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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쉽게 관찰되는 해안단구 지형은 일찍부터
관련 학계의 주요 연구 대상이었다.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에 관한
연구는 일찍부터 시작되었으나 1990 년대에 들어 해안단구 퇴적층을
절단하는 단층이 확인되며 보다 단층의 활동 연대를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연구가 집중적으로 시행되었다.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는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의 활동 연대뿐만 아니라 광범위한
지역에 걸친 지반 운동 양식을 규명하기 위해서도 필수적이다.
2000 년대 초반에 국내에 도입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은 측정
가능 연대 범위가 추정되는 해안단구의 생성 시기를 포함하고
시료를 쉽게 구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어 해안단구 퇴적층의
연대측정에 널리 사용되어 왔다. 하지만 기존의 아미노산, 화산회,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통해 파악한 해안단구 형성 연대와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하기
위해 동일한 퇴적층에서 다양한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결과간의 상호
검증이 필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온 한반도 동해안
해안단구를 대상으로 다양한 물질과 방법으로 세분화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실시하여 이전보다 넓은 연대 범위와 높은 신뢰성을
가진 연대 결과를 얻고 이를 이용해 해안단구의 형성연대를
파악하고 해안단구 형성 이후의 지반 운동을 논의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포항-강릉 사이에 위치한 총 12 개 지점의 해안단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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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에서 총 33 점의 시료를 대상으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적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은 현재 가장 흔히
사용되는, 석영을 대상으로 하는 OSL 법 외 그 동안 국내 해안단구
연구에서 적용된 바 없는 장석을 대상으로 하는 IRSL 법 및 최근
개발된 post IR-IRSL 법을 병행하여 연대 결과 사이의 비교를 통해
보다 높은 신뢰성을 확보하고자 하였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모래
퇴적층에서만 적용할 수 있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의 한계를
극복하고자 원력층의 자갈 표면을 대상으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모래 퇴적층의 연대
결과와 비교하였다.
연대 측정 결과, 석영 OSL 연대측정은 지역에 따라 13 만 년까지
연대측정이

가능한

경우도

있었으나

대부분의

퇴적층에서 4 만년에서 11 만년까지의 연대 측정 가능 상한이
나타난 반면, 장석 IRSL 연대측정은 최대 22 만년까지 연대 측정이
가능하게 나타났다.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연대 결과는 비교적
일치하는 반면 장석 post IR-IRSL 연대 결과는 두 연대 결과에 비해
훨씬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신호가 가진 특성에 미루어 보아
장석 post IR-IRSL 연대는 실제 연대에 비해 과대평가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
결과는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에 비해 다소 높긴 하지만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를 확인하기에는 충분히 적용 가능한 방법으로 판단된다.
연구 결과, 연구 지역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는 대략 8 만년 전과
12 만 5 천년 전, 20 만년 전의 세 시기로 나누어 졌다. 약 8 만년
전의 해안단구는 해발고도 10-20m 사이에, 약 12 만 5 천년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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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단구는 20-30m 사이에 분포하며 연구 지역 전체에 걸쳐 이 두
시기에 형성된 해안단구 사이의 뚜렷한 변위차는 확인되지 않는다.
따라서

적어도

최종간빙기

이후

해안단구의

융기량

차이를

가져올만한 지역별 지반 운동의 차이는 없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대상 해안단구 중 가장 높은 고도인 50-80m 사이에 분포하는
정동진 지역의 해안단구는 약 20 만년 전의 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다. 세 시기의 해안단구를 연대측정 시료의 고도와 연대
결과를 이용해 융기율을 계산해보면 8 만년 전의 해안단구와 12 만
5 천년 전의 해안단구의 융기율은 0.20 – 0.25 (m/ka)로 유사한데
비해, 20 만년 전의 해안단구의 융기율은 약 0.34 (m/ka)로 생성
시기가 다른 두 해안단구의 융기율 사이에 차이가 관찰된다.

이

결과는 시기별 융기율의 차이가 있었거나 정동진 지역이 타 지역과
구분되는 빠른 융기를 겪었을 가능성이 높았음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연대측정을 시도한 해안단구에서는 해안단구 생성
당시 해수면에 해당하는 구정선 고도를 확인하지 못하여 계산된
융기율이 실제보다 낮게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 앞으로 제 4 기 동안
한반도 동해안의 지반 운동에 대해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해안단구에 대한 추가적인
조사가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주요어 : 해안단구, 융기율, OSL, IRSL,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학번 : 2010-303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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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어 정리
단일 시료 재현법(SAR, Single Aliquot Regenerative dose protocol):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서 등가선량을 측정하는 방법은 하나의
등가선량 값을 결정하기 위해 사용되는 부시료(Sub-sample,
Aliquot)의 수와 자연상태의 시료에 대한 실험실 조사 선량의
부가 여부에 따라 다양한 방법으로 나누어 진다. 이 중 단일
시료

재현법은

하나의

부시료에서

자연

상태

시료에서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한 후, 알고 있는 선량 별 루미네선스
신호를 반복 측정하여 작성한 선량의 증가에 따른 신호의 성장
곡선에

자연

상태의

루미네선스

신호

강도를

내삽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하나의 등가선량을
결정하는데 적은 양의 시료가 필요하고, 하나의 부시료만을
사용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할 수 있기 때문에 부시료 사이의
시료 양 차이에서 발생하는 신호의 차이에 대해 고려할 필요가
없어 최근의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연구에서 가장 널리 사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등가선량(Equivalent dose): 루미네선스 대상 광물이 퇴적된 동안
주변 환경에서 기원하는 방사선에 의해 축적된 에너지량. 실제
축적된

선량(paleodose)

자체를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루미네선스 신호가 동일한 강도로 반응하는 선량을 축적된
선량과 같다고 간주하기 때문에 등가선량(Equivalent dose)라는
용어를 사용한다. 단위는 Gy(=J/kg)를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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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미네선스

신호의

민감도(Sensitivity):

일정한

선량에

대한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 흔히 루미네선스 발생 과정 중 격자
결함(Trap)과

루미네선스

센터의

밀도에

따라

민감도가

달라진다고 설명한다. 석영 루미네선스 신호의 경우 이동과
퇴적을

반복하며

Irradiation-Bleaching

을 반복함에

따라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알려진 반면, K-장석 루미네선스
신호는 그러한 영향이 비교적 적다고 알려져 있다.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Rock surface luminescence dating):
모래 혹은 실트 크기의 퇴적물에 적용하는 일반적인 루미네선스
연대측정과는 달리 퇴적 자갈의 표면 광물을 대상으로 하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보통 석영은 충분한 강도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방출되지 않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자갈 표면의 K장석에서 방출되는 IRSL 신호를 이용한 연대측정을 말한다.

연간선량(Dose rate):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대상 광물이 일정 시간
동안 받는 방사선량. 주변 토양 내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로
인한 방사선량과 우주선(cosmic ray)에 의한 방사선량으로 나눌
수 있다. 이 때 토양 내 수분에 의한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단위는 Gy/ka 혹은 mGy/yr 을 사용하며 본 연구에서는
Gy/ka 로 사용하였다.

잔존선량(residual dose): 어느 정도의 빛에 노출된 이후 측정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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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산된

선량.

잔존선량은

빛

노출시간에 반비례하지만 일정 시간 이상 빛에 노출되더라도
완벽히 제거되지 않는 경우도 있다. 충분한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더라도
‘Unbleachable

제거되지

않는

dose’로

선량을

명하여

본

연구에서는

일반적인

의미의

잔존선량(Residual dose)와 구분하여 사용하였다.

제 4 기 단층(Quaternary fault): 제 4 기 동안 활동한 단층. 본
연구에서 제 4 기 단층은 공학적 의미의 활단층(Active fault) 및
활동성 단층(Capable fault)과는 구분된다.

비정상적 감쇠(Anomalous fading): 빛이나 열과 같은 외부 에너지의
자극이 없는 상태에서 루미네선스 신호가 감소하는 현상. 석영
루미네선스 신호에서는 관찰되지 않지만 K-장석에서 기인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비정상적 감쇠현상을 겪은 루미네선스 신호는 실제
연대보다 어린 연대가 산출되게 되어 감쇠율(Fading rate)을
측정하여 보정하는 과정이 필요하다.

블리칭(Bleaching): 빛이나 열과 같은 외부 에너지의 자극을 받아,
이미 가지고 있던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여 잃는 현상. 일부
문헌에서는 ‘절대영년(絶對零年)’으로 번역, 사용되기도 한다.
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정도에 따라 완벽한 블리칭(complete
bleaching)과
bleaching)으로

불완전한
나누며

블리칭(incomplete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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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에

or

대규모의

partial
퇴적물이

퇴적되는 산사태, 쓰나미로 인한 퇴적물과 같이 불완전한
블리칭이 발생한 퇴적물의 경우 루미네선스 연대는 실제 퇴적
연대보다 오래된 연대 결과를 보일 가능성이 높다.

IRSL(Infra-red Stimulated Luminescence): OSL 중 여기 광원으로
적외선 영역의 빛을 이용해 발생되는 루미네선스를 말한다.
150°C 이하의 측정 온도에서 석영에서는 IRSL 이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 IRSL 의 대상은 K-장석에 국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 본 연구에서는 post IR-IRSL 과 구분하여 열전처리
후 50°C 의 일반적인 IRSL 측정 조건에서 측정된 신호에
한정하여 사용한다.

