 일부구간에서는 층서학상 논란이 있는 곳도 있다. 

둘째，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석회암층의 암상은 각양각색이나 

대체적으로 꾀상체 (massive) 와 엽변상체 (laminated) 의 두가지 유형으 

로 대분된다. 대체적으로 막동층의 중，하부 구간， 마차리， 영흥층등은 

전자의 유형으로， 나머지 층틀은 후자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괴상체로 

분류되는 층 중에도 구간별로는 엽편상이 협재 되기도 한다. 

셋째， 석회암， 혹은 백운암을 구성하는 방해석 (calcite) 과 백운석 

(dolomite) 의 입 도 (crystallinity) 는 다양하다. 

일반적으로 소성용으로 적합한 형태는 치밀 견고 (compact) 한 것이 사 

용되며 분채용으로는 결정질 (crystalline) 이 이용되나 이때는 가능한 

결정의 크기가 1.0mm 이상되는 조럽질 (coarse crystalline) 이나 흑
 

그 이 상의 거 정 질 (very coarse crystalline) 을 이 용하게 되 는데 이 것 

은 파쇄가 용이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정선층， 흥월리층， 흥점층 

등은 치밀질로，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결정질로 분류된다. 

넷째， 색상이 원광의 품위와 관계가 있다는 것은 여러가지 정황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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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뒷받침 한다. 대체적으로 밝고 맑은 색상일수록 어둡고 탁한 색상 

에 비해 품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은 암회색과 회색이 주류를 

이루는데 이들은 대부분 CaO 함량이 35-48%, Si02 4-15%, MgO 3-

15%, R205 1-2%의 저급 석회암 내지는 백운석질 석회암 혹은 석회규 

산염암 (ca1c-5i1icate rock) 이다. 특히 이 색상에 해당하는 층으로는 

마차리， 영흥층의 거의 전 구간， 삼태산， 흥월리， 석영산 및 화천리층 

의 일부구간 등이다. 

회색~담회색으로 주로 구성되는 홍점층은 양질의 석회암이며 막동， 

정선， 삼태산， 흥월리， 화천리층동에는 백색의 고품위대가 렌즈상으로 

곳곳에서 협재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본 백색대에서 채취한 

시료는 대부분 백색도값 (whitene55) 이 90에 못 미치는 저조한 값을 나 

타낸다. 

다섯째， 원료의 수소이온농도 (pH) 는 특히 농업용이나 환경용으로 이용 

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연구 대상이 된 충들은 극히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는 대부분 pH값이 9이상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 

다. 또 19nition 1055값도 평균적으로 40 - 44%에 달하는 대부분 구간 

에서 명균치를 나타내나 실리카 (Si02) 나 니질물 (A1203 + Fe203) 의 함 

량이 증가된 부위에서는 40%에 미달되는 저조한 값을 보이는 곳도 있 

다. 

pH값에선 영흥， 흥월리， 마차리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막동， 정선 ， 고성층이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 19nition 1055는 

정선층이 낮은 편이나 나머지는 모두 40%를 상회하는 명균치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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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섯째 minor 성분들은 특히 Ba와 Zn성분의 증가가 두드려지는데 각 

단위 석회암층 모두에서 동 성분은 As , Cu , Cr , Co 성분에 비해 월등 

히 높은 함량도를 나타낸다. 

일곱째 ， As , Ba , Zn , Cu , Co , Cr등 6개 minor 성분에 대한 분석결과 

각 단위 석회암층별로 함량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 

다만 6개 성분중에서 대체적으로 각 층마다 Ba과 Zn 성분의 함량이 증 

가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전체 평균치의 10 -20배에 달하는 높
 

함량도를 나타내는 구간도 관찰된다. 10여개 단위 석회암층 중 상기 

두 성분의 과다함량 구간은 삼태산층이다. 

여닮째， 대석회암층을 제외한 기타구간의 탄산염암은 각자 생성시기별 

로 선캠브리아기， 캠브리언-오도뷔스기， 그리고 시대미상 (주로 옥천 

지향사대) 등 크게 3가지로 나눈다. 

선캠브리아기는 소위 경기 및 영남 massif의 화강변마암류 내에 크고 

작은 포켓 (pocket ， 고구마형)으로 배태되는 백색의 거정질 석회암류 

등을 통칭하는 것인데 대표적인 지역이 경북 중부 내륙 지역 ( 안동， 

청송， 춘양， 영양 등)과 강원 신림 지역이며 경기 북부 (춘천， 가평， 

홍천 등) 및 충남 서해안 (아산， 당진， 서산 등) 일대의 것은 도
 

도
 

i 
<

「

떨어지고 실리카 합량이 높아서 경북 내륙 지역의 원료에 비해 상대적 

으로 저품위를 나타낸다. 

캠브리언-오도뷔스기는 시대적으로는 대석회암통의 석회암층들과 통일 

하나 지역적으로 상당히 떨어져 있어 단순히 조선계로 통칭되는 탄산 

염암이다. 

충북 내륙 지역 (욱천， 영동， 청산 동)과 경북 통해안 지역 (후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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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규모로 산발적인 산출을 보여주나 품위와 광량의 한계 때문에 

후포리 지역의 것 (제철용)만 빼고는 실제 산업계에 극히 제한적으로 

이용이 되고 있을 뿐이다. 

마지막으로 시대미상의 탄산염암은 주로 옥천지향사 내에서 변성퇴적 

암류 내에 가늘고 긴 렌즈( 1 ense) 상으로 협재되거나 아니면 이들과 

서로 교호하면서 크고 작은 포켓상으로 배태되는 것을 지칭한 것이다. 

동 시대의 탄산염암은 옥천지향사의 중심부에 해당되는 금산， 옥천， 

충주 일대의 것으로써 금산 및 옥천지역은 대부분 석회규산염암이 주 

류룰 이루나 금산 지역 일부 구간에서 백색의 거정질이 산출되어 현재 

동 구간을 대상으로 화공용으로 개발 중이다. 충주 일대의 것은 활석 

의 모암이 된 향산리 백운암층이며 분석치에 의하면 동 구간의 백운암 

은 대부분 MgO 성분이 10-15 %의 중급질에 해당되는 것으로 확인된 

다. 

아흡째， 상기 여러가지 자료틀을 종합해 보면 국내 탄산염암을 구성하 

는 각 단위 석회암충들의 구간별 용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홍점충 . 영월， 제천， 단양지역의 것은 제철 및 화공용으로， 나머 

지 구간은 모두 건축자채용(석골재용)으로 분류된다. 

- 고운리 및 화천리층 · 북단 일부 구간만 시멘트용으로 사용가능하 

며 나머지 대부분 구간은 석골재 등과 같은 건축자채용으로 분류된다. 

- 부곡리층 : 전구간이 건축자재용으로 분류되며 일부구간은 공예용 

으로도 전용 가능하다. 

- 정선충 : 두 지역으로 분리된 광체중 명창지역의 것은 시멘트， 요 

업， 석골재용으로 비슷한 비율로 3뭉분 되나 정선지역의 것은 석골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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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시멘트용이 거의 70%, 나머지 요엽 및 기타가 30% 정도의 비율로 

분류된다. 

- 삼태산층 대부분 구간에서 요업용(주로 염기성 내화물 ) 으로 류
 

되며 주촌지역 일대의 것은 기타와 시멘트용으로 분류된다. 또 제펀 

및 단양 일우의 것도 시멘트용으로 분류된다. 

- 박동층 : 삼척지역에서는 시벤트용이 우세하며 태백지역은 석골재 

용이， 임계-정선-예미 지역은 시벤트와 화공용이 ， 그러고 서벽 옥동 

지역의 것은 시벤트와 석골재용이 우세한 것으로 분류된다. 

- 석병산층 : 내륙지역의 것은 시벤트용이 우세하나 동해안지역의 것 

은 대부분 요업용으로 분류된다. 

고성층 : 옥동지역에서는 화공용， 단양지역의 것은 시멘트용으로 

다
 

되
」
 

己
π
 

닙
 
E 

영흥층 전 구간이 농업용 ( 고토질 비료)으로 분류된다 . 

흥월리층 : 대부분 구간이 요업용(염기성 내화불 )으로 분류되나 제 

천 매포-단양 일대의 일부구간에서는 시멘트용이 협재되어 있으며 연 

탕 지역에서는 석골재용도 협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 마차리층 : 전 구간이 농업용 ( 고토질 비료 )으로 분류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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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위생도기용 복합요업원료광물 

제 l 절 서언 

트~ .A-l 
-, ζ::> 연구 

위생도기 (Sanitary ware)용 원료 광물은 단일 원료가 아닌 복합 원료 

로서 활용되고 있으며 우리나라를 포함한 동양권은 견운모 (Sericite) 의 함 

량비가 높은 견운모계 원료를 주로 사용하여 왔으며 카오리나이트 

(Kaolinite) 의 함량비가 높은 카오린계 원료는 구미지역에서 주로 사용되 

어 오고 있다 (이정재， 1995). 

국내 계림요업에서는 견운모계 원료를 주로 사용하며 동서 빛 대럼요 

엄에서는 카오런계 원료를 주로 사용한다. 이러한 주원료의 선택은 가소 

성， 수축률 및 탄력성 퉁의 물리적 특성을 좌우하기 때문에 생산성이 높고 

품질이 우수한 위생도기를 제조하기 위한 중요한 요인이 될 수 있다 . 

따라서 각 원료의 배합률은 직접적으로 제품의 질에 영향을 미치고 성 

형공정에 중요한 요인으로 작용하기 때문에 개개 원료의 제반 특성 규명은 

대단히 중요하며 개개 원료의 특성에 따라 배합률이 조정되어야 할 것이 

다. 

본 연구는 이러한 개개 단일 원료 광물의 광물 특성 빛 불성을 규명하 

여 각 요엄 회사에서 배합된 복합 원료의 특성을 규명코저 한다. 그러나 

복합 원료는 각 회사마다 배합률을 노-하우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본 연 

구에서 다룰 수가 없으며 단지 성형따된 배합 원료를 기준으로 하여 특성 

을 규명코저 한다. 또한 업체의 사정에 따라서 본 연구는 대림 요업과 통 

서 산업에서 활용되는 원료 광물을 중심으로 수행되었음을 부언한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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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위생도기의 생산량 빛 시장 점유율은 계림요업， 대림요업 빛 동 

서산업이 거의 75% 이상 차지하고 있다. 위생도기의 국내 수요는 최근 몇 

년간 침체 상태에 있으며 1996년의 경우 하반기 들어서면서 다소 수요량이 

증가되고 있다. 그러나 수출은 1992년부터 증가 추세에 있으며 (Fig.6-1 

참조) 일본 ， 중국， 빼트남 빛 러시아에서 말례이시아와 북미 둥지로 다양 

화되고 있다. 

새로운 신상품의 개발에 효과적인 원료 광물의 활용이 뒷받침 된다면 

위생도기의 수출 전망은 계속 호전될 것으로 기대된다. 

Export Increas lng Tendency 
。f Sanitary Wares 

Untt : 1000 US$ 

437 
304 - -1992 1993 

12,800 

5 ,999 

1,201 

1994 1995 1996 

Fig.6-1 Histogram showing an increasing tendency of the 

export of sanitary wares from 1992 to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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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절 위생도기용 원료광물 르
 π
 

브
”i 

국내에서 활용되는 위생도기용 원료 광물은 국내 원료와 수입 원료로 

크게 나누어진다. 국내에서 산출하는 원료는 견운모 (sericite) , 납석 

(pyrophy 11 i te ) , 도석 (porce1ain stone) , 고령토 (kao 1 i n) , 점토 (cl ay ), 장 

석 (fe1dspar) , 규석 (quartzite) 및 석 회 석 (1imestone) 과 백운석 

(dolomite) 이며 (표6-1 참조)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광산 분포는 

Fig.6-2와 같다. 

수입 원료는 인도네시아 점토와 영국의 고령토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미국산 고령토와 점토가 일부 수입되고 있다. 국내 원료는 대체로 중품위 

또는 저품위 납석， 도석， 고령토 빛 점토가 활용되며 수입 원료는 고품위 

고령토와 점토를 활용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는 국내원료의 장기간 생산으 

로 인한 품위저하현상에 기인된 것이며 정제 기술이 뒷받침되지 않고 있음 

을 보여주는 단면이다. 따라서 수입 대체 효과를 위해서는 국내원료의 정 

제가 시급한 실정이다. 

위생도기용 복합 원료는 크게 나누어 카오리나이트의 함량이 높은 카 

오린계 (kaolin) 원료와 견운모의 함량이 높은 견운모계 (sericite) 원료로 

대분화 될 수 있으며 요업 회사에 따라 각각의 특성 배합 원료를 활용한 

다. 

