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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fracture system consists of fracture sets defined by different
geometric and kinematic characteristics.
Fracture systems show spatial variation in the geometry depending
on wall rock lithology and along-fault structural position.
The connectivity of fracture systems is controlled by the topology
and geometry of the constituent fracture sets.

ABSTRACT
The Baekildo fault, a dextral strike-slip fault developed in Baekil Island, Goheung-gun, controls the distribution of tuffaceous
sandstone and lapilli tuff and shows a complex fracture system around it. In this study, we examined the spatial variation in the
geometry and connectivity of the fracture system by using circular sampling and topological analysis based on a detailed fracture trace
map. As a result, both intensity and connectivity of the fracture system are higher in tuffaceous sandstone than in lapilli tuff.
Furthermore, the degree of the orientation dispersion, intensity, and average length of fracture sets vary depending on the along-strike
variation in structural position in the tuffaceous sandstone. Notably, curved fractures abutting the fault at a high angle occur at a fault
bend. Based on the detailed observation and analyses of the fracture system, we conclude as follows: (1) the high intensity of the
fracture system in the tuffaceous sandstone is caused by the higher content of brittle minerals such as quartz and feldspar. (2) the
connectivity of the fracture system gets higher with the increase in the diversity and average length of the fracture sets. Finally, (3) the
fault bend with geometric irregularity is interpreted to concentrate and disturb the local stress leading to the curved fractures abutting
the fault at a high angle. This contribution will provide important insight into various geologic and structural factors that control the
development of fracture systems around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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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논문

단열계의 발달 및 연결성 제어요소: 고흥지역 백일도단층의 예
박채은 · 박승익*
경북대학교 지질학과
*책임저자 : psi@knu.ac.kr

요

약

전라남도 고흥군 백일도에 발달하는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인 백일도단층은 응회질 사암과 화산력응회암의 분포를 규제하며 복
잡한 단열계를 수반한다. 본 연구에서는 백일도단층 주변의 상세 단열 지도를 기반으로 원조사법 및 위상기하 분석법을 통해
단열계의 기하 및 연결성의 공간적 변화를 파악하였다. 분석 결과 단열계의 밀도와 연결성은 화산력응회암에서보다 응회질 사
암에서 더욱 높게 나타난다. 응회암질 사암 내 단층의 주향에 대한 구조적 위치에 따라 단열군의 방향 분산도, 밀도, 그리고 평
균 길이가 변화한다. 또한 단층 굴곡 주변에는 단층과 고각을 이루거나 휘어진 단열이 집중되어 발달한다. 상세한 단열 관찰과
분석을 통해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1) 응회질 사암 내 단열계의 높은 밀도는 석영, 장석과 같은 취성
광물의 높은 비율에 의해 제어된다. (2) 단열계의 연결성은 구조적 위치에 따른 단열군 방향의 다양화 및 연장성의 증가에 의해
향상된다. (3) 불규칙한 기하를 가진 단층 굴곡은 단층 주변의 응력을 집중 및 교란시켜 단층과 고각을 이루거나 휘어진 단열을
발생시킨다. 연구 결과는 단층 주변 단열계의 발달을 제어하는 여러 지질학적, 구조적 요인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는 데에 도
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단열계, 기하, 위상기하, 연결성, 제어 요인

1. 서 론
단열은 역학적으로 깨져 인장 강도가 매우 낮은 불연
속적인 면을 의미하며 상부 지각에서 발달하는 대표적인
지질구조이다(e.g. Fossen, 2016). 광물 입자 규모에서부
터 수백 내지 수천 km의 규모까지 발달하는 단열은 주
변 지괴의 이동(변위) 방향에 따라 크게 인장단열(extension
fracture), 전단단열(shear fracture), 그리고 혼성단열(hybrid
fracture)로 분류된다(Hancock, 1985). 인장단열은 불연속
면에 수직인 변위를 가지는 반면 전단단열은 불연속면에
평행한 변위를 보인다. 혼성단열은 인장단열과 전단단열
의 성격을 모두 보이는 불연속면을 의미한다.
단열은 일반적으로 기하 및 운동학적 특성으로 분류되
는 집단(단열군: fracture set) 내 요소로서 발달하며, 여
러 단열군이 모여 단열계(fracture system)가 정의된다. 단
열계는 공극률(porosity), 투수성(permeability), 그리고 암
반 강도(rock mass strength)와 같은 암체의 수리역학적
특성에 큰 영향을 미친다(e.g. Long and Witherspoon, 1985;
Palmstrøm, 1996; Larsen and Gudmundsson, 2010). 따라
서 단열계의 공간적 분포와 발달 기작에 대한 이해는 석
유 및 가스와 같은 자원 탐사(Nelson, 2001; Sarkheil et
al., 2013), 이산화탄소 지중저장(Odling et al., 1999;