MIS(Marine Isotope Stage): 해저퇴적물 내 유공충(Foraminifera)에
포함된 산소동위원소(16O,

O)의 비율에 따른 과거 해수 온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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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를 복원한 자료로 흔히 빙기와 간빙기의 반복에 따른 기온
및 해수면 변동 값으로 사용된다. 산소동위원소를 이용한다는
점에서 OIS(Oxygen Isotope Stage)로 불리기도 한다.

OSL(Optical
이용하여

Stimulated
발생되는

Luminescence):
루미네선스를

외부에너지로서
총칭하는

빛을

용어이지만

관례적으로 석영에 대해 청색광원을 이용한 루미네선스(Blue
light Stimulated Luminescence)로 한정하여 사용되는 경우가
많다. 본 연구에서도 OSL 연대측정은 석영을 대상으로 한
청색광원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으로 한정하여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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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pIR-IRSL(Post IR-IRSL): 일반적인 IRSL 신호 측정 후 측정 온도를
높여 측정한 IRSL 신호. 본 연구에서는 측정온도를 290°C 로
적용하였다. Li and Li(2011)이 제안한 MET-IRSL(Multi-elevated
temperature IRSL)은 일반적인 IRSL 신호 측정 후 단계적으로
측정 온도를 높여가며 반복적으로 IRSL 신호를 측정한다는
점에서 pIR-IRSL 과는 구분된다.

SPECMAP(Spectral

mapping

project):

해저퇴적물을

이용해

플라이스토세 초기(-780ka)이후 연속적인 지구 기후 변화를
복원하기 위해 1980 년대 시작된 연구 과제. 1970 년대
해저퇴적물을 이용해 주로 최종 빙기 이후의 해수 표면
온도(SST, Sea Surface Temperature) 변화를 복원하기 위해
실시된 CLIMAP(Climate: Long range Investigation, Mapping,
and Prediction)에서 연대 범위가 크게 확장된 특징이 있다. 이
연구 과제의 결과로 복원된 해수 표면 온도 변화 곡선은 이후
제 4 기 연구에서 기준이 되는 연대표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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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서론
1. 연구목적 및 필요성
2011 년 3 월 11 일 발생한 진도 9.0 의 동북 일본 대지진에 의한
쓰나미(津波, Tsunami)는 인근 연안 지역에 인명과 재산의 궤멸적인
피해를 가져와 전세계적인 충격을 주었다. 특히 후쿠시마 지역
원자력 발전소로부터의 방사능 유출은 현재까지 그 피해가 지속되고
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의 경우 이전의 스리마일 섬 사고(1979 년),
체르노빌 사고(1986 년)과 같이 인간에 의한 운영상의 실수로
비롯된 것이 아니라 지진으로 인한 쓰나미라는 자연재해에서
비롯되었다는 점에서 역시 해안 지역에 주요 원전이 분포하는
국내의 실정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지금까지 유라시아판 내부에 위치한 한반도는 판의 경계에 위치한
일본과 달리 지진 재해로부터 안전하다고 여겨져 왔다. 하지만
1990 년대 이후 한반도에서도 활성단층이 속속 발견되고 다양한
지진

활동이

있었던

역사기록

및

증거들이

발견되며

지진

재해로부터의 안전성에 대한 우려가 깊어졌다(Lee and Na, 1983;
이기화 외, 1998; 최위찬 외, 1998; 경재복 외, 1999; 기원서 외,
2007).
지진재해에서 우려되는 것 중 하나는 후쿠시마 원자력 발전소의
사건에서 알 수 있듯이 원자력 발전소 내부의 방사능 물질 유출로
인한 피해이다. 현재 한국에서는 원전 발전 설비의 추가적인 건설이
시행, 계획 중에 있고, 중저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됨에
따라 지진 재해로부터의 안전성 확보는 시급한 문제가 되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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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고준위 방사능 폐기물 처리장이 건설된다면 이와 같은
문제의 해결을 위해 보다 심화된 노력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된다.
현재 한국의 원자력 발전소는 주로 동해안을 따라 위치하고
있으며 그 중 고리, 월성 원전이 위치하고 있는 부산-포항 간의
남동해안 지역은 단층의 재활 가능성에 대해 많은 학자들의 논란이
있어 왔다.
국내의 원자력발전소 건설 과정에서 건설 부지와 인근 지역의
지질학적 안전성 확보를 위해 원전 부지를 포함한 인근 지역의 단층
활동 가능성을 밝히기 위한 다양한 지질 조사가 실시되고 있다.
동해안의 정동진, 구룡포 등의 해안지역에는 과거 해수면에서
형성된 파식대 혹은 퇴적층이 형성된 이후 해수면 변동과 지반의
융기에 의해 각각 고도를 달리하여 계단상으로 분포하는 지형을
쉽게 볼 수 있다. 이런 지형을 흔히 ‘해안단구(海岸段丘, Coastal
terrace)’ 혹은 ‘해성단구(海成段丘, Marine terrace)’라 부른다. 이
해안단구에 기록된 형성 당시의 해수면 고도와 형성 연대를
파악하면 일정 기간 동안의 지반 융기 속도를 파악할 수 있다. 더
나아가 같은 지역에서 생성시기가 다른 일련의 해안단구를 이용하여
시기별 융기속도의 변화를 파악하거나 형성 시기가 같은 해안단구의
지역별 분포 고도 차이를 이용하여 지역별 융기속도의 차이를
해석할 수도 있다. 이런 이유 외에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 파악이
중요한 이유는 최근 발견되고 있는 많은 제 4 기 단층이 해안단구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런 단층의 경우, 해안단구의
퇴적층의 연대를 통해 단층의 재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단층의
활동 시기를 파악할 수 있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측정 방법을 이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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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파악하고자 하는 노력이 시도되어 왔다.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 가장 필수적인 과정은
신뢰할만한 연대 측정법의 개발과 적용이다. 현재 지형학 및 4 기
지질학 분야에서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연대측정법인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연대측정법은 연대측정의 측정 가능 상한이 약
5 만년에 불과하여 일반적으로 그 이상의 형성 연대를 가진
해안단구에서

적용은

쉽지

않다.

해안단구

연대측정에

흔히

사용되는 우라늄(Uranium) 계열의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국내의 해안환경에서 연대 측정 대상 물질인 산호(Coral)를 쉽게
찾아 볼 수 없기 때문에 적용상의 한계가 있다. 그 외 아미노산
연대측정 (Amino acid racemization)이나 화산회 (Tephra), 고지자기
(Paleomagnetism)를

이용한

연대측정이

국내의

해안단구에서

시도된 바 있으며, 2000 년대 이후 광여기 루미네선스(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이나 우주선 기원 동위원소
(Cosmogenic radionuclide)를 이용한 연대측정이 새롭게 적용되어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에 대한 새로운 정보를 주고 있다. 하지만 이
방법들을 이용한 연대 측정 결과는 서로 차이를 보이며 해안단구
형성 연대에 대한 연구자 사이의 일치된 견해로 이어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리고 지금까지 국내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추정하는 과정에서 객관적인 연대 측정법을 이용하기 보다는 일정한
지반 융기율을 가정하여 해안단구의 분포 고도와 지난 간빙기의
연대를 대비하는 방법(지형대비법)을 통해 해안단구의 형성연대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았다. 이는 그 동안 국내 해안단구 연구 분야의
실정에서 쉽게 적용 가능하면서도 높은 신뢰도를 가진 연대측정법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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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족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해안단구 형성연대를 파악하기 위한 연구에서 활발히
사용되는 광여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연대측정 가능 범위가 수
십 년에 수 십만 년에 이르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 예상되는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를 충분히 포함하며 석영, 장석과 같이 쉽게 볼
수 있는 지질 매체를 이용하기 때문에 대상 시료의 제한이 있는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등 과는 달리 대부분의 퇴적층에서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최근에는 장석을 이용하는 방법이
국내에 도입되면서 기존의 석영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으로
측정 불가능하였던 오래된 퇴적물에 대한 연대 측정이 가능케
되었다. 나아가 하나의 퇴적층에서 석영과 장석을 분리하여 각
광물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 결과의 교차 검증을 통해 보다 높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확보할 수 있게 되었다.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포항-강릉 간의 해안지역에서는 해발고도
약 10m 에서 80m 사이에서 해안단구면을 쉽게 관찰할 수 있다.
원자력발전소가 집중되어 있는 부산-포항 간의 동남해안 지역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에 관해 그 동안 상대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었지만 본 연구지역의 해안단구에 대해서는 비교적
연구 결과가 적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포항-강릉 간의
해안지역에 분포하는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파악하여 형성 이후
융기속도의 지역별, 시기별 차이를 규명하고 인근에 위치한 제 4 기
단층과의 관련성을 밝히고자 하였다. 본 연구가 기존 연구들과
구분되는 연구방법 상의 차이 및 기대 효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지금까지 해안단구 퇴적층의 연대측정 방법으로 널리 사용되어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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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OSL 연대측정법 외에 장석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과
원력층에

대한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병행하여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대상 물질과 방법을 다양화하였다. 그 동안
해안단구의 형성연대에 관해 기존 연구 결과와 견해의 차이를 불러
일으켜 연대 결과의 신뢰성 대해 많은 의심을 낳았던 석영 OSL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다른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와의 비교를
통해 검증하고 보다 신뢰도 높은 연대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본 연구는 그 동안 비교적 연구 결과가 적은
포항-강릉 간의 중부 동해안에 대한 제 4 기 지반운동사에 대한
보완이 될 뿐만 아니라 상대적으로 풍부한 동남해안의 연구
결과와의 조합을 통해 한반도 동해안 전체의 제 4 기 지반운동사에
대한 이해의 확장을 기대할 수 있다.