표6-1 에서 보다시피 주원료 광물 중에서 많은 종류의 고령토가 위생도 

기용으로 활용되고 있으며 이러한 원료 광물은 서론에서 언급된 바처럼 국 

내 2개 요업회사에서 활용되는 원료이다. 

- 525 -



표6- 1. 위생도기용 주원료광물 분류 및 산출 광산 

원료명 산출 광산 빛 상품명 

납석 진해 납석， 청송 납석 ， 가사도 납석， 흥곡 납석， 경주 납석 

E석 상동 도석， 압해 도석 ， 당진 도석， 청명 도석， 보배 도석 

고령토 삼령 고령토， 백운 고령토 

국 점토 대불 점토， 화순 점토， 호산 수비 점토 

내 

원 장석 부여 장석， 계북 장석， 충남 장석， 황지 장석， 금성 장석 

료 

규석 금성 규석， 경전 규석 

석회석 청주 석회석 

백운석 강원 백운석 

점토 인도네시 아 BALL CLAY , 영국 BLEND CLAY , 인도네시 아 KALBLEND 

-/L「

o닙1 고령토 영국 NSC KAOLI N, HYCAST V. C, 영국 EWVA , CAROSO , SUPER b 

원 

료 기타 미국 MARTIN CLAY , CHINA CLAY , 미국 DELTA KAOLI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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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6-2 Distribution map of the domesti c raw mineral deposits used for 
sanitary wares 



제 3절 개개 원료 광물의 톡성 

3- 1. 고령토질 원료 

3-1- 1. 광불 특성 

국내 고령토는 삼령 고령토와 백운 고령토가 위생도기용에 활용되고 있 

다 

삼령 고령토는 10À 할로이사이트 (halloysite) 

halloysite , 7À 할로이사이트， 사장석 빛 

어
 
트
 

빠
 씨
 

」
U

1L 

따
 
로
 

릴
 

는
 
모
 

또
 
몬
 

(montmorillonite)로 주 구성되며 백운 고령토는 10À 할로이사이트， 7À 

할로이사이트 및 사장석으로 주 구성된다(표6-2 ， Fig.6-3 참조). 

이들 고령토 광석은 고령토군 (kaolin group) 중에 할로이사이트가 주 

이며 카오리나이트는 소량 수반되며 할로이사이트는 침상 내지는 주상결정 

의 집합체로 카오리나이트는 book type으로 산출됨이 잘 알려져 있다. 

수입 원료는 영국산 고령토가 주를 이루며(표6-2 참조) 이들은 여러 

종의 상품명 으로 구분되 는데 NSC KAOLIN , Hycast V.C , Super b , Caroso 및 

EWVA둥으로 불려지고 있으며 카오리나이트， 석영 및 일라이트(i 11 i te)로 

구성된다 (Fig.6-3 참조) 

따라서 국내 고령토광석의 광물군 (mineral assemblage)은 10À 할로이 

사이트-7 À 할로이사이트-사장석-몬모릴로나이트로， 수입 고령토 광석은 

카오러나이트-석영-일라이트로 구분되어 진다(표6-2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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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2. 국내 및 수입 고령토 원료의 광물 특성 

광산명(상품명) -=t-λ。4 고 。J:I그~ 

λL려。-τ:;l~ 。껴-투 ...... 
10A 할로이사이트. 7 A 할로이 사이 E , 사장석， 몬모 

럴로나이트 

국내 백운고령토 loA 할로이사이 E. 7 A 할로이 사이 E , 사장석 

NSC고령토 
카오러나이 E ， 일라이 E 

(영국) 
Hyca5t V.C 

카오리나이 E ， 일라이 E ， 석영 
(영국) 

Super b 
카오러나이 E ， 석영， 일라이 E 

:쓰l0 닙1 (영국) 
Car050 

카오리나이트， 석영 ， 일라이트 
(영국) 

EWVA 
카오러나이 E ， 석영， 일라이트 

(영국) 

3-1-2 . 화학 성분의 특성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고 있는 국내 고령토 광석의 화학 성분은 SiOz가 

46.35 - 50.82 wt . %의 함량 범위와 펑균 SiOz 40.84 wt. %를 보이며 A1z03는 

28.77 - 34.26 wt . %의 함량 범위와 명균 A1 z03 31. 14 wt . %를 나타내며 고령 

토 광석의 품질 저하 성분인 FeZ03( tota1 Fe)는 0.94-2.23 wt.%의 함량 

범위 및 평균 Fez03 1.40 wt. %로서 중급의 품위에 해당된다(표6-3 참조) . 

이러한 화학 성분상의 특성 중에서 SiOz , A1z03와 작열감량 (1055 of 

ignition) 은 카오리나이트와 할로이사이트와 같은 고령토 광물의 함량비에 

좌우되며 FeZ03는 산화철광물이나 유색광물(운모류，각섬석류)의 함량비에 

좌우된다. 따라서 카오린 광물의 함량비가 증가되면 될수록 SiOz의 함량은 

감소되며 A1z03와 작열감량은 증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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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3 X -ray diffractograms of domestic and imported kaolin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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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3. 고령토 광석의 화학 성분 

국내 ~’:。님1 

λE}l려 。 λ 다1-" 。혀 

t!1\Î:-ι 고령토고령토 사 a려 。 사 口려 。 NSC I NSC NSC I 

7 력)토 (Wb) I (Pa) 고력 )토 고력 )토 KAOLI NiKAOLI NIKAOLI N 

SiOz 46. 35 49.86 46.51 50.82 50.67 47. 23 47.52 47.98 I 
TiOz 0. 36 0. 24 0. 25 0. 18 0.17 0. 09 0.10 0.10 
Alz03 33. 83 29.86 34.26 28. 96 28. 77 36. 70 36.34 36. 16 

:~FeZ03 1. 54 1. 28 2. 23 0. 94 1. 04 1. 10 1. 01 1. 02 
CaO 6.66 8.05 3.33 9. 32 9. 70 0.15 0. 18 0. 24 
MgO 0.30 0.44 0.62 0. 35 0. 37 0.28 0. 28 0. 26 
MnO 0. 02 0. 02 0.03 0.02 0. 02 0. 01 0.01 0. 02 
Na20 1. 35 2.54 0. 95 2. 77 2.87 0.12 0.12 0. 14 
KzO 0. 43 0.24 0.83 0. 90 0.83 2.10 2.01 2. 14 
PzOs 0. 06 0.03 0. 02 0. 02 0. 01 0.13 0.12 0. 12 

**L. O. 1 9.30 6. 62 11. 18 6. 00 5.67 11. 78 11.85 11. 61 
Total 100. 20 99.18 100.18 100. 28 100.05 99.69 99.54 99. 79 

수입 

Super b Super b Caroso Caroso EWVA EWVA 
Hy cast 

V. C 
SiOz 47. 10 48.04 53.22 51 . 96 46. 09 46. 15 51. 87 
Ti Oz 0.80 0.83 1. 17 1. 19 0. 81 0. 85 1. 11 

Alz03 33.86 33.40 29.97 30.16 33.50 32.67 
*FeZ03 1. 31 1. 33 1. 21 1. 17 1. 19 1. 19 1. 30 

CaO 0. 34 0. 34 0. 29 0.28 0.31 0.32 0. 31 
MgO 0. 32 0. 35 0. 43 0.37 0.30 0. 30 0. 36 
MnO 0.01 0. 01 0.01 0. 01 0. 01 0.01 0.01 
Na20 0.23 0.26 0.34 0. 28 0.20 0. 20 0.25 
KzO 1. 81 1. 95 2. 57 2. 18 1. 81 1. 82 2.03 
PzOs 0.08 0. 07 0.07 0. 08 0.07 0.06 0.08 

**L. 0.1 14.18 14.13 10.49 12.21 15. 92 16. 76 12.61 
Total 100.04 100. 71 99.77 I 99.89 100.21 100.33 100.17 

*FeZ03 Total Fe , **L. 0.1 Igni tion l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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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고령토의 품위 기준은 Alz03. FeZ03 함량과 내화도 (SK)로서 구 

분되어 진다. 

수입 고령토 광석의 화학 성분상 특성은 NSC 카오린이 Alz03 36.16-

36.70 wt. %, FeZ03 1. 01- 1. 10 wt. %, Super b 카오린이 A1z0333.40-34.86 

wt.% , FeZ03 1.31-1.33 wt.% , Caroso 카오린이 Alz03 29.97-30.16 wt.% , 

FeZ03 1.17-1.21 wt.% , EWVA 카오린이 Alz03 32.67-33.50 wt.% , FeZ03 

1. 19 wt.%이며 Hycast V.C 카오린이 Alz03 30.24 wt. %, FeZ03 1.30 wt. %를 

보여준다 (표6-3 참조) . 

이들 수입 원료들의 Alz03 함량 범위는 29.97-36.70 wt.% 및 평균 

Alz03 33.30 wt. %를 보이며 FeZ03 함량 범위는 1. 01- 1. 33 wt.%와 명균 

1. 18 wt.%로서 상중급에 해당되며 국내 고령토 광석에 비해 Alz03 함량은 

다소 높으며 FeZ03 함량은 다소 낮음을 알 수 있다. 

3-1-3. 물성 I三 ~-' 

""=î’ ö 

요업 원료 광물의 물리적 특성(물성으로 표현)은 pH , 비중 (specific 

gravity ), 점도 (viscosi ty ), 수축율(shrinkage 건조수축， 소성수축， 총수 

축) , 탄력성 (elastici ty ), 보형성， 가소성 (plasticity) , 요변성 

(thixotropy) , 착육성， 소성변형， 내구성(급냉시험)， 강도( s trength) , 열 

간연화도， 수분 흡수율 (absorptivity) 빛 점탄성 (strain) 동 여러 가지가 

있다. 

그러나 이러한 물성들은 소성된 성형제품에 한해서 측정되어야 되는 것 

이 대부분이며 개개 원료광물의 물성측정에는 pH , 비중， 점도， 수축률， 내 

화도， 열간연화도，수분 흡수율 및 해교능 동으로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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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개 원료 광물의 물성 특성들은 원료별로 정리 

하여 보았으며 몇 가지 물성 측정 방법은 다음과 같다. 

pH 측정은 100 mesh 이하의 분말 시료를 거의 중성에 가까운 

썼
 
째
 

사용하여 8% 농도의 혼탁액을 제조하여 일본 TOA사 pH 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비중 측정은 에탄올을 사용한 비중병 (Pycnometer)를 이용하여 

진비중을 측정하였으며 다음과 같은 식에 의해 계산되었다. 

Wb-Wa 
Pd= x Ld ( 에 탄 올 비 중 ) 

Wb+Wd-Wa-Wc 

Pd 진비중 

Wa 용기의 무게 

Wd 진공 하에서 에탄올을 채운후 무게 

Wb 분말 시료를 용기에 넣은 후 무게 (100 mesh 이하 분말 

시료 사용) 

Wc 진공 하에서 분말 시료를 넣은 용기에 에탄올을 채운 

후 무게 

점도의 측정은 (100 mesh 이하의 ) 분말 시료로 6%와 10%의 혼탁액을 제 

조하여 20-30분간 쿄반기로 교반시킨후 하룻밤 방치 후 측정 전에 쿄반기 

로 교반후 측정되었으며 torque 값이 최대가 되는 100 rpm의 회전 속도로 

미 국 Brookfield사 DV - 11 + 모델을 사용하여 측정 하였다. 

내화도 측정은 약 20 mesh 이하의 분발 시료의 cone을 제작하여 표준 

cone과 함께 가열시켜 cone이 연화되어 Alz03 분말로 채워진 바닥에 다느 ...,. '--

순간의 온도로서 이 온도 값은 표준 cone과 비 쿄하거 나 pyrometer로 측정 

한다. 본 연구에서는 Segar 표준cone과 비교된 SK 값으로 나타내었다. 

기타 수축률， 해교능， 수분흡수율， 강열감량 빛 열간연화도는 대림요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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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동서산엽의 자료를 활용하였다. 

수축률， 수분흡수율 및 열간연화도는 주입시변에 대해 측정된 값이며 

해교능은 물과 물유리 (water glass) 값으로 구분하여 기재되었으며 수축률 

은 건조수축 (dry shr i nkage ) , 소성수축 (fire shrinkage) 및 총수축(total 

shrinkage)으로 구분 기재하였다. 

강얼감량은 1 , 250 oc로 소성시켜 감소된 무게 비를 퍼센트로 나타내었 

으며 열간연화도 역시 1, 250 oc로 소성시격 시편의 중앙부가 구부러진 길 

이를 측정한 값이다. 

위생도기용 원료 중에서 고령토 원료의 물성 특성은 표6-4와 같다. 