Bisdom et al., 2014; Pérez-Flores et al., 2017, March et
al., 2018), 광산 및 터널 건설(Friedman, 1975; Zarei et
al., 2012) 등 응용지질학적 측면에서 매우 중요하다.
단열계의 특성은 각 단열의 방향, 크기, 간극(aperture)
등 요소적 특성과 더불어 단열계 전체의 기하에 의해 제
어된다(Odling, 1997). 단열계의 기하를 특성화하는 연구
는 최근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Odling, 1997; Marrett
et al., 1999; Ortega et al., 2006; Olson et al., 2009). 특
히 단열의 공간적 분포 및 배열을 설명하는 위상기하
(topology)는 단열의 연결성(connectivity) 및 유체의 흐름
에 대한 정보를 비교적 손쉽게 제공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그 연구가 점차 활발히 이루어지는 추세이다(Adler
and Thovert, 1999; Manzocchi, 2002; Sanderson and
Nixon, 2015, 2018).
본 연구는 전라남도 고흥군 백일도에 발달하는 백일도
단층을 대상으로 한다. 백일도단층은 암상 분포를 제어
하는 고각의 주향이동 단층이며 그 주변으로 복잡한 단
열계가 잘 발달하여 단열의 요소적 특성과 단열계 기하
분석에 용이하다. 본 연구에서는 백일도단층 주변 단열
계의 공간기하학적 해석 결과를 제시하고 단열계 발달
및 연결성 제어 요인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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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개요 및 연구 노두
전라남도 고흥 지역은 백악기 경상분지의 남서측 경계
에 위치한다(Fig. 1). 경상분지는 한반도 내 백악기 퇴적
분지 중 가장 규모가 크며, 육성 쇄설성퇴적물과 화산 물
질로 주로 채워져 있다(Chang, 1975; Choi, 1986; Chang
et al., 2003; Chough and Sohn, 2010). 경상분지는 백악

Fig. 1. A geological map of the Goheung area (adapted from
Choi et al., 2002). The Goheung area,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Gyeongsang Basin, is mainly composed of Precambrian
and Jurassic crystalline basement and overlying Cretaceous
volcano-sedimentary sequen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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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이래로 다중 변형을 경험하였다(Chang and Chang,
1998; Choi et al., 2002; Kim and Park, 2006). 이로 인해
형성된 북북동 방향과 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계는
경상분지 내에서 가장 뚜렷하게 인지되는 거시적 지질구
조이다(Chough and Sohn, 2010; Cheon et al., 2020).
연구 노두가 위치하는 고흥 지역 북동부 백일도 동측
에는 1:250,000 도폭(Choi et al., 2002)의 신성리층에 해
당하는 응회질 사암, 이암, 역암과 더불어 화산력응회암
이 수평에 가까운 저각으로 발달한다. 연구 노두에서 이
퇴적암과 화산쇄설암은 N70°W의 주향을 가지는 고각의
단층으로 접촉한다(Fig. 2). 단층의 북측 블록은 적갈색
응회질 사암으로 구성된다(Figs. 2, 3). 중립사 크기를 가
진 석영 및 장석 결정과 암편이 세립질의 기질 내에 주
로 분포하지만, 일부 조립사 크기의 석영 및 장석 결정
을 관찰할 수 있다. 암편은 조립사에서 극조립사의 크기
를 가지며 주로 안산암과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분
급은 불량하며 결정과 암편 모두 아각형 내지 각형으로
원마도 또한 불량하다. 암편 및 결정의 배열에 의한 층
리는 잘 인지되지 않는다. 단층의 남측 블록에는 담회색
의 화산력응회암이 발달한다(Figs. 2, 3). 조립사 크기의
결정편, 부석편과 암편이 세립의 화산회 기질 내에 산재
되어 있다. 결정편은 주로 사장석과 K-장석으로 이루어
져 있고, 암편은 아원형 내지 아각형의 유문암 또는 유
문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암편 및 결정편의 배열이
인지되지 않으며 용결구조 또한 나타나지 않는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 노두에서 응회질 사암과 화산력응
회암을 경계 짓는 단층을 백일도단층으로 명명하였다. 백
일도단층 양측에는 복잡한 단열계가 발달하고(Fig. 2) 대
부분 지표면에 고각이며 평면 기하를 가지는 규칙적
(regular) 단열로 구성된다. 주단층면에 근접한 동-서 혹

Fig. 2. A drone image displaying the Baekildo fault and regional fracture traces in the northeastern coast of the Baekil Island. White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the studied outcrop shown in Fig. 5. The strike of Baekildo fault is N70°W and the strike of fault
bend in the studied outcrop is N79°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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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utcrop photographs and micrographs of tuffaceous sandstone (a, c) and lapilli tuff (b, d) in the studied outcrop. Abbreviation
- Qtz: Quartz, Lf: Lithic fragment.