2. 해안단구의 정의 및 지형학적 의의
‘해성단구(海成段丘, Marine Terrace)’란 지속적인 파랑의 침식에
의한 파식대 또는 파랑으로 인한 퇴적에 의해 형성된 퇴적 평탄면이
형성 이후 반복적인 해수면의 변동과 지속적인 지반의 융기로 인해
평탄면의 분포 고도를 달리하며 계단상으로 나타나는 지형을 말한다.
흔히 이와 같은 지형형성과정을 담고 있는 ‘해성단구’라는 용어와
유사한

의미로

‘해안단구(海岸段丘,

이러한

지형의

Coastal

분포

Terrace)’로

특성을
불리기도

고려하여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의미상의 혼란을 피하기 위해 해안단구로 명칭을
통일하여 사용하였다. 해안단구는 형성 당시 파식대 혹은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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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면에 해당하는 단구면과 배후 산지와 단구면 사이에 상대적으로
급경사로 나타나는 단구애로 나뉜다. 반복적인 해안단구 형성
과정을 거친 경우 단구애는 기존의 단구면과 새로운 단구면의
경계가 되어 여러 면의 단구면이 계단상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여러
면의 단구면이 반복되는 경우 먼저 형성된 단구면이 높은 고도에
위치하고 최근에 형성된 단구일수록 낮은 고도에 위치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현재 남아 있는 대부분의 해안단구는 신생대 제 4 기 동안에
반복된 빙하성 해수면 변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해수면이 변동하는 동안 동반되는 지반의 융기로 인해 특정 시기의
해수면에서 형성된 평탄면이 형성 이후의 고해수면 시기에도 해수면
보다 높은 고도에서 단구면으로 보존될 수 있다.
해안단구를 이용한 융기율(Ru, Uplift rate)은 해안단구 형성 당시
해수면 증거의 현재 해발고도(HT)와 당시 해수면의 고도(ST), 그리고
해안단구 형성 시기(tT)를 이용하여 간단하게 계산할 수 있다.

Ru = (HT – ST)/tT

[식 1]

2.1. 과거 해수면 변동
해수면 변동은 원인과 규모에 따라 크게 전지구적 해수면
변동(Eustatic sea level change)과 지각 균형에 따른 해수면
변동(Isostatic sea level change)으로 나눌 수 있다.
전지구적 해수면 변동(Eustatic sea level change)은 주로 바닷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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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의 부피 증감에 의한 것으로 육상 빙하의 성장 및 쇠퇴와 열에
의한 바닷물 부피의 팽창과 수축으로 인해 발생한다. 더불어
지각운동에 의한 대양 분지(Ocean basin)의 형태 변화 역시
전지구적 해수면 변동의 원인이 될 수 있다.
지구 균형에 따른 해수면 변동(Isostatic sea level change)은
지각을 누르고 있던 하중이 제거되면서 지각의 융기율 변화로 인해
발생하는 상대적으로 지역적인 규모의 해수면 변동을 말한다. 지구
균형에 따른 해수면 변동은 해수 자체의 하중 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동(Hydro-isostasy)과 육지 빙하의 하중 변화에 의한 해수면
변동(Glacier-isostasy)으로 나눌 수 있다.
육상 빙하가 녹게되면 발생하는 융빙수의 유입에 따라 전 지구적
규모의 해수면 변동과 육상 빙하의 하중 감소에 따른 지역적인
해수면 변동에 함께 영향을 주게 된다. 이 중 전자는 빙기-간빙기의
환경 변화에 따라 비교적 빠른 반응을 보이지만 후자는 빙하의 쇠퇴
후 지반 운동의 반응이 나타나기까지 지체되는 시간이 있다.
과거 해수면 변동을 파악할 수 있는 방법 중 하나는 형성 당시
해수면을 반영하는 해식와(海蝕窪, notch), 사주(sand barrier),
산호초(coral reef)와 같은 지형학적 증거를 통해 과거 해수면 변동을
불연속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지형학적 증거를
이용한 고해수면 복원을 위해서는 각 해수면을 반영하는 증거가
생성된 이후 지반의 융기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만약 전혀 융기가
일어나지 않은 지역의 경우, 각 간빙기 동안의 해수면 수준이
유사하다면 이전 간빙기 해수면의 증거는 이후 간빙기 해수면에
의해 제거되거나 이후 간빙기의 지형학적 증거와 중첩될 수 있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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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반면 지반 융기가 지속적으로 일어나는 곳에서는 이전
간빙기 해수면의 증거가 일련의 해안단구로 보존될 수 있다.
이런 이유로 전지구적 고해수면 복원 연구는 지속적인 지반
융기로 과거의 해수면의 증거가 잘 보존된 지역, 비교적 신뢰도 높은
연대측정법의 적용이 쉬운 산호초가 분포하는 지역, 전지구적
해수면 변동 외 지구 균형에 의한 해수면 변동의 영향을 배제할 수
있는 지역에서 주로 이루어지고 있다.

2.1.1. 산소 동위체 스테이지
지질시대 중 제 4 기의 가장 큰 특징은 현생 인류의 등장과 더불어
빙하기와 간빙기가 반복되는 기후 특성을 들 수 있다. 역사 시대
동안의 기후 변화는 과거의 측정 자료나 문헌을 통해 확인하기도
하지만 선사 시대 이전의 기후에 대해서는 기후 변화의 영향을 받는
다양한 대리자료(proxy)와 연대측정 자료를 통해 과거의 기후를
복원할 수 있다.
그 중, 산소 동위체 스테이지(Oxygen Isotope Stage) 혹은 해양
동위체

스테이지(Marine

Isotope

Stage)는

해저퇴적물

탄산칼슘에 포함된 두 종류의 산소 동위원소(16O,

18

내

O)의 상대적

비율을 이용해 탄산칼슘 형성 당시의 수온을 복원하는 방법으로
1950 년대 처음으로 제안되기 시작하여 1980 년대 SPECMAP
(SPECtral MAping Project)을 거쳐 보다 구체화되었다. 이 방법을
통해 복원된 과거 260 만년 동안의 기온과 이에 따른 해수면 변화는
앞서 언급한 지형학적 증거를 이용한 해수면 복원과 달리 연속적인
8

것이 특징이며 현재 고환경과 관련된 광범위한 분야에서 환경
변화의 정도와 연대에 관한 표준으로 흔히 사용되고 있다.
MIS 의 각 단계(stage) 명칭은 18O 과

16

O 의 비율을 이용한 d18O1의

값이 가장 낮게 나타나는 최근의 시점을 MIS 1 로 기준 삼아
최근에서 과거로 가면서 순서대로 d18O 의 값이 낮았던 최저점을
MIS 3, 5, 7 등 홀수로, d18O 의 값이 높았던 최고점을 MIS 2, 4, 6 등
짝수로 붙이게 된다. 분류된 하나의 단계 중 여러 개의 최고점 혹은
최저점이 나타나는 경우에는 역시 최근에서 과거로의 순서로 1, 2, 3
혹은 a, b, c 의 순서로 세분하게 된다. d18O 값은 기온과 반대로
나타나기 때문에 d18O 의 최저점은 기온 및 해수면의 최고점이 된다.
따라서 MIS 1 은 약 11,000 년 전의 어린 드라이어스 (Younger
Dryas) 기 이후의 홀로세 시작 시점을 가리키며 MIS 2 는 약
24,000 년 전의 최종빙기, MIS 5 는 약 74,000 년에서 130,000 년 전
사이의 최종간빙기를 가리킨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자주 언급하게
될 MIS 5a(=MIS 5.1)와 MIS 5e(=MIS 5.5)는 최종간빙기 중
상대적으로 기후가 온난했던 약 74,000 년 전에서 84,000 년 전
사이의 시기와 약 115,000 년 전에서 130,000 년 전 사이의 시기를
말한다.

1

d18O =

(

(

⁄

⁄

)

)

− 1 ∗ 1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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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2. 지난 간빙기 해수면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이용해 형성 이후의 융기율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각 해안단구가 형성된 시기의 해수면에 대한 정보가
필수적이다. 하지만 본 연구의 연구지역인 한반도 일대에서 일어난
제 4 기 동안의 해수면 변동에 대한 구체적인 연구 결과는 아직 없다.
현재 한반도의 지형 중 대규모의 빙하에 의한 지형은 발견되지 않아
육상 빙하의 하중 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한반도 주변의 해수면 변동은
일반적으로 잘 알려져 있는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과 유사할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이 장에서는 특히 본 연구 내용 중 자주
언급될 최종간빙기(MIS 5)와 그 이전의 간빙기(MIS 7)의 해수면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를 소개한다.

