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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록

본 연구는 라북도 고창군 승리 지역에 분포하는 풍성퇴 층의 형

성과정을 밝히고 이를 통해 과거 서해안의 퇴 환경을 추정하고자 하

다.조사 단면은 해안으로부터 약 200m 거리에 치한 해발고도 약

20-25m에 이르는 노두이며,KSSD 단면과 KSH 단면을 상으로 하

다.퇴 층의 입도특성 지구화학 특성을 악하기 해 입도분석

토색측정,XRF와 XRD 분석을 실시하 으며 퇴 연 를 악하기

해 OSL연 측정을 실시하 다.

먼 KSSD단면의 경우 노두 찰 시 토색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고,상부의 황갈색층과 하부의 색층으로 구분할 수 있었다.층

리와 같은 퇴 구조는 찰되지 않았으며,하부층은 상당히 고화되어 있

었다.입도분석 결과 지표 하 60-70cm를 경계로 변화되는 모습이 나타

났으며,상부의 세립모래층과 하부의 실트층으로 구분되었다.상부모래층

의 경우 비교 양호한 분 을 나타내는 반면 하부실트층의 경우 상

으로 불량한 분 을 나타내었다. 한 주원소 함량의 경우 비교 쉽게

이동하는 CaO,Na2O,K2O 등의 비율이 상부층에서는 높게,하부층에서

는 낮게 나타난 반면 풍화에 한 항력이 강한 Fe2O3,MgO 등의 비

율은 하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 다.그리고 하부로 갈수록 화

학 풍화지수의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나 하부층에서 풍화가 더 많

이 진행된 것으로 단되었다.하지만 하부층의 경우, 토 물은 나타나

지 않았으며 주로 석 과 장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기반

암 풍화층과는 물 조성에서 차이를 보 다.한편 연 측정 결과

KSSD 단면은 크게 4개의 연 구간으로 구분되었는데,약 150-200년

에 퇴 된 홀로세층,약 6.8ka 에 퇴 된 홀로세층,약 34-45ka 에

퇴 된 MIS3시기의 층,약 96ka이상 이 에 퇴 된 층으로 구분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볼 때 KSSD단면의 퇴 층은 서로 다른 환

경에서 퇴 된 몇 개의 층 으로 구성되어 있다고 할 수 있다.먼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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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0-200년 에 퇴 된 상부의 황색 모래층의 경우,입도 특성 퇴

연 로 볼 때 해안사구층으로 단된다.기존에 조사된 바에 따르면 연

구지역 주변의 해안사구는 주로 해빈 후면의 평탄지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왔으나,해발고도 약 20m이상의 지 까지 사구 퇴 물이 덮여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따라서 약 100-200년 에는 서해안 지역에

규모의 해안사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었던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에는 인 인 간섭 등으로 퇴 물 순환이 활발히 이루어지지 못해

더 이상 해안사구가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SSD단면 하부 실트층의 경우 MIS3시기와 MIS5이상의 시

기에 퇴 된 것으로 퇴 당시 해수면을 고려해볼 때 상부층과 같은 일

반 인 해안사구층으로 보기 어렵다.따라서 퇴 연 입도 특성상

해수면이 재보다 낮았을 시에 서해에서 이동되어 온 풍성퇴 물 즉,

뢰스로 단된다.그동안 한반도의 뢰스 퇴 물은 국 황토고원에서 기

원했다는 주장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었고 그에 해서는 논의가 분분

하다.그러나 본 연구의 실트층의 경우 입도 크기나 주원소 특성,화학

풍화 정도 등을 바탕으로 했을 때 국 기원의 뢰스퇴 물과는 상이한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서해가 육상의 환경이었을 때 이동되어 온 풍

성퇴 물로 단된다.이 외에도 하부층은 당시 형성되었던 해안사구 퇴

물이 재이동되어왔을 가능성 역시 가지고 있다.

한 KSSD 단면 하부층은 붉은색을 띠는 색층으로,그동안 색

퇴 층의 색화 작용의 시기에 해서는 기존에 여러 논의들이 진행되

어 왔다.그러나 본 연구에서 밝 진 KSSD단면 하부층의 색화 시기

는 기존에 제시되지 않았던 결과로 색층의 해석에 다른 가능성을 제시

해 다.

한편 KSSD 단면 퇴 층 간의 큰 연 차에는 여러 원인이 있을 수

있다.하지만 인간 활동에 의해 연 차가 발생했을 가능성은 은 것으

로 단된다.퇴 층 내 큰 연 차가 지속 으로 발생하는 자연 인 침

식에 의한 것인지,갑작스러운 규모 침식 사건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

하지 않다.그러므로 이에 해서는 후속 연구가 필요해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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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KSH 단면의 경우 입도분석결과 주로 세립사로 구성되어 있었

으며 밝은 황갈색의 토색을 나타내었다.주원소 분석 결과 뚜렷한 경향

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화학 풍화 정도 역시 깊이에 따른 일정한 변

화를 찰할 수 없었다. 한 XRD결과 일라이트나 카올리나이트의 토

물 피크가 나타나,KSSD 단면과는 다른 물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단되었다.한편 OSL연 측정의 경우 등가선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석 의 OSL신호가 나오지 않아 유의한 연 결과를 얻지 못하 다.

따라서 KSH 단면의 경우 입도 특성으로 볼 때는 해안사구층과 유사

한 것으로 단할 수 있으나,지구화학 특성 연 측정 결과로 볼

때는 퇴 층으로 보기는 어려우며,오히려 새 롤라이트와 유사한 특징

을 나타낸다.따라서 본 연구에서 KSH 단면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짓는

것은 어려워 보이며,해안에 분포하는 모래 퇴 층을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본 연구는 서해안에 분포하는 퇴 층 한반도의 풍성 퇴 층의 형

성 시기에 해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다.따라서 앞으로의 해안 퇴

환경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주요어 :서해안,풍성퇴 층,해안사구, 색층,MIS3

학 번 :2014–209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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Ⅰ.서 론

1.연구 필요성 목

최근 기후변화로 인해 폭염,폭우 등과 같은 기상재해뿐만 아니라 내

륙 연안 지역의 범람,해수면 상승 폭풍 해일 등과 같은 재해 가능성

이 증 되고 있다.특히 해수면 상승의 경우 연안시스템 변화 지

침수,연안 홍수 연안 침식과 같은 문제를 야기하여 사회 ,경제 으

로 큰 손실을 입힐 것으로 상되고 있다.실제 1901-2010년 기간 동안

지구의 평균 해수면은 0.19(0.17-0.21)m 상승한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 1901-2010년 동안의 지구 평균 해수면 상승률은 1.7

(1.5-1.9)mm/yr,1993-2010년에는 3.2(2.8-3.6)mm/yr로 최근 들어 더 높

은 해수면 상승률을 보이고 있다(IPCC,2014).우리나라 주변해역의 경

우도 1960-2013년까지 연평균 2.44mm의 해수면 상승률을 보 으며,동

해의 경우 2.64mm/yr,남해는 3.12mm/yr,서해는 1.67mm/yr로 나타나

기후 변화 비가 남의 일이라고 할 수 없는 상황이 되었다(국립해양조

사원,2014;2015).

이 듯 기후변화는 해수면 상승과 연안 에 지를 상승시켜 연안재해

환경변화를 야기하게 되며,해안지역에 큰 향을 미칠 것으로 상

된다.따라서 앞으로의 연안 환경 변화에 한 측이 상당히 요하다

고 할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연안지역에 인구가 집되어 있는 경우

가 많고 산업 인 라가 분포해 있어 산업 공간으로서의 활용도가 매우

높다. 한 해양 스포츠와 같은 여가 공간,휴가 공간으로서의 활용

친수 자원으로서의 인식이 높아짐에 따라,연안 해안지역에

한 수요가 다양화되고 있어 연안 환경 변화에 한 이해가 요구된다.더

욱이 해안 연안 지역의 변화는 범 한 범 에서 다양한 형태로 발

생하므로 이를 한 과학 인 기 조사와 자료 축 이 필요하다.

하지만 미래의 연안 환경 변화를 측하기 해서는 그 에 과거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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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 연안 지역의 환경 변화에 한 이해가 필수 으로 요구된다.특히

서해의 경우 수심이 얕아 과거 여러 차례의 해수면 변동 육지화를 경

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고,이에 따라 다양한 환경변화를 겪었던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그리고 이는 침식 퇴 로세스에도 향을 주어 해

안 지형 발달에 향을 주었을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서해안에 분포하

는 연안퇴 층에는 과거 퇴 환경 변화의 흔 이 남아있을 것으로 추정

된다.

그러나 서해의 과거 환경 변화에 해서는 그동안 주로 국 연구자

들 심으로 연구가 진행되어(Cangetal.,1997;Liuetal.,2000;Berné

etal.,2002;Liuetal.,2009;Xuetal.,2010;Lietal.,2014),한반도

연안 지역에서는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단된다.우리

나라의 경우 해양학 련 분야에서 조간 에 분포하는 퇴 물 특성을 바

탕으로 과거의 퇴 환경을 추정한 연구가 몇 차례 이루어진 바 있지만

(ChangandChoi,2001;Lim andPark,2003;ChoiandKim,2006),지

형학 분야에서의 서해안 퇴 환경에 한 논의는 부족한 실정이다.

한 이 에 연안 퇴 층에 한 조사를 통해 과거 해수면 변화를 복원한

해수면 변동 곡선이 제시된 바 있으나 연구자마다 일치하지 않는 경향이

있고,그 시기에 해서도 세(Holocene)에 한정되어 있다는 문제가 있

다(박용안,1992;ChangandChoi,2001;Choughetal.,2004;황상일

외,2011).

지형학 분야의 경우 주로 해안사구와 련된 연구에서 과거의 해수면

과 연계하여 논의가 진행된 바 있지만(최 희,2009;홍성찬,2010),이

역시 부분 세의 시기에 집 되어 있어 해안 지역의 반 인 지형

발달을 설명하기에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Munyikwa etal.,2004;

2005;서종철,2005;박경 외,2007;최 희,2009;홍성찬,2010). 한

라이스토세(Pleistocene)에 형성된 고사구층에 한 논의도 이루어졌지

만,연 측정이 아닌 지형 배치나 주변 층서 증거 등에 따른 상 인

연 를 바탕으로 추정하 기 때문에 명확하지 않은 부분이 있다(권 재,

1981;박경,1987;강 균,2003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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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외에도 고기후 리자(paleoclimaticproxy)로 알려진 뢰스(loess)

퇴 물에 한 연구를 통해 과거의 기후 변화를 복원하고자 한 시도도

이루어져 왔다.기본 으로 뢰스는 풍성 먼지들로 형성된,주로 실트 크

기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육성의 쇄설성 퇴 물로 정의된다(Pye,1995;

Goudie,2004).1)일반 으로 뢰스는 신생 제4기 기후 변화를 추정하는

데 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빙기-간빙기 사이클에

한 기록을 잘 간직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따라서 뢰스의 두께

공간 인 분포를 통해 고풍향(paleowinddirections)을 추정하기도 하

며(Muhs,2013),천 년 이상의 규모 시간 범 에서 고기후를 복원하는

데 뢰스가 이용되고 있다.우리나라에서도 과거 기후 환경을 추정하기

한 뢰스 연구가 여러 차례 진행된 바 있으나 뢰스 퇴 물의 기원지에

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다(신재 ,2004;Lim etal.,2005;김

래,2007;박충선 외,2007b;2014;윤순옥 외,2007;2011;2012;2013;

Kim etal.,2012).

이와 같이 미래의 연안 환경 변화에 비하기 해 과거의 침식

퇴 환경 변화를 악하고 해안지역의 반 인 지형발달 과정을 추정

하는 것이 요구됨에도 불구하고 국내 지형학 분야에서 이를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단된다. 한 고기후 복원을 한 풍성퇴 층에 한

연구들이 이루어졌음에도 아직 충분한 조사가 이루어지지 못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고창군 승리 해안에 분포하는 사

질퇴 층에 한 조사를 통해 퇴 층의 성격 형성과정을 규명해 보고

자 한다.해안퇴 층은 과거의 해안 환경 변화를 반 하고 있는 만큼 서

해안지역의 과거 퇴 환경 변화 추정 고환경 복원에 기여할 수 있을

1)일반 으로 뢰스는 실트가 60-90% 정도의 함량을 차지하고,모래와 토의 함량은

다변 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Muhs,2013).뢰스의 주된 구성 물은 석 (40-80%)

이 부분이고 장석이 그 다음을 차지하며,다양한 토 물(5-20%) 탄산염

(1-20%)들로 구성된다(Pecsi,1990). 지구 으로 봤을 때 뢰스의 두께나 입자 크기,

색깔,구성 물,지구화학 특성,지질공학 특성,지형 특성 등은 상당히 다양하

게 나타나나(Pye,1995;Goudie,2004),우리나라의 경우 국 황토고원에서 이동되어

온 실트 퇴 물을 뢰스로 인식하기도 한다.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원지와는 무 하

게 뢰스를 ‘풍성의 실트 퇴 물’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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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상된다.서해안 에서도 라북도 고창군의 경우 신두리 해안

사구와 비견될 만한 규모 사구 지 가 발달했던 것으로 추정됨에도 불

구하고 근래에 해안도로가 건설되고 밭으로 개간되는 등 인 인 간섭

으로 원형이 많이 훼손되어 많은 연구가 이루어지지 못했다.따라서 본

연구를 통해 과거 서해안의 퇴 환경을 추정하고 해안 지형에 한 이

해를 돕고자 한다.연구 체계는 Figure1과 같으며 실내조사 야외조

사,노두 찰 시료 채취,퇴 물 분석의 순서로 진행하 다.그리고

기존 연구들과의 비교를 통해 승리 해안퇴 층의 특성을 밝히고자 하

다.

이러한 연구결과는 앞으로 서해안지역의 장기 인 지형 발달 과정을

논의하는 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나아가 미래의 해수면 변동

기후변화와 련한 연구에도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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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조사 및 답사
실내 조사

- 선행연구 정리

연구 지역 선정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광승리 연안 지역

노두 관찰 시료 채취

연구 방법Ⅰ 연구 방법 Ⅱ 연구 방법 Ⅲ

• 입도분석 및 

토색확인

• XRF 및 XRD

를 통해 지구화

학적 특성 확인

 • OSL 연대측정

  을 활용하여

  퇴적연대 측정

• 연구 목적

- 서해안 연안 퇴적층의 형성과정 규명

• 결론 도출: 서해안 연안 퇴적층의 특성 및 형성과정 규명

을 통해 과거 서해안의 퇴적 환경 추정

기존 

연구와의 

비교

Figure1.Studysche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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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국내 연구 동향

그동안 이루어진 풍성 퇴 층에 한 연구는 크게 해안사구에 한

연구와 뢰스에 한 연구로 구분될 수 있다.먼 해안사구의 경우 모래

장고,생태서식지,고환경 지시자 등의 기능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지형학 ·생태 ·사회경제 으로도 큰 가치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동안 다수의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국내의 해안사구 련 연구는

1970년 말부터 이루어지기 시작하여 2000년 에 상당히 활발하게 진

행되었는데 이에 해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먼 박동원 외(1979)에서는 우리나라 서해안에 분포하는 독곶 사구,

신두 사구,장곡 사구,장호·용정 사구를 상으로 사구의 형태 생성

원인 등에 해 조사하 다.그리하여 해안사구를 기반암 에 형성된

사구와 sandbar 에 형성된 사구로 분류하 고,사구의 형성과 변형은

습도가 낮고 풍속이 강하며 식생 피복이 낮은 2월 순에서 5월 에 활

발하게 일어난다고 하 다. 한 사구 퇴 물은 부분 세립사,sand

bar퇴 물은 립사와 자갈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하 고 생

사구 아래에 분포하는 암갈색,암황색 층은 생 사구보다 세립질의 입

자를 가진다고 하 다.

강 균(2003a)에서는 태안반도에서 강 하구에 이르는 해안사구를

상으로 사구 물질의 기원지를 추정하 다.해빈과 사구사는 작은 입도

의 풍화산물에서 기원한 후 단거리를 이동하여 재의 치에 쌓인 것으

로 보았다. 한 하천에 의한 모래 공 이 극히 한정되어 있는데도 불구

하고 해당 지역에 해안사구가 리 발달하게 된 이유로 최후간빙기의 해

안퇴 물이 기반을 이루고 있기 때문이라고 하 다.

강 균(2003b)에서는 충청남도 해안에 발달한 해빈과 해안사구의 물

질 특성에 해 밝히고 고사구와의 계를 제시하 다.그 결과 해당 연

구지역의 해빈과 해안사구는 주로 석 과 장석,운모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고화가

다소 진행된 색의 모래층에 해서는 라이스토세에 형성된 고사구층

으로 해석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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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Munyikwaetal.(2004)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분포하는 사구에

해 OSL( 여기루미네선스,OpticallyStimulatedLuminescence)2)연

측정을 실시하여 퇴 률을 계산하고 사구발달의 시간 패턴을 밝히고

자 하 다.그 결과 사구사의 퇴 은 약 500-600년 에 시작된 것으로

나타났고,연간 2.5cm의 퇴 률을 보 다. 한 입도분석 SEM(주사

자 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3)분석 결과,신두리의 사구

퇴 물은 수 환경에서 쌓인 후 바람에 의해 재운반되어 퇴 된 입자의

특성과 잘 부합되는 것으로 나타났다.따라서 신두리 사구 모래는 세

동안 역동 으로 움직인 것으로 단하 다.

Munyikwaetal.(2005)에서는 안면도 운여 해수욕장 인근 사구를

상으로 퇴 물 조사와 OSL연 측정을 실시하 다.운여 사구는 담황

색 모래의 상부층과, 갈색 모래의 하부층으로 구분되었고,하부층의 연

는 5-7ka,상부층의 연 는 70-90년으로 나타났다.그러나 입도분석

SEM 분석 결과 상,하부층의 입도분포,형태,표면조직 특성 등이 모

두 유사하게 나타나,상,하부의 모래층이 모두 바람에 의해 운반,퇴

된 것으로 해석하 다.그러면서 지난 5,000-90년 어느 시기에 사구

표면이 안정화되었던 것으로 보았다.

서종철(2005)에서는 신두리 해안사구에 나타나는 고사구층을 상으

로 OSL연 측정을 실시하 다.그 결과 고사구라고 추정되었던 최하부

사구사의 연 는 680-730년으로 측정되었고 최상부 퇴 물의 연 는 약

68년인 것으로 나타났다.이로 인해 지 까지 고사구층이라고 알려졌던

퇴 층의 형성연 가 지난 1,000년 이후의 짧은 시기,즉 라이스토세의

최후간빙기나 홀로세 기라고 지칭되었던 시기보다도 훨씬 최근에 형성

되었다는 것이 밝 졌다.

박경 외(2007)는 OSL연 측정을 통해 제주도 김녕-월정 사구에 나

타나는 고토양층의 매몰 연 를 추정하 다.그 결과 고토양층의 하부는

2) OSL( 여기루미네선스,OpticallyStimulatedLuminescence)연 측정은 석 에서 방

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통해 퇴 연 를 악하는 방법으로,이에 해서는 Ⅳ

장에서 구체 으로 다루었다.

3) SEM(주사 자 미경,ScanningElectronMicroscope)은 자빔을 시료 표면에 주사

한 후,시료에서 반사되는 자를 검출하여 시료 표면의 특성을 찰하도록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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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7±0.98ka,고토양층은 6.18±2.20ka,고토양층의 상부는 1.38±0.18ka로

나타나,방사성탄소연 측정법으로 측정한 재 해안의 사구보다 상당히

오래된 것으로 보고하 다.

Yuetal.(2009)에서는 태안반도와 안면도 일 의 해안사구 연 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사구형성의 활성기 휴지기 패턴을 악하고,서해안

사구지 의 발달 동인에 해 검토하 다.해안사구 발달의 패턴은 해수

면이 고 에 이르 을 때 변동되는 시기 북서계 풍의 강화시기와

련 있는 것으로 보았고,서해안의 사구 형성이 동아시아 지역의 반

인 기후 해수면 변화 패턴과 연계되어 있다고 단하 다.

최 희(2009)에서는 동해안과 서해안에 분포하는 10개 지역의 해안사

구를 상으로 사구 퇴 물의 특성 형성 시기를 악하고,이를 해수

면 변동과 연계시켰다.그 결과 동·서해안의 사구 형태나 내부구조,입도

특성 등이 지역에 따라 다르게 나타났으며 이는 사구 형성 로세스의

차이에 의한 것으로 보았다. 한 홀로세 기 이후 해수면이 몇 차례의

상승과 하강을 반복한 것으로 보았다.특히 약 7ka에 재 수 에 도달

한 후 6.5-5.5ka,3.5-2.8ka,1.5-0.7ka시기에는 재보다 약 1-1.5m 높

았다고 추정하면서 홀로세 고해면기의 존재를 제시하 다.

한편 박천 외(2009)에서는 청도 옥죽동의 해안사구를 조사하여

climbingdune형태의 사구에 해 보고하 다.사구와 기반암 산지 간의

경계부에는 바람과 유수,사면 지형 작용이 복합 으로 나타난다고 하

고,OSL연 측정 결과로 볼 때 옥죽동에서는 재까지도 사구의 퇴

이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고 보았다.

홍성찬 외(2010)에서는 GPR(지표면 투과 이더,GroundPenetrating

Radar)4)탐사와 OSL연 측정을 통해 신두리 해안사구의 성장 과정에

해 밝히고 이를 세의 기후변화 해수면 변동과 연 시켰다.그 결

과 재 모래 퇴 층의 부분은 고해면기 이후 약 4,000년 이내의 기간

4) GPR(지표면 투과 이더,GroundPenetratingRadar)탐사는 자기 를 이용하는

비 괴 분석방법으로, 상물질이나 지표에 자기 를 한 뒤 반사된 신호를 검

출하여 해석한다(Daniels,2005). 상 물질은 도체(conductor)나 유 체(dielectric)

모두 가능하며,탐사 가능 심도는 물성에 따라 차이가 있으나,깊이에 따른 자기

의 감쇠를 고려하여 략 50m 내외를 상으로 한다(한국지구과학회,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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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쌓인 것으로 나타났고 세의 해수면 변동,특히 6,000yrBP경의

고해면기 향을 크게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김진철 외(2010)는 만리포 해안사구 지역에 나타나는 미고화된 황색

의 사구층과,고화된 색의 사질 퇴 층을 상으로 고환경 추 에

한 비연구를 실시하 다.OSL연 측정 결과 만리포 사구에서 약 200

년 이내,약 1,000년 이내,그리고 약 20,000년 이상의 연 를 갖는 3개의

퇴 층 이 나타남을 보고하 고,이는 서해안의 퇴 환경 차이에 기

인한 것으로 단하 다.

박철웅(2011)은 지역의 해안사구를 조사한 결과, 사구는 주

로 세립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 의 비율이 70-80%에 이르는 것으

로 나타났다. 한 사구의 형성 시기는 300-400년 으로서 소빙기와

련 있는 것으로 보았고,입자의 형태나 표면으로 볼 때 기계 풍화 환

경을 겪은 것으로 해석하 다.

신 호 외(2011)에서는 서해안 해안사구의 성장기와 습윤-건조 조건

과의 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해안사구의 성장기로 악되는 시기는

산지 습지 자료에서 건조화되는 시기와 유사하다는 것을 확인하 다.따

라서 해안사구의 성장기가 주변 해안환경의 건조화와 련 있으며,해수

면 변동뿐만 아니라 습윤-건조 조건 역시 해안사구의 형성 요인에 포함

시킬 것을 제안하 다.

강동균 외(2012)에서는 지형 측량을 통해 보령 소황 사구의 지형 변

화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소황 사구는 바람의 방향보다는 인공 구조물

의 향을 많이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측정 시기에 따라 해빈과

사구 간의 침식 퇴 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주기 으로

퇴 물 교환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보았다.

최 희 외(2014a)에서는 제주 신양리 해안사구에 해 방사성탄소연

측정을 실시하여,신양 사구가 세 후기,약 3천 년 부터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 다. 한 풍향과 풍속자료를 바탕으로 북동풍 는 동풍

계열에 의해 사구가 형성된 것으로 악하 다.

최 희 외(2014b)에서는 서천군 다사리 사구에 나타나는 패각층을 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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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지 역 샘 치 연

Munyikwa

etal.(2004)

신두리

사구

40m 거리의 상부 (1.0m 깊이) 28±1yr

40m 거리의 부 (2.0m 깊이) 398±14yr

40m 거리의 하부 (3.5m 깊이) 445±15yr

Munyikwa

etal.(2005)

태안

운여사구

375m 지 의 1.8m 깊이 0.07±0.01ka

375m 지 의 3.3m 깊이 4.7±0.3ka

375m 지 의 3.9m 깊이 4.7±0.2ka

375m 지 의 4.3m 깊이 5.5±0.4ka

서종철

(2005)

신두리

고사구

생사구 0.07±0.00ka

생사구 0.08±0.01ka

1.0m 깊이 ( 생사구와 고사구 경계) 0.12±0.01ka

1.5m 깊이 (고사구 부분) 0.48±0.02ka

2.0m 깊이 (고사구 부분) 0.56±0.02ka

2.5m 깊이 (고사구 부분) 0.58±0.02ka

3.0m 깊이 (고사구 부분) 0.68±0.03ka

Table1.SummariesofpreviousstudiesaboutcoastalsanddunesinKorea.

풍퇴 층으로 보고,약200년 부터 2,500년 사이에 폭풍의 작용이 있었

을 것으로 추정하 다.

이와 같이 한반도 동서해안에 분포하는 해안사구는 여러 차례 연구되

어 왔으며,최근까지도 활발히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반에는 해안사

구의 형태 구성물질 특성과 련한 연구가 이루어졌으며,이후 해안

사구 내 분포하는 고토양층의 생성시기에 해 논의되어 왔다.이후

OSL연 측정법이 활용되면서 Table1과 같이 여러 사구 퇴 물의 퇴

연 가 밝 지게 되었다. 한 우리나라의 해안사구가 주로 라이스

토세에 형성된 이후, 세에 사구 상층부가 형성되었다는 기존의 의견과

는 달리, 재 찰되고 있는 해안사구지형이 세 이후 해수면이 재

의 치로 상승하는 과정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이 밝 지게 되었다(김성

환,2012).최근에는 해안사구의 형성과정 해수면 변동과 련된 연구

나 사구 지형의 변화,폭풍 발생 흔 등 다양한 측면의 연구가 진행되

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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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 경 외

(2007)

김녕-월정

사구

고토양층 상부 1.38±0.10ka

고토양층 6.18±2.20ka

고토양층 하부 6.37±0.98ka

Yuetal.

(2009)

병술안

사구

100m 지 의 5.10m 깊이 0.8±0.1ka

100m 지 의 8.25m 깊이 0.7±0.1ka

175m 지 의 3.95m 깊이 1.1±0.1ka

175m 지 의 5.95m 깊이 1.6±0.2ka

225m 지 의 3.25m 깊이 1.4±0.2ka

225m 지 의 5.25m 깊이 1.3±0.1ka

275m 지 의 2.00m 깊이 1.5±0.3ka

Yuetal.

(2009)

태안

운여 사구

240m 지 의 2.00m 깊이 4.4±0.7ka

240m 지 의 8.00m 깊이 4.0±0.5ka

최 희

(2009)

강릉

안인 사구

사구 0.9-1.1ka

사구 지 1.6-1.9ka

두 번째 열 1.8-2.2ka

세 번째 열 2.6-3.3ka

마지막열 하부자갈층 20-33ka

마지막열 상부모래층 6.0-8.4ka

최 희

(2009)

양양

여운포 사구
3ka이

최 희

(2009)

고성

동호 사구

80m 거리의 사구 (고도 1.7m) 0.29±0.07ka

80m 거리의 사구 (고도 0.9m) 0.53±0.12ka

80m 거리의 사구 (고도 -0.1m) 0.74±0.12ka

최 희

(2009)

울진

월송정

사구

첫 번째 열 0.07±0.01ka

두 번째 열 상부 0.15±0.01ka

두 번째 열 하부 1.34±0.08ka

세 번째 열 상부
0.16±0.01ka~

0.12±0.01ka

최 희

(2009)

청도

옥죽동 사구
최근 수십 년 이내

최 희

(2009)

원산도

원산 사구

1.00m 깊이 0.06±0.02ka

1.55m 깊이 0.05±0.01ka

2.30m 깊이 0.09±0.01ka

3.00m 깊이 6.77±0.14ka

Table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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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 희

(2009)

원산도

오 사구

1.15m 깊이 0.20±0.01ka

1.65m 깊이 0.34±0.02ka

2.20m 깊이 5.72±0.22ka

2.70m 깊이 6.80±0.22ka

최 희

(2009)

보령

소황 사구

1.0m 깊이 0.30±0.05ka

1.5m 깊이 0.33±0.04ka

최 희

(2009)

고창

명사십리

사구

30m거리의 사구 (1.0m 깊이) 0.12±0.01ka

30m거리의 사구 (2.0m 깊이) 0.18±0.01ka

30m거리의 사구 (3.0m 깊이) 0.21±0.01ka

30m거리의 사구 (4.0m 깊이) 0.24±0.01ka

30m거리의 사구 (4.9m 깊이) 0.21±0.03ka

30m거리의 사구 (6.0m 깊이) 0.24±0.03ka

1km 거리의 배후사구 (0.6m 깊이) 0.27±0.06ka

1km 거리의 배후사구 (1.1m 깊이) 0.32±0.04ka

1km 거리의 배후사구 (1.6m 깊이) 0.30±0.05ka

홍성찬 외

(2010)

신두리

사구

해안으로부터 40m 거리 0.7±0.1ka

해안으로부터 100m 거리 2.2±0.1ka

해안으로부터 120m 거리 2.9±0.1ka

해안으로부터 140m 거리 2.5±0.1ka

해안으로부터 160m 거리 3.1±0.1ka

해안으로부터 180m 거리 3.7±0.2ka

해안으로부터 200m 거리 6.8±0.4ka

김진철 외

(2010)

만리포

사구

400m 거리의 0.5m 깊이 0.11±0.01ka

400m 거리의 1.0m 깊이 0.10±0.01ka

400m 거리의 1.5m 깊이 0.17±0.02ka

400m 거리의 2.0m 깊이 0.91±0.13ka

400m 거리의 2.3m 깊이 20.51±1.99ka

400m 거리의 2.6m 깊이 24.06±2.46ka

최 희 외

(2014)

제주

신양 사구

1.1m 깊이 2780±50BP

1.5m 깊이 3610±50BP

2.1m 깊이 3990±50BP

Table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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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내륙 지역에 나타나는 풍성 퇴 층에 해서는 뢰스 퇴 물을

상으로 한 연구들이 이루어져 왔다.일반 으로 뢰스는 간빙기-빙기

사이클을 기록하는 단서가 되기 때문에, 요한 고기후 리자로 여겨지

고 있다(Muhs,2013).따라서 뢰스 연구를 통해 제4기 기후변화를 추정

하게 된다.한반도에 분포하는 뢰스-고토양 층서의 경우,이들이 장거리

를 이동해 온 퇴 물이라면 동북아시아 지역의 기 순환과 련되므

로 동북아 지역의 기후변화와 계 풍 정보에 요한 단서를 제공하게 된

다.반면 한반도 내 뢰스가 근거리 이동 퇴 물이라 하더라도 국지 인

건조도와 바람 강도 등 한반도 내 지역 인 고기후 특성에 한 정보를

제공해 다고 할 수 있다(신재 ,2004;윤순옥 외,2011).

이와 같은 이유로 그동안 뢰스 퇴 물에 한 연구는 여러 차례 이루

어져 왔다.먼 오경섭 외(1994)의 경우 곡리 용암 지에 분포하는

퇴 층을 뢰스라고 보았다. 곡리 퇴 층의 경우 조립 실트(coarsesilt,

20-50㎛)와 세립사(finesand,50-200㎛)가 각각 10% 정도의 비율로 함

유되어 있고, 토와 니토가 약 90%정도 되는데,입도 분포가 등질하게

나타난다는 ,층리가 나타나지 않는다는 ,그리고 하성퇴 물로 볼

수 있는 단서가 어느 것도 나타나지 않는 등을 이유로 해당 퇴 층이

바람에 의해 퇴 되었을 것으로 추정하 다.

신재 (2004)에서는 덕소 홍천지역의 뢰스-고토양에 해 입도분

석 자율,지화학 특성, 물 구성,연 측정 결과 덕소의 뢰스-고

토양 퇴 층은 MIS5)2-7시기에,홍천의 뢰스-고토양 퇴 층은 MIS

2-6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면서 뢰스층은 빙하기의 한랭

건조한 계 풍에 의해 형성되고,고토양층은 온난 습윤한 환경이 우세한

조건에서 발달한 것으로 보았다.

5) MIS(MarineIsotopeStage)는 해양산소동 원소비에 따른 시기구분 방법으로 물을

구성하는 18O/16O 비율의 차이를 이용하여 빙기와 간빙기를 구분한다.18O/16O 비율

차는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하며,빙기에는 δ값이 감소하고,간빙기에는 증가

하는 특성을 이용하여 제4기의 기후변화를 추정한다 (Wright,2000).

O‰ 
OO standard

OO sam ple  
OO standar d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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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음으로 윤순옥 외(2007)에서는 천 지역에 나타나는 뢰스-고토양

단면에서 풍화에 강한 주원소(Al,Fe,Ti)의 함량비가 국 황토고원의

것과 유사하다는 , 자율 값이 국 황토고원과 마찬가지로 고토양층

에서는 높고 뢰스층에서는 낮게 나타난다는 등을 근거로 해당 퇴 층

이 국 황토고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았다. 그러나 A-CN-K,

A-CNK-FM 다이어그램에서 천단면이 국 황토고원보다 심하게 풍

화 받은 것은,퇴 이후 한반도의 높은 강수량으로 인해 풍화작용이 가

속화된 것으로 단하 다.