국내 고령토와 수임 고령토를 비쿄하면 국내 고령토의 pH가 5. 76 인데 

반해 수입 고령토는 5. 11 로서 다소 약산성을 나타내며 수입 고령토 중에서 

도 영국 Surer b 카오린이 보다 강한 산성을 띤다. 비중은 국내 고령토가 

2.20인데 비해 수입 고령토가 2.32로서 다소 큰 비중값을 보인다. 점도는 

국내 고령토가 6% 농도에서 1.23cP이며 10% 농도에서 1.28cP로 약간 증가 

된 점도 값을 보이나 수입 고령토는 6% 농도에서 1.35cP이며 10% 농도에서 

는 1.92cP로서 크게 증가되었다. 이는 수입 고령토가 보다 큰 점도값을 보 

이며 농도를 증가시켰을 때 점도값이 보다 크게 증가되는 것을 보여준다. 

수축률은 국내 고령토가 건조 수축율이 1. 3-5. 65 %, 소성 수축율이 

4.86-9.82 % 빛 총 수축율이 6.1-14.35 %로서 수축률의 차이 가 원료에 

따라서 차이가 많음을 알 수 있다. 수입 고령토의 수축률은 건조 수축률이 

3.5-6.05 %, 소성 수축률이 8.70-1 1. 92 % 및 총 수축률이 12.5-17.8 % 

로서 수축률의 차이가 원료에 따라서 국내 고령토보다 크지가 않다. 

위생도기의 니장은 성형할때 보다 가소성이 높고 소성시에 수축이 적으 

며 변형이 거의 없는 니장을 요구하기 때문에 원료광물의 수축률은 적으면 

<

」

% 



표 6-4. 위생도기용 고령토 광석의 불성 

이
 
]
@ 

점도(cP) 
수축률(% ) 해쿄능(%) 

-A「τtrjr 강열 열간 
내화도 

pH 비중 100rpm 흡수율 감량 연화도 

6% 10% 건조 소성 총수축 : I를그 WG (%) (%) (mm) 
(SK) 

삼령고령토 6.29 2.26 1. 24 1. 28 1. 3 4.86 6.1 68 0.19 31.76 6.32 33 

백운고령토 5.28 2.14 1. 22 1. 29 32+ 

국내 하북고령토(PA) 5.65 9.22 14.35 68 0. 42 17. 35 12.94 17.5 

하북고령토(WA) 4.75 9.82 14.10 68 0.29 16.33 11 . 92 20.8 

하북고령토(WB) 1. 85 5.45 7.20 68 0.29 30. 33 4. 76 39.3 

NSC KAOLIN 5.34 2.39 1. 18 2.59 3.5 8.39 11. 6 60 0.28 14.04 11.48 16.25 35+ 

NSC KAOLIN 5.21 2.24 1. 59 2.22 35 

Hycast V.C 5.37 2.50 1. 29 1. 33 6.05 11.92 17.25 60 0.55 0.41 12.29 27.95 34+ 
-?。님1 

Super b 4.65 2.19 1. 40 1. 75 4.4 10.04 14.0 12.9 파$ Caroso 5.04 2.40 1. 27 1. 70 4.2 8. 70 12.5 10.5 35 

EWVA 5.03 2. 22 1. 39 1. 55 4. 9 13.5 17.8 15.9 36-

*WG Water Glass 



적을수록 위생도기용에 좋은 원료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 

수분흡수율은 국내 고령토가 17.35-31. 76 %로서 높은 값을 나타내며 

수입 고령토는 0.41-14.01 %로서 국내 고령토보다 낮은 값을 보인다. 수 

분흡수율은 적은 값을 가지는 것이 일반적으로 소성된 성형제품을 만드는 

데 보다 적합하다. 

강열감량은 국내 고령토가 4.76-12.94 (펑균 8.99) %이며 수입 고령토 

가 10 . 5-12.9 (명균 12.61) %로서 수입 고령토가 보다 강열감량비가 크 

다. 이는 수입 고령토 광석이 카오리나이트의 함량이 높은데 기인되는 현 

상이다. 열간연화도는 국내 고령토가 17. 5 - 39. 3 mm이며 수입 고령토는 

16. 25 - 27 . 85 mm로서 대체로 국내 고령토의 범주 내에 속한다. 내화도는 

국내 고령토가 SK 32+-33이며 수입 고령토가 SK 34 ‘ -36으로서 수임 고령 

토가 보다 높은 내화도를 나타내며 내화도는 소성시켰을때 연화 변형되는 

정도를 온도로 나타내는 것으로서 내화도가 크면 클수록 소성제품의 변형 

력을 줄이게 됨으로 보다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역할을 한다. 

3-1-4. 열 척 특성 (DTA & TG) 

시차열 분석 (DTA Differential thermal analysis) 결과 국내 고령토 

원료는 99-102 oc 에서 흡착수 탈수에 기인된 홉옐반응곡선이 나타나며 

524 - 532 oc 에서는 결정수 탈수에 기인된 흡열반응곡선이 나타난다. 

1003 oc에서는 강한 발열반응곡선이 나타나는데 (Fig.6-4 참조) 이는 할 

로이사이트의 상변화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열중량 분석 (TG Thermogravimetric analysis) 결과에 의하면 100 oc 

부근에서 흡착수 탈수에 의한 5.29%의 질량결손이 초래되며 600 oc 부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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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는 9.35%의 질량결손이 일어나는데 (Fig.6-4 참조) 이는 힐로이사이트 

의 분해에 따른 탈수현상이다. 따라서 할로이사이트는 600 oc 부근에서 완 

전히 분해가 초래되어 1000 oc 부근에서 상천이가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된 

다. 

~Ol ’ I=f 
고령토인 영국 NSC KAOLIN은 587 oc에서 캉한 흡열반응곡선이 

1006 oc에서 캉한 발열반웅곡선이 나타나며 HYCAST VC. KAOLIN은 554 oc에 

서 흡열반응곡선이， 360-370 oc 부근에서의 발열반응곡선과 996 oc에서 

두개의 발열반응곡선이 나타난다 (Fig.6-5 참조). 500-600 oc 부근의 흡 

열반응곡선은 결정수의 탈수에 기인되며 996 oc에서의 발열반응곡션은 카 

오리나이트의 상전이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HYCAST VC. 

KAOLIN 시료의 360-370 oc 부근의 발열반응곡선은 해석키가 어 려우며 단 

지 일라이트의 백운모로의 결정화에 기인된 것으로 추측해 볼수 있다. 

3-2. 점토질 원료 

3-2- 1. 광물 특성 

국내 점토는 화순 점토， 호산 수비 점토 빛 대불 점토가 위생도기용에 

활용되고 있다 . 화순점토는 일라이트， 카오리나이트， 석영 및 장석으로 구 

성되며 호산 수비 점토는 카오리나이트， 일라이트， 석영 빛 장석으로 구성 

되며 대불 점토는 카오리나이트， 일라이트 ，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된다. 이 

들은 구성 광물군은 동일하지만 함량 비에 있어서 약간씩 차이를 나타낸다 

( 표6-5 ， Fig.6-6 참조 ). 

수입 점토는 인도네시아 점토와 영국 점토가 활용되고 있으나 인도네시 

- 혀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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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점토가 주를 이루고 있다. 인도네시아 점토는 석영， 카오리나이트， 일 

라이트 및 장석으로 구성되며 영국 BLEND 점토는 석영， 카오리나이트와 일 

라이트로 구성된다(표6-5 ， Fig.6-7 참조). 인도네시아 점토는 국내 점토 

와 구성 광물군은 거의 유사하다. 어펀 점토류는 거의가 점토광물인 카오 

리나이트와 일라이트로 구성된 고급 원료에 해당된다. 

표6-5. 국내 및 수입 점토 원료의 광물 특성 

광산명 또는 상품명 구성광물 
화순점토 일라이트， 카오리나이 E ， 석영， 장석 

국내 호산수비 점토 카오리나이트， 일라이 E ， 석영， 장석 

대불점토 카오러나이트， 일라이트， 석영， 장석 
인도네시아 점토 1 카오리나이트， 일라이 E 

인도네시아 점토 2 석영， 카오리나이 E ， 일라이 E 

:f|:0 님1 인도네시아 점토 3 석영 ， 일라이 E ， 카오러나이 E ， 장석 

인도네시아 KALBLEND 점토 카오리나이 E ， 석영 

영국 BLEND 점토 석영 ， 카오리나이 E ， 일라이 E 

* 구성 광물의 나열 순은 함량비가 큰 순서임. 

3-2-2. 점토질 원료의 화학성분 특성 

위생도기용에 활용되고 있는 국내 점토는 SiOz가 54.30-65.62 wt. %의 

함량 범위와 펑균 SiOz 58.49 wt. %를 나타내며 Alz03는 16 . 67-27.77 wt. % 

의 함량 범위 빛 평균 23.58 wt. %를 나타내고 (표6-6 참조) Si Oz와 A 1Z03 

의 함량은 카오리나이트와 일라이트의 함량비에 좌우된 것이다 . 

FeZ03( 총 Fe 함량)의 합량 범위는 3.06-3.60 w t. %이며 평균 FeZ03 

3.40 wt. %로서 대단히 첼분의 함량이 높으며 KzO의 함량 범위는 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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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6. 점토질 원료의 화학 성분 

ψ
 ￡ 

국내 수입 

화순 호산수비 대불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인도네시아 영국 BLEND 

점토 점토 점토 점토 1 점토 2 점토 3 KALBLEND 점토 점토 

SiOz 65.62 55.56 54.30 45.93 64.24 69.66 56. 73 61.33 

Ti Oz 0.80 0.93 O. 75 0.27 1. 31 0.04 1. 31 1. 75 

Alz03 16. 67 26.31 27.77 38.23 21. 13 20.07 28.57 24 . 34 

)~FeZ03 3.55 3.60 3.06 1. 00 1. 27 0.15 1. 11 1. 06 

CaO 0.69 0.40 0.46 0. 12 0.11 0.13 0.13 0.23 

MgO 0.18 0.38 O. 72 0.10 0.35 0.13 0.14 0.30 

MnO 0.03 0.02 0.02 0.01 0.01 0.06 0.02 0.01 

NazO 1. 14 0.53 0.69 0.05 0.15 0.55 0.16 0.17 

KzO 2.99 2.58 3.19 1. 02 1. 36 4.02 O. 73 0.93 

PzOs 0.06 0.06 0.04 0.04 0.05 0.10 0.02 0.08 

)~)~L. 0.1 7.05 9.13 8.71 13.29 9.92 4.91 11. 19 9.58 

Total 98. 78 99.90 99.71 100.06 99.90 99.82 100.11 99.7~J 

*Fe203 Tota1 Fe , ):()~L. 0.1 Ignition 1055. 



3.19 wt.%로서 KzO 2.92 wt. %의 평균 함량을 보이며 (표6-6 참조) KzO의 

함량은 일라이트의 함량비에 주로 좌우된다. 

수입 점토류는 인도네시아 점토가 SiOz 45.93-69.66 wt.% 로서 명균 

59.14 wt.%이며 영국 점토가 SiOz 61. 33 wt. %를 나타내는데 국내 점토와 

인도네시아 점토는 SiOz 함량이 거의 유사하나 영국 점토가 다소 높은 값 

을 보인다. 

수입 점토류의 A 1z03 합량은 인도네시아 점토가 20.07 - 38.23 wt. %이고 

평균 27.0 wt.%이며 영국 점토가 24.34 wt.%로서 영국 점토는 국내 점토와 

A1z03 함량이 유사하나 인도네시아 점토는 다소 높은 값을 보여준다. 

FeZ03 함량은 인도네시아 점토가 0.15- 1. 27 wt.% 이고 명균 0.88 wt.% 

로서 대단히 낮은 값을 보이고 영국 점토가 보다 약간 높은 1. 06 wt.% 이 

다. 수입 점토류는 국내 점토에 비해 Fe 함량이 극히 낮은 양질의 점토류 

이다. 

3-2-3. 물성특성 

국내 점토류의 pH는 5.91-6.22( 평균 6. 10) 이며 인도네시아 점토는 

3.63-6.09( 평균 4.67) 이고 영국 점토는 4.42로서 국내 원료가 수입 원료 

애 비해 보다 알카리성을 나타내고 있다. 

비중은 국내 점토류가 명균 2.17. 인도네시아 점토가 명균 2.43 이며 

영국점토가 2.44로서 국내 점토류가 다소 낮은 비중값을 보인다. 