2.1.2.1. 최종간빙기 (MIS 5) 시기 해수면
최종간빙기(MIS

5)는

현재

시점에서

가장

가까운

시기의

간빙기여서 당시 해수면 고도에 대한 비교적 풍부한 증거가 남아
있고 이를 이용한 집중적인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는 최종간빙기의 해수면 중 가장 고해수준이 나타난
시기로

다양한

연구

지역과

연구

방법이

동원되어

연구가

진행되었다. 이 시기의 고해수준의 구체적인 시기에 관해서는
연구자 사이에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략 130ka 부터 시작되어
120ka 에 끝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d et al., 1996; Edwards et al.,
1987; Edwards et al., 1986; Stirling et al., 1998; Szabo et al.,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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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시의 해수면 수준 역시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현
해수면

기준

최소

+0m

에서

최대

+6m

사이였을

것으로

추정된다(Schellmann and Radtke, 2004).
최종간빙기 최성기의 해수면 수준에 관해서는 연구자간의 결과가
비교적 일치하는 것과 대조적으로 약 80ka 이전의 MIS 5a 시기의
해수면 수준은 보다 가까운 시기임에도 불구하고 연구자와 연구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당시의 해수면은 현재의 해수면에
비해 정도의 차이는 있지만 낮았다는 의견(Richards et al., 1994;
Shackleton, 1987)과 현재의 해수면과 거의 유사한 수준이었을
것이라는 의견(Cutler et al., 2003; Ludwig et al., 1996; Muhs et al.,
2002; Ota and Omura, 1992; Vacher and Hearty, 1989)이 상충하고
있다. 지역별로도 바바도스(Barbados), 아이티(Haiti), 뉴기니(New
Guinea) 등의 지역은 MIS 5a 시기 해수면이 현재보다 낮았다고
알려진 반면(Bloom et al., 1974; Dodge et al., 1983; Lambeck et al.,
2002; Mesolella et al., 1969; Shackleton, 1987),
캘리포니아(California)

등의

지역은

당시의

일본과 미 서부
해수면이

현재와

유사하였다는 차이가 있다(Cutler et al., 2003; Muhs et al., 1994;
Muhs et al., 2002; Ota and Omura, 1992).
MIS 5a 시기 당시 해수면에 대한 이상의 연구 결과를 지역별로
정리하면 최종빙기에 북반구 고위도에 있던 빙상의 성장과 쇠퇴에
따른 직, 간접적인 영향을 받은 중위도 지역인 버뮤다, 미동부 해안
지역, 캘리포니아, 일본, 바하마에서는 현재와 유사한 해수면이 MIS
5a 시기에 나타났다고 할 수 있으며, 빙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호주,
뉴기니, 바바도스, 하와이 지역은 현재보다 낮은 해수면이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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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정리할 수 있다.

2.1.2.2. 최종간빙기 이전 간빙기(MIS7) 시기 해수면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의 해수면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현재의 해수면 수준과 비슷하거나 현재의 해수면 수준보다 높았다고
추정되고 있어 당시 해수면의 증거는 비교적 쉽게 발견할 수 있는
반면,

그

이전

간빙기의

해수면은

최종간빙기의

해수면과

비슷하거나 보다 낮았기 때문에 지반 융기량이 일정 수준 이하인
지역에서는

당시

해수면의

증거가

최종간빙기

동안

대부분

제거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최종간빙기의 해수면 증거에
비해 오랜 시간 동안 침식을 받기 때문에 이에 따른 영향 역시
무시할 수 없다. 따라서 최종간빙기 이전 간빙기 동안 해수면 증거는
주로 일정 수준 이상의 지반 융기가 나타나는 지역에서 해안단구
상에 잔존하는 경우가 많다(Murray-Wallace, 2002; Pirazzoli et al.,
1991).
최종간빙기

직전의

간빙기(MIS

7)의

해수면에

대해선

최종간빙기에 비해 사례가 적기는 하지만 다양한 지역과 방법에
의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MIS 7 시기 내에서도 MIS 5 시기와
마찬가지로 3 번의 아간빙기와 2 번이 아빙기가 나타난 것으로
알려져 있다(Martinson et al., 1987). 이 중 가장 최근인 MIS 7a
시기의 해수면은 201ka 에서 190ka 사이에 가장 높았으며 현재
해수면

대비

-6m

에서

+10m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Antonioli et al., 2004; Bard et al., 2002; Gallup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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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Pirazzoli et al., 1991; Schellmann and Radtke, 2004).
각각 221-208ka 와 241-233ka 사이에 고해수면기인 MIS 7c 와
MIS 7e 의 해수면에 대해서는, 역시 다양한 주장이 있지만 현 해수면
대비 -5m 에서 0m 사이에 위치하였을 것이라는 추정이 대세를
이룬다(Hearty

and

Kindler,

1995;

Murray-Wallace,

2002;

Shackleton, 1987).

2.2. 해안단구 형성 연대 측정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 다양한 방법이 적용되어
왔다.

그

중

가장

전통적으로

사용되어

온

방법은

흔히

‘지형대비법’이라 불리는 해안단구의 고도에 따라 각 빙기 혹은
간빙기에 대비하여 형성 연대를 파악하는 방법이다. 일반적으로 이
방법으로 각각의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하나
이상의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와 각 해안단구가 형성될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알고 있어야 하고 해안단구의 각 단구면이 형성되는
동안 일정한 융기율을 거쳤을 것을 가정하는 것이 기본이다. 따라서
각 해안단구가 형성되는 동안 융기율이 변할 가능성이 있거나
당시의

해수면

지형대비법에

고도에
의한

대해

해안단구의

정확히

알지

못한

형성

연대

파악은

상태에서는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정창식, 2002).
그 외에 해안단구 퇴적층의 풍화도, 원소 조성, 대자율, 산화도
등의 토양학적 특성을 이용해 형성 연대를 추정하기도 한다. 하지만
이런 토양학적 특성은 지질, 기후 등의 영향을 크게 받기 때문에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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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시 신중하게 사용되어야 한다.
최근에는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 혹은 해안단구 퇴적층의 퇴적
연대를 상대적으로 추정하는 위의 방법들 보다 수치로 표현되는
연대를 측정하는 절대 연대 측정법이 더 널리 이용되고 있다.
가장 널리 사용되어온 절대 연대 측정법은 해안단구의 평탄화된
기반암에 부착하여 서식하는 산호를 이용한 우라늄계열 비평형
연대측정 방법이다. 이 방법에 의한 연대 결과는 대상 산호의 특성에
따라 의미가 달라질 수 있으나 기본적인 가정은 산호가 바다 물
속에서 생존하면 해수의 우라늄 동위원소와 평형을 이루지만 더
이상 해수가 닿지 않게 되면 죽어서 동위원소에 대해 폐쇄계를
유지하기 때문에 산호 내 남아 있는 우라늄 동위원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산호가 죽은 시점-산호가 해수의 영향으로부터 벗어난 시점을 측정하는 것이다. 측정 기기의 발달로 이 방법에 의한 측정
결과의 신뢰도는 상당히 높은 편이지만 특정한 환경에서만 서식하는
산호의 분포적 특성으로 인해 모든 지역에 걸쳐 이 방법을
적용하기는 어렵다는 단점이 있다.
또 다른 절대 연대 측정법으로 퇴적층의 연대 측정으로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법과 아미노산 연대측정법과 같이
유기물을 이용한 방법이 있다.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은 대기 혹은
수중의 탄소 비율과 평형을 이룬 생물체가 호흡-대기와의 탄소
교환-을 멈춘 시점부터 생물체 내의 방사성 탄소의 반감기를 이용해
연대를 측정하게 된다. 따라서 실제 방사선 탄소 연대 결과는
유기물이 포함된 퇴적층의 퇴적시기가 아닌 유기물이 죽은 시기를
지시한다는 특징이 있다. 현재의 기술에서 방사성 탄소 연대측정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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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가능 상한이 대략 4~5 만년에 국한되어 일반적인 해안단구
퇴적층에서의 적용은 한계가 있다. 연대측정 가능 범위가 5-50 만년
정도인 것으로 알려져 있는 아미노산 연대측정은 생물체가 죽고 난
후 생물체를 구성하는 단백질의 아미노산 배열 변화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기원하는 생명체의 종과 퇴적 이후의 온도에
많은 영향을 받는다. 특히 퇴적 이후 온도 변화에 따라 아미노산
배열 변화 반응의 속도는 큰 영향을 받기 때문에 퇴적 이후 동일한
환경 변화를 거친 인접 지역에서 절대 연대를 알고 있는 같은 종
화석의 아미노산 비율과 대비하여 연대를 파악하여야 한다.
퇴적물 입자에 남아 있는 자기에 의해 퇴적되면서 퇴적물의 자기
방향은 지구의 자기력선의 방향에 맞추어 퇴적되게 된다. 이
퇴적잔류자기(Depositional