Fig. 4. (a) Felsic nodules displaced by a minor fault with a dextral sense of movement. (b) Micrographs of altered lapilli tuff.
Abbreviation - Qtz: Quartz, Kfs: K-feldspar. (c) Calcite veins and curved fractures around fault bend.

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이차 전단단열에 의해 암편 및
규장질의 노듈(nodule)이 우수향 감각으로 이격된 양상은
백일도단층이 우수향 주향이동 운동을 경험했음을 지시
한다(Fig. 4a). 다만 백일도단층의 주단층면을 따른 단층

조선(striation)이 명확히 관찰되지 않기 때문에 경사이동
성분이 존재할 수 있음을 배제할 수 없다. 화산력응회암
내에는 일부 변질된 단열대가 인지되는데 이 구간 내에
는 세립의 화산회 기질에 일부 새니딘화된 장석 반정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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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및 방해석으로 구성된 세맥이 관찰된다(Fig. 4b). 연
구 노두에서 단층의 일부 구간은 N79°W의 주향을 가지
는데 이로 인한 좌측으로 휜(left-stepping bend) 기하가
정의된다(Fig. 2). 특징적으로 단층 굴곡부에 발달하는 응
회질 사암 내에는 일부 단열군이 최대 약 1 cm 두께의
방해석에 의해 충전되어 있으며, 인접하여 곡면의 불규
칙(irregular) 단열이 집중적으로 발달한다(Fig. 4c).

3. 연구 방법
3.1. 단열 스케치
백일도단층 주변으로 복잡하게 발달하는 단열계의 분
포 및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정밀 스케치 작업을 선행했
다. 먼저 단열계가 잘 드러난 수평 노두면에 1 m × 1 m
의 격자를 설치하였다(Fig. 5). 총 84 m2의 영역에 대해
격자마다 사진 촬영을 하고 획득한 사진들을 실내에서
합성하였다. 생성된 고해상도 노두 사진을 기반으로 단
층, 단열, 그리고 세맥과 같은 취성 구조 요소를 실내에
서 스케치하였으며, 복잡한 상호 관계를 보이는 구조 요
소들은 야외에서 직접 관찰하여 추가하였다. 이렇게 생
성된 단열 지도를 통해 실내에서 단열 기하 분석이 이루
어졌다.
3.2. 단열 자료 획득 및 분석
일반적으로 활용되는 단열 자료 획득 방법에는 선조사
법(scanline sampling: Priest and Hudson, 1981; LaPointe
and Hudson, 1985; Priest, 1993), 정면적법(window sampling:
Pahl, 1981; Priest, 1993), 그리고 원조사법(circular scanline
and window: Mauldon et al., 2001; Rohrbaugh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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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2) 등이 있다. 각 조사 방법은 효율성, 정확성, 그리고
편향(bias)과 관련된 장점 및 단점을 가진다(Rohrbaugh et
al., 2002). 이번 연구에서는 단열 기하 분석이 필요한 특
정 영역에서의 단열 자료를 빠르게 획득하고 방향 편향
을 최대한 피하기 위해 원형의 영역으로 모든 방향에서
균일하게 단열 자료를 획득하는 원조사법을 사용하였다.
백일도단층 주변에서 단층의 주향에 따른 구조적 위치
와 암상에 따른 단열계의 특성 차이를 확인하기 위해 원
조사법을 적용할 7개의 지점(1∼7지점)을 설정하였다
(Fig. 5). 1∼4지점은 응회질 사암 내 구조적 위치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설정되었으며, 그 중 2, 3지점은
주단층이 단층 굴곡의 주향으로 변경되는 지점에 설정하
였다. 5지점은 구조적 위치에 의한 영향을 배제하고 암
상에 따른 영향을 조사하기 위해 응회질 사암 내 1지점
과 동일한 구조적 위치를 가지는 화산력응회암 내에 설
정하였다. 1∼5지점은 단층으로부터 일정한 거리를 가지
도록 하여 단층과의 거리에 따른 효과를 배제하였다. 분
석이 불가한 변질대가 포함되기 때문에 화산력응회암 내
에서 단층과의 거리가 일정하도록 여러 분석 지점을 설
정할 수 없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산력응회암 내 단열
계를 5지점에서의 단열 기하 분석만으로 설명하기 한계
가 있어 6, 7지점을 추가하였다.
완성된 단열 지도에 상술한 7개의 지점을 원으로 표시
한 후 단열 기하 분석을 수행하였다. 기존 연구에 따르
면 원의 크기가 작아질수록 원 내부로 포함되는 단열의
개수 및 길이가 감소하고 전체 단열계보다 높은 밀도와
낮은 평균 길이가 산출되는 경향이 있으며(Rohrbaugh et
al., 2002), 분석에 사용되는 단열의 방향성이 분산되어
단열군의 설정이 어렵다(Watkins et al., 2015). 따라서 본