국내 점토류의 점도 값은 6% 농도와 10% 농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 

는데 비해 수입 점토류의 점도값이 국내 점토류의 점도값보다 약간 높은 

값을 보이면서 농도가 증가되면 다소 증가된 경향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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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7. 점 토류의 물성 

pH 비중 

점도(cP) 

100rpm 

6% 10% 

수축률(%) 

건조 소성 총수축 1 물 

해교농(%) I 수분 | 강열 
숭 6.$2.. 1 7 l- è l: 
~T돋좋 I i:그 ‘éi 

여 2~ 

앓↓도|내화도 
I (SK) 

(%) I (mm) I )~WG (%) 

화순점토 6. 17 12.15 1 0. 930.951 - 15 

1 호산수비 점토 I 5.91 12.12 I 0.94 0.98 I 5.35 10.24 15.05 I 70 0.43 I 3. 62 18.35 I 29.05 I 31 
국내 

호산수벼점토 

대불점토 6.22 1 2.24 1 1. 37 1. 66 
￡
 

@ 

6.25 9.75 15.40 1 70 0.42 1 5.47 1 8.83 

인도네시아1 I 3.63 I 2.65 I 1. 35 1. 59 I 7.4 12.63 19.10 

인도네시아2 1 4. 84 1 2.36 1 1. 91 2. 72 
6. 2 11. 7 17.2 

인도네시아3 I 6. 09 I 2.43 I 1. 27 1. 27 

인도네시아 
국외 1 ... ~_~_~~~'I-=r_ 1 4.12 1 2.28 1 1. 34 1. 31 1 4.3 7.1 11.10 

KALBLEND 점토 
영국 BLEND 

I 4.42 I 2.44 I 1. 13 1. 59 I 6.20 7.09 12.85 
점토 

영국 BLEND 
점토 

*WG Water Glass 

6.25 8.52 14.15 

60 1. 30 1 13.45 1 8.82 

7.60 112.80 

11. 6 19.95 

60 O. 30 1 10. 04 뼈
싫
」
 

60 O. 29 1 10. 16 

”U 

$ 

$ 

야
 

η
ω
 

34 



수축률은 국내 점토가 15.23% , 인도네시아 점토가 15.80% 이며 영국 점 

토는 13.50%으로서 영국점토가 다소 낮은 수축률을 보인다. 

해교능은 국내점토류가 다소 높은 값을 보이며 수분흡수율은 국내 점토 

류가 4.55% , 인도네시아 점토가 10.88% 이고 영국 점토가 9.63%로서 국내 

점토류가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냄이 특정이다. 

강열감량은 국내 점토류와 수입 원료가 유사한 값을 보이나 국내 점토 

가 다소 낮은 함량을 나타낸다. 

내화도는 국내 점토류에서 화순점토가 SK 15로서 대단히 낮으며 호산 

수비 점토가 SK 31로서 보다 높다. 

수입 점토의 내화도는 SK 26- 34 로서 대단히 높은 내화도를 나타낸 

다. 일반적으로 수입점토류는 국내 점토류에 비해 보다 알카리성을 띠며 

높은 점도값， 높은 수분 홉수율 빛 높은 내화도를 나타냄이 특정으로서(표 

6-7 참조) 국내 점토류보다는 고급 점토에 해당됨을 알 수 있다. 

3-2-4 . 열척특성 (DTA & TG) 

국내 점토 원료인 호산수비 점토와 대불 점토의 열시차 분석 결과 대단 

히 유사한 꽤헌율 보이며 92 .C , 98 .C에서 흡착수 탈수에 기인된 완만한 

흡열반응곡선이 나타나고 541 .C , 543 .C 에서 결정수 탈수에 의한 강한 

흡열반응곡선이 나타나며 972 .C , 960 .C에서는 완만한 발열반응곡선이 나 

타나는데 (Fig.6-8 참조) 이는 high 알루미나 광물인 카오리나이트의 상 

천이에 기인된 결과이다. 열무게 분석 결과 호산수비 점토는 1100 .C 까지 

가열 하였을때 10.53%의 질량 손실이 일어나며 대불 점토는 10.00%의 질량 

결손이 초래되며 (Fig.6-8 참조) 이는 카오러나이트 빛 일라이트의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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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에 좌우된 결과이다. 

수입 점토 원료는 인도네시아 점토 3개 시료와 영국 점토 1 개 시료의 

시차열 분석 결과는 거의 유사하게 나타난다. 

영국 BLEND CLAY는 82 oC에서 약한 흡옐곡선이， 551 oC에서 강한 흡열 

곡선이 나타나며 994 oC에서 강한 발열반응곡선이 나타난다 (Fig.6-9 참 

조) . 인도네시아 CLAY 1, 2, 3 시료는 80-90 oC에서 약한 흡열곡선이 나타 

나고 539 oC , 552 oC , 553 oC에서 강한 흡열곡선이 확인되 며 992 oC , 996 

。 C ， 996 oC에서 강한 발열반응곡선이 나타난다(Fig.6-9 참조). 

대부분의 점토 원료가 530 - 560 oC에서 결정수 탈수에 따른 홉열반응이 

일어나며 992 - 996 oC에서 카오리나이트의 광물상천이에 관계된 발열곡선 

으로 해석된다. 또한 영국 빛 인도네시아 점토 모두 335-378 oC에서 1 개 

의 발열곡선이나 2개의 발열곡선이 인지 되는데 이는 일라이트의 백운모로 

의 상전이에 관계된 것으로 추측된다. 

열무게 분석 결과 1100 oC 까지 가열 되었을 때 9.53%, 인도네시아 점 

토가 각각 10.30%, 11. 42% 및 14.72%의 질량 손실을 보인다(Fig.6-9 참 

조). 이러한 차이는 점토 광물의 종류 및 함량비에 따라 기인된 것이다. 

3-3. 납석질 원료 

3-3- 1. 광물 특성 

납석이란 순수하게 엽납석 (Pyrophyllite)으로 구성된 광석을 말하나 국 

내에서는 고령토(특히 덕카이트) , 견운모도 역시 납석으로 명명되고 있으 

며 업계나 광업계에서는 거의 상품명으로 사용하고 있다. 그러나 엄격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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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에서는 납석이란 광석은 엽납석으로 주 구성된 광석에 한해서 사용되 

어야 하며 석영과 함께 혼합체로 산출될 때는 엽납석질 도석으로 불리어져 

야 한다. 

도석 역시 상품명으로서 석영의 함량이 높으며 엽납석， 카오리나이 

트， 견운모 동의 점토광물이 폰화된 광석에 한해 불려지고 있으며 수반되 

는 점토 광물의 종류에 따라 엽납석철 도석， 고령토질 도석 빛 견운모질 

도석으로 불리어져야만이 광석명만으로도 구성 광물군을 짐작할 수 있을 

것이다. 

국내에서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는 납석질 원료는 진해 납석， 청송 남 

석， 가사도 납석 l 풍곡 납석 빛 경주 납석이다. 진해 납석은 석영， 카오리 

나이트， 엽납석으로 주 구성되며 견운모가 소량 수반되기도 한다. 청송 납 

석 및 가사도 납석은 주로 석영과 카오리나이트로 구성되며 풍곡 납석과 

경주 납석은 석영과 견운모로 주 구성된다 (표6-8 ， Fig.6-10 참조). 

진해 납석은 석영-카오리나이트-엽납석， 청송 납석 빛 가사도 납석은 

석영-카오러나이트의 구성 광불과 풍곡 납석 빛 경주 납석은 석영-견운모 

의 구성 광불군으로 특정 되며 같은 납석질 원료로서 활용되고 있지만 각 

각 다른 구성 광물군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진해 납석은 엽납석질 도석의 

특성을 보이며 청송 및 가사도 납석은 고령토질 도석의 특성을 나타내는데 

반해 풍곡 빛 경주 납석은 견운모질 도석의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원료 

광물의 활용은 이러한 광물학적 자료에 근거하고 물성 자료를 비교-분석하 

여 활용되어야 최상의 상품을 개발할 수 있을 것이다.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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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in hae pyrophy lI ite 

Q- Quor’z 
P - Pyrophyllite 

K - Kaol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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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unggok pyrophyllite 

Kyongju pyrophyllite 

29 。

Fig. 6-10 X -ray diffractograms of domestic pyrophyllite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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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8. 국내 납석 질 원료의 광물 특성 

과。사 "L.며 。 ‘’‘~ λ 。{고 。J:I를그 

진해납석 석영， 카오러나이트， 엽납석 

진해납석 석영， 카오리나이트， 엽납석， 견운모 

쳐。소 。나 a서 ï 석영， 카오리나이트， 

가사도납석 석영， 카오리나이트 

풍곡납석 서ï 여 。， ‘ 겨?llÏ-.2.. 

경주납석 석영， 견운모 

* 구성광물의 나열 순은 함량비가 큰 순서임. 

3-3-2. 납석 질 원료의 화학성 분 특성 

광석의 화학성분은 광석을 구성하는 구성광물에 의해 좌우된다. 

석영-카오리나이트 엽납석의 광물군을 보이는 진해 납석은 SiOz 73.26 

-80.38 wt.% , Alz03 12.69-19.33 wt.% 빛 FeZ03 0.34-0.99 wt.%로서 칠 

분의 함량은 적으나 실리카의 함량이 높다(표6-9. 참조) . 광석에 따라 약 

간의 화학성분상 차이를 보이는 것은 견운모가 다소 함유된 광석에 있어서 

는 알루미나의 함량이 증가된 경향을 나타낸다. 

석영-카오리나이트로 주 구성된 청송 빛 가사도 납석은 SiOz 75.42-

81. 40 wt.% , Alz03 11. 64-17 . 13 wt.% 및 FeZ03 0.15- 1. 42 wt.% 이다(표 

6-9 참조). 

석영-견운모로 구성된 풍곡 맞 경주납석은 SiOz 71. 98-74.56wt.% , 

Alz03 12.57-15.94 wt.% 빛 Fez03 1. 24-3.88 wt.% 로서 철분의 함량이 타 

납석질 원료보다 높으며 알루미나 함량이 낮다(표6-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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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는 납석질 원료는 Si Oz 명균 76.17 wt. % Alz03 

명균 14.88 wt.% 빛 FeZ03 1. 34 wt. %를 보이는데 이 러 한 화학 성분상 특 

성은 도석의 중급 품위에 속한다고 볼 수 있다. 

표6-9. 납석질 원료의 화학성분 

진해납석 진해납석 청송납석 가사도납석 풍곡납석 경주납석 

Si 02 80.38 73.26 81.40 75.42 71. 98 74.56 

Ti 02 0.55 0.67 0.51 0.27 0.18 0.32 

Alz03 12. 69 19.33 11. 64 17.13 15.94 12.57 

*Fe203 0.99 0.34 1. 42 0.15 1. 24 3.88 

CaO 0. 19 0.12 0.19 0. 14 0.20 0.57 

MgO 0.04 0.04 0.04 0.04 1. 36 0.37 

MnO 0.01 0.01 0.01 0. 01 0.01 0.02 

Na20 0. 18 0.28 0. 13 0. 09 0. 18 0.16 

K20 0. 59 1. 66 0. 45 0. 99 6. 20 3.51 

P20S 0. 19 0.12 0.17 0.04 0. 11 0.03 

**L. 0.1 3.99 4.32 3.82 5.60 2.38 3.90 

Total 99.80 100. 15 99.78 99 . 88 99. 78 99 . 89 

*Fez03: t ota l Fe , )~*L. 0.1 Ign i tion 1055 . 

3-3-3. 납석 질 원료의 물성 

납석질 원료의 물성 특성은 표6-10과 같다. 

pH는 진해 ， 청송 빛 가사도 납석은 약산성을 보이나 풍곡 및 경주 납석 

은 약알카리성을 보인다. 이러한 차이는 카오리나이트와 엽납석이 함유된 

광석은 약산성을 띠며 견운모가 함유된 광석은 약 알카리성을 땀을 보여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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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10. 납석질 원료의 불성 

이
 이 
{ 

ι
 

점도(cP) 
수축률(%) 해쿄능( % ) -j「-τtrj 강열 열간 

내화도 
광석명 pH 비중 

100rpm 
흡수율 감량 연화도 

(SK) 
6% 10% 건조 소성 총수축 물 :::WG (%) (%) (mm) 

진해납석 5. 09 2. 23 1. 12 1. 17 28 

진해납석 5. 73 2.36 1. 30 1. 41 28-

청송납석 5.39 2.47 1. 19 1. 22 2.5 1. 23 3. 70 65 12 29. 33 4. 23 36.1 28 

가사도납석 5.59 2.45 1. 19 1. 19 1. 6 1. 88 3.45 65 0.01 37. 90 9.53 68.3 28+ 

동。ε그 -1LL 님f~ 8.97 2. 33 1. 24 1. 2 0. 4 12.17 12. 70 65 6.0 0.05 3.31 c。 16 

경주납석 7.11 2.45 1. 25 1. 22 1. 8 1. 6 21.30 65 0. 15 28. 26 3. 88 0 16 

*WG Water Glass 



다. 

비중은 대체로 유사하며 2 . 23-2 . 47의 범위를 보여주며 점도 역시 

1. 92 -1. 25 cP로서 대단히 낮은 점도 값을 보이는데 이는 석영의 함량이 

대부분 높기 때문에 일어나는 현상이다. 