Remanent

Magnetism)와

퇴적

후

세립질 입자들의 재 정렬로 인한 퇴적후잔류자기(Post-Depositional
Remanent Magnetism)을 이용해 해당되는 시기 동안의 고지자기
영년 변화에 대비하여 퇴적 시기를 추정할 수 있다. 이 방법은 퇴적
환경과 입자크기에 대한 고려, 퇴적 후 풍화 산물에 의한 화학 잔류
자기(Chemical Remanent Magnetism)의 영향, 표준이 되는 영년
변화 곡선의 신뢰성 확보가 필수적이다.
퇴적층에 포함된 화산회(Tephra)를 이용하여 퇴적연대를 추정하는
방법이 사용될 수도 있다. 화산의 분출 시점에 따라 생성되는
화산회의 물리적, 화학적 특성이 다르기 때문에 특정 지역에서 이미
연대가 알려진 화산회층을 이용해 동일한 특성을 가진 화산회가
퇴적된 넓은 지역에서 연대 추정에 이용할 수 있다. 따라서 굴절률,
화학 조성에 따른 화산회의 정확한 동정이 필수적이며, 퇴적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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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이동을 거치지 않은, 화산 분출 후 바람에 의해 퇴적된 일차
퇴적층으로부터의 화산회에 제한하여 적용되어야 한다.
이 외의 우주선(Cosmic ray)에 의해 생성되는 동위원소를 이용한
기법이나 본 연구에서 소개하게 될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도 최근의
연구에서 활발히 이용되고 있다. 하지만 이들 방법 역시 적용상의
제한이 있어 연대 결과를 이용한 지형학적 해석에 있어 신중함이
요구되는 것은 다른 연대측정법의 적용에서와 동일하다.

3. 해안단구에 관한 국내 연구 동향
3.1. 해안단구에 관한 국내 연구 흐름 및 주요 연구
해안단구의 지형발달에 관한 국내의 연구는 일찍부터 실시되었다.
국내의 해안단구 관련 연구는 강릉 정동진 일대의 해안단구에 대한
황만익(1967)의 연구로부터 시작되어 이후 지형학, 지질학, 고고학
분야에서

연구가

진행되었다.

특히

이후의

많은

연구에서

해안단구면의 분류와 더불어 형성 시기가 주요 연구 목적이었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진행된 주요 연구를 살펴보면 Kim(1973)은
울산-포항 지역의 해안단구를 구정선 고도 90-130m 의 봉화재면,
70-80m 의 염포리면, 50-60m 의 화정리면, 30-40m 의 방어진면,
10-20m 의 정자리면, 3-7m 의 주전리면의 6 개 면으로 분류하였다.
특히 10-20m 의 정자리면의 퇴적층에서 탄화 목편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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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대

측정을 시도한 결과 12,060±600 (yr BP)의 연대 결과를 얻어 이를
기준으로 봉화재면을 최종간빙기, 봉화재면보다 낮은 염포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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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정리면,

방어진면은

최종간빙기

이후

해수면

저하

도중의

일시적인 해면 정체기, 정자리면은 최종빙기 이후 해수면 상승 중
정체기, 주전리면은 후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Oh(1981)은 동해안과 서해안의 해안단구를 대비하며 남동해안의
감포면(해발고도 60-80m)과 서해안의 몽산포면(해발고도 20-30m),
동해안의 색천리면(해발고도 30-50m)과 서해안의 격포면(해발고도
10-20m)이 각각 최종간빙기 이전의 간빙기(Mindel/Riss interglacial,
MIS 7)와 최종간빙기(Riss/Würm interglacial, MIS 5)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정동진면(해발고도

그리고

강릉

80-100m),

정동진

묵호면(해발고도

해안단구는
50-80m),

죽천면(해발고도 20-30m)로 분류하고 이를 각각 남동해안의 감포면,
색천리면,

산하리면에

대비하였다.

각

지역에서

형성시기가

최종간빙기로 추정되는 단구면의 고도차이에 근거하여 동해안이
서해안에 비해 최대 60-70m 정도 융기량이 크며 동해안 내에서도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융기량이 커져 최대 50m 정도의 고도
차이가 관찰된다. 특히 그의 연구에서 주목할만한 점은 울산만을
경계로 남쪽의 장생포 지역의 최종간빙기 단구면의 고도가 북쪽의
방어진 지역에 비해 약 10m 낮다는 점을 지적하며 울산만에서
영일만 사이의 지역에서 최종간빙기 이후 단층활동의 가능성을
주장했다는 점이다.
반면 최성길(1995, 1996)은 강릉과 포항 일대의 해발고도 1020m 의 해안단구면을 구정선고도 18m 의 저위해안단구 I 면과
구정선 고도 10m 의 저위해안단구 II 면으로 세분하였다. 특히 포항
일대의 두 면의 저위해안단구 퇴적층에서 채취한 토탄층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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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미노산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저위해안단구 I 면은 125,000 (yr BP),
저위해안단구 II 면은 77,000 (yr BP)의 연대를 얻어 각각 최종간빙기
최성기와 최종간빙기 후기에 형성되었음을 주장하였다. 이 후
최성길(2003, 2004, 2006)은 한반도의 서해안에 위치한 보령 지역과
서남해안의 소안도 및 영산강 유역에서 구정선 고도 18m 의
해안단구 혹은 해면변동단구의 퇴적층을 확인하며 한반도 전 지역에
분포하는 이 해안단구를 해안단구 발달 과정의 기준면으로 삼을 수
있음을 주장하기도 하였다.
Choi et al.(2003, 2009)은 부산 기장-경주 감포와 포항 용한리의
해안단구 중 해발고도 7-26m 의 2 단구와 40-47m 의 3 단구로
나누고 각 퇴적층에서 14C 및 O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그 결과
2 단구 퇴적층은 5~7 만년 사이, 3 단구 퇴적층은 11 만년의 측정
결과를 얻었다.
김종욱 외(2005, 2007a, 2007b)는 포항 흥해, 경주 양남-양북, 울진
후정-죽변 지역의 해안단구를 해발고도 5-10m 의 1 단구, 10-25m 의
2 단구와 30-45m 의 3 단구로 나누어 각 단구면의 모래 퇴적층을
대상으로 14C 및 O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측정 결과, 1 단구
퇴적층은 32 (ka), 2 단구 퇴적층은 60-78 (ka), 3 단구 퇴적층은 104127 (ka) 전에 형성된 것으로 나타나 2 단구를 최종간빙기 후기(MIS
5a), 3 단구를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하였다.
심택모(2006)는 영일만 남안 마산리 지역의 해안단구 퇴적층에서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통해 해안단구 퇴적층의 형성연대를 측정한 바
있다. 그는 약 22m 의 해발고도를 가진 퇴적층에서 약 112 –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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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로 측정되어 이 단구 퇴적층을 MIS 5e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CRIEPI(2006)는 포항-울산 사이의 해안단구 퇴적층에서 화산회를
이용해 해안단구의 형성연대를 추정하였다. 95-110 (ka)에 분출된
Ata 화산회(Machida, 1999)가 발견된 해발고도 10-28m 의 해안단구
퇴적층(저위 1 면)을 MIS 5e, 24-25 (ka)에 분출된 AT 화산회가
발견되는 그 이하 해발고도(10-12m) 해안단구 퇴적층을 MIS 5c 의
해안단구로 추정하였다.
Choi et al. (2008)는 부산-포항 간의 연구 지역에서 OSL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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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연대측정을 통해 해안단구의 형성 시기를 파악하고 융기율을
계산한 결과 울산과 경주 감포 사이의 지역이 연구 지역 내 타
지역에 비해 빠른 융기를 경험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이런 지역별
융기율 차이의 원인으로 연구 지역 내 단층의 재활 가능성을
언급하기도 하였다.
이 외에 해안단구의 분포와 형성시기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있으나 대부분은 실제 연대측정 결과 없이 기존 연구의 편년 체계를
적용하여 각 해안단구면의 연대를 추정한 점을 감안하여 상세한
설명은 생략하기로 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정리하자면 먼저 동일한 단구 퇴적층에 대해
형성 시기의 차이가 있다. 연구자에 따라 저위 1 면 혹은 2 단구
등으로 불리는 해발 고도 약 20-30m 사이의 단구면은 아미노산,
화산회, 고지자기 연대측정을 통한 형성 연대는 MIS 5e 시기로
추정되는 반면, OSL 연대측정에서는 MIS 5a 혹은 c 시기로 추정되는
차이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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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기존연구의 한계와 개선 방안
한국의 해안단구 연구에서 각 단구면의 형성 연대에 관해 연구자
사이에서 많은 논란이 해결되지 않은 채 남아 있는 것은 크게
2 가지의 문제점에서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 번째 원인은
해안단구의 형성연대를 측정할 수 있는 연대측정 방법의 부족과
이를 보완하기 위해 사용되어 온 형성 연대 추정 방법에서 기인하는
문제점이다.