Fig. 5. Photograph of the studied outcrop displaying the location of grids and circles for fracture mapping, sampling, and analy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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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서는 완성된 단열 지도에서 모든 위치에서의 원의
넓이가 일정하기 위한 최대의 크기이자 동시에 원과 교
차하는 단열의 개수가 30개 이상(Watkins et al., 2015)이
될 수 있는 지름 1 m의 원을 분석에 이용하였다. 오픈
소스 지리정보시스템 프로그램인 QGIS를 통해 원과 교
차하는 단열들의 궤적, 길이, 방향 등을 자동 추출한 후
단열 기하 분석을 실시하였다.
단열 기하 분석의 결과로서 밀도(intensity), 평균 길이,
방향성, 그리고 연결성이 도출되었다. 밀도는 원 내부 단
열 길이의 합을 원의 면적으로 나누어 계산했다. 평균 길
이의 경우 중도절단 편향(censoring bias: Mauldon et al.,
2001)을 최소화하기 위해 원과 교차하는 단열의 총 길이
를 모두 포함하여 값을 구하였다. 방향성은 원 내부에 포
함되는 모든 단열의 주향을 측정하여 장미 도표로 표시
하였다. 원 내부 단열계의 연결성은 아래에 기술한 위상
기하 분석을 통해 계산하였다.
3.3. 위상기하 분석
2차원 공간에서 단열의 궤적을 의미하는 선(line), 단열
의 말단 지점 혹은 교차 지점을 의미하는 노드(node), 노
드와 노드 사이의 구간을 의미하는 브랜치(branch)의 개
념을 통해 단열계의 공간적 배열과 단열 간 기하학적 관
계를 정량화할 수 있다(Sanderson and Nixon, 2015: Fig. 6).
노드는 고립된 단열 말단 지점인 I-노드, 분기하거나 접

하는 지점인 Y-노드, 그리고 단열 간 교차 지점인 X-노
드로 구분된다(Manzocchi, 2002). 이때 I-노드는 독립된
노드 그리고 Y-, X-노드는 연결된 노드로 분류된다. 브랜
치는 구성 노드의 유형에 따라 세 종류로 구분된다. 두
노드 모두 독립된 경우 II브랜치, 한 노드가 연결된 경우
IC브랜치, 그리고 두 노드 모두 연결된 경우 CC브랜치로
구분된다(e.g. Ortega and Marrett, 2000; Sanderson and
Nixon, 2015: Fig. 6).
각 종류별 노드의 수를 이용하면 단열계의 연결성과 관
련된 매개변수들을 표현할 수 있다(Sanderson and Nixon,
2015, 2018). 그 중 브랜치 당 평균 연결 개수(CB)가 가
장 유용하게 사용되는데, 이는 아래의 식으로 계산된다.
CB = (3NY + 4NX)/NB
이때 NI , NY , NX 는 I-노드, Y-노드, 그리고 X-노드의
개수이며 NB 는 단열계 내 브랜치의 총 개수로 아래 식
에 의해 계산된다.
NB = 1 ⁄ 2 ( N I + 3NY + 4N X )
CB는 0과 2 사이의 값을 가지는데, 이는 하나의 브랜
치에 두 개의 노드가 존재하기 때문이다. 단열계를 구성
하는 브랜치가 대부분 II브랜치라면 CB는 0에 가까워지
는 반면 대부분 CC브랜치라면 2에 가까워진다. 단열계
내 노드 혹은 브랜치의 구성 비율을 이용하면 매개변수
CB로서 표현되는 단열계의 연결성이 삼각도표에 도시된
다(Manzocchi, 2002; Sanderson and Nixon, 2015: Fig. 6).