뚫
 

수
 

l 청송 빛 가사도 납석은 3.45-3.70 %로 적은데 반해 풍곡 및 

경주 납석은 12 . 70-21. 30 %로서 보다 큰 수촉을 보여준다. 

수분 흡수율은 광석마다 차이가 크나 청송， 가사도 및 경주 납석은 높 

은 수분 흡수율을 보이며 강열감량은 청송， 풍곡 및 경주 납석이 적은 강 

얼감량을 보이며 가사도 납석이 타 납석질 원료보다 크다 . 이는 아마도 점 

토광물의 함량 비에 의한 영향보다도 가스 성분으로 용탈되는 유화첼의 함 

량비 차이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내화도는 진해， 청송 및 가사도 납석은 SK 28 내외이나 풍곡 및 경주 

납석은 SK 16 으로서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풍곡 및 경주 납석질 원료 

는 견운모를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견운모 내의 K20에 의한 영향으로서 낮 

은 내화도 값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는 납석질 원료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대부분 도석질 원료로서 물성 자체가 점토광물에 지배되기도 하지만 많은 

양으로 함유된 석영이 큰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3-4. 도석질 원료 

3-4-1. 광물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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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석 (Pottery stone or porcelainous ore)은 앞에서 언급하였지 만 암석 명 

이나 광물명이 아닌 상품명이다. 즉 도기용으로 주로 활용되어 오던 광석들이 

광산 또는 활용업체에서 붙여진 명명이다. 그러나 도석을 광물학적으로 해석 

해 본다면 석영， 장석 빛 점토 광물의 혼합체로 해석되며 석영-장석-점토 광 

물(카오린， 엽납석， 견운모) , 석영-장석 또는 석영-점토 광물의 구성 광물군 

을 가지는 광석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석영-점토 광물 또는 석영-장석-점토 

광물의 광물군을 가지는 도석에 대해서는 점토 광불의 종에 따라 고령토질， 

엽납석질 또는 견운모질 이라고 형용사를 붙임으로서 도석명 자체에서 구성 

광물을 나타내주기 때문에 활용하기가 좋아지며 광산 및 업체에서도 도석을 

위와 같이 분류 표기해 두는 것이 바람직하다. 위생도기용으로 활용되는 국내 

도석질 원료는 상동 도석， 압해 도석， 탕진 도석， 청명 도석 및 보배 도석이 

다. 상동 도석은 석영-견운모， 압해 도석은 석영-견운모- (장석) , 당진 도석은 

석영-장석-견운모， 청명 도석은 석영-카오러나이트-견운모 빛 보배 도석은 석 

영-견운모의 구성 광물로 되어 있다 (표6-11 ， Fig.6-11 참조) . 

따라서 모든 도석질 원료가 석영-견운모의 광물군이 우세하며 장석이나 

카오리나이트가 수반되기도 한다. 

표6-1 1. 국내 도석질 원료의 광물 특성 

광산명 *구성광물 

상동도석 석영， 견운모 

압해 도석 석영， 견운모 

압해 도석 석영， 견운모， 장석 

당진 도석 석영， 장석， 견운모 

쳐。 I혀 。 -ci-셔 -, 석영， 카오리나이트， 견운모 

보배 도석 석영， 견운모 

*구성광불의 나열 순은 함량비가 큰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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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11 X -ray diffractograms of domestic pottery 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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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2. 도석 질 원료의 화학성 분 E ι」

'=î 'ö 

도석질 원료의 구성 광물은 대단히 단순하기 때문에 석영， 장석 빛 점 

토 광물의 함량 비에 따라 화학 성분이 좌우된다. 위생도기용에 활용되는 

국내 도석질 원료의 화학 성분은 타 광석에 비해 균질함이 특정이다. 

SiOz 함량 범위는 73.89 - 80.43 wt. %이며 평균 SiOz 76.44 wt. %로서 다 

소 높으나 Alz03의 함량 범위는 12.23-15.83 wt.%이고 평균 Alz03 14.29 

wt.%로서 낮으며 FeZ03의 함량 범위는 0.39- 1. 56 wt.%이고 명균 FeZ03 

1. 10 wt.%이고 KzO 함량범위는 3.50-5.28 wt.% 이며 평균 KzO 4.23 wt.% 

로서 다소 높은 값을 보인다(표6-12 참조) . 

도석 질 원료는 높은 KzO와 SiOz 함량， 낮은 Alz03 합량 및 다소 낮은 

FeZ03 합량으로 특정 되며 중급질 도석에 속함을 알 수 있다. KzO 함량이 

~Cζ = '- 것은 견운모가 대부분의 도석에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며 이러한 원료 

。

-
」

들
 

견운모질 도석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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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2. 도석질 원료의 화학 성분 

{ 상동도석 압해도석 당진도석 

SiOz 80.43 75.48 74.58 73.89 74.30 
TiOz 0.16 0.11 0.13 0.11 0.13 
Alz03 12.23 14.88 15.83 14.30 14.21 
*FeZ03 1. 25 1. 56 1. 30 1. 55 0.99 

CaO 0.07 0.14 0.24 o. 72 0.48 
MgO 0.17 0.21 0.22 0.18 0.14 
MnO 0.01 0.09 0.10 0.02 0.02 
NazO 0.21 0. 23 0.18 2.46 2. 76 
KzO 3. 50 4.08 4.12 4.97 5.28 
PzOs 0.04 0.03 0.03 0.03 0.03 

:~:::L. O. 1 1. 72 3.00 3.13 1. 65 1. 49 
Total 99. 79 99.81 99.86 99.e8 99.83 

*FeZ03 Total Fe , **L. 0.1 Igni tion 1055. 

3-4-3. 도석 질 원료의 물성 f三 ~.l 

'=î’ δ 

청명도석 보배도석 

76.34 80.03 
0.07 0.19 
15.30 13.36 
0.66 0.39 
0.14 0.11 
0.18 0.14 
0.02 0.02 
0.13 0.18 
4.11 3.55 
0.04 0.03 
3.21 1. 76 

100.20 99. 76 

도석질 원료의 물성은 각 원료마다 대체로 균일한 값을 나타내고 있음 

이 특정이다(표6-13 참조). 상동 빛 압해 도석은 약산성을 띠며 당진， 청 

펑 빛 보배 도석은 약알카리성을 떤다. 비중은 2.21-2.39 까지의 범위를 

보이며 앙해도석은 가장 높은 비중값을 보인다 . 점도는 거의 대부분 대단 

히 낮은 점도값을 보이며 1. 20 - 1. 64 cP이다. 수축율 역시 크게 차이가 보 

이지 않으며 총수축율 12.85-13.70% 이며 수분 흡수율은 대단히 낮은 값 

인 0.03-2.12% 이다. 강열감량 역시 균질한 1. 77-2. 62%로서 낮은 값을 

보이며 이들은 내화도 값은 SK 13-28+ 범위를 보이며 SiOz 빛 A1 z03 함량 

에 비례하며 FeZ03 함량에 반비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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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 - 13. 도석질 원료의 불성 

광석명 pH 비중 

점도(cP) 

100rpm 

6% 10% 

수축률(% ) 해교농(% ) 

건조 소성 총수축 l 물 :~WG 

까‘ l::J 
-，-τr 

흡수율 
(% ) 

강열| 열간 l I . ，="，~_I내화도 
감량 l 연화도| I ~ . ~- I (SK) 
(%) 1 (mm) 1 

상동 도석 I 6. 27 I 2.21 I 1. 20 1. 17 

압해 도석 
vl 
。、

N 

당전 도석 

쳐펴 
。 。 도석 

보배 도석 

5. 70 2.79 1. 17 1. 64 

6.42 1 2.42 1 1.31 1.46 

4.9 8.36 12.85 60 0.08 2.12 2.62 60.8 

20 

m 

ω
 

26 

8.79 1 2.28 1 1. 25 1. 23 1 0.3 15.60 15.85 1 60 0.11 1 0.03 1 1. 77 1 ∞ 1 13 

9.41 1 2. 34 1 1. 33 l. 32 

7.97 2.54 

8.61 2.45 

*WG Water Glass 

1. 24 1. 25 

1. 31 1. 30 

3.95 10.15 13.70 65 0.03 1. 56 2.53 

14+ 

-4 

’ 

-

% 

ω
 

% 

ω
 -

π
 
ω
 

--
% 



3-5. 장석， 규석， 석회석 빛 백운석 원료의 프츠 λ셔 
「 。

3-5- 1. 장석， 규석， 석회석 및 백운석 원료의 광물 특성 

위생도기용에 활용되는 장석 원료 광석은 장석-백운모와 장석-석영의 

광물군으로 나누어진다. 부여， 계북 빛 금성 장석은 장석과 백운모로 구성 

되어 있으며 충남 빛 황지장석은 장석과 석영으로 주 구성된다(표6-14 ， 

Fig.6-12 참조 ) . 

규석은 거의 석영으로 구성되며 청주 석회석은 방해석과 약간의 백운모 

로 구성되고 강원 백운석 또는 백운암 (dolostone) 은 거의 다 백운석 

(dolomite) 으로 구성된다( 표6-14 ， Fig.6-13 참조). 

장석은 대부분이 Na-장석(사장석 계열)과 K-장석(정장석 계열 빛 미사 

장석)이 혼화되어 있으며 충남 장석만이 Na-장석으로 구성된 특성을 보여 

준다. 

표6-14. 장석， 규석， 석회석 및 백운석 원료의 광물특성 

광산명 *구성광물 

부여 장석 장석， 백운모 

계북장석 장석， 백운모 

충남 장석 장석， 석영 

항지 장석 장석， 석영 

금성 장석 장석 ， 백운모 

경전 규석 석영 
二alλ。} 二ïi-λ ~ 석영 

청주 석회석 방해석， 백운모 

강원 백운석 H「 i ‘t-λ 「-’

* 구성광물의 나열 순은 함량비가 높은 순서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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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 F 

FI II Puyeo feldspar 

F 

F F - Fe Idspor 

M- Muscovite 

Kyebuk feldspor 

Q jj IJ Chungnam feldspar 

Q- Quor• Z 

Kuemsyong feldspar 

26。

Fig. 6-12 X - ray diffractograms of domestic feldspar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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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 

Q 

D 

Kyongjeon 
quartzite 

Q-Quartz 

Q 

Kuemsyong quartzite 

C 

-놔펴u 
Cheongju limestone 

C - Calcite 
M - Muscovite 

c 
VNJ' ..... Â_l 

C 

Kwangwon do lostone 

D- Dolomite 

D 

D 

29。

Fig. 6-13 X -ray diffractograms of domestic quartzite, limestone and dolomite o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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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장석， 규석， 석회석 빛 백운석 원료의 화학성분상 특성 

장석질 원료에서 부여 장석과 황지 장석의 알카리 ( NazO+KzO ) 함량이 

각각 9.70 wt.% 빛 9.43 wt.% 로서 NazO와 KzO 함량이 유사하거 나 KzO가 

다소 많으며 금성 장석과 계북 장석은 알카러 함량이 각각 14.04 빛 

13.98 wt.%로서 높은 알카리 함량을 보이며 Kz07} NazO에 비해 월동히 우 

세한 반면 충남 장석은 NazO가 월둥히 우세한 Na-장석의 특성을 보인다 

(표6-15 참조) . 이러한 화학 성분상의 특성은 K-장석과 Na-장석의 함량비 

가 증가될수록 KzO 와 NazO 함량이 증가된다 FeZ03 함량은 충남 및 부여 

장석이 1. 09 빛 0.71 wt.% 로서 다소 높으며 기타 장석은 대단히 낮은 Fe 

함량을 보인다(표6-15 참조) . 

규석은 경전 규석 빛 금성 규석 둘 다 SiOz가 97.56-98.08 wt.%로서 

유사하며 FeZ03 함량도 0.08-0.14 wt.%로서 낮은 값을 보인다(표6-15 참 

조) . 

청주 석회석은 CaO가 53.25-53.81 wt.%로서 고품위 석회석에 해당되 

고 캉원 백운석은 CaO가 31. 31-31. 38 wt.%이며 MgO가 21. 34-21. 40 wt.% 

로서 고품위 백운석 광석에 해당된다(표6-15 참조) . 