박충선 외(2007)에서는 부안 지역에 분포하는 뢰스-고토양 단면을

상으로 연구하 는데,이 역시 천 단면과 마찬가지로 화학조성

자율 값,희토류 조성 등을 바탕으로 할 때 황토고원 혹은 그 주변지역

에서 기원한 것으로 해석하 다.

이 외에도 황상일 외(2009)에서 이루어진 완주 동 하안단구 상부의

풍성퇴 층,윤순옥 외(2011)에서 연구한 서산 해미지역 뢰스-고토양 단

면,황상일 외(2011)의 경남 거창분지의 뢰스-고토양 단면,윤순옥 외

(2012)의 울산 언양 지역의 최종 빙기 뢰스층,윤순옥 외(2013)에서 연구

된 진천분지 내 뢰스-고토양 연속층,박충선 외(2014)의 강릉 불화산 일

뢰스층 역시 이와 같은 이유로 국에서 기원한 뢰스퇴 물로 단하

다.

한편 김 래(2007)에서는 일죽 단면에 나타나는 미립질 지표피복물에

해,주변 지 의 범람원 물질이 빙기 환경 하에서 국지풍에 의해 집

된 국지 인 뢰스라고 보았다. 국 황토고원 일 의 뢰스는 토와

실트의 입도 분포가 형으로 나타나며 진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곳으

로 갈수록 실트보다는 극세사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데,일죽 지역의

경우 국 황토고원보다 조립한 입도 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장거리를 이

동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하 다.

한 Kim etal.(2012)은 곡리 일 에 분포하는 퇴 층에 해 풍성

기원으로 보았다.MIS 6시기에 퇴 된 해당 퇴 층의 평균 입경은

8.0-9.0ø로,석 이 부분이고 장석이 드물게 발견되며 분 이 불량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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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징을 보 다. 한 SiO2의 비 이 높고 Al2O3와 K2O의 함량이 상

으로 낮으며,MS(자화율, 자율,magneticsusceptibility)6)값이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 다.이러한 곡리 퇴 층의 주원소 희토류 분

포 패턴을 국 황토고원의 뢰스와 비교해본 결과, 국 황토고원에서

직 으로 기원했다고 보기 힘들며,따라서 황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해

석하 다.

이와 같이 그동안 풍성 퇴 물에 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

해 여러 차례 이루어져 왔다.기존 연구들에서 이루어진 뢰스 퇴 물은

공통 으로 실트 토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상당한 화

학 풍화를 경험한 것으로 나타났다.그리고 자율 값은 각기 다른 결

과를 보 다.하지만 이러한 뢰스 퇴 물의 기원지에 해서는 서로 다

른 주장이 공존한다. 국 황토고원에서 기원했다는 주장과 황해가 육화

되었을 때 이동되어 왔다는 주장,그리고 인 한 충 지에서 기원했다는

주장이다.

이처럼 고 환경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풍성 퇴 층에 한 연구는 해

안과 내륙 지역 모두에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이루어져 왔다.그러나

뢰스 퇴 물의 경우 그 기원지에 해 논란이 분분한 상황이고,해안사

구 연구의 경우에도 주로 세에 형성된 사구층을 심으로 논의가 이루

어져 그 이 의 퇴 환경을 추정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는 것으로 생각

된다. 한 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퇴 물질의 경우 퇴 이후 토양화 작

용을 거치면서 토색이나 화학조성 등이 변화함에도 불구하고,지화학

특징에 한 연구는 부족한 것으로 보인다.

6) MS(자화율, 자율,MagneticSusceptibility)값은 물질이 자화될 수 있는 정도를 나

타내는 지수로서,외부 자기장에 한 자화 강도(intensityofmagnetization)의 비율

로 나타낸다.이러한 MS값은 I=k·H로 정의되는데,여기서 I는 자화강도,H는 자기

장(magneticfield),그리고 k가 자율이다(이병주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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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Thelocationsofthesamplingsites.

Ⅱ.연구 지역

1.연구 지역 개

가.지형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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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산지

연구지역은 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승리 지역으로 한반도 남서부

에 치한다(Figure2).고창군의 경우 서쪽으로는 서해,동쪽으로는 노

령산맥과 해있으며,행정구역상 동쪽으로는 라남도 장성군과,남쪽으

로는 군과 경계를 이루고 북쪽으로는 라북도 부안군과 해 있다.

고창군의 경우 동부에서 동남부,그리고 북부 지역에는 높은 산지가

나타나며 나머지는 지 가 형성되어 있다.먼 동부의 산지는 방문산

(625m)과 문수산(620.5m),추산 (225.0m)과 구황산(340.0m) 우리를

연결하며,이들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발달하는 노령산맥의 일부에

속한다.북부의 경우 개이빨산(345.1m),청용산(314.0m),비학산(307.4m),

구황 (239.0m) 화실 (403.2m),성틀 150.6m)으로 구성된 반경 약

10km의 선운산 화산암체로 이루어져있다. 한 서부에 송림산(295.3m)

을 심으로 약간의 고산지 가 분포하는데,이들 지형은 모두 지질분포

와 한 련을 가진다. 한 고창군 앙부에는 부분 낮고 넓은 구

릉지가 분포하며,이들은 체로 해발고도 20-80m에 이르는 기복 지

형으로,구릉 상부에는 풍화로 인해 색화된 토양이 분포한다.그리고

이러한 구릉 내에는 다양한 방향의 곡지들이 발달해 있으며 결빙구조가

찰되기도 한다(김하정,2005).

2)하천

연구지역은 부분 평야지역으로 곳곳에 구릉들이 분포하며 부분의

하천은 경사가 극히 완만하다.고창지역 내에 흐르는 큰 강은 존재하지

않으며,고창읍을 지나 선운산 화산암체를 통과하여 서해로 유입되는 고

창천의 규모가 가장 크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3).조사지 주변으로

는 해리천과 법장천 등이 분포하며 그 외에도 작은 소하천이 불규칙하게

발달하여 경작지에 이용되고 있다(유재 외,2009).그러나 하천의 유역

면 이 작고 큰 강의 부재로 인해 하천으로부터의 퇴 물 공 은 거의

없는 상태이다.이처럼 조사지 내에 직 으로 유입하는 하천이 존재

하지 않는 계로 하천으로부터의 향은 거의 없다고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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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해안

조사 지 이 치한 승리의 북쪽에는 동호해수욕장이 남쪽에는 명

사십리 해안이 치해 있으며,서쪽으로는 서해와 맞닿아 있다.행정구역

상으로는 해리면 동호리, 평리,방축리,사반리와 인 해 있다. 승리

해안의 경우 사빈이나 빈제의 발달이 미약하여 외해에 직 으로 노출

되어 있는 형태이며, 재 해빈에서 내륙으로 공 되는 물질은 거의 없

는 것으로 보인다.해안선은 직선상의 단조로운 모습을 하고 있으며,해

안에서부터 내륙 방향으로 사질 간석지,해빈,해안사구,농경지 순서로

퇴 지형이 나타난다.그리고 해안을 따라 낮은 구릉지들이 곳곳에 분포

해 있다.

선행 연구에 따르면 해리면 동호리와 승리,상하면 장호리와 용정

리 해안에는 사빈해안 해안사구가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연

구지역 남측에 분포하는 승 사구의 경우 만조 때 수 로부터 2.5-3m

높이에 사구의 상부 부분이 치해 있고,사구의 가장 높은 곳은 7.5m

로 조사된 바 있으며, 재는 고착되어 안정 상태에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환경부,2007). 한 용정리와 장호리에 치한 명사십리 사구의

경우 법장천을 경계로 승리와 구분되며,길이 약 3.8km,폭 약 300m에

이르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그리고 명사십리 해안의 경우에는 해안

사구와 비치의 경계를 따라 콘크리트 방호벽(sea-wall)이 건설되어 있으

나,이는 폭풍이 할 때마다 무 지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환경부,

2005).

한편 연구지역 면부 해안에는 사질 간석지의 발달이 탁월하며,사

질 간석지와 해안사구 사이에 소규모의 해빈이 좁게 분포한다.이러한

해빈 표층 물질의 경우 계 에 따른 변화가 나타나는 것으로 연구되었

다.먼 동호해빈의 표층 퇴 물의 경우,계 에 상 없이 체 으로

세립사의 함량비가 가장 컸으며 에는 2.27ø,여름에는 1.60ø,가을에는

2.23ø,겨울에는 1.85ø의 평균 입도를 보 다(소 석 외,2010). 한

승리 해빈 표층 퇴 물의 경우 에는 평균입도가 2.05ø,여름에는 1.95ø,

가을에는 1.98ø,겨울에는 1.86ø로 나타나,겨울에 가장 조립사가 우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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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Weatheredrockheadland.

Theheadlandlocatedontheborder

ofDongho-riandGwangseung-ri.

Figure4.Sandbeachisinfrontof

headland.Itcontainsangularand

roundedgravels.

게 나타났다(소 석 외,2012b). 승리 남부에 치한 명사십리 해빈의

경우, 에는 2.09ø,여름에는 2.37ø,가을에는 2.02ø,겨울에는 1.80ø의

평균 입도를 보여 승리 해빈과 마찬가지로 겨울철에 가장 조립한 것으

로 나타났다.이는 여름엔 조석이 랑보다 상 으로 더 큰 향을 미

치는 반면,겨울에는 랑에 지에 의해 세립 물질이 효과 으로 제거되

기 때문인 것으로 조사되었다(소 석 외,2012a).

이와 같이 연구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해빈의 표층 퇴 환경은 겨울에

북서 계 풍에 따른 랑에 지에 의해 침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여름

에는 상 으로 조석에 지의 향을 크게 받아 퇴 이 이루어지는 계

변화 양상을 보인다(류상옥 외,1999,2001;YangandChun,2001).

그리고 이러한 동호리, 승리,명사십리 해빈은 재 해안침식이 발생하

고 있는 것으로 조사되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3).

한편 승리와 동호리 경계에는 헤드랜드(headland)가 분포해 있으며

해안으로 돌출된 암석 단애가 나타난다.헤드랜드를 구성하고 있는 암석

은 어느 정도 풍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기계 풍화작용에 의해

단애로부터 분리된 자갈들이 다량의 패각편과 함께 해빈에 분포하고 있

다.이러한 헤드랜드 면부 해빈의 자갈은 주로 각력 주이며 아각력

혹은 아원력이 혼재되어 있다(Figure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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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조석

본 연구지역은 서해에 인 해 있기 때문에 간조 시 조간 가 넓게 드

러나며,간석지에 분포하는 퇴 물이 연안지역으로 이동되어 오기도 한

다.서해의 평균해면은 2월에 가장 낮고 8월에 가장 높으며,그 차이는

약 0.5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평균고조간격은 서해 남부에서

약 11시간이고,북쪽으로 갈수록 차 증가하여 군산에서 약 3시간,인천

에서 약 4.5시간 정도로 나타난다. 조차는 서해 남단의 진도에서

298cm이고 북쪽으로 가면서 차 증가하여 군산에서 624cm,인천에서는

798cm에 달한다(국립해양조사원,2012).

본 연구지역의 경우 하루 두 번(semi-diurnal)약 4-6m의 조차가 발

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조 측소(북 35°25′ 34″,동경

126°25′ 14″)의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보면,평균 고조간격은 2시간

26분,평균 조간격은 8시간 38분이며, 조차는 555.20cm,소조차는

247.48cm로 평균조차가 401.34cm로 나타난다(국립해양조사원,2012).특

히 겨울에는 상 으로 더 많은 지역이 노출되기 때문에 더 강한 랑

에 지의 공격에 놓여 있게 되며(Yangetal.,2004),평상시에는 1-3m

정도의 고가 발생하나,때때로 태풍이나 폭풍이 지나갈 시에는 10m

이상의 랑이 발생하기도 한다(Yangetal.,2006a;YoonandKwan,

2012).

한 황해의 조간 는 부분 토와 모래 퇴 물로 구성되어 있으

며,퇴 물 구성과 지형 특성에 따라 몇 개의 구간으로 구분할 수 있는

데,연구지역이 치한 부지역의 경우 모래가 우세한 개방형 조간

(opencoasttidalflats)에 속한다(Yangetal.,2006b).

이 외에도 연구지역 면부 해안은 지난 최후 빙기동안 모든 지역이

노출되고,간빙기 동안에는 침수되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eand

Yoon,1997;Jinetal.,2002), 재 논,염 ,양어장 등으로 이용되고 있

는 동호,장호,구시포 일 의 간척지들은 과거에 석호 던 것으로 추정

된 바 있다(유승상,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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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Geologicalmapinstudyarea(Modifiedfrom KoreaInstitute

ofGeoscienceandMineralResources).

나.지질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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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창, 포, ,부안, 도,가음도,법성포(미간행)도폭의 1:50,000

지질도를 바탕으로 살펴보면,연구지역의 지질은 크게 동남부 일 와 서

부 일부 지역에 분포하는 선캄 리아기 편암 편마암류, 부분의 지

역에 분포하는 생 쥐라기 화강암류,그리고 동부 일부 지역과 북부

에 분포하는 백악기의 화산암류로 구분된다.그리고 제4기 충 층이 이

를 부정합으로 덮으면서 하천의 하상을 따라 분포한다(Figure5).

먼 가장 오래된 것으로 여겨지는 변성퇴 암류인 편암류는 북동 방

향으로 연장 분포하고 있으며,쥐라기 화강암류에 입되어 있다.화강암

질 편마암의 경우 고창읍 동남부 지역에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부분

정장석,사장석,석 으로 구성되어 형 인 화강암의 특징을 보인다(이

병주 외,2001).

다음으로 연구 지역 내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화강암들은 보화강암

류에 해당하는 암석들로 엽리상반상화강암,흑운모화강암,복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주로 고창군 내 낮은 구릉 지형이

나 평지를 이루는 곳이 부분 쥐라기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유

재 외,2009).이러한 화강암질 암석들은 부분 심한 풍화 작용을 받

아 새 롤라이트의 형태를 나타내며,화강암 분포 지역의 토양은 주로

황색토 암쇄토가 나타난다(권동희 외,1998).

한 연구지역 북쪽에는 백악기에 분출한 선운사 화산암체가 분포하

고 있는데,이는 장석반암,응회암,유문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구시포 해수욕장 남단에도 일부 백악기 화산암류가 소규모로 분포한다.

그 외에도 이들 암석을 입한 산성 암맥이 곳곳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제4기 미고결 충 층이 해안지역과 계곡을 심으로 발달해 있다(이병주

외,2001).

본 연구의 조사 지 인 해리면 승리의 경우 화강암 분포 지역에 해

당하여,높은 고도의 산지가 나타나지 않는다.그리고 조사지 인근의

해빈 해안사구를 구성하고 있는 물질들의 경우,기반암인 생 쥐

라기 화강암류와 백악기 화산암류에서 기원한 모래들로 이루어져 있다.

한 조사지 인근에 나타나는 헤드랜드의 경우, 승리와 동호리를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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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 짓고 있으며 흑운모 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한 소규모의 안산암

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2003).

제4기 충적층

~부정합~

백악기

산성맥암류

-관 입-

안산암

선운사

화산암체

-관 입-

응결응회암

-분 출-

유문암

-관입/분출-

응회암

-분 출-

장석반암

-관 입-

쥐라기

반상화강암

대보

화강암류

복운모화강암

-관 입-

흑운모화강암

-관 입-

엽리상반상화강암

-관 입-

선캄브리아기

화강편마암

각섬암

-관 입-

편 암

Table2.GeologicformationinGochang-gun

(Lee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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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Monthlytemperature(℃)andprecipitation(mm)duringthe

past13 years(2001-2013) in Gochang area (data from

statisticsannualreportofGochang-gun).

다.기후 환경

연구지역은 해안과 바로 인 한 곳에 치하여 해풍이나 해양 기상

환경의 향을 직·간 으로 받게 된다.그러므로 퇴 물의 공 과 이

동에 기후 요소가 미치는 향 역시 지 않다고 할 수 있다.그러나 조

사지 근처에는 기후 자료를 수집하는 측소가 부재한 계로,본 연

구에서는 고창기상 표 기상 측소(북 35°20′,동경 126°35′)의

자료를 바탕으로 기후 조건을 살펴보고자 하 다.고창 측소는 고창군

산면 매산리에 치해 있는 곳으로 해안으로부터 약 18km 떨어져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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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Monthly themean wind speed and themaximum wind

speed during the past13 years(2001-2013)in Gochang

area(datafrom statisticsannualreportofGochang-gun).

2001년에서 2013년까지의 평균 자료를 바탕으로 살펴본 결과,연구

지역의 연평균 기온은 12.9℃로 최난월 평균기온(7월)24.3℃,최한월 평

균기온(12월)0.6℃로 나타났다.연강수량의 경우 1,371.8mm로 체 강수

량의 약 49%가 7월과 8월에 집 되었다(Figure6).한편 겨울에는 서해

상에 내리는 많은 으로 인해 설 상이 자주 일어나기도 한다(유재

외,2009).

일반 으로 사구 퇴 물은 지면에서 2m 높이에서 4m/s이상의 바람

이 불 때 단응력에 의해 이동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한

모래의 이동량은 풍속의 세제곱에 비례하며 풍속의 변화에 매우 민감하

게 반응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유근배 외,2007).따라서 연구 지역의

퇴 물 이동에 향을 수 있는 풍속 자료 역시 살펴보고자 하 다

(Figure7).풍속 정보 역시 고창군청에서 제공하는 통계연보 자료를 이

용하 으며,기온 강수량과 마찬가지로 2001년에서 2013년까지의 자

료를 평균하여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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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결과 연구지역은 연평균 약 2.2m/s의 풍속을 나타내며 평균최 풍

속은 약 9.4m/s로,최 풍속시에 모래 크기의 퇴 물이 충분히 이동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계 별,월별 풍속의 변화는 크게 나타나

지 않는다.하지만 풍향의 경우 계 별로 차이를 보이기 때문에,2014년

자료를 바탕으로 계 별 풍향을 도시해 보았다.

보통 서해안의 해안사구는 강한 북서계 풍이 부는 겨울철과 이른

에 성장하며,계 에 따라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겨

울철에는 강한 북서계 풍을 향안풍(onshorewind)으로 맞게 되어,바람

에 의해 다량의 모래가 해빈에서 해빈 후면으로 유입되기 때문이다(유근

배 외,2007).본 연구지역의 경우 1년간의 체 풍향 북풍 북서

풍,서북서,북북서 방향의 바람이 약 30%의 비 을 차지하여 북서풍 계

열이 최다풍향인 것으로 나타났다.계 별로 살펴보면 겨울과 철에는

북풍 북서풍 계열의 바람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반면, 과 가을에는

동남풍이 상 으로 우세하게 나타났다(Figure8).고창군에서는 주로

10월 하순경부터 겨울 몬순이 나타나기 시작하면서 북서풍이 강해지기

시작한다.그러다 겨울철에는 한랭 건조한 륙성고기압의 세력이 지배

으로 향을 미쳐 북서풍이 강하게 불면서 폭풍 상이 가장 많이 발

생하고 폭풍 지속 시간도 제일 길게 나타난다(유재 외,2009).하지만

여름철의 경우 태풍이 지나갈 때를 제외하고는,폭풍 발생 빈도가 가장

낮게 나타난다. 한 여름철에는 바람에 의해 유입되는 모래의 양이

고,모래가 공 된다 하더라도 식생이 성장하면서 바람에 의해 공 된

모래가 고정되기 때문에 사구가 활발히 성장하지 못하게 된다.

이 외에도 연구 지역은 태풍이 통과하는 길목으로,태풍의 향을 직

간 으로 받으며,태풍 통과시에 강한 돌풍이 동반되면서 해일고가 상

승하기도 한다.실제 태풍 ‘야니’가 향을 미쳤던 1998년 9월 30일의 경

우 고창군의 일별 강수량이 223.5mm에 달하는 극값이 나타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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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8.Seasonalmean wind direction in Gochang area.Thenumbers

mean thefrequency.Themaximum wind speed and thefre-

quencyinpercentageforeachdirectionareobtainedfrom hourly

observations(KoreaMeteorologicalAdministration,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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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사 지

본 연구의 조사 지 은 크게 두 부분으로 KSSD단면과 KSH단면을

상으로 한다.

가.KSSD단면

먼 KSSD 단면은 (북 35°30′04″,동경 126°28′27″)해안으

로부터 약 200m 떨어진 곳에 치하며(Figure9),해발고도 약 20-25m

내외의 구릉 형태이다.구릉 정부에는 약 2m 두께의 단면이 노출되어

있으며 주변 지역은 부분 밭으로 이용되고 있다.단면의 상부는 특이

구조가 없는 사질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반면,하부는 부분 교결되어

있고 색을 띠는 세립 물질로 구성되어 있다.단면상의 경계는 토색에

따라 쉽게 구분되며 경계가 평평하지 않고 해안에서 내륙방향으로 기울

어져 나타나는 형태이다. 한 층리와 같은 퇴 구조는 찰되지 않으

며 부식 물질(humusmaterial)등은 나타나지 않는다.

부분의 단면에는 식생이 피복하고 있는데,사질층 부분에는 나무들

과 풀들이 비교 쉽게 정착해있는 반면,고화된 색층에는 뿌리가 깊

이 성장하지 못하고 표면에만 살짝 덮고 있는 모습이 나타난다. 한

granule이나 pebble크기의 입자들은 찰되지 않았고,비교 세립 물질

로만 구성되어 있었다.

KSSD 단면에서는 지표 하 10cm 지 부터 90cm 깊이까지 약 3cm

간격으로 총 27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분석과 토색측정,지구화학

분석을 실시하 고(KSSD1-27),깊이 20cm,54cm,90cm 지 에서는 총

3개의 연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여 OSL 연 측정을 실시하 다

(KS-OSL1,2,3).

이후 KSSD 시료 채취 지 측면 하부 부분에서 추가 으로 시료를

채취하 다.지표에서부터 70cm 깊이 지 부터 145cm 지 까지 약

10-15cm 간격으로 7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물리화학 특성을 살펴보고

자 하 고(KSSD-S1-S7),깊이 70cm,100cm,125cm,145cm 지 에서는

4개의 OSL연 측정 시료를 추가 으로 채취하여 분석하 다(KS-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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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9.KSSD section.Topofthehill,about2m thickoutcropis

exposedandareaaroundthereisusedasfarm.A boundary

onoutcropisnotclearandsedimentarystructuresuchas

stratificationisinvisible.

4,5,6,7).

KSSD시료채취 지 에서는 사질층 하부에 바로 색의 세립층이 나

타나며,그 간의 경계 부분에는 모래와 세립물질이 혼재되어 있는

이 구간(transitionpart)이 나타난다(Figure12).

하지만 KSSD-S시료채취 지 에서는 사질층 하부에 바로 색층이

나타나지 않고,황색의 세립물질층이 찰된다(Figure13,17).따라서

KSSD-S지 에서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황색의 사질층,황색의 세립

물질층, 색의 세립물질층 순으로 나타난다고 할 수 있으며,황색의 세

립물질층의 경우 두께가 약 15cm 내외로 두껍지 않다.그리고 세립물질

층의 경우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색화의 정도가 다소 강하게 나타난

다(Figure15).KSSD-S지 에서 채취한 OSL시료의 경우 황색의 세

립물질층(KS-OSL4)과 색의 세립물질층 상부(KS-OSL5)에서 각각

하나씩 샘 링하 고, 색의 세립물질층 하부(KS-OSL6,7)에서 두 개

의 시료를 채취하 다(Figure18,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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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0.Theclose-upphoto.UpperpartofKSSDsection.

Figure11.Theclose-upphoto.LowerpartofKSSD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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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12. The A is mainly

composed of sand.The B is a

light-yellow finematerial,andC is

reddishfinematerial.

Figure 13. Surrounding the

KS-OSL4(depth:70cm)point.The

upper portion of dotted lines is

composedcoarse,whiletheloweris

finer.

Figure14.Grainsizeisdividedby

boundary.

Figure15.Sedimentcolorismore

reddishwithincreasing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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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17.Theclose-upimageof

yellow finematerialpart.
Figure16.between theKS-OSL2

andKS-OSL3.

Figure18.Sampling point(KSSD
series).

Figure 19. Sampling point

(KSSD-S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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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SH 단면

KSH단면의 경우 해안으로부터 약 100m 떨어진 곳에 분포하는 해발

고도 약 25m 내외의 구릉이다.단면의 체 높이는 약 2m 30cm이며

체 으로 모래층으로 덮여 있다(Figure20).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160cm까지는 황색 모래로 되어 있으며 깊이

약 170cm부분부터 색으로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난다.하지만 색 부

분의 간에 모래가 혼재되어 있고 색 하부에는 다시 황색 모래가 나

타난다.그리고 깊이 약 220cm부터는 기반암이 나타난다.

Figure20.SamplingpointofKSH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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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1.KSHsection.

KSH 단면에서는 지표 하 135cm 지 부터 기반암이 드러나는 220cm

지 까지 약 10-15cm 간격으로 총 8개의 시료를 채취하 다.이를 바탕

으로 KSSD단면과 마찬가지로 입도분석 토색측정,지구화학 분석

을 실시하 고,깊이 135cm,160cm,180cm,195cm,210cm 지 에서는

총 5개의 OSL샘 을 채취하여 연 측정을 실시하 다(Figure21).지

표에서부터 깊이 135cm 지 까지는 식생으로 인해 교란이 상당히 많이

되었을 것으로 단하여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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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2.UpperpartofKSHsection.Figure23.MiddlepartofKSHsection.

Figure24.LowerpartofKSHsection.Figure25.Theboundaryofbed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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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reference지

KSSD-B지 은 KSSD 단면과 약 40m정도 떨어져 있는 곳으로 사

질층이 리 분포해 있다(Figure26,27의 B지 ).KSSD단면과의 비교

를 해 입도분석용 시료를 채취하여 참고 으로 살펴보았으며,시료는

지표에서부터 지표 하 45cm 부근까지 3cm간격으로 총 9 을 채취하

다.한편 KSSD-B배후에 분포하는 기복 평탄지까지도(Figure26,27

의 E지 ) 리 모래가 분포하는 것이 찰되었으나,해당 부분은 밭농

사 지역으로 퇴 후 교란(postdepositionaldisturbance)되었을 가능성

이 크기 때문에 따로 시료를 채취하지 않았다.

한 KSH 단면 인근에 노출된 새 롤라이트 부분에서 3 의 입도분

석용 시료를 채취하 으며(KSSD-C1,C2,C3,Figure26,27의 C지 ),

KSSD 단면과 약 60m 떨어진 곳에 치한 밭 주변부의 모래층에서도

지표 하 5cm,10cm,15cm지 에서 입도분석용 시료를 채취하 다

(KSSD-D1,D2,D3,Figure26,27의 D지 ).

한 해안에서 약 100m와 200m 떨어진 갯벌 표면에서 입도분석용

시료 2 을 채취하여 비교하고자 하 다(KSM-1,-2,Figure26,27의 G

지 ).

KSSD 단면과 KSH 단면이 치한 지 의 해안가에는 기반암이 약

3-5m 높이로 노출되어 해식애를 이루고 있다(Figure26,27의 H지 ).

노출된 기반암 면부에는 해빈의 발달이 미약하며,토르(tor)와 같은 풍

화지형은 나타나지 않는다.기반암 최상부에는 생 사구 퇴 층이 얇게

퇴 되어 있고 상부에는 색 토양층이 기반암을 피복하고 있다.그리고

그 하부에는 새 롤라이트가 나타나 기반암 풍화 (in-situweathered

layer)의 특징 인 경 이 나타난다.이러한 기반암 풍화 의 색 토양

층의 경우 2.0-2.8ø의 평균입경을 나타내며 분 이 불량한 것으로 조사

된 바 있다. 한 일라이트 카올리나이트와 같은 토 물이 검출되

었으며 화학 풍화의 산물로 알려진 석고류의 존재도 일부 확인되었다.

그리고 상부에서 하부로의 깊이 변화에 따라 SiO2와 MgO,CaO의 함량

은 증가하고,Al2O3는 감소하는 등 화학 조성이 안정되게 변화하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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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보고되었다.이는 화학 풍화의 진행에 따른 물질의 화학조성비

변화 경향성과 일치하는 것으로,외부 향으로 인한 풍화의 단이나

새로운 물질의 유입이 없어 안정 인 변화 경향성이 보이는 것으로 해석

되었다(김종연 외,2015).

한편 2014년 답사 시에는 Figure26,27의 H1지 과 같이 해안을 따

라 체 으로 기반암 노출부가 드러나 있었는데 반해 이후 2015년 조사

시에는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인공 구조물이 설치되어 있는 것

을 찰할 수 있었다(Figure27의 H2).따라서 기반암 노출부의 상당 부

분이 구조물에 덮인 것으로 찰되었다.

한편 조사지 주변에 곶으로 돌출된 구릉에는 범람 기원으로 추정된

퇴 층이 분포하고 있다(김종연 외,2015)(Figure26,27의 I지 ).해발

고도 10-15m에 분포하는 이 지 의 경우 지표에 가까운 최상부에는

색의 토양층이 나타나고 그 아래에는 갈색의 층이 나타나며 여기에는 상

으로 원마도가 높은 잔자갈과 모래가 포함되어 있다. 한 가장 하

부에는 기반암의 풍화층 는 아각력 물질층이 나타나며,가장 상부에는

한 일부 해성으로 보이는 원력이 산재하는 것이 찰된다.해당 퇴

층에 한 입도분석 결과 하부에는 세립의 실트층,그 상부에는 분 이

상당히 불량한 립사와 세립사층,그리고 다시 세립질의 물질이 퇴 되

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화학조성의 특징으로는 깊이에 따른 일 인

변화 경향성이 나타나지 않았으며,퇴 후 교란 작용을 겪었거나 외부

물질이 유입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 해당 단면에서 2개의 시료에

해 OSL 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퇴 연 가 각각 0.71±0.01ka와

0.65±0.05ka로 나타나 모두 1,000년 이내의 가까운 시기에 퇴 된 것으로

추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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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6.Thelocationofreferencesitesona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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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27.Imagesofreferences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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Ⅲ. 승리 단면의 물리·화학 특성

본 연구에서는 조사 단면의 입도 특성 퇴 환경을 추정하기 하

여 입도분석을 실시하 고,지구화학 특성을 악하기 하여 X선 형

분석(XRF)과 X선 회 분석(XRD)을 실시하 다. 한 퇴 연 를

악하기 하여 여기 루미네선스 연 측정(OSL)법을 사용하 다.

1. 승리 단면의 입도특성

입도(grainsize)는 퇴 물의 견인(entrainment)과 운반(transport),퇴

(deposition)에 향을 미치는 속성으로,퇴 물의 가장 기본 인 특징

이다.따라서 입도 분석을 통해 퇴 물의 기원(provenance)이나 이동 역

사(transporthistory),퇴 기구(mechanism)를 추정할 수 있으며,퇴

환경에 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FolkandWard,1957;BlottandPye,

2001). 한 입도는 투수성(permeability), 공극률(porosity), 유변성

(rheology)등과 련이 있기 때문에,입도에 의해 이러한 성질들을 측

하기도 한다(조성권 외,1995).

입도를 분석하는 방법에는 체질(dryandwetsieving)을 이용하는 방

법이나 침 법(sedimentation),그리고 이 나 엑스 이(X-ray),쿨터

카운터(Coultercounter)를 이용하여 측정하는 방법 등이 있다(Blottand

Pye,2001).본 연구에서는 이 회 입도분석기를 통해 입자 크기를

측정하 으며 그래 를 이용한 방법으로 통계 처리 하 다.

가. 이 회 입도분석

1) 이 회 입도분석기의 원리

이 회 입도분석(LaserDiffractionGrainSizeAnalyser)은 기본

으로 빛과 입자 간의 상호작용(interaction)에 기반을 둔 측정법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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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빔이 분산된 시료를 통하면서 산란되는 의 강도와 각도 변화

를 통해 입도 분포를 측정하는 방법이다. 이 회 분석은 라운호

퍼 이론(FraunhoferTheory)과 미 이론(Mietheory)의 원리에 기 하며,

두 이론 모두 입자가 구면의 형상(sphericalshape)을 하고 있는 것으로

가정한다(Loizeauetal.,1994;Beuselincketal.,1998).

라운호퍼 이론에 따르면 퇴 물 입자에 이 를 조사할 경우 입자

의 표면을 지나갈 때 회 상이 일어나며,이때의 회 강도는 입자

크기의 제곱에 비례하나,회 되는 각도는 입자 크기에 반비례한다

(Loizeauetal.,1994).따라서 큰 입자에 이 가 조사되면 빛이 작은

각도로 산란되고,작은 입자에 조사되면 큰 각도로 산란된다(Figure28).

이 게 각 입자 크기마다 산란각이 다르므로 검출기(Detector)에 도달하

는 빛의 치를 이용하여 입자 크기를 측정한다.그리고 검출되는 빛의

강도 차이를 바탕으로 특정 크기 입자들의 수를 측정하여 체 인 부피

의 비를 측정한다(Stefanoetal.,2010).하지만 이는 입자의 크기가

장보다 클 때 보다 잘 용되므로(deBoeretal..,1987),입자의 직경(d)

이 빛의 장(λ)과 유사하거나 더 작을 경우에는 이를 보완하기 해 미

이론이 함께 용되어 측정된다(Loizeauetal.,1994).