4. 결 과
4.1. 단열 지도
백일도단층 주변 단열계의 스케치 결과는 Fig. 7과 같
다. 백일도단층, 세맥 충전 및 미충전 단열, 그리고 변질
된 단열대를 정밀하게 도면화하였으며, 퇴적물에 의해 덮
여 스케치가 불가능한 지역의 경우 이를 따로 표현하였
다. 상세 단열 지도를 바탕으로 총 7개의 지점에서 수행
한 원조사 결과는 아래와 같다.

Fig. 6. (a) A synthetic fracture network showing the classification
of nodes and branches: I-node (circle); Y-node (triangle); X-node
(diamond); I-I branch (green line); I-C branch (red line); C-C
branch (blue line). (b) Ternary diagrams using different types of
node and branch for evaluation of C (the number of fracture
per branch). Yellow dots represent the topology of the synthetic
fracture network.
B

4.2. 단열계 발달 특성
4.2.1. 단열군(fracture set)
모든 분석 지점에는 여러 방향의 단열이 존재한다(Fig. 8).
백일도단층과 아평행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열이 가
장 우세하게 분포하며, 그 외 북북동-남남서, 동북동-서
남서, 그리고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열이 지점에 따라
빈도수의 차이를 보이며 발달한다. 전체적인 빈도수를 고
려하여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열군 1, 동북동-서남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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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detailed fracture trace map of the studied outcrop. The Baekildo fault, calcite vein, fracture, alteration zone, and unmapped
area covered by sediment are shown in the map.

Fig. 8. Rose diagrams representing fracture orientation and frequency at sampling sites 1 to 7. Four fracture sets were classified based
on the rose diagrams.

방향의 단열군 2,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단열군 3, 그리
고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열군 4를 정의하였다. 특징적
으로 단열군 1은 단층 굴곡이 시작되는 지점에서 약 1 cm
두께의 세맥에 의해 충전되어 있으며, 단열군 4는 단층
굴곡 주변에서 불규칙 단열로서 발달한다.
각 지점별 단열군 발달 양상은 다음과 같다. 응회질 사
암 영역(1∼4지점)에서는 가장 우세한 단열군 1을 제외
할 때, 1지점에서는 단열군 2의 빈도가 상대적으로 높게
측정되는 반면 2∼4지점에서는 단열군 3이 상대적으로
우세하게 발달한다. 또한 3, 4지점에서는 단열군 2가 비
교적 우세하게 나타난다. 더불어 4지점에서는 단열군 4
역시 상대적으로 우세하다. 따라서 1지점보다는 4지점으

로 이동할 때, 단열의 방향성이 점차 다양해지는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화산력응회암 영역(5∼7지점)에서도 모든
분석 지점에서 가장 우세한 단열군 1을 제외할 때 5지점
에서는 단열군 2와 단열군 3이 우세한 반면, 6, 7지점에
서는 단열군 3과 단열군 4가 우세하다.
단열군별 밀도 및 평균 길이의 공간적 변화 양상은 다
음과 같다. 응회질 사암 내에서 단열군 1의 밀도는 1지
점에서 4지점으로 이동할수록 뚜렷하게 감소한다. 반면
단열군 2, 3, 4의 밀도는 지점의 변화에도 비교적 일정하
다(Table 1, Fig. 9a). 평균 길이의 경우 단열군 1이 가장
높은 값을 가지며, 응회질 사암 내 모든 단열군의 평균
길이는 1지점에서 4지점으로 이동할수록 증가하는 추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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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Intensity and average length data for each fracture set at sampling sites 1 to 7.
Fracture attributes

Intensity
(m/m )
2

Average length
(m)

Fracture set
Set
Set
Set
Set
Set
Set
Set
Set

1
2
3
4
1
2
3
4

site 1
62.93
14.54
7.11
17.74
0.176
0.075
0.089
0.107

Tuffaceous sandstone
site 2
site 3
51.36
41.49
19.32
20.07
11.99
11.46
26.99
15.30
0.170
0.251
0.110
0.146
0.057
0.091
0.091
0.131

site 4
37.97
20.63
18.82
16.46
0.221
0.187
0.134
0.145

site 5
37.30
8.29
5.03
5.68
0.284
0.086
0.068
0.095

Lapilli tuff
site 6
5.88
9.69
13.91
14.69
0.222
0.195
0.173
0.174

site 7
21.09
5.88
8.80
18.21
0.222
0.140
0.143
0.190

Fig. 9. Line graph showing the variation in intensity of each fracture set at sampling sites in tuffaceous sandstone (a) and lapilli tuff (b).
The intensity of fracture set 1 in tuffaceous sandstone tends to decrease with the change in structural position from site 1 to site 4.