3-5-3. 장석， 규석， 석회석 및 백운석의 물성 특성 

장석 ， 듀석 ， 석회석이나 백운석은 위생도기용 소지 원료에 있어서 극 

히 부원료로 사용되고 있으며 석회석이나 백운석은 특히 소결제 역할을 

한다. 따라서 이들 원료는 위생도기 body에 큰 물성의 영향을 주지 않고 

있다. 장석류의 pH 는 7.28-9.01 까지 다양하며 약알카리성 또는 알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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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5. 장석，규석，석회석 빛 백운석의 화학 성분 

장석 규석 석회석 백운석 

부여 계북 충남 항지 그õ서 。 경전 금성 
청주석회석 강원백운석 

장석 장석 장석 장석 장석 규석 규석 

SiOz 70.09 64.87 73.75 76.12 64.94 98.08 97.56 2.04 1. 41 0.67 o. 73 

TiOz 0.05 0.03 0. 13 0.06 0.03 0.04 0.04 0.03 0.02 0.03 0.04 

A}z03 17.25 19.37 15.63 13.24 19.46 0.86 1. 08 0.20 0.22 0.17 0.18 

)~FeZ03 0.71 0.06 1. 09 0.13 0.06 0.08 0.14 0.09 0.10 0.25 0.28 

CaO 0.41 0.32 0.59 0.49 0.35 0.05 0.07 53.25 53.81 31. 31 31. 38 

MgO 0.10 0. 01 0.12 0.03 0.02 0.01 0.02 0.87 1. 02 21. 40 21. 34 

MnO 0.14 0. 01 0.05 0.01 0.01 0.01 0.01 0.01 0. 01 0.04 0.04 

NazO 4.88 4.24 6.63 3.42 4.58 0.09 0.17 0.08 0.06 0. 08 0.07 

KzO 4. 82 9.74 0.56 6. 01 9. 46 0.24 0.30 0.10 0.09 0.07 0.11 

PZ05 0.01 0.53 0.02 0. 02 0.57 0.03 0.03 0.02 0.02 0.02 0.01 

)~)::L. 0.1 1. 12 0.60 1. 08 0. 58 0.33 0.30 0.18 42.54 42.47 46.01 46.17 

Total 99. 58 99.78 99. 68 100. 11 99.81 99.79 99.60 99.23 99.23 100. 05 100.35 

*Fez03 Total Fe , **L.O.I Ignition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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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성을 띠며 규석은 7.50-9.60으로서 장석과 유사하며 석회석과 백운석은 

극히 강알카리성을 보여 준다. 비중값은 장석이 2.16-2.42이며 규석이 

2.42-2.45를 보이며 석회석이 2.34 그리고 백운석이 보다 큰 비중값인 

2.85를 나타낸다. 점도는 대체로 모든 원료가 1.1 -1. 3 cP 범위인 낮은 점 

도값을 보여주며 금성 장석이 lcP 이하로 극히 낮다. 내화도는 장석류가 

SK 8+-12 범위를 보이며 규석이 SK 34 , 석회석이 SK 17 그리고 백운석이 

SK 30+로서 높은 내화도 값을 보인다(표6-16 참조) . 

표6-16. 장석，규석，석회석 및 백운석 원료의 물성 특성 

점도{cP} 

pH 비중 100rpm 내화도 

6% 10% 

부여 장석 7.59 2.33 1. 39 1. 33 9-

계북 장석 9.01 2.28 1. 36 1. 37 9 

충남장석 7. 90 2.42 1. 30 1. 31 12 

황지 장석 9.04 2.34 1. 30 1. 37 10 

금성 장석 7.28 2.16 0.95 0.95 8+ 

경전 규석 7.50 2.45 1. 31 1. 32 34 

금성 규석 9. 06 2.42 1. 31 1. 32 34 

청주 석회석 9.27 2.34 1. 28 1. 15 17 

강원 백운석 9. 77 2.85 1. 17 1. 2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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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6. 원료 광물별 특성 비교 

원료 광물별 구성 광물의 차이가 국내 원료와 수입 원료에서 확인된 

다. 

국내 고령토는 10A 할로이사이트， 7A 할로이사이트， 사장석을 주로 

함유하며 약간의 몬모힐로나이트가 함유되기도 하나 그에 반해 수입 고령 

토는 카오리나이트， 일라이트와 석영으로 구성된다 (표 6-17 참조) . 

카오리나이트의 함량비도 수입 고령토가 국내 고령토 광물인 10A 혈로이 

사이트 와 7A 할로이사이트의 함량비보다 증가된 특성을 보인다. 점토 원 

료는 국내와 수입 원료의 구성 광물이 동일하나 수입 원료는 장석이 함유 

된 원료와 함유치 않은 원료로 구분된다. 

국내 납석은 석영， 카오리나이트， 엽납석 또는 견운모로 구성되어 있으 

나 각 광산마다 구성 광물의 차이가 심하며(표6-17 참조) , 거의 대부분이 

납석질 도석， 카오린질 도석 또는 견운모질 도석에 속한다. 국내 도석은 

석영， 견운모， 카오리나이트， 장석으로 주 구성되며 견운모질 도석에 대부 

분 속한다. 

국내 고령토의 화학 성분은 수입 고령토에 비해 FeZ03의 함량이 약간 

높고 Alz03 함량과 작열감량이 다소 적으며 CaO 함량이 크게 증가된 흐르 λ4 -, 。

을 보이며(표6-18 참조) 이러한 화학 성분상 특성은 국내 고령토의 고령 

토 광물 함량비가 다소 적으며 산화첼 함량이 높고 사장석 특히 Ca-사장석 

이 많이 함유된 결과이다. 점토 원료는 국내 점토가 수입 점토보다 FeZ03 

함량이 극히 높으며 Alz03 함량과 작열감량이 보다 낮은 것으로 보아(표 

6-18 참조) 국내 점토가 산화철이 많이 함유되고 점토 광물비는 수입 점 

토에 비해 적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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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7. 원료 광물별 광물 특성 비교 

원료 구성 광물 

고령토 
국내 고령토 10A할로이사이 E. 7A할로이사이 E ， 사장석. (몬모렬로나이트) 

수입 고령토 카오리나이 E ， 일라이 E ， 석영 

점토 
국내 점토 카오리나이 E ， 일리아E ， 석영， 장석 

수입 점토 카오리나이 E ， 일라이 E ， 석영. (장석) 

석영， 카오리나이 E ， 엽납석. (견운모) 

납석 국내 납석 석영，카오러나이 E 

석영， 견운모 

도석 국내 도석 
석영， 견운모. (장석) 

석영， 카오러나이 E ， 견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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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납석 은 SiOz 함량이 76.17 wt. %, Alz03 함량이 14.93 wt.% 이 며 

FeZ03 함량이 1. 34 wt. % 로서 철분의 함량이 다소 높으며(표18 참조)， 

이러한 화학적 특성은 석영이 엽납석이나 점토 광물보다 함량비가 크며 높 

은 산화철의 함유에 기인된 것이며 실제로는 도석질 원료와 크게 다르지 

않다. 

도석 질 원료는 SiOz 76.17 wt. %, Alz03 14.93 wt. % 이 며 FeZ03가 1. 34 

wt.% 를 보여주며 납석질 원료와 유사한 화학 성분을 나타내며 단지 KzO 

함량이 납석 원료보다 증가되어 있는데 이는 견운모의 산출에 기인된 현상 

이다(표6-18 참조). 

고령토， 점토， 납석 원료는 약산성을 띠는데 반해 도석질 원료는 약알 

카리성을 띠며 비중은 도석질 원료가 타 원료들보다 보다 큰 비중 값을 보 

이는데(표6-19 참조) 이러한 블성의 특성은 도석질 원료에 석영의 함량 

비가 타 원료에 비해 크고 견운모가 함유되었기 때문이다. 점도는 원료에 

따라 큰 차이가 보이지 않지만 수입 고령토와 수입 점토가 타 원료에 비해 

약간 큰 값을 보인다(표6-19. 참조) . 수축율은 점토류가 타 원료보다 약 

간 높은 값을 보이나 큰 차이는 없으며 수분 흡수율은 국내 고령토와 납석 

질 원료가 대단히 높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원료를 구성하는 광물의 결정 

형태에 좌우된 결과로 보인다(표6-19 참조) . 강열감량은 고령토와 점토 

류가 납석이나 도석질 원료보다 높으며 열간연화도는 납석이나 도석질 원 

료가 크며 내화도는 점토 광물의 함량비가 높은 고령토와 점토질 원료가 

높은 값을 나타낸다(표6-19 참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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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6-18. 원료 광물멸 화학 성분표 

고령토 점토 납석 도석 

국내 고령토수입 고령토 국내 점토 수입 점토 국내 납석 국내 도석 

SiOz 48.84 48. 72 58.49 59.58 76.17 76.44 

Ti Oz 0.24 1. 41 0.83 0.94 0.42 0. 13 

Alz03 31. 41 33. 30 23.85 26. 47 14.93 14.30 

:WeZ03 1. 41 1. 18 3.40 0.92 1. 34 1. 10 

CaO 7.41 0.28 0.52 0.14 0.24 0.27 

MgO 0.42 0. 33 0.56 0.20 0.32 0.18 

MnO 0.02 0.01 0.02 0.02 0. 01 0.04 

NazO 2.10 0.21 0.79 0.22 0. 17 0.88 

KzO 1. 37 2.04 2.92 1. 61 2.23 4.23 

PZ05 0.03 0.09 0.05 0.06 0.11 0.03 

*:~L 0_ 1 7.75 13.15 8.30 9. 78 4.00 2. 28 

*Fe203 Total Fe , **L.O.l Ignition 1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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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6-19. 원료 광물별 물성 특성 

이
 나 
]

←--기 

점도(cP) 수축율 해쿄능 
-ιι「τtrj 강열 열간 내화도 100rpm (%) (%) 

원료명 pH 벼중 i닙rτA一돋 。롤 감량 연화도 I (SK) 
6% 10% 건조 소성 총수축 물 *WG (%) (%) (mm) 

고령토 
국내고령토 5. 79 2.20 1. 23 1. 29 3.39 7. 34 10.44 68 0.30 23.94 8.99 25.87 33 
-A「o리1--‘1一멍 。二투r. 5.11 2.32 1. 35 1. 92 4. 61 10. 51 14.63 60 0.42 7.23 12.61 22.10 35 

점토 
국내 점토 6.10 2. 17 1. 08 1. 20 5.80 10.00 15.23 70 0.43 4. 55 8.59 29.05 23 

수입 점토 4.62 2. 43 1. 40 1. 70 6. 07 9.41 14.88 60 1. 06 10. 57 10.16 10.85 32 

납석 국내납석 6. 31 2.38 1. 22 1. 24 1. 58 4. 22 10.29 65 4.54 23.89 5.24 51. 10 24 

도석 국내도석 7.60 2.43 1. 26 1. 34 3.05 11. 37 14.13 62 0. 07 2.14 2.31 71. 0 21 

*WG Water Glass. 



제 4절 복합원료의 트프.A-l 
「 。

위생도기용에 활용되고 있는 원료 광물은 약 7-8여 광물종이며 산지별 

또는 품목별로 본다면 약 20 여종의 원료가 사용 되어지고 있다. 따라서 

위생도기의 성형제품은 약 20 여종의 원료가 혼합된 배합원료이나 약 70% 

이상이 고령토， 점토， 납석， 도석 빛 견운모가 차지한다. 

각 원료의 배합율은 업체마다 노-하우로 보안을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배합율별 특성을 파악하기가 어려우며 배합 원료의 대한 연구는 성형따손 

된 성형파를 중심으로 수행하였다. 배합 원료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카 

오리나이트， 견운모(또는 일라이트) , 엽납석 및 장석이며 (Fig.6-14 *J. 
t:I 

조) SEM 관찰결과 각 광물 입자들의 입도는 수 μm 크기로서 대체로 균질한 

입도분포를 보이며 석영과 장석은 5μm 이상의 입도크기를 보이나 카오리 

나이트， 견운모 빛 엽납석은 5μm 이하의 크기로서 엽상 결정체를 유지하 

고 있다 (Fig.6-15 참조). 화학 성분은 SiOz 60.07 wt. %, Alz03 15.49 

wt.% , FeZ03 1. 35 wt.% , CaO 8.80 wt.% , KzO 2.03 wt.% 및 작열감량이 

10.26 wt.%를 나타낸다(표6-20 참조) . 이러한 화학성분 중에서 CaO가 높 

은 함량비를 보이는 것은 석회암이 배합되는데 기인된 것이며 철분의 함량 

이 다소 높음이 양질의 원료에는 다소 부적합하리라 생각된다. 

pH는 강알카리성을 띠며 비중은 2.44이고 점도는 대단히 낮은 값을 나 

타내며 농도에 따라 약간 증가된 점도값을 나타내고 내화도는 SK 19 이다 

(표6-20 참조) . 