Figure 28. Grain size measurement based on Fraunhofer

Diffra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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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입도분석 결과의 표

일반 으로 입도를 분석한 결과는 주로 평균입경(Mean), 분

(Sorting),왜도(Skewness),첨도(Kurtosis)등으로 기술된다.평균 입경

은 입자의 평균 인 크기로서 모래(sand),실트(silt), 토(clay)등으로

구분되며,분 은 퇴 물이 이동되는 동안 크기나 비 ,형태 등에 따라

선별된 정도,즉,평균값을 심으로 한 분산 정도를 의미한다.왜도는

입도 분포의 비 칭 인 정도를 나타내는 척도로,ø스 일로 나타낸 입

도 분포에서 은 양을 가진 꼬리 부분이 세립질 입자 쪽으로 치우쳐 있

으면 양의 왜도(positiveskewness),조립질 입자 쪽으로 치우쳐져 있으

면 음의 왜도(negativeskewness)가 나타난다(Friedmanetal.,1992).따

라서 왜도 값이 양(+)이라는 것은 시료의 상당부분이 조립질이라는 것을

의미하고,왜도 값이 음(-)인 것은 시료의 상당부분이 세립질이라는 것

을 의미한다(FolkandWard,1957).첨도는 특정한 입도 비율이 얼마나

많이 분포하는가,분포가 얼마나 뾰족한가를 나타내는 척도로서 퇴 물

의 분포곡선이 정규분포보다 더 평탄하게 나타나면 평첨(platykurtic)이

라고 하고,정규분포보다 더 뾰족하게 나타나면 첨(leptokurtic)이라고

한다(이용일,2015).이론 으로는 첨도 값의 최 치는 없다고 보나,자연

상태의 시료에서는 보통 KG=8.0이 가장 높은 값을 나타낸다.일반 으로

첨도의 평균 값은 KG=1.00정도이며 주로 0.50에서 8.0의 범 까지 나타

난다(FolkandWard,1957).

3)입도분석 결과 값의 계산

입자 크기의 분포는 주로 수치로 표 된다.이를 나타내는 통계 인

계산법에는 ø스 일을 이용하여 곡선에 그래 로 표시하는 그래

계산법과 mm 단 를 이용하는 모멘트법(Moment)법이 표 이다.

먼 모멘트법은 몇몇의 선택된 입도 구간을 이용하는 것이 아니라

분포구간을 다 활용하여 추정하는 방법으로 수학 으로 매우 명확한

방법이라고 알려져 있으며,모든 구간을 이용한다는 것이 가장 큰 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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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Folk,1966).그러나 실제 입도 분포에서 가장 조립한 부분과 가장

세립한 부분의 입자 크기는 확실하지 않은 경우가 종종 있으며,모멘트

법의 경우 모든 구간의 범 를 명확하게 알고 있지 않은 상태에서는 사

용할 수 없다는 단 이 있다(McManus,1988).그리고 실제 입자들은 각

입도 내의 앙값보다는 평균값에 모여 있기 때문에,각 입도의 입자들

이 입도 간격의 앙값에 집 되어 있다는 모멘트법의 가정에도 한계가

있으며,입도분포 곡선에서 긴 꼬리 부분(longtails)이 과장된다는 문제

가 있다(BlottandPye,2001).

반면 그래 계산법의 경우 시료의 분포 특성에 해 모멘트 법과는

약간 다르게 나타나나,퇴 환경과 퇴 과정을 나타내는 데에는 모멘

트법 못지않게 효과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그래 계산법은 그동

안 여러 학자들에 의해 다양한 공식들이 제시되어 왔으나(e.g.Trask,

1932;Krumbein,1938;Otto,1939;Inman,1952,McCammon,1962),

재 가장 리 사용되는 것은 Folk andWard(1957)계산법이다(Blott

andPye,2001).그래 계산법은 분포 곡선을 그려서 나타내므로

퇴 물의 입도 분포 경향을 악하는 데 큰 도움이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박용안,1983;이용일,2015).하지만 그래 계산법을 이용하는 경

우 grainsizecurve의 양 끝 꼬리부분의 비 이 작고,가운데 부분의 비

이 크기 때문에,입도분포 곡선에서 꼬리 부분에 조립 입자가 많이 포

함되어 있는 경우엔 상 으로 둔감(insensitive)해지는 문제가 있다.그

리고 이는 시료에 따라 장 이 될 수도 있고 단 이 될 수도 있다(박용

안,1983;BlottandPye,2001).

이 듯 두 방법 모두 퇴 물 집단을 완벽하게 반 하는 데는 한계가

있으며 각각 강조되는 부분이 다르다.하지만 모멘트법과 그래 계산법

모두 그 나름의 의미를 가지고 있으며,결과 으로 평균입경과 분 의

경우엔 두 방법의 결과가 크게 다르지 않다(조성권 외,1995;Blottand

Pye,2001).따라서 평균 입경과 분 만을 구하고자 한다면 그래 계산

법과 모멘트법 어떠한 방법을 사용하더라도 유사한 결과를 얻게 된

다.하지만 왜도나 첨도 자료도 함께 살펴볼 경우,여러 실험들을 바탕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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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ing (σ1) Skewness (Sk1) Kurtosis (KG)

Very well sorted < 0.35 Very fine skewed +0.3 to +1.0 Very platykurtic < 0.67

Well sorted 0.35-0.50 Fine skewed +0.1 to +0.3 Platykurtic 0.67-0.90

Moderately well sorted 0.50-0.71 Symmetrical +0.1 to -0.1 Mesokurtic 0.90-1.11

Moderately sorted 0.71-1.00 Coarse skewed -0.1 to -0.3 Leptokurtic 1.11-1.50

Poorly sorted 1.00-2.00 Very coarse skewed -0.3 to -1.0 Very leptokurtic 1.50-3.00

Very poorly sorted 2.00-4.00 Extremely leptokurtic > 3.00

Extremely poorly sorted > 4.00

Table3.Grainsizesectionbasedonstatisticalformula.

로 봤을 때 FolkandWard법이 다양한 시료들의 복합성을 좀 더 일

으로 제공해 다(BlottandPye,2001).이처럼 모멘트법과 그래 계산

법의 장단 이 공존하는 상황에서 시료의 일반 인 특징을 나타내는 데

에는 그래 계산법인 FolkandWard(1957)법이 이를 더 잘 반 한다고

알려져 있으므로(Blott and Pye,2001) 본 연구에서는 Folk and

Ward(1957)가 제안한 공식에 따라 입도분석 결과를 계산하 다.

• 평균(Mean):Mz 

    

• 분 (Sorting):I 

  


  

• 왜도(Skewness):SkI    

    
   

    

• 첨도(Kurtosis):KG    

  

본 연구에서는 입도분석을 해 채취된 샘 에 10%의 과산화수소

(H2O2)와 10%의 염산(HCl)을 반응시켜 유기물과 탄산염을 제거하 다.

각각의 샘 은 더 이상 반응이 일어나지 않을 때까지 가열시켰고,가열

후에도 24시간 이상 반응시켰다.이후 입단(soilaggregate)이 형성되는

것을 방지하기 하여 나트륨 헥사메타인산염(sodium hexametaph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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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te)을 이용해 확산시킨 후 분석하 다.입도분석 장비는 서울 학교

지리교육과가 보유한 Sympatec GmbH의 HELOS Particle Size

Analysis를 이용하 고,보다 정확한 결과 값을 얻기 해 각각의 시료

를 10회 이상 측정한 후 평균값을 이용하 다(Figure29).입도분석은 총

6개 지 에서 약 60개 샘 에 해 실시하 고 입도분석 결과는 포크 앤

워드(FolkandWard)법에 따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각 지 별로의 입

도특성은 다음 장과 같다.

Figure29.Laserdiffractiongrainsizeanalyserused

in this study (HELOS Particle size

analysisbySympatecGmb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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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SSD단면 (KSSD /KSSD-Sseries)의 입도특성

승리 단면은 입도 특성에 따라 크게 두 부분으로 구분되었다

(Figure31).지표에서부터 약 60cm 깊이까지는 평균 입경 약 160-290㎛

(2.9-2.1ø)의 세립모래(finesand)로 이루어져 있었으며,약 60cm부근부터

1m 깊이까지는 평균 입경 약 30-80㎛(4.2-5.1ø)의 조립실트(coarsesilt)

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 깊이 60cm 지 까지는 단 형(unimodal)의 입

도분포를 보이다가 60cm부근,즉 KSSD-18과 –19지 을 기 으로 세립

질의 비 이 차 증가하여 조립질이 우세한 형(bimodal)입도분포

를 보 다.이후 약 70cm깊이의 KSSD-20부터는 세립질 비 이 더욱 증

가하여 세립질이 우세한 형 입도 분포가 나타났다(Appendix2).

한 상부층의 분 은 0.5-1.2ø로 비교 양호한 분 (moderately

wellsorted)을 나타내었고,하부층은 1.7-2.1ø로 불량한 분 (poorly

sorted)을 나타내었다.이는 하부로 갈수록 세립물질의 비율이 증가함에

따라 분 이 불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실제 퇴 물 구성 함량의 경우 상부층에서는 모래가 90% 이상을 차

지하는 반면,약 60cm 부근을 경계로 차 모래의 비 이 감소하여 하

부층에서는 모래 비 이 30% 이하,실트의 비 이 60% 이상으로 증가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이러한 세립질 물질들로 인해 하부층에서

는 음의 왜도(negativeskewness)가 나타났다.

KSSD 단면의 하부 부분인 KSSD-S시료들의 경우 평균입경 11-17

㎛(6.5-5.9ø)의 조립실트와 립실트(medium silt)로 이루어져 있었으며

체로 불량한 분 을 보 다(Figure32).모래의 비 은 약 10-16% 정

도,실트의 비 은 약 76-84% 정도로 부분이 실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그리고 토의 비 은 0.1% 미만으로 체 으로 토

는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았다.

이와 같이 KSSD 단면의 상부 부분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깊이 60-70cm 부근을 경계로 세립질의 비율이 차 증가하여,하부 부

분에서는 부분이 실트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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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SSD-B지 의 입도특성

KSSD단면의 인근 지 에서 9 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특성을 살

펴본 결과 surface(KSSD-B1)에서 하부 40cm 지 (KSSD-B7)까지는 평

균입경 약 180-220㎛(2.6-2.2ø)의 세립 모래로 구성되어 있었다(Figure

33).모래의 비 이 95% 이상으로 나타났고,분 역시 비교 양호한

분 (moderatelywellsorted)을 보 다.입도 분포 역시 단 형의 형태

를 띠었으며,이러한 결과는 KSSD 단면의 상부 부분의 특성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깊이 40cm 부근에서 세립질의 비율이 차 증가하여 평균 입

경이 약 120㎛(3.2ø)정도로 감소하 고,실트질 성분이 증가함에 따라 불

량한 분 을 보 다. 한 왜도 역시 양의 왜도에서 음의 왜도 값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 다.그러다 40cm 깊이 이상의 지 ,즉 KSSD-B9

에서는 실트 비 이 60%이상으로 증가하면서 모래는 30% 정도로 감소

하 다.평균 입경은 약 38㎛(4.9ø)로 매우 불량한 분 (very poorly

sorted)을 보 으며 형의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

라.KSSD-C지 (새 롤라이트,3개시료)의 입도특성

KSSD-C지 은 새 롤라이트 부근으로 KSSD 단면 퇴 층과의 비

교를 해 입도를 살펴보았다.새 롤라이트의 상부 2개의 시료는 평균

입경이 약 20㎛(5.6-5.7ø)인 조립 실트로 불량한 분 을 보 으며,하부

의 1개 시료는 평균입경이 약 190㎛(2.7ø)로서 세립모래로 나타났다

(Figure35).입도분포 그래 에서는 상부시료의 경우 세립질 심의 단

형태가 나타났으나,하부에서는 조립질 물질들이 증가하여 조립질 비

율이 우세한 형 분포가 나타났다(Appendix2).

마.KSSD-D지 (주변 모래,3개 시료)의 입도특성

KSSD-D 지 역시 KSSD-B,KSSD-C지 과 마찬가지로 승 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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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의 비교를 해 3 의 시료를 채취하여 입도 특성을 살펴보았다.그

결과 KSSD-D 지 에서는 평균입도가 약 140-170㎛(2.6-2.9ø)인 세립모

래로 이루어져 있었으며,실트가 일부 혼합되어 불량한 분 을 나타내었

다(Figure36).

바.KSH 단면의 입도특성

KSH 단면의 경우 체 으로 세립모래로 구성되어 있었으며,깊이에

따른 입경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평균 입경은 약 170-260㎛

(2.9-2.0ø)로 체로 불량한 분 (poorlysorted)을 보 으며,모래의 비

은 약 70%에서 95%까지 나타났다.하지만 토색이 변화하는 지 인 깊

이 170cm 부근에서 실트성분의 비 이 다소 증가하여 평균 입경이 150

㎛(2.8ø)로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다 이후 하부에서는 모래 비

이 다시 증가하는 경향을 보 고,이는 최하부 지 까지 계속되었다

(Figure34).

사.갯벌 표면 시료(KSM)의 입도특성

KSSD KSH 단면과의 비교를 해 해안 면부 갯벌 표면에서 2

개의 샘 을 채취하여 입도분석을 한 결과,평균입도가 각각 214㎛(2.2ø)

와 164㎛(2.6ø)인 세립모래로 나타났다(Appendix1).분 은 비교 양호

한 분 을 나타내어 단 형의 분포를 보 다(Appendix2).이는 KSSD

단면의 상부 부분과 상당히 일치하는 결과이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하여 승리 퇴 층의 평균 입경과 분 간

의 계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Figure30).먼 KSSD 단면의 경우

입도가 세립화됨에 따라 분 역시 불량해지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상부부

분과 하부부분의 입도 성격이 뚜렷하게 구분되었다.특히 KSSD 상부

퇴 물은 갯벌의 입도 성격과 상당히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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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 단면의 경우 KSSD 단면의 상부 퇴 층과 평균입경이 유사하게

나타났으나 분 은 상 으로 더 불량하 다.한편 새 롤라이트

(KSSD-C)의 경우 입도 특성에서 뚜렷한 경향이 찰되지 않았으며 다

른 지 과의 계 역시 뚜렷하게 구분되지 않았다.

Figure30.Themeansizeandsortingofsediments.(Symbolsare

expressedasfollows.Circle:KSSDsection,Cross:KSH

section,Diamond:KSM samplesthatissurfaceoftidal

flat,Squre:KSSD-Csampleswhichissaprol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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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ø) Sorting Skewnes Kurtosis Sand (%) Silt (%) Clay (%)

Figure31.GranulometriccompositionofKSSDsectionwithdepth.Grainsizebecomessmallerdownward.

Theupperisquitewellsortedwhilethelowershowspoorsor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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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ø) Sorting Skewnes Kurtosis Sand Silt (%) Clay (%)

Figure32.GranulometriccompositionofKSSD-Ssectionwith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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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ø) Sorting Skewnes Kurtosis Sand (%) Silt (%) Clay (%)

Figure33.GranulometriccompositionofKSSD-Bsectionwithdepth(referencesite).



- 53 -

Mean (ø) Sorting Skewnes Kurtosis Sand (%) Silt (%) Clay (%)

Figure34.GranulometriccompositionofKSHsectionwith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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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ø) Sorting Skewness Kurtosis Sand (%) Silt (%) Clay (%)

Figure35.GranulometriccompositionofKSSD-Csectionwithdepth(reference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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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ø) Sorting Skewnes Kurtosis Sand (%) Silt (%) Clay (%)

Figure36.GranulometriccompositionofKSSD-Dsectionwithdepth(reference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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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cm)
soilcolor

Munsell'ssoil

colornames

KSSD-1 1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2 1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3 18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4 21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5 24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Table4.SoilcolorofallsamplesbasedonMunsell’scolorchart.

2. 승리 단면의 토색 특성

야외조사 과정에서 승리 퇴 층 노두의 토색이 확연히 구분되는 부

분이 찰되었다.따라서 모든 시료에 해 먼셀의 토색집(Munsellsoil

colorchart)을 이용하여 토색을 측정하 다.먼셸의 색체계에서 Hue는

색상 기호를 말하며 뒤에 숫자는 각각 명도와 채도를 의미한다.

그 결과 Table4와 같이 KSSD 단면의 상부층의 토색은 밝은 황갈색

(Hue10YR 6/6)을 띠었지만,지표에서 약 70cm 부근부터 밝은 갈색

(7.5YR5/6) 밝은 갈색(5YR5/8)을 나타내어 하부로 갈수록 색화

되는 경향을 보 다. 한 KSSD 지 하부 측면의 KSSD-S지 에서

는 어두운 갈색(5YR3/6), 갈색(5YR4/6)을 띠어 하부 퇴 층에서는

체로 색을 띠는 것으로 나타났다.

KSSD-B 지 역시 상부 부분은 밝은 황갈색(10YR 6/6)을 띠었으나

하부에서는 밝은 갈색(7.5YR 5/6)으로 변화되었고,KSSD-D 지 은 밝

은 황갈색(10YR6/6)을 나타내었다.

한편 KSH 단면의 경우 상부 부분은 dullyellow orange(10YR 6/4,

10YR7/4)을 나타내었고,170cm 부근에서 부분 으로 밝은 갈색(5YR

5/6)으로 변화되었다.그러다가 다시 dullorange(7.5YR 6/4)와 dull

yellow orange(10YR 6/4),그리고 밝은 황갈색(10YR 6/6)의 토색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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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D-6 27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7 3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8 33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9 36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0 39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1 42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2 4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3 48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4 51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5 54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6 57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7 6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8 63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19 66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20 69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21 72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22 75 OrangeHue7.5YR6/6 reddishyellow

KSSD-23 78 brightbrownHue7.5YR5/6 strongbrown

KSSD-24 81 brightbrownHue7.5YR5/6 strongbrown

KSSD-25 84 brightbrownHue7.5YR5/8 strongbrown

KSSD-26 87 brightreddishbrown5YR5/8 yellowishred

KSSD-27 90 brightreddishbrown5YR5/8 yellowishred

KSSD-S1 7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S2 85 darkreddishbrownHue5YR3/6 darkreddishbrown

KSSD-S3 100 reddishbrownHue5YR4/6 yellowishred

KSSD-S4 110 reddishbrownHue5YR4/6 yellowishred

KSSD-S5 125 reddishbrownHue5YR4/6 yellowishred

KSSD-S6 135 darkreddishbrownHue5YR3/6 darkreddishbrown

Table4.(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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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D-S7 145 reddishbrownHue5YR4/6 yellowishred

KSSD-B1 0-1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2 10-1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3 15-2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4 20-2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5 25-3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6 30-3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7 35-4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B840 후 brightbrownHue7.5YR5/6 storngbrown

KSSD-B9 40-45 brightbrownHue7.5YR5/6 storngbrown

KSSD-C1 50 dullorangeHue7.5YR7/3 pinkishgray

KSSD-C2 70 dullorangeHue7.5YR7/3 pinkishgray

KSSD-C3 90 lightgrayHue10YR8/2 white

KSSD-D1 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D2 10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SD-D3 15 bright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H-1 135 dullyellow orangeHue10YR6/4 lightyellowishbrown

KSH-2 150 dullyellow orangeHue10YR7/4 verypalebrown

KSH-3 160 dullyellow orangeHue10YR6/4 lightyellowishbrown

KSH-4 170 brightreddishbrownHue5YR5/6 yellowishred

KSH-5 180 dullorangeHue7.5YR6/4 lightbrown

KSH-6 195 dullyellow orangeHue10YR6/4 lightyellowishbrown

KSH-7 210 bright yellowishbrownHue10YR6/6 brownishyellow

KSH-8 220 dullyellow orangeHue10YR6/4 lightyellowishbrown

Table4.(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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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리 단면의 지구화학 특성Ⅰ

가.X선 형 분석(XRF,X-rayfluorescenceanalysis)

X선 형 분석은 기본 으로 효과(Photoelectriceffect)에 기반을

둔 분석법이다.XRF분석은 시료에 X-ray를 조사한 후 원자에서 2차

으로 발생하는 X-ray를 이용하여 주원소를 분석한다.XRF는 비 괴 분

석으로 처리가 간편하고 비교 쉽고 빠르게 분석할 수 있어 미지의

화합물을 악하는 데 리 활용된다(Shackley,2011;Gupta,2014).지

형학 지질학 분야에서는 주로 퇴 층의 지구화학 인 특성을 악하

거나,화학 풍화와 련된 연구,혹은 토양오염에 한 연구에 활용되

는 등 다양한 범 에 걸쳐 이용되고 있다(박충선 외,2007b;이민부 외,

2007;황상일 외,2009;김종연 외,2014;유 완 외,2014;이 규 외,

2014).

XRF분석은 2차 X-ray의 검출 방식에 따라 크게 에 지 분산형 X

선 형 분석기(ED,energy-dispersive)와 장 분산형 X선 형 분석기

(WD,wavelength-dispersive)로 구분된다.ED-XRF는 각각의 X-ray가

발생시키는 자 에 지의 강도를 측정하는 방식으로 원소들을 에 지

값에 따라 분리한다.멀티채 분석기를 거쳐 넓은 범 의 원소들을 동시

에 검출할 수 있으며,Na부터 U까지의 분석이 가능하다(Chenetal.,

2008).

반면 WD-XRF의 경우 시료 표면에서 발생하는 다 장의 빔

(polychromaticbeam)을 분산시켜 측정하는 방식으로,WD-XRF는 X선

튜 (X-ray tube),시료(sample),분 결정(analyzer crystal),검출기

(detector)로 구성되어 있다(Figure44).ED-XRF와는 달리 B,Cl등과

같은 경원소(lightelements)들에 해서도 정확한 분석이 가능하며 높은

민감도를 가진다.일반 으로 WD방식이 ED방식에 비해 더 명확하게 측

정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WD-XRF이 상 으로 우수한 장 분

해능(spectralresolution)을 가지고 있어 다양한 물질의 빠른 분석이 가

능하고 검출 한계가 낮다는 이 이 있다. 한 검출기의 포화 험 없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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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들의 주요 농도를 결정할 수 있으며,배경에 한 높은 신호비

(signaltobackgroundratio)로 인해 명확성이 뛰어나다(Yellepeddiand

Thomas,2006;Chenetal.,2008).따라서 WD-XRF는 여러 지질학 분

야에서 많이 이용되며,특히 경원소 분석과 같이 보다 정확한 원소의 측

정이 요구될 때 주로 사용된다(Shackley,2011).

본 연구에서는 충북 학교 공동 실험 실습 이 보유한 WD-XRF방

식의 장비인 Rigaku사의 ZSX Primus-Ⅱ를 이용하 으며 그 분석 원리

는 Figure37과 같다.

Figure37.X-RayFluorescenceProcessoftheTitanium Atom(Ti=

22)byphotoelectroneffectandemissionofcharacteristic

X-rayphotonsofdifferentspectralseriesasaresultof

electrontransitionintheatom.Thephotoelectriceffect

occurswhen an incidentX-ray photon withenergy E

interactswithaboundatomicelectron,resultinginthe

absorptionofthephoton.Inthiscase,theenergyE of

thephotoniscompletelytransferredtoanelectron,which

isejectedfrom theatom (GauglitzandDinh,2003;Robi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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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선 튜 에서 조사된 1차 X-ray가 시료에 조사되면,조사된 X-ray로

인해 자가 튀어나와 원자는 불안정한 상태가 된다.그러면 방출된

자의 빈자리를 채우기 해 즉,외부자극에 해서 안정된 상태로 돌아

가기 해 바깥쪽 자껍질(shell)에 있던 자가 안쪽으로 이된다.이

때 자가 이동하면서 특정한 2차 인 X-ray가 방출된다.각각의 원소

는 일련의 고유한 에 지 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방출되는 2차

X-ray는 원소의 종류에 따라 달라지며 방출되는 X-ray의 강도는 원소

의 양에 비례한다. 컨 시료에 X-ray가 조사되었을 때 철(Fe)은

6.4KeV,구리(Cu)는 8.0KeV,아연(Zn)은 8.6KeV의 고유한 에 지가 방

출된다(Bradley and Farquharson,2000).시료에서 방출된 2차 인

X-ray는 시 기(collimator)를 거쳐 분 결정(analyzercrystal)에 이르

게 되는데,2차 X-ray의 장이 단일하지 않고 방출되는 각도 범 도

넓기 때문에,명확한 검출을 해서는 5-6개의 분 결정계가 요구된다.

이 게 분 결정을 거친 X-ray는 래그의 법칙(Bragg’slaw)에 따라

서로 다른 각도로 회 되어 검출기(detector)에 도달하고,검출된 데이터

를 바탕으로 분석 결과를 얻게 된다(Robin,2012;Schönenbergeretal.,

2012;조남욱,2014).

본 연구에서는 KSSD 단면과 KSH 단면에 해 주원소 분석을 실시

하 다.결과 값은 산화물들의 비율로 표 하 고 시료 내의 량비

(wt%)로 나타내었다. 한 각 시료의 화학조성비는 몰비(molratio,%)

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그리고 이산화규소(SiO2),산화철(Fe2O3),산화

알루미늄(Al2O3),산화칼륨(K2O),산화마그네슘(MgO),산화칼슘(CaO),

산화나트륨(Na2O)등의 물들이 풍화의 진행 정도를 악하는 데 주로

이용되기 때문에 이들 값을 심으로 나타내었다(vanderWeijdenand

vanderWeijden,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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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SSD단면(KSSD/KSSD-Sseries)의 주원소 특성

KSSD 단면의 경우 입도분석 토색 측정 결과와 마찬가지로 약

60-70cm 깊이를 경계로 하여 변화하는 양상이 나타났다.지표에서 하부

로 갈수로 갈수록 SiO2,K2O,Na2O,CaO의 비 은 감소하는 반면

Al2O3,Fe2O3,MgO비 은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ure40).

한 체 으로 SiO2함량이 가장 높았고,Al2O3가 두 번째로 큰 비

을 나타내었다.SiO2의 경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 이 다소 감소

하는 패턴을 보이나,그럼에도 불구하고 약 60wt% 이상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다.SiO2와 Al2O3 다음으로 지표에서부터 약 60cm(KSSD1-19)

깊이까지는 K2O,Fe2O3순으로 높은 비율을 나타낸 반면,약 60cm이상

의 깊이(KSSD20-27)부터는 K2O보다 Fe2O3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

이와 같이 KSSD단면은 60cm 부분을 경계로 크게 상부부분과 하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상부부분 내에서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은

반면,하부부분은 깊이의 증가에 따라 원소함량이 일정하게 변화되는 것

이 확인되었다. 한 하부 부분의 경우 쉽게 용탈되는 물질이 이미 제거

되어 낮은 비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 다.특히 CaO와 Na2O는 하부부

분에서 0.1-0.2wt%를 보여 그 함량이 매우 미미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KSSD시료채취 지 의 측면 부분인 KSSD-S지 에서는 주원

소 함량에서 몇 개의 부정합이 찰되었다.먼 110cm 깊이 부근에서

주원소 함량이 다소 변화하는 것을 확인하 고,125cm 깊이 부근에서

다시 한 번 변화가 나타났다(Figure41).야외조사 시에는 KSSD-S지

내에 에 띄는 변화가 찰되지 않았으나,XRF결과에서 주원소 함

량 변화 지 의 존재를 확인하 다.

먼 Na2O와 CaO,K2O의 경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서 비 이 감소

하는 경향을 나타내었으나,깊이 110cm 지 을 경계로 비 이 증가하

으며,깊이 125cm 지 에서 다시 감소하는 모습을 보 다.

반면 Fe2O3,Al2O3,MgO의 경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비 도 함께

증가하다가 110cm 깊이 부근에서 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 고,

110cm 이상의 깊이부터는 다시 증가하 다.그러다 깊이 125cm 지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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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다시 감소하는 패턴이 나타났다.

SiO2의 경우 깊이 110cm 부근까지는 계속 감소하다가,110cm 지 을

경계로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SiO2의 경우 화학 풍화에 가장 안

정 인 물질이기 때문에 풍화가 진행되어도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는다.

혹은 시간이 흐를수록 다른 물질의 용탈로 인해 상 인 비 이 증가하

게 된다.하지만 KSSD-S지 에서는 깊이 110cm 부근까지 SiO2의 비

이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이는 Na2O,CaO,K2O와 같이 쉽게 용

탈되는 물질이 감소하 음에도,Al2O3와 Fe2O3의 비 이 크게 증가하여

이에 따른 상 인 비 감소로 보인다.

이와 같이 깊이 70cm에서 깊이 100cm까지는 Na2O,CaO,K2O의 비

은 감소하는 반면,Fe2O3,Al2O3,MgO의 비 은 증가하 고,깊이

100-110cm 구간에서는 MnO를 제외한 모든 물질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다.이후 110-125cm 구간에서는 SiO2,K2O,Al2O3,Fe2O3비 이 에

띄게 증가하 고,다른 물질은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다.그러다

125cm 이상의 깊이부터는 Na2O,CaO,K2O,MgO의 비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으며,Fe2O3,Al2O3,SiO2는 크게 변화하지 않았다.

따라서 KSSD-S지 의 경우 크게 깊이 70-100cm까지의 구간,깊이

100-110cm까지의 구간,깊이 110-125cm까지의 구간,그리고 125cm 이

상 깊이의 구간으로 구분됨을 확인하 고, 체 으로 Na2O,CaO,K2O,

MgO는 감소하는 경향이,Al2O3와 Re2O3는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한 상 으로 풍화에 가장 안정 인 원소인 SiO2를 기 으로 한

주원소 함량비를 살펴보았다.그 결과 KSSD단면의 상부부분과 하부부

분(KSSD-S지 포함)이 비교 잘 구분되었다.Al2O3와 Fe2O3,MgO

가 같은 경향을 나타내었고,CaO와 K2O,Na2O가 유사한 패턴을 보 다

(Figure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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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KSH 단면의 주원소 특성

KSH 단면의 경우 깊이 135cm지 부터 기반암이 드러나는 230cm지

까지 총 8 의 시료에 해 XRF분석을 실시하 다.그 결과 모든 시

료에 있어서 SiO2의 비 이 가장 크게 나타났으며,그 다음이 Al2O3,Fe2

O3,K2O순이었다(Table5).

깊이 150cm 부근(KSH-2)에서 SiO2와 K2O,Na2O 함량이 다소 증가

하고,Al2O3와 Fe2O3,MgO의 함량이 다소 감소하 다(Figure42).특히

SiO2의 경우 깊이 150-170cm 부근(KSH2-4)에서 그 비 이 감소하다가

170cm 이후부터 다시 증가하는 패턴을 보 고,200cm 깊이 이상부터는

다소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다.

반면 Fe2O3의 경우 깊이 170cm 부근에서 증가하다가 이후에 감소하

는 경향을 나타내었다.170cm 깊이 지 (KSH-4)의 경우, 색이 나타나

는 부분으로 Fe2O3 함량의 증가가 색화를 야기 시킨 것으로 보이며,

이에 따라 상 으로 SiO2의 비율의 감소한 것으로 단된다.이후 170

-180cm 깊이 구간에서 비 이 다시 감소한 후에는 깊이에 따른 변화가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

Na2O와 CaO,K2O의 경우 깊이 150cm 지 을 제외하고는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았으며,특히 Na2O는 0.1wt% 내외,CaO은 0-0.1wt%로서

체 으로 매우 미미한 함량을 보 다.Al2O3의 경우 하부로 갈수록 다

소 증가하는 패턴을 보 으나 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으며,Mg

O역시 일정한 패턴이 보이지 않았다.

한편 SiO2함량비를 심으로 살펴본 결과 모든 원소에 있어서 깊이

에 따른 유의한 경향이 찾아볼 수 없어,상당히 심한 교란을 겪었거나

외부 물질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Figure39).