해안단구의

편년에

관한

대부분의

기존

연구는

‘지형대비법’이라 불리는 방법을 통해 형성 시기를 추정하는 경우가
많다. 지형대비법은 여러 단의 단구면 중 하나의 단구면에서
객관적인 연대측정법을 통해 형성 시기를 확인하게 되면 일정한
융기율을 가정하여 보다 높은 혹은 낮은 고도의 단구면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기 때문에 각 해안단구면의 형성 연대를 직접 측정하는
데 비해 소요되는 시간과 비용이 훨씬 효율적이라는 장점이 있다.
반면, 지형대비법은 기본적으로 여러 단의 해안단구가 형성되는
동안 융기율이 일정했다는 가정을 바탕으로 하기 때문에 최근
보고되는 제 4 기 단층의 존재와 해외의 해안단구 연구에서
보고되는

시기별

융기율

변화의

가능성은

지금까지와

달리

지형대비법에 의한 해안단구의 추정 연대를 무조건 수용하기에는
많은 의구심을 불러 일으킨다.
그리고 최근까지 해안단구의 형성연대를 측정하는 데 적절한
연대측정법이 다양하지 못하였다는 점도 지형대비법이 널리 쓰일 수
있는 원인으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해안단구
형성 연대 측정에 널리 사용되는 산호와 같은 신뢰할만한 당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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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수면의 지시자가 없는 한반도의 해안단구 형성 환경으로 인해
단구 퇴적층의 풍화도 및 퇴적층에 남아 있는 화석구조와 같은
토양학적 특징과 퇴적층 내 화분조성에 근거하여 연대를 추정할 수
밖에 없었다. 이런 상황에서 일부의 해안단구 퇴적층에서 확인되는
유기물을 대상으로 시도된 아미노산 연대측정은 당시의 연구
환경에서 매우 획기적인 방법이었고 최초의 실질적인 연대측정
결과였다는 점에서 당시 해안단구 편년 연구에서 큰 의의를 가진다.
하지만 일부 퇴적층에서 확인된 아미노산 연대는 연대측정법 자체가
가진 한계를 차치하더라도 유기물층이 포함된 단구퇴적층 외에 상위
혹은 하위 단구까지 지형대비법을 통해 추정하는 것은 일정한
융기율이라는 가정이 포함되었다는 한계를 내포하고 있다.
이후의 타 지역에 위치한 해안단구 편년 연구에서 토양학적 특징
및 화분 조성 등을 근거로 대비하긴 하였지만 일부 지역에서 확인된
아미노산

연대측정

결과와

이를

이용한

추정

연대는

실제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추정하는데 중요한 기준으로 작용해왔다.
최근에는 좁은 연구지역 내에서도 지역별로 융기율 차이를 관찰,
보고한 사례를 쉽게 찾을 수 있다(Ferranti et al., 2006; Merritts and
Bull, 1989; Muhs et al., 1992; Saillard et al., 2009; Zazo et al.,
1999)). 이와 같은 해안단구의 지역별 융기율 차이 활발한 지반
융기가 일어나는 판의 경계 지역 뿐만 아니라 지구구조적으로
안정된 지역으로 생각되는 지역에서도 관찰된다(Shin, 2013). 따라서
기존 연구에서와 같이 제한된 연대 결과를 이용해 일정한 융기율을
바탕으로 한반도 전 해안의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지역별 융기율 차이에 대한 검증이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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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한반도의

해안단구의
우주기원

해안단구에서는

퇴적층에서
동위원소

일본에서

발견되고

연대측정이

기원한

루미네선스

국내에

화산회가

연대측정이나

도입되어

해안단구의

형성연대에 관한 보다 신뢰도 높은 연대 측정이 가능하게 되었다는
점은 기존 연구 결과의 재검증과 지역별, 시기별 융기율에 대한
가정에 대한 검증을 보다 수월하게 해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해안단구 형성 연대 논란의 두 번째 원인은 해안단구 분류
과정부터 형성 연대에 관한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할 가능성이
높다는 점이다. 이는 해안단구면의 명칭을 붙이는 과정에서 잘
나타난다. 기존 연구에서 가장 먼저 사용된 단구 분류 체계는
Kim(1973), Oh(1981) 등의 연구에서와 같이 해당 단구면이 가장 잘
관찰되는 지역의 지명을 따서 단구면의 명칭을 붙이는 방법이었다.
하지만 이 방법에 의한 명칭으로는 해안단구의 분포 고도에 대한
정보를

제공할

최성길(1996),

수

없다는

윤순옥

단점이

외(2003)

있다.

등은

높은

이후

조화룡(1978),

고도에

분포하는

단구면부터 순서대로 1, 2, 3, … 혹은 고, 중, 저, …의 방식으로 분류,
명명하였다.

이

방법에

의한

분류는

단구면의

생성

순서를

반영한다는 장점이 있지만 기존의 분류 체계에서 최고 고도의
단구면보다 높은 고도에서 새로운 단구면이 확인되면 분류 체계의
수정이 불가피하거나 ‘고고위면’과 같은 새로운 명칭의 추가가
필요하다(이광률, 2011). 그리고 기존 분류 체계 내에서도 단구면이
세분되는 경우 저위 I 면, 저위 II 면 등의 보다 상세한 명칭으로
명명하기도 하지만 같은 저위면으로 분류된 각 단구면이 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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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주에서 하나로 묶여야 할 이유에 대해서는 합리적인 설명이
어렵다. 최근의 연구에서는 해수면 고도에서 가까운 고도로부터 1, 2,
3, … 의 순서로 단구면의 명칭을 정하는 경우가 많다. 이
분류체계에서는 차후 분류된 단구보다 더 높은 고도에서 단구면이
확인되더라도 새로운 명칭을 붙이기 쉽다는 장점이 있지만 단구면의
명칭이 생성순서와 반대로 이어져 있어 혼란을 줄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기존 연구에서 사용한 분류 체계를 적용하는 과정에서 가장 큰
문제점은 단구면의 분포 고도 혹은 생성된 순서만을 포함하는 것이
아니라 단구면의 명칭이 형성 연대의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는
점이다.

실제

해안단구면의

명칭을

정하는

과정에서

지역에

관계없이 유사한 고도에서 확인되는 단구면은 동일한 명칭으로
정해지는 것이 보통이다. 따라서 어느 지역은 고위면이 없이
중위면부터 명칭을 붙이거나 해수면에서 가까운 고도부터 명칭을
붙이는 경우도 1 단구가 없이 2 단구부터 분류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단구 분류 과정에서 단순히 존재하는 단구면의 분포 고도 혹은
생성 순서만이 아니라 유사한 고도에 분포하는 단구면은 동일한
시기에 형성되었을 것이라는 연구자의 주관이 개입되기 때문이라고
판단된다. 이와 같은 단구 명명 체계는 해안단구 형성 연대에 관한
객관적 근거가 없는 상황에서 연구자 주관에 의한 추정 연대를
근거하기 때문에 연구자 별로 해안단구 형성 연대에 관한 견해의
차이로 이어질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상의 내용을 정리하면, 한국의 해안단구 형성 연대에 관한
연구자의 견해 차이는 객관적 연대 측정이 아닌 추정된 연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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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비판적으로 수용하는 점과 이를 바탕으로 또 다른 연구 지역에서
해안단구의 분류 체계의 반복으로 해안단구의 발달 과정에서 지역별,
시기별 융기율 차이를 관찰, 규명할 수 있는 기회를 놓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II. 연구 지역 및 연구 방법
1. 연구 지역 및 시료 채취 지점
본 연구의 연구 지역은 한반도 동해안 중 포항 북부 흥해읍에서
강릉 남부의 강동면에 이르는 약 200km 길이의 해안이다(Fig. 1).
전체 연구 지역에 걸쳐 해안단구가 연속적으로 분포하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연대측정을 시도한 해안단구의 분포 인접성과
지체구조구에 의한 구분에 따라 포항 북부 해안, 영덕-후포 해안,
울진 북부 해안, 강릉 남부 해안으로 세분하였다. 세분된 연구지역은
지질학적인 구분인 지체구조구 (tectonic province) 구분에서 각각
연일분지 (환태평양 알칼리 화산 지구), 경상분지, 영남육괴 (소백산
육괴), 옥천습곡대에 위치하고 있는 차이가 있다.
단구면의

분포를

확인하기

위해

지형도

상에서

평탄면을

추출하였다. 기존 연구에서 이 과정은 연구자의 경험과 직관에 의해
이루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본 연구에서는 최대한 객관적 방법을
통해 평탄면 추출을 위해 1:25,000 지형도를 10*10m 의 셀로 나누어
각 셀당 평균 경사도와 경사도 급변점을 이용하여 평탄면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평탄면 중 범람원, 해안평야, 곡저평지 등
24

해안단구면 외의 평탄면 및 소규모의 평탄면을 제외하고 해발고도와
하상비고 분포에 따라 추출된 평탄면을 분류하였다. 이런 과정을
통해 분류된 평탄면은 형태상 분류에 의해 단구면일 가능성이 높은
평탄면에 불과하며 평탄면을 이루고 있는 퇴적물을 통해 단구면으로
확정할 수 있다. 그리고 지형도 분석을 통해 분류된 평탄면은 일정
간격의 등고선에서 발생하는 해상도의 문제로 구체적인 고도 분포를
확인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추출된 평탄면
중 노두 관찰을 통해 단구퇴적물이 확인되고 연대측정을 시도한
평탄면에 한해 광파측거기(Total station)를 통해 보다 구체적인
고도분포와 연대측정 시료의 고도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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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study area and tectonic province