시차열 분석 결과 성형따손된 배합원료는 72.8 oC에서 약한 흡열반웅곡 

선이 나타나며 530 oC에서 강한 흡열곡선과 348 oC와 1005 oC에서 발열반 

웅곡선이 나타난다 (Fig.6-16 참조). 72.8 oC에서의 흡열곡선은 흡착수 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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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에 의한 것이며 이는 카오린， 점토 원료보다 보다 저온에서 초래됨이 특 

정이다. 348 oc에서의 흡열곡선은 함유된 일라이트가 백운모로의 결정화에 

기인된 것으로 보이며 530 oc에서의 홉열곡선은 결정수 탈수에 의한 결과 

이나 단일 카오런 광물이나 점토 보다는 다소 저온에서 일어나며 1005 oc 

에서의 발열곡선은 점토 광물이 뮤라이트로의 상전이에 기인된 것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배합 원료는 카오런계 원료의 특성을 잘 나타내며 견운모의 함 

량은 카오린에 비해 적은 함량비로서 가소성은 우수하고 수축 및 변형량 

은 척을지 모르나 카오런과 석영의 함유비가 높아 소결성이 약한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러한 원료의 배합에서 납석 원료를 고품위 광석으로 대체 

한다면 수축률을 더욱 감소시키며 소결성을 양호하게 해줄 수 있을 것이 

다. 

표6-20. 배합원료의광물 특성，화학성분 E三 ..l..l 
=j"’ δ 

ul .E λ，，-.5 λ4 
강i 능를。=j"。 

구성광물 석영， 카오러나이 E ， 일라이 E( 견운모) I 엽납석， 장석 

화학성분 
SiOz TiOz Alz03 *Fez03 CaO MgO MnO NazO KzO PzO **L.I.O Total 
60.07 0.40 15.49 1.35 8.80 0.49 0.64 0.75 2.03 0.09 10.26 99.77 

돋~，; ιδj 

점도(cP) 

pH 비중 100rpm 내화도(SK) 

6% 10% 

9.87 2.44 1.40 1.48 19 

*Fe203 Tota1 Fe , **L. 0.1 Igni tion 1055 . 

m 



제 5절. 결론 및 토론 

1. 국내 일부 위생도기 업체에서 활용되는 원료 광물은 고령토， 점토， 도 

석， 장석， 규석， 석회석 빛 백운석이며 고령토， 납석，점토와 도석이 거 

의 70% 이상의 배합율을 가지는 주원료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납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납석이라기 보다 견운모질 도석에 가깝다. 이 중에서 

고령토와 점토는 국내 원료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며 수입 원료는 국내 

원료 보다 고품위 광석이며 고령토는 영국에서 점토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입되고 있다. 

2. 주원료인 고령토， 점토， 납석 및 도석 중에서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점도값을 나타내며 수축율은 국내 고령토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소 

성시켰을 때 변형량과 관련되는 열간 연화도는 수입 점토류가 가장 낮 

으며 강열감량과 내화도는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3. 연구된 대럼요엽과 동서산엄의 위생도기용 소지 원료는 카오린계 원료 

에 속한다. 

4. 배합 원료의 광물 특성， 화학적 특성 및 물성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배합 원료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카오러나이트， 견운모， 엽납석 

및 장석이다. 

2) 화학척 특성은 SiOz 60.07 wt.% , Alz03 15.49 wt.% , FeZ03 1. 35 

wt.% , CaO 8.80 wt.% 및 KzO 2.03 wt.%로서 FeZ03의 함량이 다소 높 

고 CaO 함량이 크게 높음이 특정이다. CaO는 석회석과 백운석의 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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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에 의해 높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위생도기용 body 의 교결에 양 

호한 특성을 나타낼 것이다. 그러나 Fe203가 다소 높은 함량을 보 

이는 것은 양질의 배합 원료로 보기는 어렵다. 

3) 배합 원료의 물성은 강알카리성을 띠며 2.44의 비중값을 보이고 점 

도는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내며 내화도는 SK19 이다. 낮은 내화도 

값은 소성시 변형률을 높이기 때문에 내화도 상승을 위한 납석과 

같은 고내화도를 나타내는 광물의 배합비를 높이는 것이 양질의 제 

품을 만드는데 효과적 일수 있다. 

4 ) 배합 원료는 고온으로 가열하였을 때 일어나는 화학적 반응 중에서 

-.:;- 늦l 까‘ 
'"8" 二i 끼一 탈수에 기인된 반응은 단일 카오린 원료나 점토 원료 보다 

저온인 73 oc 부근에서 흡열반응곡선이 나타나고 결정수 탈수에 기 

인된 흡열반웅은 530 oc 부근에서 역시 단일 카오린 원료 및 점토 

원료보다 저온에서 초래된다. 반면 1005 Oc에서 초래된 발열반웅은 

점토 광물이 뮤라이트의 상전이에 관련된 반웅곡선으로 단일 카 

오런 원료나 점토 원료보다 고온에서 일어남이 특정이다. 

5) 배합 원료는 가소성이 높으며 수축은 적으나 소결성이 약한 단점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활용되는 납 

석보다 고품위의 납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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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잠 결 트르 
L-

1.Langersite 압전소자 단결정 개발연구 

1 ) 자동직경제어시스템을 이용하여 랭거사이트에 대한 육성실험에서 

직경 30mm의 양질의 단결정을 육성하는데 성공하였다. 성장조건은 회전속 

도 10 - 20 rpm 인상속도 2 - 3 mm / hr 였다. 

2) 저항식 발열체의 낮은 온도구배로 인한 자연대류가 거의 없어 

회 전수와 after heater의 형태변화로 조절이 가능하다. 

L-~드ζ ^ '--

3) Langersite의 결정화 작용때의 가장 큰 특정은 Ga -산화물의 분해및 

중발반응과 interface-shape inversion현상과 프리 즘면이 기 형 적 으로 발달 

하는 현상등이 있다. 성장된 langersite 단결정을 화학적 에칭 하면 성장 

축에 수직한 면에서 screw dislocation , 백금포획물， 점결함 등을 관찰할 

수 있다. 

4 ) 본 연구에서 개발한 결정성장 自動化 장치는 무게 변화를 周波數

형식으로 변환시켜 연속적으로 감지하는 센서 (contactless frequency 

weighing sensor) 로서 신호전달 體系가 무접촉 방식이므로 노이즈가 極小

化되며 따라서 지속성， 안정성， 정밀성이 종래의 센서에 비해 10 - 100 배 

이상 增大된다. 

5) 이 장치는 오 t二 디1 
"" 압력의 영향을 받지않으므로 첨단 소재용 단결 

정 즉 GaAs 혹은 GaN 등의 미래형 단결정을 成長시키는 데 사용될 수 있고 

一實性， 再現性이 保障되어 생산성을 증대 시킬 수 있다. 개발완료된 장비 

의 사양은 다음과 같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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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Dispersion (measured at every Sec.) 

- ~ithout rotation ::t 0.05 g 

2. Resolution 5xl0 -5 

3. Stabi 1 i ty only depends on the string 

4. Weighing Range 5 kg - 200 kg 

5. Working Condition 

Pressure 0-200 atm 

Temperature O' K - 600 ' K 

6) 참여기엽인 銀星技冊 (珠)는 이미 試製品을 생산 완료했으며 당 연 

구소에서는 국제특허를 일본 등 3 개국에 出願할 예정이다. 

2. 광물의 산업화를 위한 물리.화학적 특성명가연구 

1 ) 실혐은 국내외의 22개 탄소 유기물 시료를 대상으로 

\-ray 분석 , 반사율 및 Raman분광 분석 이 이 루어 졌다. 

고1.6-1 
。 닙 분석， 

2) 공업 분석 결과는 수분의 합량이 0.08 - 10.28%로 분석되어， 고정 

탄소의 비 가 40.54 - 97.41% , 휘 발분이 2.59 - 59.46%로 계 산되 었다. 

3) 고진화된 시료에 대한 x-선 회절 분석 결과， 2 f) 。값이 25.66 0 
-

26.60。 였고， 방향족의 박충간의 거리 d(002) 는 3.3761 Å - 3.6524 Å이었 

으며 , 흑연화도 P는 0.507 - 1. 863이 었다. 

4 ) 각 탄소 유기물에 대한 탄화 정도는 최대 반사율 (R max 2.867-

7.099) 과 평 균 반사율 (Rmean 0.283 - 0.757)에 의 해 흑연 , 무연탄， 역 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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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 아역청탄 및 갈탄군으로 구분된다. 

5 ) 라만분광분석 실험 결과， 각 실험에 의해 결정된 석탄의 등급에 따 

른 라만 스펙트럼 band의 위치 및 모양은 4가지의 형태를 나타내는데 ， 진 

화가 진행될수록 두 band( :::::: 1360cm -1 및 .::::: 1600cm - 1) 의 폭이 sharp하게 된 

다. 즉， 고정탄소비의 증가， 방향족 박층간의 거리 감소 및 반사율의 증 

가에 따라 스펙트럼 band의 폭이 감소한다. 또한， 낮은 등급의 탄일수록 

두 Raman band사이 의 간격 이 더 가깝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6) 본 연구에서 이용된 자연 빛 인공산 광물의 미량 성분의 첨가(1 

wt % )에 따른 라만분석값은 피크의 세기에서만 약간의 차이를 보여 줄뿐 

피크의 위치변화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실험에 이용된 인공 광불들 

은 단일 조건하에서 육성된 것들로 단결정의 특성을 규정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즉， 미량 성분에 의한 화학적 특정 및 불리적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서는 다양한 온도-압력 조건 및 성분으로 합성된 광물들을 대상으로 연구 

가 진행되어야 한다. 

7) 합성 강옥， 유색 강옥 (corundum ， A 1203) , 자연산 자수정과 인공수 

정 , ~ lgTi0 3와 Te02 동 의 자 연 산 및 합 성 광 물 에 대 해 물 리 화 학 적 특 성 평 가 

기술개발을 위해 라만 분광분석을 집중적으로 실시하여 산업적으로 웅용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제시 

3. 암석자원의 열극체계 해석연구 

1 ) 남원 화강암체는 야외관찰 및 광물조성 ， 조직 동에 의하여 토날라이트 

-화강섬록암 (tonalite-granodiorite , TGd) , 반상 화강섬록암 

(porphyritic granodiorite , PGd) , 흑운모 화강암 (biotite granit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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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G) 과 복운모 화강암 ( two rnica grani te , TMG) 의 4개 암상으로 구분될 

수 있다. 

2) 남원 화강암체의 가장 큰 특정은 Ti02/ MgO 값의 높고 낮음으로서 전자 

는 0.45 - 0.6의 높은 값을 가지 나 후자는 0.3-0.4의 낮은 값을 가지 며 , 

이 런 암석 화학적 차이 에 의 해 전자를 HBGr (high Ti02 1MgO) 과 LBGr 

( lo\\' Ti 02 / Mg이로 구분하였다. 이에 따라 전자에는 loBG , TGd와 PGd 

후자에는 hiBG와 DIG가 해당된다. 

3)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알루미나 포화지수가 1 이 넘는 과알루미나질 

화강암이며 Si 0 2의 매우 좁은 범위， 백운모의 산출， 주성분원소 및 미 

량성분 원소의 특성으로 보아 퇴적기원의 마그마에서 생성된 것으로 

만단된다. 

4 ) 남원화강암체의 HBGr과 LBGr 그러고 함양의 육십령 복운모 화강암체의 

열극체계 발틸상은 다음과 같다. 남원의 HBGr은 NS- N l0 0W와 N20 U
-

300E에 밀집되며 EW로도 다소 발달되고 급경사가 우세한 분포경향을 

보이며 ， 이런 열극발달로 미루어 HBGr에서는 비규격석 외에 규격석의 

산출이 기대된다. LBGr은 여러 방향으로 발달된 열극의 분포경향을 보 

이며 ， 그 중에서 NS - N50 0E와 N350 
- 50 0W에 다소 밀집된다. 경사는 수 

평 수직을 이루나， 대체로 급경사가 우세한 편이다. 이들 열극발탈 체 

계로 보아 LBGr은 HBGr에서와 달리 비규격석의 암석자원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된다 . 

5 ) 함양의 육십 령 복운모 화강암체는 여 러 방향의 주향과 약 50。 이 상의 

경 사를 이 루며 , 이 중에서 EW, N20oW, N200E와 Nl0 0 E 동의 주향이 우세 

하게 발틸된다. 이로 미루어 함양의 암석자원은 규격석보다는 비규격 

석의 산출이 많을 것으로 해석되며， 또한 이런 열극발달 체계로 인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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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심화된 HWR 암반상으로 자주 산출된다. 