이러한 KSH 단면은 KSSD단면에 비해 SiO2.K2O,CaO의 함량에는

큰 차이가 없으나,Al2O3의 비 은 2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Fe2O3의 비 은 KSSD단면 하부층과는 크게 다르지 않으나 상부층보다

는 3배 이상 높은 것으로 나타났으며,상 으로 MgO의 비 은 다소

크고,Na2O는 다소 은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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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Na2OMgOAl2O3SiO2 P2O5 SO3 K2O CaO TiO2MnOFe2O3

KSSD-01 10 0.81 0.46 11.1 71.0 0.12 0.05 3.84 0.40 0.29 0.02 1.65

KSSD-02 15 0.82 0.48 11.8 70.1 0.07 0.05 3.89 0.41 0.28 0.02 1.71

KSSD-03 18 0.80 0.44 10.5 73.3 0.06 0.04 3.92 0.45 0.24 0.02 1.59

KSSD-04 21 0.81 0.42 10.1 73.9 0.06 0.03 3.91 0.44 0.29 0.02 1.48

KSSD-05 24 0.86 0.44 10.5 73.1 0.06 0.04 3.97 0.46 0.28 0.02 1.60

KSSD-06 27 0.80 0.39 9.95 74.6 0.06 0.04 3.99 0.43 0.34 0.02 1.56

KSSD-07 30 0.94 0.40 10.3 73.5 0.05 0.03 4.05 0.48 0.23 0.02 1.49

KSSD-08 33 0.88 0.41 11.1 73.1 0.05 0.04 4.09 0.44 0.24 0.02 1.58

KSSD-09 36 0.94 0.40 10.6 73.7 0.05 0.04 4.10 0.44 0.24 0.02 1.61

KSSD-11 42 0.84 0.47 12.2 71.3 0.06 0.04 4.03 0.49 0.30 0.02 1.82

KSSD-12 45 0.72 0.47 12.7 69.6 0.06 0.05 3.95 0.41 0.36 0.02 1.98

KSSD-13 48 0.79 0.44 12.3 70.9 0.05 0.05 3.94 0.40 0.30 0.02 1.81

KSSD-14 51 0.70 0.47 13.4 68.5 0.06 0.06 3.98 0.36 0.27 0.02 1.91

KSSD-15 54 0.72 0.04 13.4 68.9 0.06 0.05 4.01 0.37 0.27 0.02 1.85

KSSD-16 57 0.87 0.41 11.0 73.2 0.05 0.04 4.23 0.46 0.35 0.02 1.73

KSSD-17 60 1.21 0.52 12.1 70.6 0.04 0.04 4.34 0.44 0.30 0.02 1.88

KSSD-18 63 0.77 0.61 12.8 70.0 0.04 0.07 3.02 0.27 0.57 0.05 2.09

KSSD-19 66 0.83 0.60 13.1 69.2 0.04 0.06 3.31 0.31 0.54 0.05 2.15

KSSD-20 69 0.39 0.85 17.0 63.7 0.04 0.10 2.51 0.21 0.71 0.03 3.52

KSSD-21 72 0.29 0.88 18.5 62.4 0.04 0.15 2.35 0.14 0.77 0.03 3.77

KSSD-22 75 0.24 0.95 19.5 61.1 0.04 0.17 2.26 0.14 0.84 0.04 4.27

KSSD-23 78 0.25 0.98 20.4 59.6 0.04 0.20 2.33 0.13 0.81 0.04 4.50

KSSD-24 81 0.24 0.94 19.8 60.4 0.04 0.17 2.33 0.13 0.77 0.04 4.22

Table5.ChemicalcompositionsofKSSDandKSHsection(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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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D-25 84 0.21 0.97 20.2 60.1 0.04 0.19 2.30 0.12 0.83 0.04 4.39

KSSD-26 87 0.18 1.12 21.9 57.6 0.04 0.23 2.28 0.11 0.81 0.04 5.03

KSSD-27 90 0.16 1.00 22.1 57.6 0.04 0.24 2.26 0.11 0.84 0.04 5.10

KSSD-S1 70 0.32 0.93 18.2 72.1 0.04 0.18 2.69 0.18 0.91 0.04 4.24

KSSD-S2 85 0.26 1.00 18.9 70.9 0.05 0.22 2.46 0.15 0.83 0.00 4.99

KSSD-S3 100 0.20 1.17 22.0 66.6 0.05 0.22 2.51 0.13 0.97 0.00 5.97

KSSD-S4 110 0.18 0.89 19.3 60.3 0.04 0.16 2.00 0.07 0.73 0.03 4.53

KSSD-S5 125 0.19 0.91 21.9 67.8 0.05 0.18 2.45 0.08 0.92 0.00 5.34

KSSD-S6 135 0.16 0.77 22.2 67.8 0.05 0.17 2.27 0.05 0.92 0.03 5.34

KSSD-S7 145 0.15 0.72 21.8 68.4 0.05 0.16 2.20 0.05 0.93 0.00 5.32

KSH-1 135 0.06 2.84 25.4 58.0 0.06 0.05 3.80 0.03 0.91 0.08 8.43

KSH-2 150 0.23 0.79 20.3 68.3 0.10 0.07 6.13 0.04 0.18 0.00 3.44

KSH-3 160 0.07 2.61 24.3 59.7 0.08 0.09 3.52 0.03 0.97 0.08 8.25

KSH-4 170 0.08 1.73 25.7 56.6 0.15 0.14 3.10 0.03 0.93 0.00 11.30

KSH-5 180 0.08 1.53 20.4 69.4 0.06 0.08 2.29 0.03 0.66 0.04 5.18

KSH-6 195 0.08 1.70 20.0 70.1 0.05 0.08 2.22 0.04 0.55 0.05 4.85

KSH-7 210 0.09 1.64 21.5 66.5 0.09 0.09 3.05 0.03 0.62 0.08 6.01

KSH-8 220 0.07 2.01 25.7 61.7 0.06 0.09 3.04 0.05 0.69 0.06 6.29

KSH-9 230 0.08 0.71 29.0 60.9 0.10 0.17 2.81 0.05 0.58 0.07 5.20

Table5.(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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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8.Moleratiochangeofeachelement/SiO2 from KSSD

section.A differentpattern emergebetween theupper

partandlower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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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39.Moleratiochangeofeach element/SiO2 from KSH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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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K2O Al2O3 Fe2O3 Na2O CaO MgO

Figure40.VerticalvariationsofmajorelementconcentrationsintheKSSDsection(mol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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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O2 K2O Al2O3 Fe2O3 Na2O CaO MgO

Figure41.VerticalvariationsofmajorelementconcentrationsintheKSSD-Ssamples(mol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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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l2O3SiO2 K2O Fe2O3 Na2O CaO MgO

Figure42.VerticalvariationsofmajorelementconcentrationsintheKSHsection(mole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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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3.Braggdiffraction(θ:anglebetweenincidentbeam and

the crystalplane,d:distance between two crystal

planes,dsinθ:pathlengthdifferencebetweenupper
andlowerbeam).

4. 승리 단면의 지구화학 특성Ⅱ

가.X선 회 분석(XRD,X-raydiffractionanalysis)

X선 회 분석의 경우 주로 토 물의 연구와 동정에 유효한 시험법

으로서 토 물의 성분뿐만 아니라 그 함량에 해서도 정량 으로 알

수 있다.일반 으로 단색 X선(monochromaticX-ray)이 원자에 조사되

면,빛이 흡수되거나 굴 ,산란 혹은 회 되면서 특유의 X선을 방출하

는데 이 원리를 이용하여 검출하게 된다.

부분의 물들은 원자가 규칙 으로 배열된 고유의 격자 구조를 가

지고 있는데,X-ray가 결정에 닿으면 회 이 발생한다(Figure43).이

때 회 되는 각도와 강도는 래그의 법칙(Braggdiffraction)을 따르며,

각 원자의 결합 구조,혹은 원자층 간의 간격에 따라 달라진다.이러한

성질은 결정성 물질의 종류나 양을 측정하는 데 활용되며,이를 이용하

여 물을 분석하는 방법이 바로 X선 회 분석이다.

이러한 XRD 분석은 XRF와 상호 보완 인 방법론으로 여겨진다.

XRF는 시료 내 원소 구성에 한 정보를 제공하는 반면,XRD는 물

의 종류와 정량을 빠르고 정확하게 악하는 데 이용된다. 를 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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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RF분석에서는 물질이 철(iron)과 황(sulfur)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

로 나타나지만,XRD에서는 황화철(Fes,iron sulfide)과 원소 철(Fe,

elementaliron)로 구성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Yellepeddietal.,2006).

따라서 이 두 방법을 활용하면 암석(multiphaserock)시료나 토양 시료

를 구성하고 있는 원소 특징뿐만 아니라 물 구성의 정량 인 부분까지

악할 수 있다.

이와 같이 XRD는 X-ray의 입사각과 반사각을 이용하여 물질의 고유

한 구조를 측함으로서 물질이 어떤 물인지를 알아내는 방법이다.

XRD는 어떠한 고체 결정 물질의 분석도 가능하므로 시료 종류의 제한

이 다는 장 이 있으며 따라서 화학 물질뿐만 아니라 암석, 물,

속,시멘트,염료,식품,의약품,그리고 법의학 인 시료의 분석에도 활

용된다(Yellepeddietal.,2006).

본 연구에서는 충북 학교 공동 실험 실습 이 보유한 SCINTAG

XDS-2000PowderDiffractometer장비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시료는

일정한 양을 분쇄하여 사용하 으며 XRD 결과의 동정은 Mooreand

Reynolds(1997)을 기반으로 하 다.

Figure44.BeampathinWD-XRFandXRD(Schönenbergeret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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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KSSD,KSH 단면의 토 물 특성

승리 단면의 토 물 유무와 함량을 알아보기 해 XRD 분석을

실시하 다.XRF의 경우 물질의 원소 조성은 알 수 있으나 어떤 물인

지는 명확히 알기 어렵다.따라서 화학식은 같지만 결정이 다른 경우가

있으므로, 컨 주원소 분석 결과 어떠한 물질이 C로 이루어져 있다고

할 경우,그것이 흑연인지 다이아몬드인지는 악하기 어렵다는 문제가

있다.따라서 물의 결정 구조를 통하여 지구화학 특성을 보다 정확

하게 악하고자 하 다.그리고 이러한 XRD 분석은 KSSD 단면의 하

부 부분과 KSH단면에 해 이루어졌다.

먼 KSSD 단면의 경우 거의 석 으로 구성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Figure45).카올리나이트(Kaolinite)나 일라이트(Illite),몬모릴

로나이트(Montmorillonite), 스멕타이트(smectite), 버미큐라이트

(Vermiculite)등과 같은 토 물의 피크는 거의 발견할 수 없었다.

그러나 KSH 단면의 경우 KSSD 단면과 다른 양상을 보 다.석

함량도 상당 부분 찰되었으나,그 외에 일라이트나 카올리나이트의

토 물 피크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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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5.TheresultofXRDanalysisofthelowerpartatKSSDandKSH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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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5.(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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Ⅳ. 승리 단면의 형성 연

1. 여기 루미네선스 연 측정법(OSL,Optically

StimulatedLuminescence)

가.OSL연 측정법이란

OSL연 측정은 퇴 물 시료에 포함되어 있는 석 이나 장석 등의

물을 이용하여,시료에 빛을 가한 뒤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

정하여 퇴 연 를 측정하는 방법이다.퇴 물이 퇴 되고 나면 주변

물질에 의해 방사선을 받게 되는데(Figure46),시료가 퇴 된 이후 받은

총 방사선량(=등가선량,Equivalentdose)(단 :Gy)을 시료 채취 지 에

서 방출되는 단 시간 당 방사선량(=연간 선량,Doserate)(단 :Gy/ka

혹은 J・Kg-1・S-1)으로 나 면 퇴 연 를 구할 수 있다.이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나타낸다.

연대Age 연간선량 Dose rate

등가선량 E quivalen t dose

루미네선스가 방출되는 상은 다양한 물들에서 나타나지만,OSL

연 측정에 이용되는 물은 석 과 장석으로 제한된다.석 과 장석의

경우 부분의 퇴 층 지질 조건에 존재하고 있고,방사선에 해서

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특히 석 의 경우에는 풍화에 상당히

강하며,빛을 가하 을 때 신호를 잃어버리는 속도가 빨라 잔존선량에

한 향을 덜 받는다. 한 루미네선스의 장 역 물리 성질이

비교 잘 정의되어 있고,장석처럼 AnomalousFading7) 상이 발생하

7)AnomalousFading은 주로 장석이나 어콘에서 찰되는 상으로,빛이나

열과 같은 외부 에 지를 가하지 않아도 시간이 지남에 따라 상온에서 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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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으므로 OSL연 측정 연구에 가장 리 이용되고 있다(최정헌 외,

2004;Preusseretal.,2008).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석 을 이용하여 연

를 측정하 다.

Figure46.Schematicrepresentationofsomerelevantaspectsof

naturalradioactivity(redrawnAitken,1998).

으로 루미네선스 신호를 잃어버리는 상을 말한다.이는 연 측정 결과가

실제 퇴 연 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Aitken,1998;

홍성찬 외,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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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7.Bleachingeventwhichsetsthelatentsignaltozeroor

nearzero (redrawn Aitken,1998).With sedimentthis

zeroingoccursthroughexposuretosunlightordaylight

during erosion,transport,and deposition,whereaswith

firedmaterials,suchaspottery,itisthroughheating.

이러한 OSL연 측정에서는 퇴 물 입자의 블리칭(bleaching)과정이

필수 이다.석 입자가 퇴 되는 동안 어느 정도 빛에 노출되면,그동

안 석 내에 축 되어 있던 trappedelectron들이 여기되어 빈 상태가

되는데,이처럼 기존에 가지고 있던 루미네선스 신호를 모두 잃어버리는

상을 bleaching혹은 zeroing라고 한다(Figure47).8)보통 루미네선스

신호는 결정화작용에 의해 물이 형성될 때, 물이 극도의 높은 압력

을 받을 때,결정이 200-300℃ 이상의 고온을 받을 때,그리고 결정이

빛에 노출되었을 때 리셋된다(Duller,2004).이 OSL연 측정에서는

퇴 과정에서 빛에 의해 블리칭되는 것을 이용하며,블리칭이 된 이후

8) 일반 으로 장석보다는 석 이,그리고 TL보다는 OSL이 빛에 의해 빠르고

완 하게 블리칭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석 의 OSL신호는 빛에 10 만

노출되더라도 원래 가지고 있던 신호의 부분(약 99%)을 잃어버리는 반면,

장석의 OSL신호가 석 과 같은 정도로 블리칭 되기 해서는 약 두 시간

정도 노출되어야 한다(최정헌 외,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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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자연방사능에 의해 다시 쌓인 에 지를 측정하여 해당 시료가 언

제 퇴 되었는지를 알아내게 되는 것이다.

한편 석 입자가 퇴 물 내에서 방사선에 노출된 시간이 길수록,즉

퇴 된 시간이 길수록 trappedelectron의 수가 많아짐에 따라,방출되는

루미네선스의 세기가 강해진다.하지만 입자 내에 분포하는 트랩(trap)9)

의 개수나 루미네선스 센터의 수가 무한하지 않기 때문에,일정 시간 이

상이 지나면 트랩은 포화(saturation)되며,이는 곧 연 상한의 문제로

이어지게 된다.일반 으로 모래가 우세한(sand-dominated)퇴 물의 경

우,1-2Gy/ka-1의 방사선(ionizingradiation)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

며,이에 따라 석 의 연 상한은 보통 150ka까지로 여겨진다(Stokes,

1999).

따라서 OSL연 측정에서 타겟이 되는 범 는 약 15만 년까지로 보

며 주로 신생 제4기 지질 매체를 상으로 한다.하천퇴 물(alluvium)

이나 빙하퇴 물(glaciation-relateddeposits),그리고 지진과 련된 퇴

물(Earthquake-relatedsediments)등 다양한 퇴 물의 연 를 측정하

는 데 이용되며,특히 사구나 뢰스와 같은 풍성 퇴 물(aeoliandeposit)

의 경우 퇴 과정에서 블리칭(bleaching)이 충분히 일어나기 때문에

OSL연 측정에 매우 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Aitken,1998).

국내에서는 해안사구 해안단구와 련된 연구에서 OSL연 측정

법이 다수 이용되었으며(Munyikwaetal.,2004;2005;서종철,2005;김

종욱 외,2007a;b;박경 외,2007;Choietal.,2008;Choietal.,2009;

최 희,2009;홍성찬 외,2010)최근에는 장석을 이용한 IRSL연 측정

9) 트랩(trap)이란 물 내의 격자 결함을 일컫는 것으로,OSL연 측정에 이용

되는 석 격자의 경우 SiO2사면체에 Si와 O원소가 완 한 형태로 존재하

는 것이 아니라,어떤 경우에는 Si가 있어야 할 곳이 비어있거나(Si

vacancies)Al3+ 등이 Si4+를 치환하여 Si신 티타늄나 알루미늄과 같은 다

른 물질이 들어있기도 한다(impurity).그리고 산소가 비어있는 경우에는 O2-

의 공동(oxygenvacancies)이 형성되기도 한다.이와 같이 결함이 존재하는

상태에서 주변의 방사성 물질들이 붕괴하면,이에 따라 발생되는 방사선

우주선에 노출되어 효과(photoelectriceffect)에 의해 자들이 튀어나오

게 된다.튀어나온 자들은 자유 자(freedelectron)상태가 되었다가 격자

결함에 갇히게 되는데,이 때 갇히게 되는 결함을 바로 trap이라고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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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시도되었다(홍성찬 외,2013).

나.루미네선스의 종류

많은 무기결정과 몇 가지 유기물질은 외부에서 어떠한 형태의 에 지

를 가하면 흡수된 에 지를 빛으로 바꾸어 외부에 방출하는 경우가 있는

데,그 때 방출되는 빛을 루미네선스(Luminescence)라고 한다.루미네선

스는 흡수된 에 지를 여기(stimulation)시키는 방법에 따라 크게 열 루

미네선스(Thermoluminescence,TL)와 여기 루미네선스(OpticallySti

mulatedLuminescence,OSL)로 구분되는데, 상 시료에 열을 가하여

방출되는 루미네선스를 열 루미네선스라고 하고,빛을 가하여 방출되는

루미네선스를 여기 루미네선스라고 한다(최정헌 외,2004).

Figure48.Illustrationofthreedifferentstimulationmodes:CW-OSL

and LM-OSL.Also shown are experimental results

obtained using the stimulation modes on sedimentary

quartz(RisøNationalLaboratory,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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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여기루미네선스의 경우,여기 원에 따라 청색 장으로 여

기시켜 발생하는 OSL(BlueLightStimulatedLuminescence),녹색 장

으로 여기시켜 발생하는 GLSL(GreenLightStimulatedLuminescence),

그리고 외선 역의 장으로 여기하여 발생하는 IRSL(InfraredStim

ulatedLuminescence)로 구분된다.이 IRSL은 장석을 이용한 연 측

정에 이용되며 석 에는 용되지 않는다(Duller,2008).

한 석 으로부터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여기 방식

(stimulation mechanism)에 따라서 크게 CW-OSL(Continuous-wave

OSL) 신호와 LM-OSL(Linearly-Modulated OSL)신호로 구분되는데,

CW-OSL의 경우 시료에 가해지는 여기 원의 세기를 일정하게 유지시

켜 찰되는 신호를 말하는 반면,LM-OSL은 여기 원의 세기를 일정

시간동안 선형 으로 증가시켜 얻은 루미네선스 신호를 말한다.Figure

48과 같이 CW-OSL에서는 루미네선스 신호가 시간에 따라 지수함수

으로 감쇠하는 곡선 형태로 나타나는 반면,LM-OSL신호는 일련의 피

크(peak)형태로 신호가 찰된다(Choietal,2006;최정헌 외,2008).본

연구에서는 BlueLED의 세기를 일정하게 하여 얻은 CW-OSL신호를

이용하 다.

다.루미네선스의 원리

일반 으로 자는 에 지가 가장 낮은 궤도에 있는데,이것을 ‘바닥

상태(groundstate)’라고 한다.바닥상태의 자는 밖에서 들어온 방사선

을 받아 자(photon)를 흡수한다.그리고 흡수한 자의 에 지를 이용

해 더욱 에 지가 높은 궤도로 도약하는데 이 상태를 ‘들뜬 상태

(excitingstate)’라고 한다.하지만 에 지를 받은 자는 계속 들뜬 상

태로 있는 것이 아니라 시간이 지나면 트랩에 갇히게 된다.다시 말해

자들이 방사선에 지를 받으면 확산(diffuse)되어 들뜬 상태로 있다가

trap에 갇히게 되는 것이다.이 게 트랩에 잡힌 자들은(trapped

electron)이후 빛이나 열을 받게 되면 trappedelectron이 detrapping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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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49.Energy-levelrepresentationoftheOSL process

(redrawnAitken,1998).

면서 다시 낮은 에 지의 바닥상태의 궤도로 돌아가게 된다.이 때 돌아

가는 과정에서 빛,즉 자를 내보내게 되는데 이 빛이 바로 루미네선스

인 것이다.

이러한 루미네선스 상은 에 지 밴드 이론(Energybandtheory)에

의거하여 설명된다(Figure49).원자 내의 자는 정해진 에 지 에서만

존재할 수 있으며,원자의 가 자각은 특정 에 지 가 모인 (band)

의 형태로 구성된다.그리고 이 에 지 는 가 자 (valenceband)와

도 (conduction band)로 나 어지는데,이 둘은 forbidden energy

zone에 의해 구분된다.여기서 가 자 는 바닥 상태(groundstate)로서

자가 돌아다닐 수 없는 구간을 말하며, 도 는 에 지가 더 높은 상

태로(higherenergystate) 자가 자유 자(freeelectron)가 되어서 돌아

다닐 수 있는 구간을 말한다.그리고 가 자 와 도 사이의 에 지

차를 bandgap혹은 forbiddenband라고 한다.

에 지 밴드 이론에서는 결정 내에 있는 이러한 가 자 와 도 로

자의 이동을 설명한다.외부에서 에 지를 공 받게 되면 가 자 에

있던 자는 도 로 이동하게 되는데,이 때 자가 튀어 올라가기

해 요구되는 최소한의 에 지가 바로 bandgap의 크기가 된다.이 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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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도 로 튀어 오르면 가 자 에는 빈자리가 하나 남게 되는데,

이를 정공(hole)이라고 부른다.이후 도 에 있던 자가 에 지를 잃

고 가 자 의 정공 속으로 다시 떨어지면 재결합(recombination)이 이

루어진다(장학신,2008).

따라서 석 이 퇴 된 이후 주변의 방사성 물질의 붕괴로 인해 α선,

β선,γ선에 노출되고 우주로부터 오는 우주선(cosmicrays)도 받게 되면

에 지를 받아,석 내 가 자 에 있던 자들이 더 높은 에 지 역,

즉 도 로 이동하게 된다.앞서 언 한 것처럼 이 과정에서 자는 확

산되어 들뜬 상태로 있다가 트랩에 갇히게 된다.그리고 이 게 트랩에

갇 있던 자들이 이후 빛이나 열을 받아 detrapping되어 다시 낮은 에

지 역으로 이동하게 되는데,이 때 detrapping된 자들이 루미네선

스 센터(luminescencecentre)와 결합하면서 루미네선스가 방출되는 것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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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OSL연 측정 실험과정

가.샘 링 처리 과정

OSL연 측정에서는 샘 링 과정에서 시료가 햇빛에 노출되지 않도

록 하는 것이 요하다.빛의 향을 받을 경우 블리칭되어 루미네선스

신호를 잃어버리기 때문에 실제 연 보다 게 측정될 수 있다.따라서

스테인 스-스틸 이 를 퇴 층에 박는 방법으로 시료를 채취하며,채

취된 이 시료는 암실로 운반하여 개한다.그리고 다음과 같은 과

정을 거쳐 처리를 실시한다(Figure50).

Figure50.Processforsamplepretreatment.

(1)암실에서 이 의 양 끝을 개하여 연간선량(Doserate)측정을

한 시료를 분리한다.

(2)함수율 측정용 시료를 분리한다.

(3)등가선량(Equivalentdose)측정을 한 시료는 습식 체질을 통해

90-250㎛ 사이의 입자들을 분리해낸다.

(4)분리된 입자들은 10%의 염산(HCl)과 10%의 과산화수소수(H2O2)를

이용해 탄산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

(5)비 2.60의 나트륨 폴리텅스테이트(sodium polytungstate,SPT)를

이용하여 석 과 장석을 분리한다.

(6)분리된 석 입자들에 약 10%의 불산(HF)을 반응시킨 뒤,45분 간

48% 불산 처리를 하여 순수 석 입자들만 남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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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수율 
samplewt after evaporation

samplewt before evaporation  samplewt after evaporation
×

(7)이후 불산 처리 과정에서 형성될 수 있는 루오르화물(Fluoride)를

제거하기 해 38% 염산(HCl)으로 처리한다.

(8)32㎛ 시 로 습체질한 후,건조시켜 필름통에 보 한다.

(9) 연간선량 측정용 시료는 링 (Ring mill)을 이용하여 분말

(powdering)로 만든 뒤,U,Th,K함량을 측정한다.

이와 같이 화학 처리가 이루어진 시료는 시료 내 장석이 효과 으

로 제거되었는지 확인하기 하여 IRtest를 실시한다.IRtest에서는 자

연신호(Naturalsignal) 20Gy를 부여하여 발생하는 석 장석 신

호를 측정한다.이 때 장석 신호의 경우 IR 원으로 측정하며,석 신

호는 BlueLED를 이용한다.이 게 측정한 장석 신호 석 신호의

비율이 10% 이상일 경우 다시 불산 처리를 하여 장석을 제거하며,10%

미만일 경우 등가선량을 측정한다.

한편 시료가 퇴 되어 있는 동안 토양 입자 사이에 존재하는 수분 함

량은 방사선 조사량에 향을 수 있다.수분 함량이 많을 경우 시료

가 흡수하는 주변의 자연방사능 양이 감쇄하기 때문에 이에 한 보정이

없을 경우 실제 연 보다 은 연 가 측정될 수 있다.따라서 시료의

함수율 측정이 요구되며,함수율은 다음과 같은 식을 이용하여 구한다.

나.연간선량 결정

연간선량은 시료가 주변에서 방출된 얼마만큼의 방사선 에 지를 받

는지 나타내며,단 시간당 흡수된 에 지를 나타내는 값이다.시료에 흡

수되는 에 지의 양은 방사선의 종류나 양에 따라 달라지는데,자연 방

사성 핵종 에 연간선량에 향을 주는 것은 238U,235U,232Th그리고

40K이다.238U,235U,232Th붕괴계열에 속하는 방사성 핵종들은 일정 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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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나면 방사평형(radioactiveequilibrium)을 이루기 때문에 이를 이용

하여 연간선량을 구하게 된다(홍덕균 외,2001).

본 연구에서는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의 감마선 스펙트럼 분석기를

이용하여 퇴 물 내 방사능 농도를 측정하 으며,Olleyetal.(1996)의

식을 이용하여 연간선량으로 계산하 다.그리고 모든 등가선량 값의 포

화수분량 재수분량,감쇠율(theattenuationfactors)에 따른 향은

Zimmerman(1971)에 따라 보정되었다.

다.등가선량 결정

1)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방법들

등가선량(Paleodose,EquivalentDose,Deq,De)은 시료가 퇴 된 이후

받은 방사선량으로,임의의 방사선을 조사하여 얻은 OSL의 세기가 자연

선량의 크기와 같을 때,실험실에서 조사한 임의의 방사선량을 등가선량

이라고 한다(최정헌 외,2004).등가선량은 자연루미네선스(naturallumin

escence)신호를 실험실에서 임의로 방사선을 조사시켜 얻은 신호(labora

toryirradiation)얻은 신호와 비교하여 측정할 수 있으며,Gy단 가 사

용된다(1Gy=1J/Kg).

등가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선량을 조사하는 방법에 따라 부가선량

법(AdditiveDosemethod,Extrapolationmethod)과 재 법(Regeneratio

nmethod)로 구분된다.두 방법 모두 부과된 선량에 따른 doseresponse

curve을 이용한다는 은 공통 이다.그러나 부가선량법이 외삽을 통해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반면 재 법은 몇 개의 서로 다른 방사선을 조사한

후 naturalOSL과 laboratory신호를 비교하여,내삽을 통해 등가선량을

결정하게 된다.재 법의 경우 부가선량법처럼 외삽하지 않는다는 에

서 에러를 일 수 있다는 장 이 있지만,신호를 0으로 만드는 동안 시

료의 민감도가 변할 수 있다는 단 이 있다(Aitken,1998;Preussereta

l.,2008).

한 여러 개의 aliquot을 사용하는가,아니면 하나의 aliquot을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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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가에 따라 다수시료분석법(Multiplealiquottechniques)과 단일시료

분석법(Singlealiquouttechniques)으로 구분된다.먼 다수의 aliquot을

이용하는 다수시료분석방법은 1990년 후반까지 부분의 루미네선스

측정에서 이용되어 온 방법으로,20-50개 정도의 aliquot을 이용한다

(Lian,2007;Preusseretal,2008).몇 개의 aliquot에서는 자연 신호를

측정하고,다른 aliquot에서는 실험실 선량(laboratory)을 측정하는데,각

각의 aliquot마다 다른 에 지를 부여하여 측정하게 된다(Lian,2007).그

러나 이 게 multiplealiquot을 이용할 경우 각각의 aliquot마다 방사선

에 한 민감도(sensitivity)가 다를 수 있기 때문에 규격화(nomalization)

가 필요하다는 문제가 있으며 많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다는 단 이 있

다.

따라서 최근에는 다수의 aliquot가 아닌 singlealiquot을 이용한 등가

선량 측정이 이루어지고 있다.단일시료분석법에서는 하나의 aliquot에

여러 번의 열 처리와 stimulating,그리고 dosing과정을 반복함으로서

등가선량을 측정하게 되는데(Lian,2007),이 방법의 경우 다수시료분석

법과는 달리 시료의 규격화 과정이 필요하지 않고,여러 자연축 선량

값으로부터 시료가 얼마나 블리칭되었는지 단할 수 있으며,소량의 시

료로도 분석이 가능하다는 장 을 가지고 있다.

1990년 반 Duller(1991)에 의해 처음으로 개발된 단일 시료 분석

방법은 SingleAliquotAdditiveDose(SAAD)으로,이는 하나의 aliquot

를 이용하여 자연신호를 측정한 후,연속 으로 임의의 방사선량을 조사

하여 그에 따른 루미네선스를 측정하는 방법이다.SAAD 방법에서는

OSL여기 시간을 짧게 하는 것이 특징이며 외삽을 통해 등가선량을 구

하게 된다.하지만 열 처리 과정에서 시료의 루미네선스 민감도

(sensitivity)가 변할 수 있다는 문제를 가지고 있다.한편 SingleAliquot

RegenerationandAdddose(SARA)는 보통 4개의 aliquot를 이용하는

방법으로,SARA의 경우 3개의 aliquot에 서로 다른 크기의 실험실 선량

을 가하여 apparenttotaldose를 구한 후,이를 추가 실험실 선량(add

laboratorydoses)에 나타내어 등가선량을 구하게 된다(Aitken,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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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MurrayandWintle(2000,2003)이 단일시료재 법(Single-Aliquot

Regenerative-Dose,SAR)을 제안함에 따라 다수의 연구에서 이를 이용

하게 되었다.단일시료재 법은 일정한 크기의 시험 방사선(testdose)을

이용하여,측정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시료의 루미네선스 민감도 변화

를 보정한다는 것이 가장 큰 특징이며,이와 같이 효과 인 민감도 보정

을 통해 보다 정확한 등가선량을 측정할 수 있게 되었다.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단일시료재 법에 따라 등가선량을 측정하 으며,이에 한

구체 인 과정은 다음과 같다.

2)단일시료재 법 (Single-AliquotRegenerative-Dose,SAR)

MurrayandWintle(2000)이 제시한 단일시료재 법에서는 Table6의

순서와 같이 먼 시료의 자연 신호(naturalOSL)를 측정한 후,열 처

리(preheating)를 실시한 후에,청색의 여기 원(BlueLED)을 이용하여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LN)한다.이 때 루미네선스 측정과정에서 시료

는 블리칭된다.그 후 동일한 시료에 일정한 크기의 시험방사선(test

dose)을 조사하는데,이 때 조사되는 시험방사선 크기는 상되는 등가

선량 값의 10% 정도로 한다.이후 해당 시료에 다시 열 처리를 실시하

고 시험방사선에 한 루미네선스를 측정한다(TN). 한 알고 있는 실험

실 선량(laboratorydose),즉 regenerationdose를 조사한 후 이와 같은

과정을 반복하여 다시 OSL신호를 측정하게 되는데,이 때 regeneration

dose에는 상되는 등가선량 값이 포함되도록 해야 한다.일반 으로 이

와 같은 과정을 3차례 정도 반복하여 등가선량을 구하게 되며,그러면

민감도가 보정된 루미네선스 값을 얻게 된다(최정헌 외,2004).

이처럼 등가선량은 임의로 석 입자에 방사선을 조사하여 유발시킨

OSL의 세기와 비교하여 얻게 되며,보정된 OSL값(LN/TN)과 실험실 선

량 값의 상 곡선(doseresponsegrowthcurve)을 통해 내삽하여 등가

선량을 구하게 된다(Figure51).



- 92 -

Step Treatment Outpu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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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Give dose, Di

↓

2 Preheat (160-300℃ for 10s)

↓

3 Stimulate for 100s at 125℃ → Li

↓

Tx

T
e
st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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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

4 Give test dose, Dt

↓

5 Heat to 160℃

↓

6 Stimulate for 100s at 125℃ → Ti

↓

7 Return to step1

Table6.Generalisedsingle-aliquotregeneration-dosesequence

(MurrayandWintle,2000).

Step(1).Forthenaturalsample,i=0andD0=0Gy.

Step(2).Aliquotcooledto<60℃ afterheating.

Step(3).Thestimulationtimeisdependentonthestimulation

lightintensity.

Step(6).LiandTiarederivedfrom theinitialOSLsignalmi-

nusabackgroundestimatedfrom thelastpartofthe

stimulationcur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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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51.EquivalentdoseestimationbasedontheSAR protocol

(MurrayandWintle,2000).

LN/TN:correctedOSLfornaturaldose

L1/T1:correctedOSLforthefirstregenerationdose

L2/T2:correctedOSLforthesecondregenerationdose

⋮

이와 같이 단일시료재 법을 측정하여 등가선량을 구할 때,OSL신

호를 측정하기에 앞서 열 처리(preheattemperature)를 통해 불안정한

트랩을 비우는 과정을 거친다.석 이나 장석 내에 존재하는 트랩들은

모두 같은 물성을 가지고 있는 것이 아니라,깊은 트랩(deeptraps)즉,

안정된 트랩(stabletrap)도 있고 얕은 트랩(shallow traps)즉,불안정한

트랩(unstabletrap)도 있다.안정된 트랩에 갇힌 자들은 높은 에 지

를 주어야 결함에서 나오게 되지만,불안정한 트랩의 경우 작은 에 지

로도 자들이 빠져나올 수 있다.

불안정한 트랩에 채워진 자들의 경우 자연 상태에서는 그들의 짧은

lifetime으로 인해 자들이 고갈되거나 fading한 채로 존재한다.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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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가선량을 구하기 해 실험실 조사를 하게 되면,짧은 시간 내에 많은

양의 방사선을 받아 자들이 불안정한 트랩에 채워지는 경우가 발생하

게 된다.루미네선스 측정 과정에서 이러한 불안정한 트랩에 있는 자

들이 검출되면 이로 인해 실제 연 와는 다른 부정확한 연 결과가

래될 수 있다.따라서 불안정한 트랩의 오염 신호(contaminatingsignal)

를 제거하고 자 이동(chargetransfer)에 의한 간 인 신호 오염을

피하기 해 열 처리과정을 수행하게 된다(Aitken,1998).석 의 경우

루미네선스를 측정할 때 325℃의 열에 지에 응하는 트랩에 포함된

자만을 검출하여 이용하기 때문에,300℃ 이하의 열에 지에 응되는

트랩들을 비우는 과정을 거친다.따라서 루미네선스를 측정하기 ,

160-300℃의 온도로 약 10 간 열 처리를 하여 불안정한 트랩의 자

들을 제거해 다.만약 unstablecharge가 완벽하게 제거되었다면,열

처리 온도를 증가시키더라도,측정된 등가선량 값(De)은 일정하게 나타

날 것이며(Preusseretal.,2008),이 게 일정한 역의 값을 최종 등가

선량 값으로 취하게 된다.