Fig. 10. Line graph representing the variation in average length of each fracture set at sampling sites in tuffaceous sandstone (a)
and lapilli tuff (b). Note that the average length of all fracture sets in tuffaceous sandstone tends to increase with the change in
structural position from site 1 to site 4.

를 보인다(Table 1, Fig. 10a). 한편 화산력응회암 내에서
는 5지점과 7지점에서 단열군 1이 다른 단열군과 비교하
여 가장 높은 밀도를 보이며, 6지점에서는 반대로 가장
낮은 밀도를 보인다(Table 1, Fig. 9b). 화산력응회암 내
에서 단열군 1이 모든 지점에서 가장 높은 평균 길이를
보이는데 단열군별 평균 길이의 공간적 변화는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는다(Table 1, Fig. 10b).

4.2.2. 암상별 단열계의 특성 변화
4.2.2.1. 밀도
응회질 사암 내 단열계의 밀도는 화산력응회암에서보
다 뚜렷하게 높다. 응회질 사암에 위치하는 1∼4지점은
각기 102.32, 109.65, 88.33, 93.87 m-1 의 값을 가지는 반
면, 화산력응회암에 위치하는 5∼7지점은 각기 56.29,
63.76, 53.98 m-1 의 값을 보인다(Fig.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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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Bar graph showing the intensity of fracture system at
each sampling site. Note that the fracture intensity in tuffaceous
sandstone is higher than that in lapilli tuff.

4.2.2.2. 연결성
응회질 사암 내에서는 모든 분석 지점에서 X-노드의
비율이 가장 높고, I-노드의 비율이 가장 낮다(Table 2,
Fig. 12a). I-노드의 비율은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갈수록
감소하고 X-노드의 비율은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Y-노드의 비율은 2지점에서 가장 높고 4지점
에서 가장 낮다. 한편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갈수록 II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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랜치와 IC브랜치의 비율은 감소하고 CC브랜치의 비율은
증가한다(Table 2, Fig. 12b). 브랜치 당 평균 연결 개수(CB)
는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갈수록 증가한다(Table 2, Fig. 12).
화산력응회암 내에서는 분석 지점마다 우세한 노드의
종류가 다르다(Table 2, Fig. 12a). 5지점에서는 I-노드, 6
지점에서 Y-노드 그리고 7지점에서 X-노드의 비율이 가
장 높다. I-노드의 경우 6, 7지점에서 유사한 값으로 비
율이 낮은 반면, X-, Y-노드의 비율은 5지점에서 가장 낮
다. 한편 5지점에서 7지점으로 갈수록 II브랜치와 IC브랜
치의 비율은 감소하고 CC브랜치의 비율은 증가한다(Table 2,
Fig. 12b). 브랜치 당 평균 연결개수(CB)는 5지점에서 7
지점으로 갈수록 증가한다(Table 2, Fig. 12).

5. 토 의
5.1. 암상에 따른 단열 밀도 차이
백일도단층 주변 단열계의 밀도는 분석 위치에 상관없
이 화산력응회암에서보다 응회질 사암에서 크게 높다
(Fig. 11). 이는 암상의 차이가 단열계의 발달에 매우 크
게 영향을 미침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구성 광물, 입자
크기, 그리고 공극률 등이 단열의 발달 양상과 밀접한 관

Table 2. Topological parameters, including node and branch proportions and C (the number of fracture per branch), at each sampling site.
B

Rock type

Tuffaceous
sandstone

Lapilli tuff

Sampling site

Node proportions (%)

Branch proportions (%)