1.1. 포항 북부 해안
포항 흥해읍 일대의 해안지역에는 광범위한 면적에 걸쳐 여러
단의 단구면이 잘 발달해 있다. 특히 우목리에서 용한리에 걸친
지역은 해발고도 10-50m 사이에 3-4 단의 단구면이 발달해 있으며
특히 10m 내외와 20-30m 사이에서 단구면을 가장 뚜렷하게 관찰할
수 있다. 연구자에 따라 20-30m 에 분포하는 단구 평탄면을
저위단구 죽천면(오건환, 1977), 해안단구 III 면(조화룡, 1978),
죽천단구 1 면(최성길, 1996) 등으로 분류하기도 한다. 아미노산
연대 측정결과(최성길, 1996)에 따르면 20-30m 사이에 분포한 단구
26

퇴적층에서는 125ka, 10m 내외의 단구 퇴적층에서는 77ka 의
연대를 얻을 수 있었다. 이와 달리 김종욱 외(2005)는 이 일대의
평탄면을 10-25m 사이의 단구면 (제 2 단구)과 35-45m 사이의
단구면 (제 3 단구)으로 분류하고 각 단구면의 퇴적층을 대상으로
OSL 연대측정법을 적용하여 각각 최대 78±4ka, 127±17ka 의
연대를 얻었다.
Fig. 2 와 Table. 1 은 포항 북부 해안의 단구면에 대한 기존 연구와
본 연구에서의 분류 결과이다. 이 지역의 단구 분류는 다양한 연구
사이에서 대체로 일치하지만 최성길(1996)은 약 10-20m 사이의
단구면(조화룡의 해안단구 III 면, 오건환의 죽천면, 김종욱의
2 단구)을 해발고도 10-12m, 구정선 고도 10m 의 죽천 II 면과
해발고도 20-22m, 구정선 고도 18m 의 죽천 I 면으로 세분하였다. 본
연구의 야외조사와 지형도 분석 과정에서는 10-25m 에 평탄면이
분포하며 그 범위 내에서 평탄면 사이에 뚜렷한 경계를 찾을 수
없어 하나의 단구면으로 분류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해발고도 10-25m 의 해안단구 퇴적층 노두가 가장
잘 확인되는 우목리와 용한리의 두 지점에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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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Poh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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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ofiles of terraces and sampling points and at Pohang.

1.1.1. 우목리
우목리의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지점(Fig. 4)은 기존 문헌에서
해발고도 10-25m 의 제 2 단구(김종욱, 2005), 구정선 고도 10m
내외의 죽천단구 2 면(최성길, 1996)에 해당한다. 시료 채취 지점
노두의 퇴적상은 기반암인 셰일 위로 6-70cm 두께의 모래층과 직경
10cm 내외의 작은 원력으로 이루어진 두께 1-2m 내외의 원력층이
순서대로 퇴적되어 있다. 모래층과 원력층에서 각각 연대측정용
시료(1104UM-1, 1104UM-G)를 채취하였으며 원력의 암석표면
연대측정의 적용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해 노두 전면의 해빈에
분포한

원력(1104UM-MA)을

확인하였다.
pIR-IRSL

대상으로

현재

잔존하는 선량을

본 노두에서는 모래층에서 석영 OSL 및 장석 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으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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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력층에서

암석표면

1.1.2. 용한리
용한리의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지점(Fig.

5)은

우목리와

마찬가지로 10-25m 의 제 2 단구(김종욱, 2005) 혹은 구정선 고도
10m 내외의 죽천단구 2 면(최성길, 1996)으로 분류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시료 채취 지점의 노두와 인접한 지역에서 실시된 (Choi et
al., 2009)의 퇴적상 기술과 연대측정 결과에 따르면 셰일의 기반암
위로 원력층, 모래층이 순서대로 퇴적되어 있으며 토탄(peat)층이
모래층 사이에 협재되어 있다. 위 연구에서 연대 측정 결과 원력층
바로 위의 모래층에서는 최대 80±4ka, 토탄층 아래의 모래층에서
최대 53±3ka 의 OSL 연대를 얻었으며 토탄층에서는 34,520±820 cal.
Yr BP 의

14

C 연대를 얻었다. 본 연구의 시료 채취 지점 노두에서는

해발고도 약 11m 의 셰일 기반암 상부에 원력이 산재되어 있지만
원력 퇴적층은 확인할 수 없었으며 노출된 노두 내에서 토탄층 또한
확인이 불가능하였다. 따라서 노두의 노출된 부분은 Choi et al.
(2009)이 기술한 퇴적상에서 토탄층 상부의 모래층에 해당할
가능성이 높다. 이 지점에서는 모래 퇴적층 시료(1105YH-1) 1 점을
채취하여 석영 OSL 과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30

Fig. 4. Photo of Sampling points(1104UM-series).

Fig. 5. Photo of Sampling points(1105YH-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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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영덕-후포 해안
영덕 병곡면 병곡리 일대에는 단구 평탄면으로 추정되는 여러
단의 평탄면을 잘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이 단구 평탄면은 대부분
논으로 활용되며 퇴적상을 확인할 수 있는 노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북쪽의 울진 후포읍 일대에서도 후포 초등학교 뒤쪽의
구릉과 후포 등대가 위치한 등기산 등에서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평탄면을 확인할 수 있으나 역시 단구 퇴적층이 관찰되는 노두를
발견하지 못하였다. 병곡면과 후포읍 사이의 경계에 해당하는
금곡리 지역에서는 평탄면의 규모가 병곡과 후포 지역에 비해
작으나 단구퇴적물로 이루어진 노두를 발견할 수 있다. 황상일과
윤순옥(1996)은 이 일대의 해안단구를 해발고도 기준 5-6m 의
단구면, 19-24m 의 금곡면, 35-40m 의 칠보산면으로 분류하고
단구역층의 풍화 진행 정도를 기존 연구의 편년 결과에 대비하여
19-24m 의 금곡면을 최종간빙기(MIS 5), 칠보산면을 Mindel/Riss
간빙기(MIS 7)에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하였다. 이 연구에서
관찰한 노두는 대부분 공사 중 일시적으로 드러난 것으로 현재
휴게소 및 주유소 건설과 건물 배후의 축대 건설로 당시의 원형을
관찰하기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이 중 5-6m 의 단구면은 지형도
분석상 10-20m 단구면과 상당히 일치하며 19-24m 금곡면과 3540m 칠보산면 사이의 뚜렷한 경계를 찾지 못해 20-40m 의 하나의
단구면으로 분류하였다(Fig. 6, Table. 2).
본 연구에서 위에서 언급한 단구 퇴적층 외의 단구 퇴적층을
추가적으로 확인하기 위한 답사를 진행한 결과, 후포 방향 도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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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측으로 위치한 펜션 인근에서 원력이 포함된 단구 퇴적층,
펜션에서 도로 맞은 편으로 보이는 산 중턱에서 원력이 주변에
산재되어 단구 퇴적층으로 추정되는 퇴적층을 발견할 수 있었다.
그리고 휴게소 입구 도로 인근과 금곡천이 바다와 만나는 지점
인근에서 원력이 포함된 단구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 일대에서 단구 퇴적층이 가장 잘 관찰되는
휴게소 인근과 금곡천 인근의 두 지점을 선정하여 모래 퇴적층 및
원력층에 대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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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Yeongdeok-Hup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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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rofiles of terraces and sampling points and at Yeongdeok-Hupo.

1.2.1. 칠보산휴게소
울진 후포읍에서 영덕 병곡면으로 가는 7 번 국도상에 칠보산
휴게소가 위치하고 있다. 이 휴게소 뒤편으로 직경 30cm 이상의 큰
원력이 포함되어 있는 단구 퇴적층이 관찰되지만 시료 채취가 쉽지
않다. 휴게소 입구 표지판 인근에 배수로 공사로 드러난 노두를
관찰할 수 있다. 기반암을 확인할 수 없지만 모래층 사이로 수 cm
직경을 가진 작은 원력이 층을 이루며 10 cm 미만의 두께로 얇게
분포하고 있음을 관찰할 수 있다(Fig. 8). 이 원력층을 이루는 원력의
크기는 연대측정용으로 이용하기에는 너무 작아 원력층 위쪽의
모래층에서만 1 점의 연대측정용 시료(1005CBS-1)를 채취하였다. 이
지점을 포함하는 단구면은 도로 공사 및 휴게소 건설로 단구면의
원형과 실제 고도 분포 범위를 확인하기 힘들지만 배후의 해발고도
20-40m 사이에 분포하는 단구면과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35

1.2.2. 금곡리
앞서

언급한

칠보산휴게소

지점부터

북쪽의

금곡교

남안

지역까지의 범위에서 직경 30cm 이상의 원력까지 다양한 크기의
원력이 산재되어 있는 해발고도 약 20-40m 사이의 단구 평탄면을
확인할 수 있다. 이 평탄면으로 오르는 경사면을 포함하여 배후
산지로 연결되는 경사면까지 직경 20-30cm 이상의 원력이 퇴적되어
있지만 기반암과의 경계를 관찰할 수 없다. 해발고도 20-25m 지점
즈음에 위치한 인공적으로 절개된 퇴적층에서 모래 퇴적층을 관찰할
수 있다(Fig. 9). 이 지점으로부터 두 점의 모래 퇴적층 시료(1105GG1, 2)를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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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Photo of Sampling points(1105CBS-1).