하지만 열 처리 과정 방사선에 의한 석 의 루미네선스 민감도

(sensitivity)가 변할 수 있고, 자가 안정된 트랩에서 불안정한 트랩으

로 이동될 수 있다는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에 한 보정이 요구된다

(WintleandMurray,1999).따라서 단일시료재 법에서는 시험방사선

(testdose)을 가하게 되고,일정한 방사선을 반복 으로 조사하여 민감

도 변화를 보정하게 된다.

3)SARprotocol을 이용한 등가선량 결정

본 연구에서는 단일시료재 법(SAR)을 이용하여 측정하 으며 한국

기 과학지원연구원이 보유한 AutomatedRisøTL/OSL measurement

systems을 이용하 다. 여기 원은 470±30 nm의 장을 갖는

Blue-LED를 이용하 다.

먼 3개의 aliquot를 이용하여 외선검사(IRtest)를 실시한 후 장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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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Regeneration

Dose(Gy)

TestDose

(Gy)

Preheat

Temperature

Cutheat

Temperature

KS-OSL1 1-2-5-10 2 240℃ /10s 220℃ /0s

KS-OSL2 1-2-5-10 2 240℃ /10s 220℃ /0s

KS-OSL3 30-80-180-280 30 260℃ /10s 220℃ /0s

KS-OSL3(re) 50-100-200-300 10 250℃ /10s 220℃ /0s

KS-OSL4 10-50-100-200 10 260℃ /10s 220℃ /0s

KS-OSL5 30-80-180-280 30 260℃ /10s 220℃ /0s

KS-OSL6 30-80-180-280 30 260℃ /10s 220℃ /0s

KS-OSL7 30-80-180-280 30 260℃ /10s 220℃ /0s

KSH-OSL3 50-100-200-300 50 260℃ /10s 220℃ /0s

KSH-OSL4 50-100-200-300 50 260℃ /10s 220℃ /0s

KSH-OSL5 50-100-200-300 50 260℃ /10s 220℃ /0s

Table7.SARprotocolforequivalentdosemeasurementinthisstudy.

신호에 의한 오염 여부를 단하 다. 외선 원을 이용하여 125℃에서

100 간 여기시켜 IRSL 신호를 측정한 뒤,다시 125℃에서 40 간

Blue-LED로 여기하여 OSL신호를 측정하 다.그리하여 IRSL신호와

OSL신호의 비가 10% 미만이 됨을 확인한 후에 등가선량을 측정하

다.등가선량 결정과정에서 실시된 단일시료재 법의 구체 인 로토콜

은 Table7과 같다.

본 연구에서는 각 시료의 상되는 등가선량 값에 따라 서로 다른

regenerationdose와 시험선량을 조사하 다.열 처리의 경우 KS-OSL

1,2시료는 240℃에서,KS-OSL3의 경우 250℃와 260℃에서 이루어졌

다.KS-OSL4,5,6,7,KSH-OSL3,4,5시료의 경우 260℃에서 열 처

리를 하 고 이러한 열 처리는 10 간 이루어졌다. 한 모든 시료의

OSL신호는 BlueLED를 원으로 하여 125℃에서 40 간 조사한 후

측정되었다.그리고 등가선량 값을 결정하는 데는 재 수분함량이 이용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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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승리 단면의 퇴 연

승리 시료의 OSL연 측정 결과는 Table8과 같다.

KSSD 단면 상부 두 개의 시료(KS-OSL1,2)의 연 는 약 150-200

년 으로 서로 유사하나 깊이 약 90cm에서 채취한 KS-OSL3시료의

경우 약 4만 5천 년 으로써,상부 시료와의 시간차가 상당히 크게 나

타났다. 한 KSSD 시료의 부분에서 채취한 KS-OSL4의 경우 약

6,800년 으로,KS-OSL 5는 약 3만 4천 년 으로 나타났으며

KS-OSL6과 7의 경우 약 10만 년 이상의 큰 연 값을 보 다.

KS-OSL4-7시료들의 경우 역 된 결과 없이 상부에서 하부로 갈수록

연 값이 증가하는 경향이 나타났다.하지만 KS-OSL3과 KS-OSL5의

경우 유사한 깊이에서 채취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약 만 년 정도의 연 차

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이러한 연 결과 시료 채취 깊이로

볼 때 KS-OSL1과 KS-OSL2는 유사한 시기에 퇴 된 것으로 단되

며 하부의 퇴 층과는 큰 부정합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KSH 단면 시료들의 경우 두 번 이상의 불산 처리를 통해 석

입자만을 남겼음에도 한 OSL신호가 찰되지 않아 등가선량을

구할 수 없었고,유의한 연 결과를 얻지 못하 다.

가.연간선량(Doserate)측정 결과

연간선량의 경우 시료 내 분포하는 210Pb,234Th,226Ra,228Ra,40K의

농도를 측정하여 구하 다.각각의 측정값은 재수분량을 바탕으로 변

환되었고,베타와 감마 연간선량 값에 우주선량(Cosmicray)값을 더하

여 구하 다.그 결과는 Table9와 같다.

나.등가선량(Equivalentdose)측정 결과

본 연구에서 등가선량 값은 단일시료재 법(SARprotocol)에 따라 구

하 다.각각의 시료에 재 방사선(regenerationdose)을 조사하여 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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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OSL 값을 구하 고,이를 토 로 성장곡선(GrowthCurve)을 만든

후 내삽하 다(Figure52).

등가선량을 결정하기 해 이용된 신호는 감쇄곡선(DecayCurve)의

기 1-5count(0-0.8 )구간의 신호이며,배경신호(BackgroundSignal)

는 225-250count(36.16-40 )구간으로 설정하여 구하 다(Figure53).

한 모든 시료는 심연 모델(CAM,CentralAgeModel)을 용하여

나타내었다.

그 결과 KS-OSL1과 2의 경우 성장곡선이 거의 선형에 가깝게 성장

하여 연 상한 값에 크게 미치지 않는 것을 확인하 으며 KS-OSL3과

KS-OSL4,5의 경우에도 포화수 (SaturationLevel)에 한참 못 미치는

결과 값을 얻었다(i.e.lessthan2D0).따라서 연 상한의 문제가 발생

하지 않고 신뢰성 있는 등가선량 값을 구할 수 있었다.

그러나 KS-OSL6과 KS-OSL7의 경우 포화수 에 도달하여 지수함

수 형태로 증가하는 성장곡선을 그리지 못하고 Exponential+Linear의 곡

선으로 나타내었다(i.e.morethan2D0).KS-OSL6,7과 같이 연 상

한에 도달할 경우 그 결과 값은 최소퇴 연 (Minimum Depositional

Ages)로 해석된다(Choietal.,2014).따라서 두 시료의 경우 최소 10만

년 이상 에 퇴 된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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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Depth

(cm)

Used

Aliquot(n)

Equivalent

Dose(Gy)

DoseRate

(Gy/ka)

Age

(ka,1σ SE10))

Water

contents(%)

OD

(%)
CurveFitting

KS-OSL1 20 16 0.62±0.04 3.25±0.08 0.19±0.01 4.58 23.3 Exponential

KS-OSL2 50 16 0.46±0.03 3.34±0.09 0.14±0.01 2.07 24.2 Exponential

KS-OSL3 90 16 128.00±4.96 2.95±0.07 43.39±2.00 15.83 7.9 Exponential

KS-OSL3(re) 90 24 131.72±6.17 2.95±0.07 44.63±2.37 15.83 17.3 Exponential

KS-OSL4 70 16 20.13±0.99 2.94±0.08 6.86±0.39 16.07 17.5 Exponential

KS-OSL5 100 16 96.09±5.02 2.81±0.08 34.21±2.01 20.14 18.6 Exponential

KS-OSL6 125 16 285.39±10.38 2.96±0.09 96.53±4.56 18.23 11.1 Exponential+Linear

KS-OSL7 145 16 321.22±9.62 2.93±0.09 109.65±4.61 18.38 6.9 Exponential+Linear

KSH-OSL1 210 - - 3.47±0.10 - 16.60 - NoFitting

KSH-OSL2 195 - - 2.50±0.06 - 19.13 - NoFitting

KSH-OSL3 180 - - 3.70±0.14 - 18.28 - NoFitting

KSH-OSL4 160 - - 2.97±0.08 - 16.32 - NoFitting

KSH-OSL5 135 - - 3.16±0.08 - 17.22 - NoFitting

Table8.ResultoftheOSLage.

10)CentralAge±1σ standarderr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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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Pb-210

(Bq/kg)

Th-234

(Bq/kg)

Ra-226

(Bq/kg)

Ra-228

(Bq/kg)

K-40

(Bq/kg)

Drybeta

(Gy/ka)

Dry

gamma

(Gy/ka)

Wetbeta

(Gy/ka)

Wet

gamma

(Gy/ka)

Cosmic

(Gy/ka)

Total

doserate

(Gy/ka)

KS-OSL1 13.3±2.2 10.2±3.5 12.9±0.4 31.3±1.0 769±14 2.20±0.08 1.09±0.02 2.08±0.08 1.03±0.02 0.13±0.03 3.25±0.08

KS-OSL2 17.1±1.7 15.1±4.0 12.5±0.4 30.1±1.0 770±15.2 2.22±0.08 1.07±0.02 2.16±0.08 1.04±0.02 0.13±0.03 3.34±0.09

KS-OSL329.1±2.05 38.6±8.5 35.9±0.4 64.8±1.0 472±8.9 1.93±0.08 1.43±0.03 1.61±0.06 1.21±0.03 0.13±0.03 2.95±0.07

KS-OSL4 38.2±5.7 36.0±12.0 40.6±0.8 60.8±1.8 476±13 1.93±0.09 1.42±0.04 1.61±0.07 1.20±0.03 0.13±0.03 2.94±0.08

KS-OSL5 35.6±2.7 37.4±9.3 39.7±0.7 65.2±1.7 446±12 1.89±0.08 1.44±0.04 1.51±0.06 1.71±0.03 0.13±0.03 2.81±0.08

KS-OSL6 44.2±6.2 48.0±15.0 40.9±0.9 65.2±2.0 459±13 1.98±0.10 1.46±0.04 1.62±0.08 1.21±0.03 0.13±0.03 2.96±0.09

KS-OSL7 53.6±6.6 41.0±13.0 45.2±0.9 69.0±2.3 418±13 0.19±0.09 0.15±0.04 1.56±0.07 1.24±0.04 0.13±0.03 2.93±0.09

KSH-OSL130.3±5.1 44.0±14.0 40.5±0.8 46.9±2.0 755±18 2.54±0.11 1.47±0.04 2.10±0.09 1.23±0.03 0.13±0.03 3.47±0.10

KSH-OSL226.7±3.5 31.4±7.4 30.0±0.6 65.8±1.5 358±10 1.60±0.07 1.31±0.03 1.29±0.05 1.07±0.02 0.13±0.03 2.50±0.06

KSH-OSL341.8±2.9 129.0±30 86.2±0.9 93.4±1.9 317±9.5 2.31±0.15 2.04±0.08 1.88±0.12 1.69±0.06 0.13±0.03 3.70±0.14

KSH-OSL423.6±2.9 41.6±9.6 37.1±0.7 60.7±1.8 506±13 1.99±0.08 1.42±0.04 1.65±0.07 1.19±0.03 0.13±0.03 2.97±0.08

KSH-OSL 25.0±3.0 33.3±8.6 29.5±0.7 61.2±1.8 616±15 2.20±0.09 1.45±0.03 1.81±0.07 1.22±0.03 0.13±0.03 3.16±0.08

Table9.Doseratevaluesobtainedbygammaspectr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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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SL 6

KS-OSL 3 KS-OSL 3 (re)

KS-OSL 1 KS-OSL 

2

KS-OSL 4 KS-OSL 5

KS-OSL 7

Figure 52.Dose response growth curves of OSL signals

emittedfrom quartzonall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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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OSL KS-OSL 

KS-OSL KS-OSL 

KS-OSL KS-OSL 

KS-OSL KS-OSL 

KS-OSL 3 

Figure53.OSLdecaycurvesfrom KSSD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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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시료가 히 블리칭되고 퇴 후 교란 작용을 겪었는지의 여

부를 확인하기 해 등가선량 분포의 과분산(OD,Overdispersion)값을

살펴보았다.과분산은 석 입자들의 등가선량 분포에서 측할 수 없는

오차로 인해 통계학 으로 설명되지 않는 산포정도를 의미한다.만약 퇴

당시에 모든 입자가 완벽하게 블리칭되고 퇴 후 교란되지 않은 경

우,즉 여러 연 값을 가지는 입자들이 혼합되어 있지 않고 시료 내 입

자들이 하나의 연 요소만으로 구성되어있을 경우에는 개별 석 입자의

등가선량 분포가 약 10%의 과분산을 나타내는 것이 이상 으로 알려져

있다(Jacobsetal.,2006;허서 외,2014).하지만 일반 으로 단일시료

재 법을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과정에서 나타나는 과분산 값이

20%까지는 석 입자들이 비교 균일하게 잘 블리칭된 것으로 보며,방

사선 조사 이 의 열 처리가 충분히 이루어진 것으로 여긴다(Galbraith

etal.,2012).

본 연구에서는 단면 상부에서 채취하 던 KS-OSL1과 2를 제외하고

는 과분산 값이 모두 20% 미만으로 나타나 퇴 과정에서 블리칭이 잘

이루어지고 퇴 이후 교란 작용을 거의 겪지 않은 것으로 해석되었다.

특히 KS-OSL5,6의 경우 약 10%의 과분산 값을 보여 부분의 석 입

자가 상당히 완벽하게 블리칭된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KS-OSL1,2의

경우 과분산 값이 각각 23%와 24%로,퇴 이후 교란되거나 서로 다른

연 요소를 가진 입자들이 혼합되었을 가능성이 있다.KS-OSL1과 2는

단면의 가장 상부 부분으로서,시료채취 지 의 특성상 퇴 이후 나무

뿌리 등으로 인해 일부 교란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석 의 OSL 신호의 경우 이온화 단면 이 서로 다른 OSL

component들로 구성된다.먼 일정한 세기의 청색 원으로 여기 시켰

을 때 기에는 fastOSLcomponent가 지배 으로 발생하고,여기시간

이 지날수록 상 으로 빛에 덜 민감한 medium OSL component와

slowerOSLcomponent들의 기여가 차 크게 나타난다.그런데 이 에

서 OSL연 측정에 가장 합한 것은 fastOSLcomponent신호로,이

는 지질학 시간동안 열 으로 가장 안정되고,빛에 민감한 것으로 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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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H-OSL 1 KSH-OSL 2

KSH-OSL 3 KSH-OSL 4

KSH-OSL 5

Figure54.OSLdecaycurvesfrom KSHsamples.

려져 있다(최정헌 외,2008;정기 외,2010).그러므로 fastOSLcom-

ponent가 우세한 시료를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해야 한다.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fastcomponent가 가장 우세할 것으로 여겨지는 0-0.8 동

안의 OSL신호를 살펴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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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 KS-OSL1과 KS-OSL2시료의 경우 1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측정한 기 0-0.8 동안의 신호가 각각 약 17,000cts,14,000cts로

측정되었다.KS-OSL3의 경우 30Gy를 조사했을 때 600,000cts의 높은

신호가 측정되었고, KS-OSL 3(re)의 경우 50Gy를 조사했을 때

130,000cts의 신호가 찰되었다. 한 KS-OSL4는 10Gy를 조사하 을

때 210,000cts의 기신호가 나타났다.그리고 KS-OSL5,6,7의 경우

30Gy의 방사선을 조사한 후 측정한 기 신호가 각각 약 240,000cts,

330,000cts,440,000cts로 측정되어 등가선량 결정에 크게 문제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러나 KSH 단면 시료의 경우 기신호가 KSSD 단

면의 약 1-10%에 불과하 고,배경신호가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Figure54).

Figure55.R-ratiooftheKSSDsectionsamples.

한 각 시료의 기 0-0.16 동안 검출된 OSL신호와 0-1.6 동

안의 신호 비를 구하여 (이를 R-ratio0.16/1.6이라고 한다.)FastOSLcom-

ponent가 얼마나 지배 인지 살펴보았다.만약 R-ratio값이 약 15% 미

만이면 medium 혹은 slow OSLcomponent가 우세한 시료로 CW-O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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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감쇠율이 낮게 나타난다.이 경우 기 0.16 동안의 신호가 상

당히 약하기 때문에 OSL측정에 하지 않을 수 있다.반면 R-ratio

값이 약 30% 이상일 경우에는 CW-OSL 기 신호가 ultra-fastcom-

ponent에 의해 지배받고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그리고 R-ratio값이

23-28%의 범 일 경우에는 석 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fastOSLcom-

ponent에 의해 지배되어 단일시료재 법으로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데

한 것으로 여겨진다.

Figure56.R-ratiooftheKSHsectionsamples.

본 연구에서 KSSD 단면 시료들의 경우 부분 20-30%의 R-ratio

범 에 포함되었다(Figure55).특히 KS-OSL4,5,6,7시료들의 경우

23-28%의 범 에 해당되어 단일시료재 법을 용하는 데 상당히

한 것으로 단되었다.그러나 KS-OSL3에서는 R-ratio가 높게 나타나

ultra-fastcomponent가 우세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한편 KSH 단면 시료의 경우 5개의 시료가 모두 10-15% 사이의 범

에 들어 slow OSL component가 상당히 지배 인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56).이들은 fastOSLcomponent가 거의 없거나 존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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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으로 보 다.따라서 KSH 단면의 시료는 OSL연 측정에 합

하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고,신뢰성 있는 연 결과를 얻을 수 없어 등

가선량 측정에서 배제하 다.

다음으로 루미네선스 민감도 보정이 성공 으로 수행되었는지를 검

하기 하여 Recyclingratio를 구하 다.Recyclingratio는 시료에 최

로 가한 방사선과 동일한 양의 방사선을,민감도 보정을 끝낸 후에 다시

한 번 조사하여 각각의 값이 얼마나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방법이다.

Recyclingratio=R5/R1

식에서 R1은 최 로 조사한 방사선량에 한 보정된 OSL값,그

리고 R5는 최 의 방사선량과 동일한 방사선량을 다시 가한 후 얻은 보

정된 OSL 값을 의미한다.루미네선스 민감도 보정이 잘 될수록

Recyclingratio는 1.0에 가까워진다(김종욱 외,2007).

본 연구에서는 KSSD 단면의 Recyclingratio가 0.9-1.1사이에 해당

되는 것을 확인하 고,모든 시료가 1.0±0.1범 에 포함되어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데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Figure57).

Figure 57.The recycling ratio.Recycling and

recuperation close to unity and less

than10%,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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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선량회복실험 열 처리 실험

본 연구에서는 KS-OSL1,2,3시료에 하여 선량회복실험(DRT,

DoseRecoveryTest)을 실시하여 SAR protocol의 성 여부를 살펴

보고,열 처리 온도가 등가선량에 향을 주는지 확인하고자 하 다.선

량회복실험에서는 시료를 인 으로 블리칭시킨 후,일정한 방사선량을

조사하고,열 처리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여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

를 확인하게 된다.

Figure58.Doserecoverytestresults.

본 연구에서는 각각의 샘 마다 15개의 aliquot를 이용하여 선량회복

실험을 수행하 다.먼 각 시료에 BlueLED를 1,000 간 2번 조사하

여 기존의 신호를 블리칭시킨 후,220,235,250,265,280℃로 열 처리

온도를 달리하여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찰하 다.KS-OSL1과

2의 경우 2,5,9,14Gy를 조사하 고,KS-OSL3은 12,58,116,208Gy

를 조사한 후 측정된 회복선량 값을 조사선량 값과 비교하 다.실험에

용된 단일시료재 법이 합할 경우 10%내외의 recyclingratio를 가

지게 되는데(MurrayandWintle,2003),KS-OSL1,2시료에서는 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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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리 온도를 다르게 설정하더라도 모두 10% 이내의 높은 회복능력을 보

으나 KS-OSL3시료의 경우 열 처리 온도에 따른 민감도 변화가 크

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Figure58).

Figure59.PreheatplateautestresultsonKS-OSL3.

따라서 KS-OSL3 시료에 해 열 처리(PHP,PreheatPlateau

Test)실험을 실시하여,등가선량 결정에 가장 합한 열 처리 구간을

구하고자 하 다.먼 45개의 aliquot를 이용하여 220,235,250,265,

280℃에서 10 간 열 처리한 후,50,100,200,300Gy의 방사선을 조사

하여 등가선량을 측정하 다.그 결과 KS-OSL3시료는 250℃에서 열

처리하는 것이 가장 합한 것으로 단되었다.260℃에서는 plateau가

형성되지 않으며 값이 튀는 경향을 보이지만,250℃는 민감도 변화도 발

생하지 않으면서 DRT와 PHP의 값과도 잘 맞는 으로 나타났다

(Figure59).

따라서 열 처리온도를 250℃로 변화시켜 다시 한 번 등가선량을 구

하 다.그 결과 260℃로 열 처리 하 을 때는 128Gy의 등가선량 값을

얻어 약 4만 3천 년의 퇴 연 가 계산되었으나,250℃로 열 처리 하

을 때는 약 132Gy의 값을 얻어 약 4만 5천 년의 연 를 구할 수 있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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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한편 KS-OSL 3 시료에서는 열 처리 온도를 증가시킴에 따라,

SaturationLevel이 감소하여 성장곡선이 눕게 되는 상이 찰되었다

(Figure60).이러한 열 처리에 따른 성장곡선 형태의 변화는 이 에도

보고된 바 있으나(Laietal.,2008)그 원인과 메커니즘에 해서는 아직

명확하게 밝 진 바 없다.다만 열처리에 따른 결함 재분배(defectre-

distribution)에 의한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며 이에 해서는 추가 인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보인다(Laietal.,2008).

Figure60.Changeintheshapeofgrowthcurves

whenaliquotswereheatedtodifferent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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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토 론

1.KSSD 단면 상부층의 성격

KSSD 단면의 상부층은 지표에서부터 깊이 약 60cm까지를 말하며,

finesand로 이루어진 황갈색의 모래층에 해당되는 부분이다.

상부층의 경우 분 이 양호한 약 160-290㎛(2.9-2.1ø)의 모래층으로써

입도 특성의 측면에서 볼 때 일반 인 사구 퇴 물과 크게 다르지 않다

(Ahlbrandt,1979).선행연구에서 보고된 연구지역 주변의 사구 모래와

비교해보면 ‘환경부(2005;2007)’에서 조사된 승 사구의 평균 모래 입

경(1.5-2.0ø) 명사십리 사구의 평균 입경(1.5-2.5ø)과 유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 한 동호리(1.6-2.3ø)와 승리(1.9-2.1ø), 명사십리

(1.8-2.4ø)해빈의 표층 퇴 물의 평균 입도와도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

았다(소 석 외,2010;2012a;2012b). 한 OSL연 측정 결과 연구지역

남부에 분포하는 명사십리 사구의 퇴 연 가 0.12±0.01ka에서

0.32±0.04ka로 조사되었는데(최 희,2009), 승리 KSSD 단면 상부 퇴

층의 연 도 약 0.14±0.01ka에서 0.19±0.01ka으로 추정되어 명사십리

사구와 유사한 성격을 지니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KSSD단면 상부층의 경우 해빈이나 간석지에서 이동되어 온

해안사구층의 일부가 남아있는 것으로 단된다.실제 KSSD 단면 주변

(KSSD-B,KSSD-D)에 분포하는 모래층에 해 입도분석을 실시한 결

과 KSSD 단면의 상부층의 입도특성과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고

KSSD단면 면부의 갯벌 표층 부분(KSM)도 이와 동일한 특성이 나타

났다.따라서 약 200년 에는 명사십리를 비롯한 승리까지 규모의

해안사구지 을 것으로 추정되며, 승리의 경우 재는 부분의 사

구층이 개간되어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한 명사십리의

경우 재 부분의 사구가 해빈 후면의 평탄지에 분포하고 있으며 평균

2-3m의 낮은 높이로 발달해 있으나(환경부,2005),약 200년 에는 법

장천 남부의 평탄지뿐만 아니라 해발고도 20m 이상의 구릉지까지 사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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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덮일 정도로 규모의 사구가 형성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기존에 이루어진 서해안 해안사구층에 한 연구들과 비교해볼 때,과거

200년 동안에는 서해안에 많은 양의 사구 퇴 물이 유입될 수 있는 환경

이었던 것으로 보인다.

특히 연구지역의 해안 형태를 살펴보면,해안선의 방향이 북동 방향

을 하고 있어 겨울철과 이른 에 북풍-북서풍 계열의 바람의 향을

상당히 많을 것으로 단된다. 한 해빈 면부에는 사질 간석지가

리 분포하고 있어 해안사구가 성장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라고

할 수 있다.

하지만 재는 해안의 인공구조물 설치나 해안도로 건설 등으로 인해

해빈과 사구 간의 퇴 물 이동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못하여 더 이상

사구가 더 이상 성장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인다.연구지역 남부에 치

한 명사십리의 경우 군 훈련시설 한 규모의 한 고압시험소와

같은 시설이 건설되어 있어,토지 이용에 제한이 따르고 사람들의 출입

이 통제되기 때문에 해안사구가 비교 잘 보존될 수 있는 반면(한국지

질자원연구원,2003), 승리 지역의 경우 연안 지역 부분이 인간에 의

한 토지 이용이 이루어지고 있어 재는 사구가 성장하기 힘든 것으로

보인다. 한 실제 조사를 시작할 당시(2014.02)에는 KSSD단면 면부

해안에 기반암이 노출되어 단애 형태로 나타나고 있었으나,이후

(2015.10)에는 해안침식 방지사업의 일환으로 구조물들이 건설되어 있는

모습을 찰할 수 있었다.이와 같이 승리 지역에는 짧은 시간 내에도

인 인 간섭이 많이 발생하고 있으며,이로 인해 해빈으로의 퇴 물

공 이 차단되고,해빈과 배후지역 간의 퇴 물 순환이 원활히 일어나지

못할 것으로 단된다.

실제 고창군의 장호리와 용정리 일 는 신두리와 비견될 만한 규모

사구지 가 발달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인간의 향으로 인해 사구

원형이 많이 훼손된 것으로 지 된 바 있다(유근배 외,2007).따라서 약

100-200년 까지는 승리 지역에 해안사구 형성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다가,이후 인 인 간섭으로 퇴 물의 이동과 순환이 향을 받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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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이상 사구가 성장하지 못하게 된 것으로 단된다.

2.KSSD 단면 하부층의 성격

가.하부층 퇴 당시의 환경

본 연구의 KSSD 단면 하부층(KS-OSL3,KS-OSL5)이 퇴 된 약 3

만 4천 년과 4만 5천 년 은 산소동 원소에 따른 시기구분(MIS,

MarineIsotopeStage)11)에서 MIS3기에 속하는 시기로,당시엔 지구

인 륙 빙하의 양 변화와 해수면 변동이 두드러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Linsley,1996).MIS3시기는 재보다 해수면이 약 40-50m 혹은

60-90m 정도 낮았던 것으로 보고되며,특히 MIS 3 시기 내에서도

20-30m 수 으로 수차례 해수면 변동이 있었고 빠른 기후 변화가 반복

되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Linsley,1996;Kisseletal.,1999;Culter

etal.,2003;Siddalletal.,2008;Sunetal.,2015).

서해의 경우 평균 수심은 약 51m,최 수심은 124m로 수심 변화가

매우 완만하고,평균0.0011-0.007°의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다.수심 약

60m까지는 지형이 매우 복잡하고 불규칙한 양상을 보이나 60m 이상의

해역에서는 남북으로 평행한 등수심이 나타난다(Yangetal.,2006b;국

립해양조사원,2014).따라서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상당한 변화

를 경험하게 되어,실제 최후빙기(LGM,LastGlacialMaximum)에는 사

막 환경이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Qinetal.,1989;Wang,1992;Saito

etal.,1998;Talling,1998;Xuetal.,2010).

KSSD 단면 하부층(KS-OSL3,KS-OSL5)이 퇴 되던 MIS3시기동

안 서해의 수심은 재보다 약 40-90m 낮았던 것으로 보고 있으며,

재 륙붕인 곳들의 부분이 노출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Saitoetal.,

11)본 논문에서는 다음과 같이 산소동 원소기 시기 구분을 따른다(Martinson

etal.,1987;Severinghausetal,,1998):MIS5,~128,000–74,000calyrBP;

MIS4,~74,000–61,000calyrBP;MIS3,~61,000–24,000calyrBP;MIS

2,~24,000–11,600calyrBP;andMIS1,~11,600calyrBPtoth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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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8).실제 서해의 북동쪽 지역에 치한 보하이만(BohaiSea)의 경우

MIS3시기동안의 해수면이 재보다 35-60m 혹은 그 이상 낮았던 것으

로 조사된 바 있다(Liu etal.,2009). 한 이후에 보고된 양쯔강

(YangtzeRiver)지역의 퇴 물 연구에서는 MIS3시기 서해의 해수

면이 가장 높았을 때가 재보다 25±5m 낮았다고 측정된 바 있다(Sun

etal,2015).따라서 연구지역 주변의 서해 동부지역은 MIS3시기동안

상당부분이 노출되어 재와는 상이한 환경이었다고 볼 수 있다.

한편 KSSD단면 하부층(KS-OSL6,KS-OSL7)이 퇴 된 9만 6천 년

과 10만 9천 년 은 MIS5c시기로 지구 인 해수면이 재보다

16m 혹은 20-30m 낮았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Lambecketal.,2002;

Rohlingetal.,2008).하지만 OSL연 측정에서 두 지 의 등가선량 값

이 포화수 (saturationlevel)에 도달하 으므로 신뢰성 있는 연 결과

로 보기는 어렵다.따라서 KS-OSL6,KS-OSL7시료의 경우 최소 연

로 해석되어 약 10만 년 이상 에 퇴 된 층으로만 보아야 한다.약 12

만 5천 년 ,MIS5e시기에는 해수면이 재와 유사했거나, 재보다 높

았던 시기가 있었기 때문에 KS-OSL6,KS-OSL7시료가 퇴 될 당시는

재와 유사한 환경이었을 가능성도 있고,지 과 상당히 상이한 환경이

었을 수도 있다.이와 같이 MIS5시기에 퇴 된 것으로 나타난 층에

해서는 명확한 퇴 연 를 악하기 어려우므로,퇴 당시의 환경을

논의하기는 곤란하다.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MIS 3시기에 퇴 된

KS-OSL3,KS-OSL5지 의 퇴 층을 심으로 논의하도록 하겠다.

한 약 6천 8백 년 에 퇴 된 것으로 나타난 KS-OSL4시료의 경

우 홀로세 기후최 기(climaticoptimum)12)에 해당한다.KS-OSL4지

의 시료가 퇴 되던 당시,서해의 해수면은 재보아 약 7m 정도 낮았

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며(박용안,1992;Changetal.,2001;Chough

etal.,2004;Yangetal.,2006),최후빙기 이후 약 7,000여 년 부터

재까지 큰 변화 없이 지속 으로 상승하여 지 과 같은 수 에 도달한

12) 세계 으로 약 6,000년 BP를 정 으로 하여 온난한 시기가 나타나는데,

이를 기후최 기(climatic optimum) 혹은 후빙기 고온기(postglacial

hypsithermal)라고 한다(박용안 외,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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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따라서 KSSD단면 하부의 실트층이 퇴 되던 당시는 모두 재보다

해수면이 어느 정도 낮았던 시기라고 볼 수 있다.

나.풍성 퇴 물의 성격

실트 크기의 입자들로 이루어진 KSSD단면 하부층은 실트의 함량이

약 70-80% 이상,모래의 함량이 약 20-30%로 구성된다.KSSD단면 하

부층은 퇴 층 내에 pebbles이나 cobbles크기의 자갈들은 나타나지 않는

다는 ,연구 지역 주변에 큰 하천이 발달해 있지 않다는 등으로 보

아 하천 퇴 물일 가능성은 으며,주로 실트로 이루어져 있는 것으로

보아 랑에 의한 해빈(beachsand)퇴 물일 가능성도 은 것으로

단된다. 한 기반암 풍화과정에서 형성되는 토 물이 나타나지 않는

다는 ,조사지 주변의 기반암과 화학조성이 크게 차이 나는 등으

로 보아 기반암풍화 일 가능성도 상당히 낮다.따라서 본 연구의

KSSD 단면 하부층은 바람에 의해 이동되어 온 풍성 퇴 물의 성격을

지니는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KSSD단면 하부층이 퇴 될 당시 서해가 육성의 환경이었고,

바람에 의해 형성된 퇴 층이라면,하부층은 ‘실트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

된 육성의 풍성 퇴 물’이라는 에서 뢰스와 비될 수 있다.일반 으

로 뢰스는 풍성에 의해 발생하는 주로 20-50㎛의 석 입자들로 구성된

쇄설성 퇴 물로 정의되기 때문에(SmalleyandVita-Finzi,1968),풍성

의 실트 퇴 물이라는 에서 뢰스와 비교해보고자 한다.비록 KSSD

단면 하부층에서 조립 실트뿐 아니라 모래의 함량도 어느 정도 나타나

나,뢰스 퇴 물의 상당수는 50%이상의 실트 크기의 입자들을 비롯하여,

모래와 토의 함량이 꽤 다변 이기 때문에(Pye,1995),KSSD단면 하

부층의 특성이 뢰스의 일반 인 정의에 부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국내에서는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뢰스 연구가 이루어져 왔

다.하지만 한반도에 분포하는 뢰스의 기원지에 해서는 논란이 분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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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황이다.그동안 뢰스라고 연구된 퇴 물의 기원지는 크게 세 가지로,

국 황토 고원에서 이동되어 왔다는 주장과,황해나 한강,임진강 유역

에서 왔다는 주장,그리고 퇴 층과 인 한 충 지에서 기원했다는 주장

으로 구분된다.먼 국의 황토고원에서 기원했다고 주장하는 연구자

들은 뢰스-고토양 연속층에서 자율 값이 고토양층에서 높게 나타나고

뢰스층에서 낮게 나타나는 이 국 황토고원의 특성과 일치한다고 하

다. 한 풍화에 강한 원소(Al,Fe,Ti)의 함량비 희토류 원소 조성

역시 국 황토고원의 결과와 유사하나,풍화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원소

들은 큰 차이를 보인다고 하 는데,이는 퇴 이후 한반도의 높은 강수

량으로 인해 심각한 풍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해석하 다(신재 ,2004;

Lim etal.,2005;박충선 외,2007b;2014;윤순옥 외,2007;2011;2012;

2013,황상일 외,2009;2011).다음으로 황해나 임진강 유역에서 기원했

다고 보는 연구자들은 빙기에 해수면 변동으로 인해 황해가 사막 환경이

었을 당시 강한 편서풍에 의해 실트 크기의 퇴 물이 이동되어 퇴 된

것으로 보았다(오경섭 외,1994;Kim etal.,2012).한편 인 한 충 지

에서 기원한 것으로 보는 연구자들은 퇴 물의 입도 특성으로 볼 때,해

당물질이 장거리를 이동한 것으로 보기 어렵다고 하면서,인근 지 의

실트 극세사와 같은 미립물질들이 바람에 의해 이동되어 집 된 국지

인 뢰스(localloess)라고 보았다(김 래,2007).