Degree of connectivity

I

Y

X

II

IC

CC

C

Site 1

30.13

33.17

36.70

1.19

19.43

79.39

1.78

Site 2

20.82

38.15

41.03

0.48

12.94

86.58

1.86

Site 3

16.37

34.95

48.68

0.27

9.83

89.91

1.90

Site 4

11.41

29.95

58.64

0.12

6.57

93.32

1.93

Site 5

42.48

28.13

29.40

3.02

28.71

68.27

1.65

Site 6

24.33

41.03

34.64

0.72

15.57

83.71

1.83

Site 7

24.34

33.53

42.13

0.69

15.22

84.10

1.83

B

Fig. 12. Triangular plot of the proportion of node (a) and branch (b) type at each sampling site showing the variation of C . Sampling
site number is shown in the circles or triangles. The fracture systems in both rock types have high connectivity. Note that the fracture
connectivity in tuffaceous sandstone gradually increases with the change in structural position from site 1 to site 4.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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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ugman and Friedman,
1979; Sinclair, 1980). 이번 연구에서 각 요소에 대한 정
량적인 값을 제시할 수는 없지만, 박편 관찰 및 야외조
사를 통해 획득한 정성적인 암석학적 정보는 단열계의
밀도에 미치는 암상의 영향에 대한 시각을 제공할 수 있다.
Nelson (2001)에 따르면 석영, 장석, 백운석, 방해석과
같은 취성 광물 비율이 높을수록 암석의 강도 및 취성도
(brittleness index)가 증가하고 단열계가 조밀하게 발달하
는 경향이 있다. 이는 암석의 탄성 거동과 밀접한 관련
이 있다. 파괴 전(pre-failure) 단계에서 암석은 모양변형
(strain)을 경험하며, 이를 통해 수용되지 못한 변형은 단
열 작용으로 해소된다. 암석 내 취성 광물 비율이 높을
수록 암석 파괴가 발생하기 전 단계(pre-failure)에서 흡수
되는 모양변형량이 작아지기 때문에 높은 단열 밀도를
보이는 것이다(e.g. Hugman and Friedman, 1979; Corbett
et al., 1987; Ferrill and Morris, 2008). 연구지역 내 화산
력응회암의 경우 세립의 화산회 기질 내에 암편들이 흩
어져있다(Fig. 3). 반면 응회질 사암에서는 비교적 높은
함량의 입자들이 기질에 의해 둘러싸여 있고, 중립사~조
립사 크기의 석영 및 장석 입자들이 빈번하게 관찰된다
(Fig. 3). 따라서 화산력응회암에 비해 응회질 사암 내 상
대적으로 높은 취성 광물 함량이 높은 단열 밀도의 원인
으로 해석된다.
한편 암석 내 공극률이 높을수록 파괴 전 더 많은 모
양변형이 발생할 수 있어 단열의 밀도가 낮아지며(Corbett
et al., 1987; Barbier et al., 2012; Watkins et al., 2019),
또한 구성 입자의 크기가 클수록 단열의 밀도가 낮은 경
향이 있다(Hanks et al., 1997; Nelson, 2001; Wennberg et
al., 2007). 하지만 비교적 입자가 큰 연구지역의 응회질
사암이 화산력응회암보다 높은 단열 밀도를 보이는 것은
입자 크기보다는 구성 물질의 종류가 연구지역 단열 밀
도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을 방증할 수 있다. 상술한 구성

광물의 종류 및 입자 크기의 영향은 정성적인 해석이기
때문에 보다 정밀한 논의를 위해서는 해당 요소에 대한
정량적 측정이 필요하며, 더불어 층의 두께, 암석의 조직,
공극률 등 단열의 밀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요소들에
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다.
5.2. 단열계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단열계의 연결성은 단열군의 개수 및 방향, 단열의 밀
도, 길이, 그리고 위상기하를 포함하는 4가지의 요소에
의해 제어된다(Sanderson and Nixon, 2018). 본 연구에서
수행한 백일도단층 주변 단열 기하 분석 결과는 단열계
연결성에 실질적인 영향을 미치는 요소들의 민감도에 대
한 이해를 증진시킬 수 있다.
백일도단층 주변 단열군별 분포 특성과 단열계의 연결
성 변화 양상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였을 때 주목할 만한
특이점이 존재한다. 연구 노두에서 가장 큰 밀도(Fig. 9a)
와 평균 길이(Fig. 10a)를 보이는 단열군 1의 응회질 사
암 내 분석 지점별 밀도 값(Table 1, Fig. 9a)은 해당 지
점 단열계의 연결성(Table 2, Fig. 12)과 반대의 경향을
보이며 변화한다. 반면 단열군 1의 응회질 사암 내 분석
지점별 평균 길이 값(Table 1, Fig. 10a)은 해당 지점 단
열계의 연결성(Table 2, Fig. 12)과 비례하는 양상을 보인
다. 이는 노두에서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는 점에서 미루
어 짐작할 수 있듯이 단열군 1이 단열계의 연결성에 주
요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지시한다. 단열군 1이 단열
계의 연결성에 기여하는 정도를 파악하기 위해 단열군 1
을 제거한 단열계의 연결성을 평가하였다. 그 결과 제거
된 단열군 1의 밀도가 클수록 단열계 연결성의 감소가
크게 나타났다(Fig. 13).
단열계의 연결성은 밀도뿐만 아니라 다른 요소에 대해
서도 영향을 받는 것으로 확인된다. 전체 단열계의 연결
성은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구조적 위치를 이동할수록 증