6) 문경지 역 화강암 암석자원의 선구조선의 우세한 방향은 크게 3조로 

set 1 은 E-W 계 열 , set 2는 N30 - 40 0 E 계 열 , set 3 은 N10 0 W 계 열 이 

다. 절리의 배향성은 N80 0 W. 수직， N5 0 W. 수직， N5 0 E.80 o NW , N85 0 E 

.75 0 NW , N5 0 E.85 0 NW 동의 수직상 절리들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 

고， 이중 남북방향의 절리들이 연장성이 양호하며， 동서방향의 절리는 

남북방향에 비해 연장성이 미약한 연이다. 연구암체의 절리빈도는 각 

각 MK-1 4.23 / m, MK-2 3.29 / m, MK-3 2.40 / m, MK - 4 2.36 , MK-5 

3.12 / m, MK-6 2.67 , MK-7 1. 65 / m이다. 절리빈도는 연구암체의 

서북부에 절리의 고빈도대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7) 각 측정지점의 평균 절리간격은 각각 MK-1 O.24m , MK-2 O.30m , 

MK-3 O.42m , MK-4 O.42m , MK-5 O. 32m , MK-6 0.38 , MK-7 

O.61m로 연구지역의 북동부로 갈수록 비교적 넓은 간격값을 가진다. 

미세균열 발달은 수직의 누적 균열 변형율이 가장 큰 값을 보여 수평 

에 가까운 미세균열이 가장 잘 발달되어 있고， 이는 대부분의 미세균 

열 발달시 우세방향성은 문경지역 화강암류 석재의 결 방향과 잘 일치 

된다. 최대 crack strain과 최소 crack strain의 비는 2 . 42-3.43으로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 대체로 결을 따라 미세균열이 잘 발달되어 있 

음을 알 수 있다 . 체적 균열 변형율은 궁기리지역 석재가 노은리지역 

석재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가지는데， 이로써 전자가 후자에 비해 더 

많은 미세균열들이 분포되어 있음이 확인되었다. 

8) 남원 화강암체의 HBGr과 LBGr의 평균비중은 각각 2.62와 2.63 , 함양의 

복운모 화강암체는 2.63으로서 거의 유사한 값을 가진다. 이와달리 평 

균 흡수율( % )은 HBGr과 LBGr이 각각 0.31 과 0.32 , 함양암체는 0.29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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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전자들보다 미소하게 감소된다. 이들 암체는 풍화에 의한 흡수율 

변화로 보아 경암에 해당된다. 공극율(% ) 평균값은 HBGr과 LBGr이 각 

각 0.83과 0.86 , 함양은 평균 0.75로서 흡수율과 같은 경향을 보인다. 

이들 남원과 함양 암석차원은 공극율이 클수록 함수능력이 증가되는 

정의 상관관계를 뚜렷히 보인다. 

압축강도 (kg/cm2 ) 의 평균값은 남원화강암의 HBGr과 LBGr이 1 ， 686과 

1, 547 , 함양의 육십령화강암체는 1 ， 313으로 전자들보다 평균값이 뚜렷 

히 감소된다. 인장강도 (kg/cm2 ) 와 마모경도의 명균값은 HBGr이 95와 

27 , LBGr이 98과 29이며， 함양암체는 64와 21 로서 역시 후자에서 뚜렷 

히 감소한다 이들 암체의 인장강도와 마모경도는 뚜렷한 정의 상관관 

계를 보인다. 이런 경향은 남원암체보다 함양암체내에 발달된 보다 여 

러방향의 열극체계로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9) 탄성따 평균속도 (m/sec)는 HBGr과 LBGr이 3 ， 220와 3 , 910 , 함양암체는 

2 ， 930로서 후자에서 감소된다. 이들 암석자원은 탄성파 속도는 탄성계 

수와 대부분 정의 상관관계를 보인다. 명균탄성계수 (kg(105 )/cm2 ) HBGr 

과 LBGr이 각각 4.24와 4.39 , 펑 균 포아송비 는 각각 0.26과 0.25 , 함 

양암체는 3.41 과 0.22로 전자들보다 다소 감소되는 경향을 보인다. 이 

들은 남원보다 함양 암석자원내에 더 발달된 여러방향의 열극산출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4. 국내 탄산염 광물자원의 산업화 연구 

1 ) 대석회암통은 15여개의 탄산염암 (limestone ， dolomite , dolomitic 

limestone) 과 비탄산염암 (shale ， shaly sandstone , slate , quartzite , 

- 585 -



calcareous shale) 층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대체적으로 캠브리언 

(Cambrian) 과 오 -도뷔스기 (Ordovician) 시대에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 

이들 중 몇명은 아직도 정확한 시대구분이 확정되지 못한 것들도 있으 

며 일부구간에서는 층서학상 논란이 있는 곳도 있다. 

2)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석회암층의 암상은 각양각색이나 대 

체적으로 괴상체 (massive) 와 엽면상체 ( laminated) 의 두가지 유형으로 대분 

된다. 일반적으로 막동층의 중，하부 구간， 마차리， 영흥층동은 전자의 유 

형으로， 나머지 충들은 후자의 유형으로 구분되나 과상체로 분류되는 층 

중에도 구간별로는 엽편상이 협재 되기도 한다 . 

3) 석회암， 호
「
 

백。아으 
긴=-n~프 구성하는 방해석 (calcite) 과 님씨 ..Q.. λ4 

-，~-， 

(dolomite) 의 입 도 (crystallinity) 는 다 양하다 . 

일반적으로 소성용으로 적합한 형태는 치밀 견고 (compac t) 한 것이 사 

용되며 분채용으로는 결정질 (crystalline ) 이 이용 되는데 이것은 파쇄가 

용이 하기 때문이다. 대체적으로 정선층， 홍월리층， 도
。
 

-증
 

처
 디 

-호
 
。

7-1 uJ ~ 
三 근 

로 ， 그리고 나머지 층들은 결정질로 분류된다 . 

4 ) 색상이 원광의 품위와 관계가 있는데 대체적으로 밝고 맑은 색 상 일 

수록 어둡고 탁한 색상에 비해 품위가 높은 경향을 나타낸다.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위 석회암층은 암회색과 회색이 를
 

류
 

주
 

이루는데 이들은 대부분 CaO 함량이 35-48%, SiOz 4-15%, MgO 3-15%, 

RzOs 1 - 2%의 저급 석회 암 내지는 백운석 질 석회 암 혹은 석회규산염암 

(calc-silicate rock) 이다. 특히 이 색상에 해당하는 층으로는 마차리， 영 

홍층의 거의 전 구간， 삼태산， 흥월리， 석병산 및 화천리층의 일부구간 등 

이다. 

회색~담회색으로 주로 구성되는 홍점충은 양질의 석회암이며 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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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선， 삼태산， 흥월리， 화천리층등에는 백색의 고품위대가 랜즈상으로 곳 

곳에서 협재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본 백색대에서 채취한 시료 

는 대부분 랙색도값 (whitene55) 이 90에 못 미치는 저조한 값을 나타낸다. 

5 ) 원료의 수소이온농도 (pH) 는 특히 농업용이나 환경용으로 이용될 때 

중요한 요소가 되는데 연구 대상이 된 층들은 극히 일부 구간만 제외하고 

는 대부분 pH값이 9이상의 염기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밝혀졌다. 또 

19nition 1055값도 평균적으로 40 - 44%에 달하나 실리카 (Si 02) 나 니질물 

(Alz03 + Fe203) 의 함량이 증가된 부위에서는 40%에 미달되는 저조한 값을 

보이는 곳도 있다. 

pH값에선 영흥， 흥월리， 마차리층에서 비교적 높은 수치를 나타내고， 

막동， 정 션 , 고성 충이 상대 적 으로 낮은 값을 보인다 Ignition 1055는 정 

선층이 낮은 편이나 나머지는 모두 40%를 상회하는 평균치를 나타낸다 

6) minor 성분들은 특히 Ba와 Zn성분의 증가가 두드러지는데 각 단위 

석회 암충 모두에서 동 성분은 A5 , Cu , Cr , Co 성분에 비해 월등히 높은 함 

량도를 나타낸다. 

7) A5 , Ba , Zn , Cu , Co , Cr둥 6개 IDinor 성분에 대한 분석 결과 각 단 

위 석회암층별로 함량도에서는 별다른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다. 

다만 6개 성분중에서 대체적으로 각 층마다 Ba과 Zn 성분의 함량이 증 

가되어 있으며 일부구간에서는 전체 평균치의 10- 20배에 달하는 높은 함 

량도를 나타내는 구간도 관찰된다. 10여개 단위 석회암층 중 상기 두 성분 

의 과다함량 구간은 화천리층이다. 

8) 상기 여러가지 자료들을 종합해 보면 대석회암통을 구성하는 각 단 

위 석회암충들의 구간별 용도를 아래와 같이 분류할 수 있다. 

- 흥점층 : 영월， 제천， 단양지역의 것은 제철 및 화공용으로， 나머지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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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모두 건축자채용(석골재용)으로 분류된다. 

- 화천리충 : 북단 일부 구간만 시멘트용으로 사용가능하며 나머지 대부 

분 구간은 요업용(염기성 내화물)이나 농엄용(고토질 비료)으로 

의 사용이 바람직하다. 

- 정선충 : 두 지역으로 분리된 광쳐l 중 명창지역의 것은 시멘트， 요업， 

석골재용으로 비슷한 비율로 3동분 되나 정선지역의 것은 석골재 

와 시멘트용이 거의 70% , 나머지 요업 및 기타가 30% 정도의 비 

다
 

된
 

류
 

님
 τ
 

로
 

。

흥
 

삼태산충 : 대부분 구간에서 요업용(주로 염기성 내화물)으로 분류되며 

주촌지역 일대의 것은 기타와 시벤트용으로 분류된다. 또 제천 

및 단양 일우의 것도 시멘트용으로 분류된다. 

막동층 : 삼척지역에서는 시멘트용이 우세하며 태백지역은 석골재용 

이， 임계-정선-예미 지역은 시벤트와 화공용이， 그리고 서벽 -옥 

동 지역의 것은 시멘트와 석골재용이 우세한 것으로 분류된다. 

석병산충 : 내륙지역의 것은 시멘트용이 우세하나 동해안지역의 것은 

대부분 요업용으로 분류된다. 

고성충 : 옥동지역에서는 화공용 ， 단양지역의 것은 시멘트용으로 류
 
” 

된다. 

- 영흥층 : 전 구간이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분류된다. 

흥월리층 : 대부분 구간이 요엽용(염기성 내화물)으로 분류되나 제천 

매포-단양 일대의 일부구간에서는 시벤트용이 협재되어 있으며 연 

당지역에서는 석골재용도 협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마차리충 : 전 구간이 농업용(고토질 비료)으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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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위생도기용 복합원료광불 특성연구 

1) 국내 일부 위생도기 업체에서 활용되는 원료 광물은 고령토， 점토， 

도석， 장석， 규석， 석회석 및 백운석이며 고령토， 납석 ， 점토와 도석이 거 

의 70% 이상의 배합율을 가지는 주원료이다. 국내에서 사용되는 납석은 

엄격한 의미에서 납석이라기 보다 견운모질 도석에 가깡다. 이 중에서 고 

령토와 점토는 국내 원료와 수입 원료를 사용하며 수입 원료는 국내 원료 

보다 고품위 광석이며 고령토는 영국에서 접토는 인도네시아에서 주로 수 

입되고있다. 

2) 주원료인 고령토， 점토， 납석 및 도석 중에서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점도값을 나타내며 수축율은 국내 고령토가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소성시켰을 때 변형량과 관련되는 열간 연화도는 수입 접토류가 가장 

낮으며 강열감량과 내화도는 수입 고령토가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 

3) 연구된 대림요엽과 동서산엽의 위생도기용 소지 원료는 카오런계 원 

료에 속한다. 

4 ) 배합 원료의 광물 특성， 화학적 트프 λcl uJ ~그 λ4 트프 λ4 즈ζ 
-, 0 * 딩훌f ' ö -=r ' ö -C 다음과 같다. 

(1) 배합 원료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카오리나이트， 견운모 ， 엽납석 

및 장석이다. 

( 2) 화학적 특성은 Si02 60.07 wt. %, A1 203 15 . 49 wt. %, Fe203 1. 35 

wt .% , CaO 8.80 wt. % 빛 K20 2.03 wt. %로서 Fe20 3의 합량이 다소 높고 CaO 

함량이 크게 높음이 특징이다. CaO는 석회석과 백운석의 배합에 의해 높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위생도기용 body 의 교결에 양호한 특성을 나타낼 것 

이다 . 그러나 Fe20 3가 다소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것은 양질의 배합 원료로 

보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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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배합 원료의 불성은 강알카리성을 띠며 2.44 의 비중값을 보이고 

점도는 대단히 낮은 값을 나타내며 내화도는 SK19 이다. 낮은 내화도 값은 

소성시 변형률을 높이기 때문에 내화도 상승을 위한 납석과 같은 고내화도 

를 나타내는 광물의 배합비를 높이는 것이 양질의 제품을 만드는데 효과적 

일수 있다 . 

( 4 ) 배합 원료는 가소성이 높으며 수축은 적으나 소결성이 약한단점 

이 있을 수 있다. 따라서 소결성을 향상시키기 위해 현재 활용되는 납석보 

다 고품위의 납석을 활용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만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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