이러한 국내 뢰스 퇴 물의 경우 주로 실트 혹은 토 크기의 입자들

로 구성되어 있으며,경우에 따라 모래의 함량도 나타난다.퇴 연 는

MIS2시기에서 MIS6시기까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그리고 국 황

토고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뢰스퇴 물들은 공통 으로 높은 화

학 풍화지수를 나타내며 자율 값이 낮게 나타나는 데 반해(박충선

외,2007b;윤순옥 외,2007;2011;2013;황상일 외,2009),황해에서 기

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뢰스퇴 물의 경우 자율 값이 높게 나타난다는

차이가 있다(Kim etal.,2012).

본 연구의 KSSD 단면 하부 실트층의 경우,기존에 연구되었던 황토

고원 기원의 뢰스 퇴 물과 비교해봤을 때 풍화정도나 입도 특성 등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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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를 보인다.실제 국 황토고원에 분포하는 뢰스 데이터와 비

교해보면,황토고원의 경우 A-CN-K 삼각도에서 데이터가 A-CN 라인

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Figure67,datafrom Dingetal.,

2001;Jahnetal.,2001).그러나 KSSD 단면 하부 실트층의 경우 A-K

라인과 인 해 있으며,황토고원의 데이터에 비해 A꼭지 에 더 집 되

어 분포한다(Figure63).이러한 특징은 KSSD단면 하부층과 국 황토

고원의 뢰스층이 서로 다른 정도의 화학 풍화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해석되며,KSSD 단면 하부층이 훨씬 더 강력한 화학 풍화작용을 겪

은 것으로 보인다.따라서 KSSD 단면 하부층을 국 황토고원의 뢰스

와 직 으로 연 시키기는 어렵다.

한 KSSD 단면 하부 실트층의 경우 기존에 국에서 기원한 것으

로 해석된 우리나라의 뢰스 퇴 물과 입도 측면에서도 상당한 차이를 지

닌다.국내의 뢰스 퇴 물의 경우,모래와 실트에 비해 토의 비 이 상

당히 높고,평균 입경이 약 6-7ø정도로 나타났다(Table 10).그러나

KSSD 단면 하부층의 평균 입경은 약 4.0-5.1ø로 기존에 연구된 뢰스층

보다 더욱 조립한 입자들로 이루어져 있어 같은 성격으로 보기 어렵다.

더욱이 국 황토고원에서 이동되어 왔다면 먼 거리를 이동해야 하므로

토 심의 세립 물질로 구성되어 있어야 하는데,KSSD 단면에서는

토 크기의 입자들이 거의 존재하지 않았으므로 황토고원에서 왔을 가

능성은 낮아 보인다.

이 외에도 기존 연구에서 국 황토고원에서 기원한 것으로 조사된

천지역의 고토양층 뢰스층의 연 가 각각 43.1±2.3,46.1±2.6ka로

KSSD단면 하부 실트층과 유사하게 나타난 바 있으나(윤순옥 외,2007)

토색 입도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기원지로 보기는 어렵다. 한

불화산 일 의 하부 뢰스층 연 와도 유사하나(41±14ka)불화산 뢰스의

경우 퇴 연 가 크게 역 되어 신뢰하기 어려워 보인다(박충선 외,

2014).따라서 KSSD 단면 하부 실트층은 기존에 연구된 황토고원 기원

의 뢰스 퇴 층과 다른 성격인 것으로 볼 수 있다.

한편 Kim etal.(2012)에서는 곡리 지역에서 나타나는 뢰스 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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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한 연구에서 황해가 노출되었던 당시 겨울철 몬순에 의해 다량의

퇴 물이 이동되어 온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본 연구에서도 KSSD 단

면 하부의 실트층이 당시 육성 환경이었던 황해에서 이동된 것으로 단

되며,바람에 의해 이동되어 온 풍성퇴 물로 추정된다.황해에서 기원한

것으로 여겨지는 곡리 뢰스 퇴 층의 경우 주원소 특성이 A-CN-K

삼각도의 A꼭지 에 가까이 분포하여 CaO,K2O,Na2O의 손실이 상당히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되는데,KSSD 단면 하부 실트층 역시 A-CN-K

삼각도에 나타나는 주원소 특성이 곡리 뢰스 퇴 물과 상당히 유사하

게 나타났다.이 외에도 석 이 부분이고 장석이 드물게 발견된다는

, 자율 값이 높다는 역시 공통 인 것으로 나타났다.

한 실제 연구지역과 인 한 고창군 동호리와 만돌리의 조간 퇴

층에 한 연구에서는,조간 가장 상부에 최 1.5m 두께의 모래층이

분포하고,그 하부에 mixed-flatdeposit과 mudflatdeposit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Yangetal.,2006).따라서 KSSD단면 하부층이

퇴 될 당시에는 황해가 실트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 남부에 치한 군 백수 해안의 조간 퇴 층에 한

연구에서도 약 10만 년 (110.0-138.8ka)의 퇴 층이 분포하고,그 상

부에 약 4만 년 (40.2-45.1ka)의 퇴 층이,그리고 그 약 1만 년

(10.9ka)의 퇴 층과 0.5-0.2ka의 홀로세 퇴 층이 나타난 바 있다.해당

연구에서 홀로세의 조간 퇴 층의 경우 주로 sandflat으로 구성되어

있었고,약 4만 년 의 라이스토세 조간 층은 분 이 불량한 자갈층

이 견고한 실트(stiffsilt)층과 함께 나타났으며,약 10만 년 의 조간

층의 경우 주로 mudflat혹은 sand-mudcouplets로 구성되어 있었다

(Changetal.,2014).본 연구의 KSSD단면의 경우에도 약 34-45ka퇴

층과 약 97-110ka이상의 퇴 층의 경우 주로 실트 크기의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었기 때문에,퇴 연 구성 물질로 볼 때 지역의

조간 퇴 물의 성격과 유사한 것으로 단된다.따라서 해수면이 재

와 다른 상황에서 황해가 부분 으로 노출되었을 때,바람에 의해 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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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자 연구지역 평균 입도 범 (ø) 퇴 연

오경섭 외

(1994)

곡리지역 용안 지에

퇴 된 풍 토

-coarsesilt(20-50㎛)10%

-finesand(50-200㎛)10%

- 토 니토 90%

신재

(2004)

덕소 지역 뢰스 5.96 7.00

곡리 지역 뢰스 6.80 6.16
70±2ka~

>150±10ka

김 래

(2007)

안성시 일죽면

미립질층 표 지 5.06±5.43

사질 특성이 강한 지 4.27±4.32

토 특성이 강한 지 4.37±4.77

윤순옥 외

(2007)

천 지역

천단면 평균입경 5.99 7.16

최상부 고토양층(L1S1) 7.00 7.06 43.1±2.3ka

천 뢰스층(L1L2) 5.99 7.07 46.1±2.6ka

두 번째 고토양층(S1) 6.62 7.16 MIS5

천 뢰스층(L2) 6.56 7.11 MIS6

천 고토양층(S2) 6.28 6.74 MIS7

천 뢰스층(L3) 6.11 6.35 MIS8

황상일 외

(2009)

완주 동지역

동 하안단구 상부의

뢰스-고토양 연속층

-모래 (>63㎛)4% 미만

-실트 (4-63㎛)60% 이상

- 토 (<4㎛)30~69%

Table10.SummariesofpreviousloessstudiesinKorea.

에서 이동되어 온 입자들이 재의 KSSD 단면에 퇴 되었을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

그 외에도 경기만,천수만,해남만 지역의 조간 퇴 물에서도 MIS2

후기에서 MIS3에 이르는 시기동안 공통 으로 Sandymud혹은 mud

가 퇴 되어 있는 것이 확인되어(Lim etal.,2004),KSSD 단면 하부층

이 퇴 될 당시 황해는 주로 Sandymudflat혹은 mudflat의 환경이었

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결과들은 KSSD단면 하부의 실트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 물

이 황해에서 기원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그러므로 본 연구의 하부 실

트층은 황해 기원의 풍성 퇴 물로 추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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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상일 외

(2011)

거창분지 지역

뢰스층

(L1L1,L1L2,L2)
6.99 7.53

24±1ka

99±5ka

고토양층(L1S1,S1) 6.93 7.43

윤순옥 외

(2011)

서산-해미 지역

해미단면 평균입경 7.64 3.66

뢰스-고토양 연속층 7.45 6.87 >50ka

이층1 7.64 4.85 >50ka

이층2 6.02 3.66

윤순옥 외

(2012)

울산 언양 지역

언양단면 평균입경 7.02 4.68
20.0±0.9ka

28.4±1.6ka

Kim etal

(2012)
곡리 일 8.0 9.0 MIS6

윤순옥 외

(2013)

진천분지 지역

뢰스-고토양 연속층 7.61 7.03
MIS4-

MIS6이층1 7.20 6.42

박충선 외

(2014)

강릉 불화산

일

불화산 UnitⅠ

(depth0~92cm)

-모래 2-11%

-조립실트 16-21%

-세립실트 38-44%

- 토 32-41%

145±11ka

불화산 UnitⅡ

(depth92~240cm)

-모래 -45%

-조립실트 20-41%

-세립실트 14-42%

- 토 8-34%

191±24ka

164±12ka

불화산 UnitⅢ

(depth240~465cm)

-모래 47-76% (UnitⅢ-1)

-모래 11-69% (UnitⅢ-2)

-조립실트 16-43%

-세립실트 5-33%

- 토 2-16%

41±14ka

Table10.(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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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해안사구 물질의 재이동 가능성

실트로 이루어진 KSSD 단면 하부층의 경우 당시에 형성되어 있던

해안사구 물질이 재이동되어왔을 가능성을 내포한다.연구지역 남쪽에

치한 해안사구 연구에서는 해안에서 배후지역으로 갈수록 모래의

비 이 감소하고 실트 토의 함량이 증가하여 분 이 불량하게 나타

났다는 보고가 있다. 해안사구의 경우 사구 면부와 앙 부분의

입도는 KSSD 단면 상부층과 마찬가지로 주로 200㎛ 후의 모래로 이

루어져 있었으나,사구 후면부를 구성하는 입자의 경우 70.28㎛ 즉,약

3.83ø로 이루어져 있었다. 한 가장 배후 지 의 경우 평균입경 5.29ø의

실트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분 역시 불량하게 나타나,사구 면부에서

배후지역으로 갈수록 입자가 작아지는 경향이 나타났다.특히 가장 배후

지 의 모래 비율은 54.21%,실트질과 미량의 토 함유량은 45.79%로

나타났는데,이는 사구 뒤에 있는 퇴 물이 더 오래되고 멀리 이동된 결

과로 해석하 다(박철웅,2011).

실제 입자 크기와 이동 거리 간에는 큰 련이 있어 기원지에서 멀어

질수록 세립화되는 경향을 보인다(Liu,1985).보통 20㎛ 이하의 작은 입

자들은 난류에 의해 하늘 높이 떠오른 후 서스펜션(suspension)상태로

수십 km이상 이동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반면 20-70㎛ 입자들은 수십

-수백 m 정도의 비교 짧은 거리를 이동하며,500㎛ 이상의 조립 입자

들은 렙테이션(reptation)과 포행(creep)형태로 이동한다(Lancaster,

2009).따라서 바람에 의해 근거리를 이동한 물질은 조립질인데 반해,장

거리를 이동한 물질은 세립질의 특성을 나타내게 된다.

KSSD단면 하부층의 입도 역시 해안사구와 마찬가지로 모래에

비해 실트질의 비율이 높으며,모래와 실트가 혼재되어 있어 분 이 불

량하게 나타난다.그러므로 상부의 해안사구층에 비해 상 으로 먼 거

리를 이동해왔거나 더 강한 에 지에 의해 이동되어 퇴 된 것으로 추정

되며,해안사구 물질이 재이동되어왔을 가능성을 내포한다.

한편 일본 돗토리 사구(Tottoricoast-line)의 사례에서도 KSSD 단면

과 유사한 특성이 보고된 바 있다.돗토리 사구에서는 MIS5a에 퇴 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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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구층 로 MIS 3 시기의 사구층이 덮여 있었고 그 상부에는 약

0.4-0.1ka 에 퇴 된 세의 해안사구층이 퇴 되어 있었다. 한 라

이스토세에 퇴 된 사구층의 경우 세에 퇴 된 사구에 비해 상 으

로 더 세립하고 분 이 불량했으며 퇴 구조가 잘 발달해 있지 않았다

(Tamuraetal.,2011).그러면서 이와 같은 퇴 층이 형성된 이유로

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환경에서 해안 가까이에 사구가 형성되고,사구

물질이 해안가로부터 먼 거리를 재이동하여 배후 지역에 퇴 되었기 때

문인 것으로 보았다.본 연구의 KSSD 단면 역시 MIS5c퇴 층 로

MIS3시기에 퇴 된 층이 분포하고,그 에 홀로세의 사구 퇴 층이

부정합으로 덮여 있어 돗토리 사구와 상당히 유사한 층서를 보인다.

한 입도특성 역시 라이스토세의 퇴 층이 세층에 비해 더 세립하고

분 이 불량하여 돗토리 사구와 매우 유사한 성격으로 볼 수 있다.그러

므로 KSSD 단면의 하부층 역시 해수면이 재보다 낮은 시 에서,당

시에 형성되었던 해안사구 물질이 재이동되거나 혹은 당시의 서해를 구

성하고 있던 물질이 원거리를 이동하여 퇴 되었을 가능성을 가지고 있

다.

이 외에도 KSSD단면의 하부 색층의 경우 김진철 외(2010)에서 연

구된 만리포 해안사구층과도 상당히 유사한 특성을 지닌다고 할 수 있

다.만리포 해안사구층의 경우 고화가 상당히 진행된 색층의 퇴 연

가 약 20-24ka로 나타났으며 층의 두께가 1m 미만으로 분포하여

KSSD 단면 하부층과 유사한 성격을 나타내었다.하지만 김진철 외

(2010)는 만리포 해안사구층이 기존에 연구된 고사구층들과 여러 차이

이 있기 때문에 고사구층과 직 인 비를 하는 것은 어렵다고 보았으

며 색의 사질 퇴 층이 퇴 된 시기는 생 사구층이 퇴 되는 환경과

는 차이가 있었을 것으로 보았다.그러면서 상하부 간의 뚜렷한 경계로

볼 때 퇴 층이 형성된 이후 침식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하 다.

따라서 KSSD 단면의 하부층 역시 재와는 다른 환경에서 퇴 된

사구물질이 재이동되어 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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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연 역 에 한 해석

일반 으로 퇴 층의 퇴 연 는 깊이가 증가할수록 오래된 결과 값

을 나타낸다.그러나 본 연구의 KSSD 단면의 경우 KS-OSL1과

KS-OSL2시료에서,그리고 KS-OSL3과 KS-OSL5시료에서 역 된

연 결과가 나타났다.실제 KS-OSL1은 지표에서부터 약 20cm 깊이

지 ,KS-OSL2은 약 50cm 깊이 지 으로 약 30cm 의 깊이 차에도 불

구하고 KS-OSL2의 연 가 0.05ka 더 은 것으로 나타났다. 한

KS-OSL3과 KS-OSL5시료 간의 깊이 차는 약 10cm 정도로 KS-OSL5

시료가 상 으로 더 상부에 있음에도 불구하고 약 10,000년 정도 더

오래된 연 값을 보 다.

이러한 연 결과가 나타나는 원인에는 퇴 후 교란 작용을 겪었거

나,연간선량 의 차이에 의해 역 이 발생했을 가능성,그리고 샘 링 과

정에서 서로 다른 연 요소의 시료가 혼합되었을 가능성 등이 있다.

먼 퇴 후 발생하는 생물 교란 작용(bioturbation)등의 향을 고

려해볼 수 있다.퇴 이후 유기물퇴 (krotovina)이 발생하거나 식물 뿌

리에 의해 교란될 경우,시료 내 석 입자들이 여러 개의 등가선량 값

을 포함하게 된다.그러한 경우 Figure61과 같이 다 형(Multi-modal)

의 등가선량 분포 패턴을 보이게 되고 실제 연 보다 더 거나 오래된

연 결과 값을 나타내게 된다(Bateman,2007).실제 Bateman et

al(2003;2007)은 생물 교란 작용에 의한 등가선량의 에러 가능성을 제기

하 고,교란된 샘 을 상으로 성공 인 OSL연 값을 추출하는 방

법을 시도한 바 있다.하지만 Batemanetal(2007)에서는 역 이 발생한

샘 의 과분산 값이 모두 50% 이상으로 높은 분산을 보 는데 반해,본

연구의 KS-OSL3과 KS-OSL5시료의 경우 모두 20% 미만의 은 과

분산값을 보 다.그리고 Figure62의 확률 도 분포 역시 다 형의 패

턴으로 보기 어려워 동일한 원인으로 역 되었다고 보기 어렵다.

한 지표 바로 아래에 있는 퇴 물일수록 더 강한 교란(disturbance)

이 일어나게 되며 깊이가 깊어질수록 교란의 강도가 감소하게 되는데,

본 연구의 KS-OSL3과 KS-OSL5시료의 경우 지표에서부터 약 1m 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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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진 지 에서 채취한 것이기 때문에 교란의 가능성은 상 으로 크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KS-OSL1과 KS-OSL2의 경우에는 비교 지표 가까이에

치해 있고,시료 채취 지 주변에 나무뿌리 등의 식생이 정착해 있었기

때문에 교란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한 KS-OSL1과 KS-OSL2시료는

모두 등가선량 측정 과정에서 20%이상의 과분산 값이 나타났으므로 하

나의 연 요소만을 가지고 있다고 보기 어렵다.따라서 교란에 의해 역

이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두 시료 모두 최근 수백 년 이내

의 세 퇴 물로 해석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한편 Srivastavaetal(2005)의 경우 역 된 연 가 연간선량의 차이

에서 비롯되었을 가능성을 추정한 바 있다.Srivastavaetal(2005)의 연

구에서는 하부의 시료가 상부보다 약 1,000년 정도 게 나온 것에 해

연간선량 계산에 이용되는 우라늄 함량이 해당 샘 에서 두 배 이상 높

은 을 지 했다.따라서 본 연구의 KS-OSL3과 KS-OSL5시료도 연

간선량에 의한 역 의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하지만 두 시료의

Pb-210,Th-234,Ra-226,Ra-228,K-40의 값이 크게 차이나지 않았으

며,연간선량 역시 유사한 값을 나타냈기 때문에 연간선량에 의해 역

되었을 가능성은 다고 할 수 있다.

이 외에 등가선량을 측정하는 과정에서 서로 다른 실험 과정에 의해

다른 결과가 발생할 수도 있으나,두 시료 모두 단일시료재 법에 따라

등가선량을 측정하 고,동일하게 심연 모델을 용하 으며,0-0.8

구간의 기 신호를 같이 이용하 기 때문에 실험 과정에서의 역 이

발생했을 가능성은 어 보인다.

따라서 KS-OSL3과 KS-OSL5의 경우 연 역 이 등가선량 측정 과

정에서 기인했다기 보다는 시료 자체가 가지고 있는 연 요소 값의 차

이에서 발생했을 가능성이 더 높다. 한 KS-OSL3의 44.68±2.37ka와

KS-OSL5의 34.21±2.01ka가 정확히 4만 4천 년과 3만 4천 년 이라고

하기 보다는,오차 범 를 고려하여 두 시료가 약 3만-4만 년 에 퇴

된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하다고 단된다.그러므로 KSSD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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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Dedistribution compared to a wellbleached and poorly

bleachedsample(Batemanetal,2003).(a)iswellbleached

undisturbedsample.(b),(c)arepoorlybleachedundisturbed

samples.(b)ismixedwithyoungermaterial,and(c)is

mixedwitholdermaterial.itshow biomodeldistribution.

KS-OSL 3 KS-OSL 5

Figure 62.Probability density plots of KS-OSL3 and KS-OSL5

samples.

하부층은 MIS3시기에 퇴 되었다고 하는 것이 가장 합리 이며,명확

한 연 역 의 원인에 해서는 추후 조사를 통해 보완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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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화학 풍화 정도의 차이

KSSD 단면에서는 깊이에 따른 입도특성의 변화뿐만 아니라 주원소

조성의 변화도 나타났다.실제 주원소 분석 결과 KSSD 단면의 상부층

주원소 함량과 하부층 주원소 함량에서 큰 차이가 나타났는데,Na2O의

경우 최 1.21wt% 최소 0.15wt%의 함량을 보 고,CaO는 많게는

0.49wt% 게는 0.05wt%정도의 함량이 나타났다. 한 K2O의 경우

4.34wt%에서 2.00wt%까지 나타나 상부층에서의 함량이 더 높은 것으

로 나타났다.반면 Al2O3은 상부층에서 9.95 wt%,하부층에서 22.20

wt%,Fe2O3의 경우 1.48wt%에서 5.34w%,MgO는 0.04wt%에서 1.17

wt%까지의 차이를 보여 하부층에서의 함량이 더 높게 나타났다.이처럼

풍화에 한 항력이 상 으로 약한 물질의 경우 상부층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 고,풍화에 한 항력이 상 으로 강한 물질의 경우 하

부층에서 더 높은 함량을 보여,화학 풍화 진행에 있어 차이가 나타나

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 야외 조사 시에도 상하부 간 토색의 차이,

고화정도의 차이 등이 찰되어 퇴 후 서로 다른 토양화작용

(pedogeneticprocess)혹은 풍화작용을 겪었을 것으로 추정되었다.

따라서 KSSD단면 상부와 하부 간의 상 인 풍화 정도 차이를 살

펴보기 해 화학 풍화지수를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한 KSH단면의

경우에도 풍화 정도를 통해 단면의 성격을 이해하고 KSSD단면과의 비

교를 해 화학 풍화지수를 계산하여 살펴보았다.화학 풍화는 이온

들의 변화로 인해 일어나기 때문에,산화물 형태인 성분들의 량비

(wt%)로는 풍화 과정을 제 로 이해할 수 없다(김 래,2006).그러므로

화학 풍화지수를 살펴보는 데 이용되는 성분들의 값은 몰비(molera-

tio)로 계산하여 나타내었다.

가.다양한 화학 풍화지수

화학 풍화 정도를 악하기 한 화학 풍화지수의 경우,그동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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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다양한 지수들이 여러 차례 제기되어 왔다

(Table11).먼 Vogt(1927)의 경우 풍화과정에서 Al2O3와 K2O의 함량

은 안정 으로 유지되는 반면,MgO,CaO,Na2O는 풍화가 진행될수록

그 함량이 감소한다는 에 착안하여 VogtRatio(VR)을 제시하 다.

이후 Reiche(1943)이 풍화잠재지수(WeatheringPotentialIndex,WPI)

와 풍화산물지수(ProductIndex,PI)를 제시하 다.풍화가 진행될수록

수산화물은 증가하고 유동성 원소들은 감소한다는 을 바탕으로 하여,

풍화에 따라 WPI값이 감소한다고 보았다. 한 풍화에 따라 Si의 함량

이 감소한다는 을 바탕으로 PI를 제시하 다.WPI와 PI는 각 지역마

다 불규칙한 계를 가지지만,두 값 모두 풍화의 진행에 따라 감소하게

된다.

Ruxton(1968)은 풍화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Al의 함량은 일정하게 유

지되는 반면,Si의 함량은 감소한다고 생각하여 럭스턴 비(Ruxtonra-

tion,RR)를 제시하 다.그러나 RR 지수의 경우 습윤 기후 조건 하의

산성이나 성암에서는 하게 용되지만,스멕타이트나 버미큘라이

트 등을 형성시키는 염기성암의 풍화를 설명하기에는 하지 못하다는

한계가 있다.

한 Parker(1970)는 가수분해를 풍화의 주요 기작으로 보고,알칼리

(alkali) 알칼리토류(alkalineearthmetalspresent)함량의 비에 기반

한 커의 풍화지수(WeatheringIndexofParker,WIP)를 제안하 다.

다른 지수들과는 다르게 WIP는 산소와의 결합력을 시하며,산성,

성,염기성 암석에 모두 용할 수 있다는 장 이 있다.그러나 Al2O3와

같은 성분의 변화 양상에 한 고려가 부족하다는 과,알칼리도가 높

을 경우 WIP의 값도 증가하게 된다는 단 이 있다.

한편 Miura(1974)은 미우라지수(MiuraIndex,MI)를 통해 제1철(Fe2+)

과 제2철(Fe3+)간의 이동 역시 차이가 있다는 을 제안하 고,이후

Vogel(1975)은 수정된 풍화산물지수(Modify ProductIndex,MWPI)를

제시하 다.

KronbergandNesbitt(1981)는 IndexA와 IndexB를 제시하 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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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규산염 물의 가수분해와 알칼리 알칼리토류의 용탈에 의한 알루

미늄 산화물과 규소산화물(Al-/Si-oxides)의 집 을 반 하는데,풍화의

마지막 단계에서 알루미늄 산화물과 규소산화물이 주로 감소한다고 본

다.

Nesbittand Young (1982)이 제시한 화학 변질 지수(Chemical

IndexofAlteration,CIA)의 경우 재 가장 리 쓰이는 방법으로써,

풍화가 진행되어도 잔류하게 되는 Al2O3를 기 으로,이동성이 높은

CaO,Na2O,K2O의 손실 정도를 악하 다.일반 으로 생경한 무암

의 경우 30에서 45사이의 CIA값을 가지고 화강암과 화강섬록암은 45-55

의 값을 가진다.화강암의 조암 물인 장석,흑운모,각섬석,휘석에 한

CIA는 각각 50,50-55,10-30,0-10이다. 토 물인 카올리나이트와 깁

사이트,녹니석은 100에 가까운 매우 높은 값을 가지는데,이 경우 해당

풍화물의 화학조성이 주로 Al2O3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을 의미한다.그

리고 백운모는 75,일라이트와 몬모릴로나이트,바이델라이트는 75-85

사이의 값을 가지며,셰일의 경우 70-75사이의 값을 가진다.한편 풍화

를 받지 않은 신선한 결정질 암석은 CIA값이 약 40정도의 값이 나타나

며,조장석(albite),회장석(anorthite),K장석(potassicfeldspars)의 CIA

값은 50정도,투휘석(diopside)의 값은 0이다.이러한 화학 풍화 변질

지수의 계산에서 보는 것과 같이 이 지수는 궁극 으로 CaO,Na2O와

K2O의 함량 변화를 기 으로 하기 때문에 이러한 원소들이 들어있는 장

석의 풍화지수를 나타낸다고 할 수 있다.

Harnois(1988)는 CIA에서 K2O의 함량을 제외시킨 지수로 풍화의 화

학 지수(ChemicalIndexofWeathering,CIW)를 제안하 고,CIW에

서 화학 풍화지수는 50-100사이의 값을 나타내며 풍화가 진행될수록

CIW의 값도 증가한다고 하 다.

Sueoka(1988)는 세계 으로 분포하는 화강암의 풍화 정도나 특성이

각기 다르기 때문에 조암 물을 통해 풍화 정도를 악해야 한다고 하

다.그러면서 화학 풍화 지수(ChemicalWeatheringindex,CWI)를 제

시하 는데,이는 공학 분야에서도 히 활용될 수 있다는 장 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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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CWI의 경우 풍화에 의해 물질이 용탈되는 정도를 살펴본 것이 아니

라,풍화가 진행되더라도 잔류하게 되는 물질을 심으로 나타내었으며,

풍화정도를 7단계로 구분하여 풍화 과정 체를 표 하고자 하 다.

JayawardenaandIzawa(1994)는 Al2O3와 TiO2가 풍화 과정에서 이동

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에 착안하여 Al2O3,SiO2,그리고 TiO2

의 계를 통해 실리카-티타니아 지수(Silica-TitaniaIndex,STI)와 알

루미나-티타니아 지수(Alumina-TitaniaIndex,ATI)를 도출하 다.

Fedo et al.(1995)는 CIA 공식을 변형하여 사장석의 변질지수

(PlagioclaseIndexofAlteration,PIA)를 제시하 는데,풍화지수를 나타

내는 기본 원리는 CIA와 같으므로 CIA와 유사하게 카올리나이트나 일

라이트,깁사이트와 같은 토 물의 경우 100,생경함 암석의 경우 50의

값을 가진다.

한편 Irfan(1996)은 생경한 암석의 K2O,Na2O,CaO함량과 풍화 받은

암석의 성분 함량을 통해 화성암의 풍화 단계를 설명하는 Mobiles

Index를 제시하 다.마지막으로 Buggleetal.(2011)은 화학 변질

록시(ChemicalProxyofAlteration,CPA)를 제안하 다.

이와 같이 그동안 다양한 화학 풍화지수들이 제기되어 왔다.본 연

구에서는 이 에서 가장 리 이용되는 CIA의 값을 심으로 살펴보고

자 하 다.하지만 CIA 지수에서는 풍화에 상 으로 안정 이라 여겨

지는 Al2O3 함량을 기 으로 하는 데,KSSD 단면의 경우 상하부 간

Al2O3함량에 큰 차이가 나타나 이를 보완하기 해 CIW,ATI,PIA와

같은 지수를 함께 사용하여 화학 풍화 정도의 차이를 악하고자 하

다.

한 화학 풍화지수의 경우 주로 암석의 풍화정도를 악하는 데

많이 이용되었기 때문에 기반암과의 비교를 통해 풍화 정도를 추정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KSSD단면의 경우 퇴 층을 상으로 하 기 때문

에 기반암과의 비교는 유의하지 않을 것으로 단하 다. 한 퇴 층

내에서의 상 인 풍화 정도 차이를 살펴보는 것이 주 목 이었으므로

연구지역 내 기반암과의 비교는 따로 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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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ference Index Formula
Optimum
fresh
value

Optimum
weathere
dvalue

Ideal
trendof
index

Vogt

(1927)
VogtRatio(VR) VR MgO  CaO NaO

AlO KO

Reiche

(1943)

Weathering

PotentialIndex

(WPI)

W PI 
SiOAlOFeOFeOTiOCaOMgONaOKO

KO NaO  CaO MgO  HO


×  Negative

ProductIndex(PI) P I SiO   TiO   FeO   FeO  AlO 

SiO 
×  - - -

Ruxton

(1968)
RuxtonRatio(RR) R AlO 

SiO 
>10 0 Negative

Parker

(1970)

WeatheringIndexof

Parker(WIP)
WIP  

NaO
  

MgO
  

KO
  

CaO
 ×  >100 0 Negative

Miura

(1974)
MiuraIndex(MI) MI 

FeO   AlO   HO

MnO  FeO  CaO  MgO  NaO  KO

Vogel

(1975)

ModifyProduct

Index(MWPI)
MWPI SiO   AlO   NaO  CaO  MgO

KO  NaO  CaO  MgO
×  - - -

Table11.Summaryofchemicalweatheringindic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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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onberg

and

Nesbitt

(1981)

IndexA Index A AlO   SiO   CaO NaO  KO

SiO   CaO  NaO  KO

IndexB Index B AlO   CaO NaO  KO

CaO  NaO  KO

Nesbittand

Young

(1982)

ChemicalIndex

ofAlteration(CIA)
CIA AlO   CaO  NaO  KO

AlO 
×  ≤ 50 100 Positive

Harnois

(1988)

ChemicalIndex

ofWeathering

(CIW)

CIW AlO   NaO  CaO

AlO 
×  ≤ 50 100 Positive

Harnoisand

Moore(1988)

Aluminato

Potassium-sodium

oxideratio(AKN)

AKN ratio KO  NaO

AlO 

AluminatoCalcium

oxideratio(ACN)
ACN ratio AlO   CaO  NaO

AlO 

Sueoka

(1988)

Chemical

Weatheringindex

(CWI)
CWI All chemical component

AlO   FeO   TiO   HO
×  <15 40 Positive

Table1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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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yawardena

andIzawa

(1994)

Silica-TitaniaIndex

(STI)
STI 

SiO  TiO    SiO  AlO    AlO  TiO  

SiO  TiO  
×  >90 0 Negative

Alumina-Titania

Index(ATI)
ATI 

SiO  TiO    SiO  AlO    AlO  TiO  

AlO  TiO  
×  >90 0 Negative

Fedoetal

(1995)

PlagioclaseIndexof

Alteration(PIA)
P IA AlO   CaO  NaO  KO

AlO   KO
×  ≤ 50 100 Positive

Irfan

(1996)
MobilesIndex Im ob  KO  NaO  CaO fr esh rock

KO NaO CaO fr esh r ock KO NaO CaO weather ed r ock

Buggleetal

(2011)

ChemicalProxyof

Alteration(CPA)
CPA AlO   NaO

AlO 
× 

Table1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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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승리 단면의 화학 풍화 정도

XRF분석 결과로 얻어진 KSSD단면과 KSH 단면의 주원소 성분을

바탕으로 해서 화학 풍화지수를 계산하여 나타낸 결과는 Table12와

같다.화학 풍화지수를 계산한 결과 KSSD단면에서는 상부층과 하부

층 간의 화학 풍화정도가 뚜렷하게 구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지표에

서부터 깊이 약 60cm 정도 구간까지,즉 약 0.15-0.20ka 에 퇴 된

상부층에서는 CIA 지수가 약 60-70사이로 나타났고, 라이스토세에

퇴 된 하부층에서는 85-88사이의 값이 나타났다. 한 약 6.8ka 에

퇴 된 KS-OSL1지 에서는 82정도의 CIA 지수가 계산되어 상부층과

하부층의 간 정도의 결과를 보 다.이처럼 KSSD단면에서는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그리고 퇴 연 가 오래됨에 따라 CIA 지수 역시 증가

하는 경향을 보 다.일반 으로 CIA 지수가 80이상일 경우 강한 화학

풍화를 경험한 것으로 여겨진다(Fedoetal.,1995).따라서 KSSD단

면의 하부 실트층은 상당히 풍화가 진행된 것으로 단할 수 있다.