Fig. 13. Triangular plot of the proportion of node (a) and branch (b) type at each sampling site after the removal of fracture set 1
showing the variation of C . Sampling site number is shown in the circles or triangles. The higher the intensity of fracture set 1
increases, the more the connectivity decreases in the sampling sit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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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12). 이러한 양상은 단열계의
연결성에 영향을 미치는 여러 요인들에 대한 논의를 가
능하게 한다. 우선 모든 단열군의 평균 길이(Table 1,
Fig. 10a)는 1지점에서 4지점으로 갈수록 증가한다. 단열
의 방향성(Fig. 8)의 경우 1지점에는 서북서-동남동 방향
의 단열군 1이 크게 우세하지만, 단층 주향을 따라 동쪽
으로 조사 지점을 이동할수록 방향성이 다양해져 4지점
에서는 모든 단열군이 뚜렷하게 인지된다. 일반적으로 구
성 단열군의 밀도와 방향성이 동일한 경우라도 짧은 길
이의 단열로 주로 이루어진 단열계가 연장성이 좋은 단
열로 구성된 단열계보다 낮은 연결성을 보인다(Balberg
and Binenbaum, 1983; Balberg et al., 1991). 또한 구성
단열군의 방향성이 다양한 단열계는 단열 간 교차 가능
성이 커져 그렇지 않은 단열계보다 높은 연결성을 보인
다(Evans and Battles, 1999; Odling et al., 2000; Fitz-Diaz
et al., 2011; Guerriero et al., 2013; Watkins et al., 2015).
따라서 1지점에서 4지점으로 이동할수록 단열계 구성 단
열군의 평균 길이 증가와 방향 분산에 의해 단열 교차
및 연결성이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
5.3. 단층 굴곡 주변의 곡선 단열 및 세맥
일반적으로 단층이 진화하는 과정에서 내부 분절들이
상호 작용함에 따라 공간적으로 불규칙한 기하가 발생된
다(e.g. Peacock and Sanderson, 1991, 1994; Cartwright et
al., 1995; Mansfield and Cartwright, 1996; Tavarnelli and
Pasqui, 2000; Walsh et al., 2003; Rotevatn and Bastesen,
2014). 단층 굴곡(fault bend)과 같은 불규칙 기하는 단층
의 이동을 제한할 수 있으며, 이때 국부적인 응력의 집
중과 교란을 야기할 수 있다(Segall and Pollard, 1980;
Childs et al., 2009). Segall and Pollard (1980)는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의 억제 굴곡(restraining bend) 주변에서 최
대 수평 압축응력(maximum horizontal compression)이 단
층 굴곡과 거의 수직으로 발생하는 것을 보고한 바 있다.
이렇듯 불규칙 기하에 의해 단층 주변에 발생되는 국부
적인 응력의 교란은 이에 의해 발달하는 단열계의 기하
에 의해 반영된다. 예를 들어 주단층 및 단층 굴곡에 고
각을 이루거나 특정 지점을 기준으로 발산하는 형태의
휘어진 기하를 가진 단열은 단층 주변에서 교란된 응력의
정보를 제공한다(Rawnsley et al., 1992; Petit et al., 2000;
Tamagawa and Pollard, 2008).
백일도단층의 주향이 갑작스럽게 변화하는 굴곡 지점
에 곡선(curvilinear) 단열과 함께 단층 굴곡에 고각을 이
루는 세맥이 응회질 사암 내에 발달하는 양상(Figs. 4c,
7)은 상술한 응력 교란의 관점에서 해석할 수 있다. 단층
굴곡에 고각을 이루는 세맥은 백일도단층의 우수향 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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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 억제 굴곡에서 교란된 최대 수평 압축응력에 수직으
로 인장이 발생됨에 따라 발달한 것으로 해석되며, 조밀
하게 발달하는 곡선 단열은 교란된 응력 궤적의 공간적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연구 대상인 백일도단층 주변으로 발달하는 단열계의
특성은 암상과 구조적 위치에 따라 변화한다. 본 연구에
서는 암석 내 취성 광물의 상대적 비율에 의해 단열 밀
도가 제어되며, 구조적 위치에 따라 변화하는 단열군의
밀도, 평균 길이, 그리고 방향의 다양성이 단열계의 연결
성에 큰 영향을 미침을 제안한다. 굴곡과 같은 단층 기
하의 불규칙 요소는 국부적인 응력의 집중과 교란, 그리
고 이에 따른 곡선의 단열을 발생시킬 수 있는 요인으로
고려될 수 있다. 본 연구의 결과는 단층 주변 단열계의
발달을 제어하는 다양한 요소의 역할을 이해하기 위한
시각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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