반면 KSH단면의 경우 KSH-2한 지 을 제외하고는 반 으로 유

사한 경향을 나타내었다.KSH-2지 의 경우 외 으로 화학 풍화

지수가 낮게 나타났는데,이는 CaO와 Na2O의 함량이 상 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보인다. 한 KSH 단면에서는 깊이에 따라 차등

인 풍화 진행 양상을 보이지 않는 것으로 보아,단면이 체 으로 상당

히 풍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단된다.

한 이러한 경향은 CIW,STI,ATI,PIA 등의 지수 등에서도 마찬

가지인 것으로 나타났다.먼 CIW 지수에서는 풍화지수가 최소 50에서

부터 최 100까지의 값으로 나타나는데 KSSD 단면 체가 모두

80-100사이의 값을 나타내어 상부층과 하부층 모두 어느 정도의 풍화

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 다.특히 단면의 가장 하부부분인 KSSD-S7지

의 경우 98이상의 CIW 값이 나타나 굉장히 강한 화학 풍화작용을

겪은 것으로 단되었다.그리고 TiO2 함량을 반 하여 계산한 STI와

ATI에서도 역시 같은 양상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STI의 경우 일

반 으로 생경한 암석에서는 큰 값이 나타나고 풍화가 진행될수록 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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값을 보이는 데 반해,ATI는 생경한 암석에서 작은 값이 나타나고 풍화

가 진행될수록 값이 커지는 경향이 나타난다.KSSD단면 상부층의 STI

값은 하부층에 비해 상 으로 높게 나타나는 반면 ATI값은 낮게 나타

나 다른 화학 풍화 지수의 경향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

한 사장석의 풍화지수를 의미하는 PIA의 경우 50-100사이의 값으로

표 되는데,KSSD 단면 하부층의 경우 95이상의 높은 PIA 값을 보여

퇴 층 내 사장석의 풍화가 상당부분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KSH단면의 경우 CIW와 PIA에서 깊이에 상 없이 반 으로

100에 가까운 높은 값이 나타나 상당히 강한 화학 풍화를 받은 것으로

보인다.STI와 ATI에서는 각각 75-85사이의 범 ,12-22사이의 범

내에서 서로 다른 값들이 나타났으며,일정한 변화나 경향이 나타나지는

않았다.따라서 깊이에 따른 변화는 크지 않은 것으로 단되었다.

Sample Depth(cm) CIA CIW STI ATI PIA

KSSD-1 10 64.04 84.25 88.89 8.19 76.99

KSSD-2 15 65.21 85.00 88.57 8.78 78.47

KSSD-3 18 62.19 83.08 89.78 7.58 74.52

KSSD-4 21 61.30 82.50 89.56 7.21 73.25

KSSD-5 24 61.56 82.30 89.42 7.57 73.31

KSSD-6 27 60.78 82.57 89.11 7.00 72.83

KSSD-7 30 60.25 81.05 89.96 7.43 71.06

KSSD-8 33 62.42 83.12 89.55 8.01 74.74

KSSD-9 36 60.98 81.89 89.82 7.61 72.44

KSSD-11 42 64.74 84.25 88.29 8.90 77.46

KSSD-12 45 67.15 86.77 87.44 9.40 81.31

KSSD-13 48 66.12 85.80 88.27 9.02 79.79

KSSD-14 51 68.66 88.11 87.64 10.10 83.41

KSSD-15 54 68.38 87.84 87.72 10.05 83.00

KSSD-16 57 61.65 82.94 88.60 7.84 73.94

Table12.ChemicalweatheringdegreesoftheKSSDandKSH

sectionbasedonCIACIW STIATIP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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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SSD-17 60 61.77 81.26 88.30 8.92 72.62

KSSD-18 63 71.79 87.92 85.90 9.26 84.42

KSSD-19 66 70.36 87.13 85.89 9.58 83.10

KSSD-20 69 81.92 94.26 82.61 12.99 93.25

KSSD-21 72 85.01 96.26 81.45 14.23 95.69

KSSD-22 75 86.30 96.78 80.44 15.13 96.33

KSSD-23 78 86.54 96.92 79.83 16.10 96.50

KSSD-24 81 86.28 96.94 80.48 15.55 96.51

KSSD-25 84 86.91 97.34 79.98 15.84 96.98

KSSD-26 87 88.06 97.76 78.66 17.62 97.48

KSSD-27 90 88.41 98.01 78.46 17.74 97.76

KSSD-S1 70 82.87 95.53 82.46 12.26 94.73

KSSD-S2 85 84.88 96.42 82.45 12.95 95.85

KSSD-S3 100 87.00 97.48 79.96 15.56 97.13

KSSD-S4 110 88.20 97.89 80.85 15.25 97.63

KSSD-S5 125 87.52 97.90 80.39 15.30 97.62

KSSD-S6 135 88.78 98.46 80.25 15.48 98.27

KSSD-S7 145 88.90 98.47 80.51 15.12 98.29

KSH-1 135 85.61 99.40 76.70 19.79 99.28

KSH-2 150 74.13 97.84 84.30 14.76 96.82

KSH-3 160 85.92 99.31 77.47 18.58 99.18

KSH-4 170 87.87 99.26 76.13 20.37 99.15

KSH-5 180 88.46 99.12 82.33 14.26 99.00

KSH-6 195 88.45 98.98 83.09 13.97 98.84

KSH-7 210 85.96 99.04 81.49 15.52 98.87

KSH-8 220 87.98 99.15 78.13 19.18 99.03

KSH-9 230 89.88 99.24 76.55 21.48 99.15

Table12.(Continue)

하지만 이러한 화학 풍화지수는 풍화의 인 수치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 상 인 정도 차이를 나타내는 수치이다.따라서 실제의

화학 풍화 양상을 반 하는 것은 아니며,CIA의 지수 차이는 화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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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 내에서의 차이만을 의미한다.즉,CIA 값이 클 경우 화학 풍화

강도가 높다는 상 성은 있지만,CIA값 자체가 화학 풍화의 강도

(intensity)나 주도성(dominance)을 뜻하지는 않으며,CIA가 높다고 그

단면 자체가 화학 풍화에 의해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김 래,2011;2012).

따라서 화학 풍화지수 계산 값 하나만으로 화학 풍화를 설명하기

엔 한계가 많은 것으로 여겨지며,많은 연구자들의 경우 화학 풍화 경

향을 악하기 해 A-CN-K 삼각도와 A-CNK-FM 삼각도를 함께 이

용해 왔다.A-CN-K삼각도와 A-CNK-FM 삼각도는 Al이나 Fe같이 상

으로 이동에 안정 인 물질과 Ca,Na,K,Mg와 같이 이동성이 강

한 물질의 재배치를 이해하는 데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Tripathi

andRajamani,2007).그래서 CIA와 함께 기반암 풍화층에 한 연구뿐

만 아니라,뢰스 퇴 물과 련된 연구에서 많이 이용된다(Chenetal.,

2001;Hondaetal.,2004;Yangetal.,2004;TripathiandRajamani,

2007;박충선 외,2007;윤순옥 외,2007;2011;황상일 외,2009;Buggle

etal.,2011;Kim etal.,2012).따라서 본 연구에서도 KSSD 단면의 화

학 풍화 경향을 살펴보기 해 A-CN-K 삼각도와 A-CNK-FM 삼각

도에 도시해보았다(Figure63,64).

A-CN-K 삼각도와 A-CNK-FM 삼각도 역시 화학 풍화지수와 마

찬가지로 몰비를 바탕으로 나타내었다.먼 A-CN-K 삼각도의 경우 화

학 풍화 기 단계에서는 주로 사장석으로부터 CaO와 Na2O이 손실됨

에 따라 데이터들이 A-CN 라인과 평행하게 분포하게 된다.이 때 K2O

의 용탈은 제한 으로만 발생한다.그러다 풍화가 계속 진행되면 K장석

의 풍화로 인해 K2O의 손실이 이루어지게 된다.이 때 데이터들은 A-K

변을 따라 A꼭지 을 향해 분포하게 된다.이처럼 데이터가 A-CN라인

과 평행하게 나타나다가 A-K라인을 향해 변곡될 경우,사장석이 부분

용탈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음을 의미하고, 신 남아있는 K장석을 심

으로 풍화가 이루어짐을 뜻한다.이후 K2O까지 모두 손실되어 풍화의

최종 단계에 이르게 되면 Al2O3성분만 남게 되어 결국 데이터는 꼭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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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에 집 하여 분포하게 된다. 컨 Al을 주성분으로 하는 토 물의

경우,특히 화학 풍화 후기에 형성되는 카올리나이트의 경우에는

A-CN-K삼각도에서 꼭지 A에 집 되는 모습을 보인다(Nesbittand

Young,1982;1984;Chenetal.,2001;TripathiandRajamani,2007).

KSSD단면 데이터의 경우 A-CN-K 삼각도에서 두 그룹으로 분명하

게 구분되는 양상이 나타났다(Figure63). 체 으로 데이터들은 A-K

변을 따라 A꼭지 을 향해 분포하고 있었으며,상부층에서 하부층으로

갈수록 A꼭지 과 가까워지는 경향을 나타내었다.먼 KSSD 단면 상

부층의 경우 데이터들이 A-K 라인과 평행하게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CaO와 Na2O의 용탈은 이미 어느 정도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그

러나 하부층에 비해 K2O의 강한 손실이 일어나지는 않은 것으로 단된

다.반면 하부층의 경우 상부층에 비해 데이터들이 상 으로 A-K 변

에 가까이 분포하고 있어 보다 더 강한 화학 풍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특히 하부층은 풍화가 상당히 진 된 일라이트 에 속하는 것

으로 나타나,CaO와 Na2O뿐만 아니라 K2O의 손실도 상당 부분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한편 KSH 단면의 경우 A-CN-K 삼각도에서 데이터들이 A-K 라인

과 하여 평행하게 분포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ure65).따라서 CaO

와 Na2O이 부분 손실된 것으로 단되며 K2O의 손실이 발생하고 있

는 으로 보인다.하지만 K2O 역시도 낮은 함량을 보이며 A꼭지 을

향해 있어, 부분의 시료들이 이미 강한 화학 풍화작용을 경험한 것

으로 단된다. 한 KSH 단면의 경우 KSSD 단면 하부층의 데이터와

유사한 분포를 나타내므로 비슷한 수 의 풍화가 진행되었다고 볼 수 있

다.반면 KSSD 단면 상부층과는 다른 분포를 보여 같은 성격의

해안사구 퇴 층이라고 단하기는 어렵다.

다음으로 KSSD 단면 하부층의 경우 색을 띠는 것이 특징인데,

색화에 여하는 성분은 주로 Fe2O3나 MgO와 같은 성분들이므로

A-CNK-FM 삼각도를 통해 두 성분에 한 변화도 함께 살펴보고자 하

다. A-CNK-FM 삼각도에서는 풍화가 진행될수록 데이터들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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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NK 라인과 평행하게 나타나며 A꼭지 을 향해 분포하게 된다.이

후 칼륨을 비롯한 알칼리 성분들이 부분 손실되었을 때,데이터는

A-FM 라인을 따라 분포하게 되며,이는 강한 화학 풍화작용을 경험

한 것으로 해석된다.따라서 시료의 주원소 성분들이 A-FM 라인을 따

라 분포할 경우 CaO,Na2O,K2O뿐만 아니라 철분이나 망간과 같은 물

질의 풍화도 이루어지고 있음을 의미한다(TripathiandRajamani,2007;

김 래,2012;김 래 외,2014).

KSSD 단면 데이터의 경우 A-CNK-FM 삼각도에서도 역시 두 그룹

으로 구분되었는데,상부층의 경우 데이터들이 A-CNK 라인을 따라 A

꼭지 을 향해 분포하고 있었으며,하부층의 데이터들이 A-FM 라인과

더 가까이 치하는 것을 확인하 다(Figure64).따라서 KSSD단면 하

부층에서 풍화에 약한 물질들이 더 많이 용탈된 것으로 해석되며,이에

따라 잔류하게 되는 Fe2O3와 MgO의 함량이 상 으로 증가한 것으로

추정된다.반면 KSSD 단면 상부층의 경우에는 장석의 풍화 단계에 머

물러 있는 것으로 단된다.

KSH 단면 데이터들의 경우 A-CNK-FM 삼각도상에서 뚜렷한 경향

이 찰되지 않았다(Figure66).CaO,Na2O,K2O의 손실 정도는 KSSD

단면 하부층과 비슷한 수 으로 볼 수 있으나,잔류하고 있는 Fe2O3과

MgO의 상 인 함량은 KSH 단면이 다소 높은 것으로 보인다.하지만

데이터들이 체 으로 불규칙하게 분포하고 있어 풍화 경향을 명확히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승리 퇴 층의 특성을 보다 명확히 이해하기 해 연구지역

주변에 분포하는 생경한 기반암(화강암) 해안가에 나타나는 기반암

풍화 (DH),그리고 범람 기원으로 추정되는 0.5-0.7ka의 해안 퇴 층

(KS)의 주원소 데이터와 비교하고자 하 다. 한 KSSD단면 하부층과

의 비교를 해 국 황토고원의 데이터들도 함께 도시하 다(Figure

67,68,Datafrom Dingetal,2001;Jahnetal,2001).그 결과 KSH단

면의 경우 A-CN-K삼각도와 A-CNK-FM 삼각도에서 생경한 기반암보

다는 상당히 풍화가 많이 진행된 것으로 나타났으며,해안가에 나타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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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 풍화 와 비슷한 정도의 화학 풍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나타났

다.KSSD단면의 경우 A-CN-K 삼각도에서는 하부층의 데이터들이 해

안퇴 층 기반암 풍화 와 유사한 수 의 풍화 정도를 보 으나,

A-CNK-FM 삼각도에서는 다른 양상을 나타내어 주변 지역에 분

포하는 기반암 기반암 풍화 ,범람 기원의 퇴 층과도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보 다. 한 국의 황토고원의 뢰스 퇴 층과도 다

른 풍화 양상을 나타내어 서로 다른 수 의 화학 풍화 작용을 경험한

것으로 단되었다.

이와 같이 A-CN-K 삼각도와 A-CNK-FM 삼각도에 도시해본 결과,

KSSD 단면의 상부층과 하부층이 서로 다른 정도의 화학 풍화작용을

받았으며,하부층의 풍화 정도가 더 강하게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일

반 으로 기반암 풍화 뿐만 아니라 하성환경이나 해빈,사구와 같은 환

경에 놓인 퇴 물들의 경우에도 퇴 후 지속 으로 풍화작용을 받게 된

다.따라서 퇴 물 내에 포함되어 있는 장석과 염기성 물이 괴되어

석 질 모래와 알루미늄이 풍부한 퇴 물을 생성하게 되는데(이용일,

2015),KSSD단면의 하부층 역시 상당히 오랜 기간 풍화작용을 받아

재와 같은 주원소 함량을 나타내는 것으로 단된다.그러나 KSSD 단

면 하부층 내에서 MIS3시기에 퇴 된 층과 MIS5시기에 퇴 된 층

간의 풍화 정도 차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다.따라서 KSSD단면의 하

부 실트층은 서로 시기를 달리하여 퇴 된 이후,오랜 시간이 지나면서

유사한 수 의 풍화 양상이 나타나게 된 것으로 단되었다. 한 상부

층과 하부층 데이터들이 모두 소 장석선(feldsparjoin,Nesbittand

Young,1984;1989)보다 상부에 분포하고 있어 상부의 해안사구층 역시

도 0.15-0.20ka 에 퇴 된 이후 어느 정도의 화학 풍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한편 KSH 단면에서는 CaO,Na2O가 부분 용탈되고,

K2O의 손실이 일어나는 단계로 볼 수 있으며,주변 지역의 기반암 풍화

와도 유사한 풍화 양상을 나타낸다.따라서 KSSD 단면과는 달리 기

반암 풍화 일 가능성을 지니고 있으나,주원소 특성만으로 단면의 성격

을 악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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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ower

The Upper

Figure63.A–CN–K diagram ofKSSD section.A=Al2O3;CN =

CaO +Na2O;K =K2O.SymbolsareasfollowsSm:

Smectite,Ill:Illite,Mu:muscovite,Ka:Kaolinite,Pl:

Plagioclase,Ksp:K-feldspar.Noteonlythetop60% of

thetriangleisshown.

   The Upper

The Lower

Figure64.A–CNK–FM diagram ofKSSD section.A=Al2O3;CNK

=CaO+Na2O+K2O;FM =Fe2O3+M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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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5.A–CN–K diagram ofKSH section.Thesymbolsarethe

sameasinFigure63.

Figure66.A–CNK–FM diagram ofKSH section.Thesymbolsare

thesameasinFigure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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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67.A–CN–K diagram ofreferencesites.Noteonlythetop

80% ofthetriangleisshown.ChinessLoessdatafrom

Dingetal,2001;Jahnetal,2001.

Figure68.A–CNK–FM diagram ofreferencesites.Noteonlythe

top80% ofthetriangleisshown.ChinessLoessdata

from Dingetal,2001;Jahnetal,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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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KSSD 단면 색층의 성격 색화 시기

KSSD 단면의 경우 깊이가 증가함에 따라 입도 지구화학 특성

변화와 더불어 토색의 변화가 찰된다.일반 으로 토색을 분석할 때

색이라 함은 Munsell의 SoilColorChart에서 5YR 이상일 때를 일컫

는다(Gardneretal.,1981).본 연구에서도 MunsellSoilColorChart를

기 으로 토색을 측정하 으며,지표에서 깊이 약 80cm 부근까지는 주

로 10YR6/6의 밝은 황갈색이 나타났으나,깊이 약 80cm 부근을 경계로

그 하부에는 7.5YR5/6,5YR5/8,5YR4/6,5YR3/6의 색 혹은 갈

색 계열로 변화하 다. 한 KSSD-B지 에서도 지표에서 40cm 깊이까

지는 10YR6/6의 토색이 나타난 반면,깊이 40cm부터는 토색이 7.5YR

5/6으로 색화되었다.따라서 KSSD단면의 하부층은 토양화작용

색화작용을 겪은 것으로 단된다.그러므로 색화작용이 어떠한 로

세스에 의해 이루어지는지에 해 살펴볼 필요가 있다.

가. 색층에 한 국내 논의들

그동안 국내에서 색층에 한 연구는 다수 이루어진 바 있다.주로

풍화와 련된 연구에서 논의되어 왔으며, 색화 작용이 이루어지는 기

후 환경을 심으로 연구되어 왔다.1990년 까지 색층에 한 연구는

색층의 형성 환경에 한 논의들,즉,한반도 내륙에 분포하는 색층

이 아열 기후에서 형성되는 토양과 물리화학 특징이 유사하다는

을 근거로 이를 열 나 아열 의 풍화환경과 련시켜 인식하는 경우가

지배 이었다(강 복,1979;1987,장호,1995).하지만 이후 색층이 열

혹은 아열 기후환경 뿐만 아니라,온 기후환경 하에서도 색화될

수 있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김 래,2006a;2006b,양지 ,2011;김

래,2012a;2012b;2012c;김 래 외,2012).

양지 (2011)은 화강암 구릉 의 색 풍화토를 상으로 토 물

분석을 실시한 결과,1차(primary) 물과 2차(secondary) 물이 혼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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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나타나는 양상을 찰하고,이를 근거로 색층이 반드시 열 환경

의 풍화 결과를 나타내는 것은 아니라고 주장하 다. 한 색화 양상

은 기반암의 종류나 제자리 풍화층(in-situweathering)을 피복하는 상부

퇴 층의 존재여부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고 하 다.

한편 김 래(2012a,b,c)는 한반도 남서부 일 에 분포하는 화강암

구릉 의 색층을 상으로 주원소 분석을 통하여 화학 풍화 특성을

연구하 다. 색층은 기반암의 화학 풍화산물이며,풍화층의 색화는

산화철과 산화마그네슘의 부화(enrichment)에 기인한 것으로 보았다.즉,

CaO,Na2O와 K2O의 용탈이 먼 이루어지고 난 후에,화학 용탈이

미약한 산화철과 산화마그네슘의 상 함량이 증가하여 색화를 유도

한다고 보았다.즉,기반암으로부터 사질 풍화층이 형성되고,이후 색

화 작용을 거침에 따라 색층이 형성된다는 것이다.

이처럼 한반도 내륙 지역,주로 서남부 지역에 분포하는 구릉의 색

층에 해서는 부분 화강암의 심층 풍화로 형성된 기반암 풍화층으로

해석해 왔다(강 복,1987;김 래,2006a,b;2011a,b;2012a,b,c;김 래

외,2012;김 래 외,2014).고창 지역 역시 고창 분지 내에 분포하는

색의 구릉지가 화강암이 심층풍화를 받아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색의 구릉은 주로 고창읍 도산리,무장면 월림리,공음면 선동리 일 에

분포하며 지표에 가까울수록 붉은색(2.5YR-5YR)을 띤다고 하 다.그리

고 이러한 고창지역의 색 구릉들에서는 석 을 비롯한 미사장석,백운

모,몬모릴로나이트,카올리나이트 등이 공통 으로 발견될 뿐만 아니라

결빙구조도 찰된다고 조사된 바 있다(김하정,2005).

그러나 KSSD 단면 하부의 색층에 해서 XRD 분석을 실시한 결

과,카올리나이트는 물론 풍화 기에 형성되는 일라이트의 피크도 발견

되지 않아 기존에 연구된 고창지역의 색 구릉지들과 동일한 성격이라

고 보기 어렵다.일반 으로 기반암 풍화층의 경우 암석이 풍화되는 과

정에서 1차 물이 화학 으로 변질되어 토 물이 형성되지만,KSSD

단면에서는 토 물이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색의 형태만으로

기반암 풍화층이라고 단하기 어려워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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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입도 특성 역시 기존에 연구된 고창 지역의 색 구릉들에서는

조립질 모래부터 토 함량이 일부 존재하는 세립질에 이르기까지 다양

한 입도 분포를 나타내었다(김하정,2005).그러나 승 단면의 경우

색을 띠는 하부층이 부분 조립 실트와 세립 모래만으로 이루어져 있어

기반암 풍화층과는 다른 성격을 지닌다. 한 승리 일 의 기반암이

주로 생 쥐라기 화강암인 것으로 미루어볼 때 기반암 풍화층에선 새

롤라이트의 형태가 나타나야 하지만,그와 같은 특성은 찰되지 않았

다.이와 같이 물조성이나 입도 특성 단면 형태 등으로 볼 때 KSS

D단면의 색층은 내륙 구릉지의 색층과는 성격을 달리 하는 것으로

단된다.

이러한 결과들을 바탕으로 할 때 승단면의 색층은 기반암에서 기

원한 풍화층이 아니라 퇴 된 이후 색화작용을 받은 퇴 층으로 단

된다.따라서 선행연구에서 언 한 것과 같이 고창 지역에 분포하는

색층이 반드시 기반암 풍화에 의해 형성되는 것이라고 보기는 어렵다.

고창 지역 내에서도 해안에 인 한 곳에 분포하는 색층의 경우 내륙의

색층과는 다른 기원일 가능성이 높으며,따라서 해안가에 분포하는

색층에 해서는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나.퇴 층의 색화작용

일반 으로 퇴 층에서의 색화 작용은 주로 산화철에 의해 주도된

다.KSSD 단면과 같은 풍성 퇴 층 내에서 산화철은 각각의 입자들에

코 되어 존재하거나,입자와 입자 사이를 형성하고 있는 토 물로써

존재한다.퇴 층의 색화는 이러한 산화철,특히 철석(haematite)의

함량과 련 있는데, 색화가 진행되기 해 요구되는 산화철의 양은

최소한 0.4%의 무게비를 가진다고 알려져 있다.실제 퀸즐랜드 북부

(NorthQueensland)지역의 해안사구 연구 사례에서 색 모래의 경우

산화철의 함량이 1.45%인데 반해,황색 모래는 0.47%,그리고 백색 모래

는 0.02%의 무게비 함량을 보임으로써,모래의 색깔과 산화철의 함량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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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유의한 계가 있는 것으로 밝 진 바 있다(Gardneretal.,1981).

본 연구의 KSSD 단면의 경우 지표에서 하부로 갈수록 산화철의 비

이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나,이들이 색화 작용을 유발시킨 것으로

단된다.KSSD 단면에서 색을 띠는 하부층의 산화철 비 은 상부층

에 비해 게는 약 2배,많게는 약 3배 이상 차이가 나타났다.특히 하부

의 색층에 포함되어 있는 산화철 무게비는 게는 3.5wt%,많게는

6.0wt%로서 Gardneretal.(1981)가 제시한 산화철의 함량보다도 상당

히 높아 이들이 색화의 주요 요인으로 보인다.

한 토 물 외에 휘석(augite), 각섬석(hornblende), 녹렴석

(epidote),티탄철석(ilmenite)과 같은 함철(iron-bearing) 물에 포함되

어 있는 철 성분에 의해서도 색층이 형성되기도 한다(Walker,1979).

특히 각섬석(hornblende)이나 감람석(olivine)과 같이 빠르게 풍화되는

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래의 경우,그 속에 있는 철 성분이 상 으로

빠르게 방출되어 색화가 비교 빠르게 진행되는 반면,티탄철석

(ilmenite)이나 자철석(magnetite)과 같이 풍화에 한 항도가 강한 함

철 물을 포함하고 있는 모래의 경우 철 성분의 방출이 느리게 이루어져

색화 작용이 느려진다(Gardneretal.,1981).

이 외에도 Gardneretal.(1981)는 색화가 진행되기 한 요건으로

“1)철분의 공 ,2)최소한의 수분 공 ,3)퇴 이후의 산화작용,4)

퇴 물의 안정성,5)산화철이 축 될 만큼의 충분한 시간”을 제시하

으며,Walker(1979)는 색화에 기여하는 요건으로 수분,세립질 먼지

(dust),그리고 물을 제시하 다.그러나 KSSD 단면 하부의 색층에

한 XRD 분석 결과,석 이나 장석 외에 토 물 혹은 함철 물의

피크가 나타나지 않아 하부층의 산화철들이 어디에서 기원했는지는 악

하기는 어렵다.

다. 색화작용의 시기

한반도에서 색화작용이 이루어진 시기에 해서는 풍화층에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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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 단구퇴 물에 한 연구에서 주로 다루어져 왔다.강 복(1987)

은 부여지방에 나타나는 구릉지에 해 기반암인 화강암이 오랜 기

간 동안 제자리 풍화작용 색화작용을 받아 재의 구릉지 지

형이 생성되었다고 하면서,이러한 풍화작용은 오늘날의 한반도 기후조

건과는 이하게 다른 신생 제3기의 아열 기후 환경 하에서 풍화

색화작용이 탁월하게 진행된 것으로 보았다.그리고 장호(1995)는

호남평야와 논산평야 내에 나타나는 하안단구의 색층이 하성층의 층서

와 비해볼 때 최종간빙기 후기에 색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주장하

다.한편,강 복 외(2000)는 천 하안단구에 나타나는 색층에 해

지형면의 형상 토 물의 물리ㆍ화학 특징으로 비추어볼 때 이들

은 제4기의 민델-리스 빙기 이 의 온난한 기후 하에서 생성된 것으로

단하 다.

이와 같이 한반도 곳곳에서 찰되는 색층에 해서 과거의 온난

다습한 간빙기 환경에서 형성된 고토양이 잔존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 있

으며,신생 제4기의 최종간빙기 는 그 이 에 형성되었다고 보는 견

해가 제기되어 왔다.최종 간빙기 이후에는 한랭한 기후로 인하여 강도

높은 화학 풍화작용과 토양생성 작용이 진행되지 못했고,따라서 색

화될 수 있는 환경에 이르지 못했다는 것이다(강 복,1987;장호,1995).

하지만 이들의 형성시기가 상 인 편년에 의한 것이고 색층에 해

직 으로 연 를 측정한 것이 아니므로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특히 해안단구와 련한 연구의 경우 색층이 단구면의 편년과 비에

이용되어 온 만큼 색화 시기에 해 재고해볼 필요가 있다(최성길,19

93;1995a,b;1996).

한편 해안지역에서는 해안사구와 련된 연구에서 색층이 보고되었

다.이들은 고사구층 혹은 고토양층으로 해석되었는데(박경,1987;강

균,2003a;2003b;서종철,2005;Munyikwaetal.,2005;박경 외,2007;

최 희,2009),이들의 형성 시기에 해서는 의견이 분분한 상황이다.

박경(1987)과 강 균(2003a,b)은 해안사구에서 발견되는 색층이 라이

스토세 후기에 퇴 되고,이후 최후 간빙기의 온난화 환경을 겪으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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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았다.반면 서종철(2005),Munyikwaetal.

(2005),최 희(2009)는 OSL연 측정을 실시하여 이들 색층이 세

에 퇴 된 것임을 밝혔다.그러면서 사구가 퇴 된 후에 안정화되고 식

생의 성장과 함께 토양화가 진행되었다고 하면서 사구의 색화작용이

기후 최 기를 거치면서 진행되었다고 보았다(Munyikwaetal.,2005).

이처럼 색화작용의 시기에 해서는 신생 제3기의 아열 환경

하에서 형성되었다는 주장과 제4기 간빙기에 형성되었다는 주장,그리고

세의 기후최 기에 색화되었다는 주장이 공존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조사된 KSSD단면 하부 색층의 경우,OSL연

가 34.2ka,44.7ka,96.5ka,109.7ka로 나타났다.이러한 퇴 시기는 각

각 MIS3시기와 MIS5시기에 해당하며,따라서 색화 작용은 퇴

이후에 이루어졌다고 할 수 있다.그러므로 최소 3만 4천 년 혹은 4만 5

천 년 에 쌓인 퇴 층이 퇴 후 색화작용을 받아 재와 같은 형태

가 된 것으로 단된다.이러한 색화 시기는 기존에 단구 편년에 용

되었던 색화 시기보다는 훨씬 최근에 해당하며,해안사구의 색층보

다는 훨씬 오래된 시기에 속한다.그러므로 색화 작용의 시기를 라

이스토세나 홀로세의 특정 시기로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인다.

실제 풍성퇴 층의 색화는 시간이 오래될수록 심화될 수는 있지만,

그 다고 색화의 정도가 퇴 연 를 직 지시하지는 않는다는 연구

가 있다(Walker,1979). 한 Roskinetal.(2012)에서 해안사구의 색

퇴 층을 상으로 OSL연 측정을 실시한 결과, 색화의 정도와 퇴

연 가 비례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으며(Roskinetal.,2012), 색화

작용은 세 안에서도 빠르게 진행될 수 있다(Helmsetal.,2003).따라

서 색화과정의 시기를 이야기할 때 단순히 온난한 기후 하에서 진행된

다고 보기는 어렵다.

한편 선행연구에서 주장된 것과 같이 색층이 만약 제3기 혹은 제4

기의 최종간빙기에 형성된 것이라면 과거 약 2.5-2.6Ma혹은 125ka

에 형성된 것이어야 하는데 그 당시에 형성된 퇴 층이 재까지 남아있

을 가능성은 높지 않아 보인다.특히 신생 제3기에 색화작용이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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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졌다고 보는 경우,약 250만 년 에 색화된 토양층이 재까지 존

재한다는 것인데,일반 으로 퇴 층이 오랜 기간 침식·제거되는 것을

고려한다면 당시의 퇴 층이 잔존할 가능성은 낮은 것으로 단된다.그

러므로 지형 편년에 있어 색층을 한 시기의 기 으로 삼는 것

은 주의할 필요가 있다.

5.KSSD 단면 상·하부 간의 큰 연 차

KSSD 단면 퇴 층의 연 측정 결과 약 0.15-0.20ka와 6.8ka,그리

고 34.2-44.6ka와 96.5-109.6ka이상으로 크게 4개의 층 으로 구분되었

다.이는 세의 사구모래층과 기후최 기 시기의 실트층,MIS3시기의

색 실트층과,MIS5이상 시기의 색 실트층으로 구분될 수 있다.이

처럼 약 2m 높이 내외의 단면 내에서 퇴 층의 연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 다.이는 과거 서해안의 퇴 환경이 KSSD 단

면 상부의 사구층이 퇴 되는 환경과 달랐거나,퇴 이후 침식되었을

가능성이 있다.즉,MIS3시기에 KSSD단면 색층이 퇴 된 이후 더

이상 퇴 이 일어나지 못하다가 세에 다시 퇴 되었을 가능성과, 색

층 상부에 퇴 되었던 층이 어느 시기에 침식되고 세에 다시 사구층이

퇴 되었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 자의 경우 퇴 이후 일정 시간이 경과하면 식생 등이 정착하

게 된다.따라서 퇴 이 더 이상 일어나지 않는 환경으로 변했다면 퇴

층 내에 유기물에 의한 부식 물질의 흔 이 남아있어야 한다.하지만

KSSD 단면의 경우 어떠한 흔 도 발견할 수 없었다.따라서 하부층이

퇴 된 이후 퇴 이 지되었을 가능성은 어 보인다.

반면 후자의 경우 지속 인 침식에 의해 퇴 층이 제거되었을 가능성

과 갑작스러운 침식 사건(hugeerosionevent)에 의해 제거되었을 가능

성,그리고 인간 활동(humanactivityeffect)에 의한 제거 가능성 등을

고려해볼 수 있다.

먼 지속 인 퇴 ·침식 로세스에 의해 연 차이가 발생할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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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이스토세에 쌓인 퇴 층이 이후 세를 거치면서 침식되어 제거된

뒤,약 150년 부터 다시 퇴 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하지만 KSSD

단면 하부층의 경우 상당히 고화되어 있었기 때문에 재와 같은 일반

인 상황 하에서는 침식이 발생하기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일반 인 상

황에서 침식되었다면,퇴 이후 고화되기 에 침식이 발생했을 가능성

이 큰 것으로 단된다.

다음으로 갑작스러운 침식 사건에 의해 연 차이가 발생했을 가능성

을 고려해볼 수 있다.이 에 KSSD 단면과 인 한 곳에서 폭풍퇴 층

으로 추정되는 퇴 층이 보고된 바 있는데,해당 퇴 층은 잔자갈과 모

래를 포함하며 약 0.5-0.7ka 에 퇴 된 것으로 조사된 바 있다(김종

연 외,2015). 한 충남 서천군 다사리 지역에서도 해안사구층에 기록된

패각류 잔자갈 등의 증거를 바탕으로 약 2,500-200년 에 폭풍이 발

생했을 가능성이 제기된 바 있다(최 희 외,2014).

따라서 세 기간 동안 서해에 거 한 폭풍이 수차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KSSD 단면의 큰 연 차 역시 폭풍에 의한 침식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우리나라의 경우 여름철에 향을 미치는 태풍이 연

안지역에 큰 해일을 유발시키고 있으며, 철 이동성 기압에 의해서도

큰 해일이 발생하고 있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김태희 외,2004).특히

태풍은 돌풍과 함께 강한 비를 동반하며 매년 한반도를 통과하고 있는

데, 부분의 태풍이 해안지역에 강한 폭풍을 유발한다.최근 약 100년

동안(1904-2010)우리나라에 향을 미친 크고 작은 태풍은 모두 327개

로,연평균 3.1개의 태풍이 우리나라를 통과하고 있으며 7월에서 10월 사

이에 내습하는 경우가 많다(기상청,2011).더욱이 연구지역이 치한 서

해안의 경우 태풍이 북동진하는 길목에 치해 있어 매년 태풍의 향

하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동안 태풍에 의한 지형 변화에 해서는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보

고된 바 있다.먼 Houseretal.(2008)은 허리 인 이반(Ivan)에 의해

멕시코 만에 있는 산타로사 섬(SantaRosaIsland)의 사구 고도가 평

균 2.3m 감소한 것으로 조사하 고,일본 다이세이(Taisei)지역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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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풍에 의해 발생한 폭풍해일이 평균 고조 (high-tidelevels)보다 6m

높은 수 에 도달하여 1시간이나 지속되었다고 보고된 바 있다

(Nanayamaetal.,2000). 한 뉴질랜드 북섬(NorthIsland)의 경우 사

이클론 ‘지젤(Giselle)’당시 남동해안의 고가 10m에 도달하 으며,275

kph의 풍속이 기록된 바 있다(Goffetal.,2004).이 외에도 폭풍은 해안

으로부터 약 250m 떨어진 지 까지 충분히 향을 수 있으며,해안

지형 경 을 변화시킬 수 있는데(Houseretal.,2008),북 서양 지역에

서는 폭풍시에 10-30m 높이의 벽(cliffs)까지도 월 가 발생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다(Halletal.,2006).

그러므로 연구지역이 치하는 지 역시 충분히 폭풍의 향을 받을

수 있는 범 에 놓여 있다고 할 수 있다.특히 서해의 경우 조차 해안

이기 때문에 이 역시 고려해볼 필요가 있다.서해의 조차는 약 8m 내외

로,간조 시에는 갯벌이 드러나고 만조 시에는 수 가 상승한다.연구지

역과 가장 인 한 측소에서 측된 조차는 4-5m로,평균 해면은

2월에 가장 낮고 8월에 가장 높다(국립해양조사원,2012).따라서 만약

폭풍 발생이 만조와 겹친다면 해안에 심각한 피해를 야기하는 강한 침식

이 발생할 수 있다.실제 서해와 같은 반 폐쇄 인 바다(semi-enclosed

seas)에서 만조시에 폭풍이 발생할 경우, 상되는 것보다 수 미터 이상

수 가 높아지면서 강한 폭풍 해일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aslett,2008).비록 강한 폭풍 해일이 짧은 시간동안 발생하더라도

랑에 지는 평소보다 훨씬 더 강력하게 방출되며,곳에 따라서는 연안

지 (coastalzone) 이상의 내륙 범 까지 에 지가 미칠 수 있다

(TÕnissonetal.,2008).

한편 KSSD 단면이 분포하는 승리 지역은 해안 면에 사주나 섬

등이 존재하지 않는 직선형 해안으로 지리 특성상 침식이나 퇴 로

세스에 직 으로 노출된다.따라서 폭풍과 같은 침식사건에 취약할 수

밖에 없다.그러므로 KSSD 단면에서 나타나는 큰 연 차의 원인으로

태풍과 같은 폭풍에 의한 격한 침식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외에도 인간 활동에 의해 연 차이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해볼



- 151 -

수 있다.하지만 KSSD단면 내에는 인간 활동의 증거라 할 수 있는 재

(ashfrom theusefire)등이 찰되지 않았으며 농경 활동의 흔 역시

발견되지 않아 인간 활동에 의한 침식 가능성은 낮아 보인다.때때로 퇴

층 내에 분포하는 꽃가루(pollen)나 숯(charcoal)과 같은 고생태계 정보

(Palaeoecologicalinformation)의 지시자를 통해 역사시 이 의 인간

활동의 시공간 범 를 추정하기도 하지만(Whitmore etal.,1996;

ClementandHorn,2001),본 연구지역에서는 그러한 정보가 확인

되지 않았다.따라서 퇴 연 격차가 인간 간섭에 의해 발생했을 가능

성은 낮은 것으로 단된다.

이처럼 KSSD 단면의 상·하부 간 큰 연 차의 원인에는 여러 가능

성이 있다.하지만 이것이 지속 인 침식에 의한 것인지,갑작스러운 침

식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으며,이에 해서는 추가 인 조사와

자료 수집이 필요해 보인다.

6.KSH 단면의 성격

KSH 단면은 KSSD 단면 맞은편에 치한 구릉으로 기반암 에 약

2m 30cm정도 높이의 모래가 분포하고 있다.모래층은 약 300㎛ 후의

세립사로 구성되어 있었으며 불량한 분 을 나타내었다.깊이에 따른 입

도 특성 변화나 주원소 함량의 변화 등은 나타나지 않았으며,깊이 약

170cm 지 부터 토색이 일부 색화되는 경향이 나타났다.따라서 처음

에는 KSH 단면의 기반암 에 나타나는 모래층이 해안사구층일 것으로

추정하 고,KSSD 단면과 유사한 성격의 퇴 층으로 보았다.하지만

OSL연 측정 결과 석 의 OSL신호가 나오지 않아 유의한 연 결과

를 얻지 못하 다.그리고 XRD 결과 석 이나 장석뿐만 아니라 일라이

트와 같은 토 물이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KSSD단면과는 다

른 성격인 것으로 단되었다.

먼 입도분석 결과의 경우 KSH 단면 하부에 분포하는 새 롤라이

트(KSSD-C)와 다른 특성이 나타나 새 롤라이트의 가능성은 낮은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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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보았다.새 롤라이트의 경우 약 20-25㎛(5.6-5.7ø)의 세립질 물질

심이거나 세립질과 granule크기의 조립질 물질이 동시에 나타나는

형의 입도 분포 형태를 보이는 데 반해,KSH 단면 모래층의 경우 세립

모래로만 구성된 단 형의 형태를 보 기 때문에 새 롤라이트와는 다른

성격일 것으로 생각하 다. 한 형태상으로도 새 롤라이트와는 다른

모습을 나타내었고,KSSD 단면 상부의 사구 모래층과 유사한 형태를

띠어 처음에는 해안사구층일 것으로 생각하 다.하지만 일반 인 해안

사구 퇴 층과는 달리 분 이 불량하다는 ,KSSD단면의 사구모래층

기존에 연구된 서해안의 사구모래층보다 조립한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는 등으로 미루어보아 해안사구층으로 단하기는 어렵다.

한 주원소 분석 결과의 경우 풍화에 약한 CaO나 Na2O의 함량이

0.1wt% 미만으로 이미 상당 부분 용탈되어 거의 존재하지 않았다.따

라서 어느 정도 풍화 작용을 겪은 것으로 단되었다.하지만 깊이별로

어떠한 경향이나 함량 변화 등은 찰되지 않았고,일정한 특징이 나타

나지 않았다.만약 KSH 단면의 모래층이 퇴 층이라면 퇴 이후 상당

히 오랜 시간동안 풍화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나,고화되거나 토양화작용

을 겪은 모습은 찰할 수 없었다. 한 물 조성에서도 기존의

다른 사구층들과는 달리 토 물의 피크가 찰되는 것으로 보아 해안

사구층으로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

한편 OSL신호 특성 상 만약 KSH 단면이 해안사구 퇴 층이라면

신호가 상당히 명확하게 나타날 것으로 상되나,오히려 기존에 연구된

새 롤라이트의 석 신호와 유사한 것을 확인할 수 있었다(Jeongand

Choi,2012).그러나 OSL신호 형태만으로 해당 층의 성격을 악할 수

는 없기 때문에,해당 층의 특성을 명확히 이야기하기는 어렵다.

이처럼 KSH 단면의 성격이 새 롤라이트인지 해안사구층인지 명확

하지 않다.그러나 해안에 분포하는 모래층이라고 해서 모두 해안사구층

으로 단하기는 어려워 보인다.따라서 퇴 층을 해석하는 데 주의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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Ⅵ.결 론

일반 으로 연안에 분포하는 퇴 층의 경우 과거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 환경 변화나 고환경에 한 기록을 포함하고 있다.특히 서해의 경

우 홀로세 해수면 상승에 의해 형성된 얕은 바다로 과거 여러 차례의 해

수면 변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따라서 서해안에 분포하는 연

안 퇴 층에는 과거 서해의 침식 퇴 환경 변화 혹은 고기후에 기인

한 흔 이 남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는 라북도 고창군 승리 지역에 분포하는 퇴 층을

상으로 하 다.입도분석 지구화학 분석을 통해 퇴 층의 특성을

밝히고 OSL연 측정을 통해 퇴 층의 형성 시기를 악하고자 하 다.

그리고 이러한 연안 퇴 층의 형성과정을 통해 과거 서해안의 퇴 환경

변화를 추정하고 승리 지역의 반 인 지형발달을 이해하는 데 기여

하고자 하 다.

연구 결과 승리 KSSD 단면은 크게 세립사로 구성된 밝은 황갈색

(Hue10YR 6/6)의 세층(0.14-0.19ka),실트로 구성된 황색의 세층

(6.86ka),MIS3시기의(약 34-45ka) 색 실트층,약 9만 6천년 이상 시

기의 색 실트층의 4개의 층 으로 구분되었다.이 최상부 모래층의

경우 해안사구 퇴 층으로 단되었고,하부 실트층의 경우 재와 다른

환경에서 퇴 된 풍성퇴 층으로 추정되었다.

먼 최상부층이 퇴 되던 약 150-200년 에는 승리 일 에 규

모의 사구가 형성될 수 있는 환경이었고,연구지역 주변에 넓은 사구 지

가 발달했던 것으로 추정된다.기존에 연구되었던 명사십리 해빈 후면

의 평탄지뿐만 아니라 해발고도 20m 이상의 승리 지역까지 사구퇴

물이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이며, 재 밭으로 이용되고 있는 부분의

지역이 과거에 사구 던 것으로 추정된다. 한 입도 특성으로 볼 때 이

러한 사구 물질은 주로 간조 시 간석지가 노출되었을 때 간석지에서 이

동되어 온 것으로 보인다.그러나 재는 해안도로 건설 해안방호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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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치 등으로 인해 퇴 물이 해안으로 활발히 유입되지 못하고,해안으로

부터의 물질 공 이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더 이상 해안사구가 발달

하지 못하는 것으로 단된다.

실트로 구성된 하부층의 경우 모두 재보다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퇴 된 것으로,바람에 의해 서해에서 이동되어 온 풍성 퇴 층으로 추

정된다.KSSD 단면 하부층이 퇴 되던 라이스토세 후기에는 서해안

이 주로 머드 퇴 물로 덮여 있었던 것으로 보고되고 있어,가까운 지역

에서 운반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 퇴 된 이후 오랜 시간을 거치

면서 화학 풍화 작용을 받아 재와 같은 상태가 된 것으로 단된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실트 크기의 풍성 퇴 물의 경우 국 황토고원에서

이동되어왔다는 주장이 주를 이루고 있으나,KSSD 단면 하부 실트층의

경우 입도 주원소 특성 등이 국 황토고원 기원의 퇴 물과 상당히

다르므로,본 연구에서는 서해에서 이동되어 온 풍성퇴 물의 가능성을

제기한다.

이 외에도 KSSD단면 하부층은 당시에 형성되었던 해안사구 물질이

재이동되어 퇴 되었을 가능성 역시 가지고 있다.따라서 단면 하부의

실트층의 경우 서해가 재와 다른 환경이었을 당시 바람에 의해 이동되

었을 것으로 단된다.

한편 KSSD 단면 하부층의 경우 색을 띠는 색층으로 기존에 논

의된 해안사구 내 고토양층과 비될 수 있다.해안사구 연구에서는

색층의 형성시기에 해 최후간빙기에 색화작용을 겪었다는 주장과

세의 기후최 기에 색화되었다는 주장 등으로 의견이 분분하 다.뿐

만 아니라 풍화와 련된 연구에서도 색화시기에 해 여러 차례 논의

되어왔고,특히 하안단구에서는 색층이 지형 편년의 한 기 으로 이용

되기도 하 다.그러나 본 연구에서의 색층은 기존에 제기되어 온 주

장들과는 다른 시기로 나타나 색화 시기를 논의하는 데 있어서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 다고 할 수 있다. 한 색층이 어느 한 시기를 직

으로 지시한다고 볼 수 없으며,앞으로 이를 해석할 때 주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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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각각의 퇴 층 간에 연 차이가 상당히 크게 나타나는 것에

는 여러 가능성이 있다.먼 하부층이 퇴 된 후 더 이상 퇴 이 일어

나지 않는 환경이었다가 다시 퇴 이 되었을 가능성과 퇴 후 침식되었

을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다.그러나 자의 경우 퇴 층 내 유기물층

이나 부식물질 등이 찰되기 않아 퇴 이 지되었을 가능성은 낮

은 것으로 보이며,따라서 퇴 이후 침식으로 인해 연 차가 발생한

것으로 단된다.하지만 이것이 지속 인 침식에 의한 것인지,갑작스러

운 침식 사건에 의한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조사지 가까이에 폭풍

퇴 층이 분포한다는 과 연구지역이 태풍이 지나가는 길목인 등을

바탕으로 볼 때 갑작스러운 침식 사건에 한 연 차의 발생 가능성을

고려해볼 수 있으나,보다 명확한 원인에 해서는 후속 연구를 통해 밝

야 할 것으로 보인다.

마지막으로 KSH 단면에 해서는 입도 특성으로 볼 때는 해안사구

층과 큰 차이를 보이지 않았으나,석 의 OSL신호가 나오지 않는다는

,XRD 결과 KSSD 단면과는 달리 토 물의 피크가 나타난다는

등으로 볼 때 새 롤라이트의 성격 한 지니고 있다. 한 주원소 특성

역시 깊이별로 일정한 경향이나 변화가 나타나지 않아 그 층의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어렵다.따라서 해안 혹은 연안에 분포하는 모래층을

해석할 때 단순히 해안사구 퇴 물이라고 단정 짓기는 어려워 보이며,

해석에 유의할 필요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나타난 승리 퇴 층의 연 범 는 기존 연구들에서

얻어지지 않았던 결과로서,서해안에 분포하는 퇴 층에 한 새로운 해

석을 가능하게 해 다. 한 한반도 풍성 퇴 층의 형성 시기 퇴

환경에 해서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시해주며, 색층의 해석에 있어서

도 다른 가능성을 제시해 다.따라서 본 연구는 앞으로의 해안 퇴 환

경과 해수면 변화 연구에 기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된다.

한 서해안 지역의 지형 발달 과정을 논의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

로 보인다.하지만 조사 지 이 한 곳으로 국한되어 있어 반 인 과거

의 환경을 해석하는 데에는 한계가 있다.그러므로 앞으로의 추가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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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를 통해 이를 보완해야 할 것으로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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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1 203.29 1.46 0.02 1.18 2.30 0.55 -0.02 1.18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8 0.02 0.00 

KSSD-2 202.00 1.45 0.01 1.17 2.31 0.54 -0.01 1.17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8 0.02 0.00 

KSSD-3 202.21 1.51 -0.04 1.28 2.31 0.59 0.04 1.28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6 0.04 0.00 

KSSD-4 202.61 1.45 0.01 1.16 2.30 0.53 -0.01 1.16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2 0.00 

KSSD-5 197.46 1.45 -0.06 1.19 2.34 0.54 0.06 1.19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3 0.00 

KSSD-6 207.32 1.47 0.07 1.17 2.27 0.56 -0.07 1.17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8 0.02 0.00 

KSSD-7 194.22 2.20 -0.02 1.03 2.48 0.79 0.02 1.03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4 0.03 0.03 

KSSD-8 189.35 2.14 -0.02 1.07 2.51 0.78 0.02 1.07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4 0.03 0.03 

KSSD-9 207.60 1.46 0.06 1.15 2.27 0.55 -0.06 1.15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8 0.02 0.00 

Appendix1.SummariesofthegranulometriccompositioncalculatedbyFolkandWard(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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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10 200.35 1.49 0.01 1.26 2.32 0.58 -0.01 1.26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3 0.00 

KSSD-11 196.61 1.46 -0.02 1.23 2.35 0.55 0.02 1.23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2 0.03 0.00 

KSSD-12 201.47 1.51 -0.02 1.30 2.31 0.60 0.02 1.30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3 0.00 

KSSD-13 288.28 2.31 -0.19 1.74 2.12 1.05 0.19 1.74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Very 

Leptokurtic
0.88 0.08 0.00 

KSSD-14 162.27 3.10 -0.21 1.35 2.91 1.22 0.21 1.35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85 0.08 0.06 

KSSD-15 182.32 2.31 -0.25 1.59 2.55 0.97 0.25 1.59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Very 

Leptokurtic
0.90 0.07 0.04 

KSSD-16 207.02 1.43 0.08 1.14 2.27 0.51 -0.08 1.14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Coarse 

Skewed
Leptokurtic 0.99 0.01 0.00 

KSSD-17 201.61 2.47 -0.10 1.47 2.43 1.02 0.10 1.47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Fine

Skewed

Very 

Leptokurtic
0.91 0.06 0.03 

KSSD-18 133.79 3.21 -0.48 1.83 2.95 1.67 0.48 1.83 
Fine

Sand

Poorly

Sorted
Symmetrical

Very 

Leptokurtic
0.78 0.20 0.01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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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19 116.61 3.81 -0.50 1.45 3.29 1.82 0.50 1.45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71 0.24 0.05 

KSSD-20 95.91 6.10 0.04 1.03 3.89 2.45 -0.04 1.03 
Very Fine 

Sand

Very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39 0.55 0.03 

KSSD-21 38.50 3.71 -0.05 1.27 4.74 1.88 0.05 1.27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32 0.65 0.03 

KSSD-22 76.61 4.48 -0.09 1.21 4.18 2.06 0.09 1.21 
Very 

Coarse Silt

Very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37 0.58 0.03 

KSSD-23 40.15 3.95 -0.17 1.17 5.02 1.90 0.17 1.17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23 0.72 0.04 

KSSD-24 30.29 3.32 -0.17 1.27 5.07 1.72 0.17 1.27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23 0.73 0.04 

KSSD-25 79.15 3.82 -0.16 1.12 4.22 1.85 0.16 1.12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36 0.60 0.03 

KSSD-26 34.98 3.42 -0.12 1.27 4.91 1.77 0.12 1.27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27 0.70 0.04 

KSSD-27 40.43 3.46 -0.13 1.18 4.64 1.78 0.13 1.18 
Very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35 0.62 0.03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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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S1 14.54 3.75 -0.06 1.32 6.11 1.91 0.06 1.32 
Medium 

Silt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12 0.80 0.02 

KSSD-S2 15.85 3.48 -0.14 1.18 6.01 1.80 0.14 1.18 
Medium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12 0.81 0.05 

KSSD-S3 17.14 3.84 -0.06 1.16 5.91 1.93 0.06 1.16 
Coarse

Silt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16 0.76 0.04 

KSSD-S4 15.78 3.49 -0.13 1.31 6.00 1.80 0.13 1.31 
Medium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10 0.82 0.00 

KSSD-S5 11.09 3.16 -0.16 1.27 6.51 1.65 0.16 1.27 
Medium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06 0.84 0.03 

KSSD-S6 14.48 3.51 -0.11 1.26 6.17 1.80 0.11 1.26 
Medium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11 0.81 0.02 

KSSD-S7 12.64 3.52 -0.09 1.31 6.32 1.81 0.09 1.31 
Medium 

Silt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09 0.82 0.03 

KSSD-B1 215.86 1.50 0.11 1.10 2.21 0.58 -0.11 1.10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Coarse 

Skewed
Mesokurtic 0.98 0.02 0.00 

KSSD-B2 224.47 1.56 0.15 1.13 2.16 0.64 -0.15 1.13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Coarse 

Skewed
Leptokurtic 0.98 0.02 0.00 

KSSD-B3 209.53 1.51 0.09 1.17 2.26 0.59 -0.09 1.17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8 0.02 0.00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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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B4 210.76 1.54 0.07 1.20 2.25 0.62 -0.07 1.20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3 0.00 

KSSD-B5 211.29 1.51 0.06 1.16 2.24 0.60 -0.06 1.16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97 0.03 0.00 

KSSD-B6 213.96 1.75 -0.09 1.60 2.23 0.80 0.09 1.60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Fine

Skewed

Very

 Leptokurtic
0.95 0.05 0.00 

KSSD-B7 176.48 2.35 -0.30 1.84 2.58 1.12 0.30 1.84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Very

Leptokurtic
0.89 0.10 0.01 

KSSD-B8 122.93 3.54 -0.52 1.65 3.18 1.77 0.52 1.65 
Very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Leptokurtic 0.76 0.22 0.02 

KSSD-B9 37.91 4.58 -0.10 0.96 4.89 2.17 0.10 0.96 
Very

Coarse Silt

Very Poorly

Sorted

Fine

Skewed
Platykurtic 0.33 0.62 0.05 

KSSD-C1 20.02 3.75 -0.09 1.20 5.70 1.90 0.09 1.20 
Coarse

Silt

Poorly

Sorted
Symmetrical Leptokurtic 0.18 0.75 0.07 

KSSD-C2 23.38 3.82 -0.10 1.23 5.56 1.91 0.10 1.23 
Coarse

Silt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18 0.76 0.06 

KSSD-C3 189.88 4.17 -0.28 0.83 2.65 2.05 0.28 0.83 
Fine

Sand

Very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Platykurtic 0.70 0.28 0.01 

KSSD-D1 140.41 3.60 -0.41 1.27 2.90 1.83 0.41 1.27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Leptokurtic 0.77 0.22 0.02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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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D2 135.12 3.19 -0.44 1.35 2.94 1.67 0.44 1.35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Leptokurtic 0.78 0.21 0.01 

KSSD-D3 169.04 2.33 -0.35 1.76 2.63 1.19 0.35 1.76 
Fine

Sand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Very 

Leptokurtic
0.86 0.14 0.01 

KSH-1 172.06 2.57 -0.21 1.13 2.57 1.36 0.21 1.13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85 0.15 0.01 

KSH-2 166.49 4.15 -0.33 1.07 2.90 2.00 0.33 1.07 
Fine

Sand

Very Poorly 

Sorted

Very Fine 

Skewed
Leptokurtic 0.69 0.28 0.02 

KSH-3 189.01 2.53 -0.18 1.18 2.45 1.32 0.18 1.18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87 0.12 0.01 

KSH-4 151.81 3.77 -0.26 1.10 2.80 1.89 0.26 1.10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76 0.22 0.01 

KSH-5 236.68 2.34 -0.24 1.12 2.08 1.22 0.24 1.12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91 0.08 0.00 

KSH-6 232.76 2.37 -0.19 1.04 2.11 1.25 0.19 1.04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Mesokurtic 0.91 0.09 0.00 

KSH-7 260.22 2.00 -0.19 1.06 1.95 1.00 0.19 1.06 
Medium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95 0.05 0.00 

KSH-8 214.78 2.28 -0.16 1.07 2.24 1.18 0.16 1.07 
Fine

Sand

Poorly

Sorted

Fine

Skewed
Leptokurtic 0.91 0.09 0.00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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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Folk and ward method (Description)
Sand

(%)

Silt

(%)

Clay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

ING

SKEW-

NESS

KURT-

OSIS
MEAN SORTING SKEWNESS KURTOSIS

KSSD-M1 213.90 1.46 0.12 1.13 2.23 0.54 -0.12 1.13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Coarse 

Skewed
Leptokurtic 0.99 0.01 0.00 

KSSD-M2 164.35 1.79 -0.29 2.54 2.61 0.83 0.29 2.54 
Fine

Sand

Moderately 

Well Sorted

Very Fine 

Skewed

Very 

Leptokurtic
0.94 0.05 0.00 

Appendix1.(Contin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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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ppendix 2.Grainsizefrequency histogramsofallsamples.The

modalsizes(㎛)andpercentages(%)ofeachcomponent

illustra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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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QuaternarySedimentary

Environmentusing

Physical-Geochemical

CharacteristicsandDepositional

AgesofAeolianDepositat

Gwangseung-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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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artmentofGeographyEducation

TheGraduateScho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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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studyreportsthedetailedgeomorphologicalandchronological

investigations on the aeolian hilltop sediments atGwangseung-ri,

Gochangarea.Grainsizeanalysis,XRF,XRD andOSL agedating

were conducted to comprehend the geochemical characters and

geochro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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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wangseungsoilprofilesarecomposedofKSSDsectionandKSH

section.Sampling pointofGwangseung soilprofilesisonthehill

withelevationabout20-25m abovesealevel,whichis200m away

from thecurrentcoastline(35°30′04″N,126°28′27″E).Topofthe

hill,whichistheKSSD section,about2m thickoutcropisexposed

andsedimentarystructuresuchasstratificationisinvisible.Thereis

noevidenceofpostdepositionaldisturbancetoo.In caseofKSH

section,itis2m 30cm high,and100m awayfrom thecoastline.

A boundaryonKSSD sectionisdistinct,anditcanbedivided

largelybycolors.AccordingtoMunsellSoilColorChart,thecolorof

theupperpartisbrightyellowishbrown(Hue10YR6/6)andthatof

thelowerisbrightbrown(Hue7.5YR5/8).

Physicalandgeochemicalcharactersoftheupperandthelower

partwerealsosignificantlydifferent.Theupperpartconsistingof

finesand(2.2-2.4ø)withwellsortingcontainsamorepercentageof

Na2O,CaOandK2O,whereasthelowerpartconsistingofcoarsesilt

(4.3-5.2ø)withpoorsortingincludesrelativelylargecontentsofthe

MgO,Al2O3 and Fe2O3.It appears to indicate that these two

sediments are of that quite different sedimentation history and

weatheringdegreewithconsiderabletimeinterval.

The XRD patterns ofthe lowerpartofKSSD show thatit

predominantly comprisesofquartzandlittlefeldspar,implying the

mineralogyverydifferenttothatofinsitu-weatheringlayerproduced

from granite.ClaymineralsuchasKaolinite,Illite,Montmorillonite,

SmectiteandVermiculitewerenotfound.

For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dating, quartz

equivalentdosevaluesofthesamplesweremeasuredbasedonthe

SAR (Single-AliquotRegenerative-Dose)protocol,followingaseries

ofperformancetests,whichprovedthatthequartzgrainsusedf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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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inghavesuitableOSLpropertiesforreliableageestimation.Based

onOSL ages,KSSD sectioncouldbedividedintofourparts,the

0.15-0.2ka,6.8ka,MIS3andMIS5part.

Resultsofthisstudysuggestthatthe~0.2kasedimentsofKSSD

sectionareregardedthatsanddunedepositsmovedfrom beachhas

remained.Itisconsideredthatmassivesanddunewasexistedon

this area in about150-200 years ago.During thattime,aeolian

processes atthis area would be prevalent.However,atpresent,

sedimentcycles between beach and dune don’thappen,and the

sedimentationseemstoceaseduetoalackofwind-blownsands,

becauseofhuman activitiessuch asbuilding ofcoastalroadand

farming.Consequentlysanddunesnolongergrow upnow.

However,theresultsoflowerpartofKSSD sectionindicatedthat

thedepositionalenvironmentwasdifferentfrom thatofrecentdune

sediments.Thelowerpartcomposedofcoarsesiltisinterpretedthat

formed in differentenvironments from the present.The 34-45ka,

whenthelowerwasdeposited,correspondMarineIsotopeStage3

(MIS3).MIS 3istheagethatglobalicevolumeand sea level

variations were fluctuated overa broad rangeon millennialtime

scales.Itisaperiod when sealevelranged between 40-50m or

60-90m below thepresent.Especially,itisreportedthattheYellow

Seawas40-90m lowerthanpresentduringMIS3,andmostofthe

presentshelfwasexposed,becauseitisshallow andlow gradient.

Therefore,Yellow Sea was assumed terrestrialenvironmentwhen

MIS3 sediments deposit,thus these sediments are presumed the

aeoliandepositcomposedofsiltfrom terrestrialenvironment.

ManystudiesinKoreareportedthataeoliansedimentscomposed

ofsiltaretheloessand they weresourced primarily from loess

terrainsanddesertsinChina.Therefore,itcannotberuledouttha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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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possibilitythelowerpartofKSSD sectionistheloessderived

from Chinese Loess Plateau.However,if this interpretation is

accepted,thegeochemicalsignaturesofKSSDsectionshouldcorrelate

withthoseoftheCLP(ChineseLoessPlateau)deposits.Nevertheless,

comparedChineseloess,geochemicalcompositionisaverysubstantial

difference.Besides,sedimentsofKSSDhavesignificantdifferencesin

granulometriccharacters,comparedloessinKoreapreviousstudied.

Therefore,thelowerpartofKSSDsectiondosenotdirectlycorrelate

withChineseloessdeposits.Itprobablyoriginatedfrom theexposed

Yellow Seafloorarea.

Meanwhile,thelowerpartofKSSDsectionisareddishcolor.For

alongtime,reddishlayerswerecorrelatedwithHoloceneClimatic

Optimum orthelastinterglacialperiod(125ka)inKorea.However,

inthisstudy,itisproposedthatreddishlayerscouldbeformednot

onlyinHolocenebutinPleistocene.Rednessdoesnotindicatethe

specificdepositionalage.Althoughtheaeoliansedimentsreddenwith

increasingage,theintensityofrednessisnotareliablemeasureof

the age ofthe deposits,and itis nota reliable criterion for

correlation.Thisstudysuggestsreddishlayerinaeoliandepositcan

form atanytimewheretherightconditions.

Inthisstudy,basedonOSLdating,thereisalargeageinterval

betweentheupperandlower.Thisunconformityseemstobeeither

from the cessation ofsedimentation processes orerosion outof

sediments.Itis notclear thatage intervalis whether due to

continuous erosion or to the huge erosion event.However,the

possibility of anthropogenic impact was ruled out,because any

distinguishableevidencesofhuman activitiesfrom thesoilprofile

werenotobserved.Thereisapossibilitythatageunconformityof

KSSDsectionistheresultsofextremeerosionevent,suchassto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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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owever,furtherstudiesareneededtounderstandthereasonwhy

ageunconformityoccurs.

IncaseofKSH section,thereiscomposedoffinesandwithlight

brown color. Also, there is no certain trend in chemical

characteristics,and chemicalweathering degree didn't show up

regularchangesaswell.Inotherwords,KSH sectionnoincreaseor

decreaseinsedimentcharacteristicswithdepth.TheresultofXRD

analysisindicatesthatKSH isdifferentfrom KSSD section.InKSH

section,claymineralsuchasIllite,Kaoliniteshow unlikeKSSD.In

caseofOSLagedating,meaningfulresultsarenotobtained,because

luminescence signalof quartz is not fined in equivalent dose

measurementprocess.

Accordingtoinformationfrom characteristicsofgrainsize,KSHis

similartocoastalsanddunedeposit,however,basedongeochemical

characteristics and OSL signal,ithas similar features rather a

saprolite.Therefore,itisdifficulttodefinefeatureoftheKSH clearly

inthisstudy,andsanedepositsincoastalareaarerequiredcareful

interpretation.

Thisstudy offernew possibilitiesin coastalaeolian depositin

Korea.Itis expected to use research aboutcoastalsedimentary

environment.

keywords:Yellow Sea,aeoliandeposit,coastaldune,reddish

layer,MI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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