Fig. 9. . Photo of Sampling points(1105GG-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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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울진 북부 해안
울진 원자력 발전소를 포함하는 울진 북부 해안은 인근 지역에
대한 단층, 해안단구 등에 관한 다양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특히
죽변항 인근은 평탄면이 잘 관찰되어 이 지역의 해안단구에 대한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김종욱, 2007; 최성길, 2008).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죽변 지역의 노두에서 원력이 포함된 단구 퇴적층을
확인하지 못하였으며 단구 형성 이후 재이동된 것으로 판단되는
모래

퇴적층만

확인하였다.

이

퇴적층에

대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실시하였지만 수 천 년에 불과한 것으로 측정되어
해안단구 형성 시기와는 무관할 것으로 판단, 본 연구 결과에서는
제외하였다.
울진 지역의 해안단구 및 하안단구는 최소 3 개(김종욱 외,
2007)에서 최대 5 개(최성길과 장호, 2008)로 분류되어 연구자 별로
차이를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해발고도 혹은 하상비고 10-20m, 2030m, 40-50m 로 분류하였으며 이는 각각 김종욱 외(2007)의 2 단구,
최성길과 장호(2008)의 중위 3 면 및 중위 1 면과 해당 평탄면의 위치
및 분포 고도가 유사하다(Table. 3).
본 연구에서 연대측정용 시료는 왕피천 하류 부근 두 지점과
부구천 하류 한 지점의 하안단구 퇴적층에서 채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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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Index map at Ul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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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Ul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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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Bug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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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rofiles of terrace and sampling points at Uljin and Bugu.

1.3.1. 구산리(구산단층)
울진군 근남면 구산리 인근에는 왕피천에 의해 형성된 구하도를
포함하여 여러 단의 하안단구를 관찰할 수 있다. 이 구하도의 유출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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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는 약 1m 변위로 추정되는 단층에 의해 절단된 하안단구
퇴적층이 있다(진광민 et al., 2013). 절단된 하안단구 퇴적층은
하상비고 약 30m 의 높이에 약 1m 의 두께로 30-40cm 의 큰 원력을
비록한 다양한 크기의 원력을 포함하고 있는 원력층과 그 위로 1m
두께의 모래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4). 이 퇴적층의 OSL
연대측정

결과는

41-50ka,

10

Be 의 연대는 80-88 ka, 단층

비지의 ESR 연대는 369ka 로 보고된 바 있다(KOPEC, 2008). 이와
달리

이

퇴적층에는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석영

OSL

연대측정법으로는 정확한 퇴적 연대를 얻는 것이 불가능하며 적어도
100ka 이상 되었을 것이라는 보고도 있다(홍성찬 외, 2011). 본
연구에서는 하안단구 퇴적층 중 모래 퇴적층으로부터 2 점의
연대측정용 시료(1009GS-1,2)와 원력층으로부터 1 점의 연대측정용
시료(1104GS-G)를 채취하여 각각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과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3.2. 노음리
구산리 하안단구 지점에서 왕피천을 따라 약 3km 하류 지점의
노음리 인근에는 현재 논으로 이용되는 반원 형태의 범람원이 있다.
범람원과 배후 산지의 경계를 따라서 하상비고 20-30m 에서
하안단구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다. 특히 노음 3 리 지역의 7 번
국도에 인접한 하안단구 퇴적층은 육안으로 보이는 모래층의 두께만
3m 이상이며 노두 위쪽에서는 원력이 산재되어 있다. 이 단구
퇴적층은 장호와 최성길(2009)의 분류에 따르면 해면변동단구 중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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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면에 해당한다. 이 모래 퇴적층을 약 2m 가량 절개하여 퇴적상을
관찰한 결과, 노두 하부에 약 10cm 두께의 회색의 점토층을
포함하고 있으며 최상부 퇴적층 50cm 두께 내에서는 사층리(Crossbedding)를

확인할

수

있었다(Fig.

15).

이

지점의

모래

퇴적층으로부터 총 5 개의 연대측정용 시료(1004NE-1, 2, 3, 4, 5)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3.3. 부구리
울진 북면에 위치한 부구천 하류 지역에서는 평탄면을 쉽게
찾아볼 수 있으나 단구 퇴적층을 확인할만한 노두를 쉽게 찾아 볼
수 없다. 그 중 주인교 인근의 민가 배후에서 하상비고 약 27-31m,
두께 약 4m 의 단구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다(Fig. 16). 이 단구
퇴적층은 뚜렷한 원력층이 보이지 않는다. 대신 직경 10cm 미만의
원력 혹은 아원력이 일부 포함되어 있지만 심한 풍화로 인해 원형을
찾아볼 수 없다. 이 지점에서는 총 3 점의 모래 퇴적층 연대측정용
시료(1009BG-1, 2, 3)을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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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4. Photo of Sampling points(1104GS-series).

Fig. 15. Photo of Sampling points(1004NE-series).

Fig. 16. Photo of Sampling points(1009BG-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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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강릉 남부 해안
강원도 동해시에서 강릉시 사이의 지역은 본 연구 지역 내에서는
가장 해안단구가 뚜렷하게 발달해 있는 지역으로 해안단구 평탄면이
앞서 언급한 지역에 비해 훨씬 넓게 나타나는 특성이 있다. 특히
묵호항 북쪽에 위치한 해안단구와 금진항에서 정동진리 사이의
해안단구는 넓은 면적에 걸쳐 해안단구가 발달해 있어 국내의
해안단구를

소개하는

문헌에서

대표적인

해안단구

지형으로

언급되기도 한다. 이런 특징으로 이 지역 해안단구에 대한 국내
지형학 및 지질학계의 관심은 일찍부터 시작되었다(황만익, 1967).
특히 이 지역의 해안단구 퇴적층에서는 구석기 시대를 포함한 선사
유적이

다수

발견되어

고고학계의

관심도

큰

지역이기도

하다(김주용, 2003; 최승엽, 2002). 이 지역의 해안단구는 해발고도
50-80m 의 해안단구가 가장 뚜렷하게 발달해 있어 해발고도 2030m 에 분포하는 다른 지역의 주된 해안단구 고도 분포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런 특징으로 인해 Oh (1981)는 이 지역의 융기율이
동해안 남부 지역에 비해 클 것으로 해석하기도 하였다. 하지만 보다
객관적인 해안단구 형성 연대 파악을 통해 지역적 융기율의 차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
정동진 및 묵호 지역을 포함하는 강릉 남부 해안의 단구면
분류에 관해서는 지금까지 소개한 연구지역 중 가장 많은 기존
연구가 시행되었으며 분류 결과 역시 가장 다양하다. 분류 기준 역시
앞서 설명한 지역과는 달리 구정선 고도를 근거로 분류한 결과가
많은 특징이 있다. Oh(1981)은 이 지역의 단구면을 구정선 고도 2545

30m 의 죽천면, 60-80m 의 묵호면, 80-100m 의 정동진면으로
분류하였다. 이후 Chang(1987)은 구정선 고도 17m 의 안인면,
30m 의 하시동면, 80m 의 심곡면으로 분류하였다. 이동영(1987)은
오건환의 묵호면과 Chang(1987)의 심곡면을 해발고도 50-60m 의
4 단구와 75-90m 의 5 단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최성길(1995)은
구정선 고도 10m 의 저위 II 면과 18m 의 저위 I 면으로
분류하였으며 윤순옥 외(2003)은 구정선 고도 10m 의 저위 II 면에서
140m 의 고고위 I 면까지 총 7 개로 가장 넓은 고도 분포 범위에
걸쳐 단구면을 분류하기도 하였다. 이 연구는 다른 연구와 달리
구정선 고도 100m 이상의 고고위면을 분류하였다는 특징이 있다.
김종욱 외(2006)은 이 지역의 해안단구를 해발고도 15-25m 의
2 단구, 30-40m 의 3 단구, 50-70m 사이의 4 단구로 분류하였다. 이
중 2 단구는 최성길(1995)의 저위 I, II 면, 3 단구는 Chang(1987)의
하시동면, 4 단구는 Oh(1981)의 묵호면, Chang(1987)의 심곡면,
이동영(1987)의 4, 5 단구, 윤순옥 외(2003)의 고위 II 면과 대비된다.
김종욱 외(2006)의 분류는 구체적인 해발고도 분포의 차이는 있지만
본 연구에서의 분류와 가장 유사하다. 김종욱 외(2006)의 2 단구는
10-20m 단구면과 유사하며, 3 단구는 안인 지역의 20-35m 혹은
묵호 지역의 25-35m 의 단구면, 4 단구는 안인, 묵호 지역의 50-80m
단구면, 정동진 지역은 60-80m 의 단구면과 유사한 특징이 있다(Fig.
18-20,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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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7. Index map of Gangneu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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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8.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Muk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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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9.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Jeongdong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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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0. Map showing the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t An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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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1. Profiles of terraces and sampling points at Mukho, Jeongdongjin and Anin.

50

1.4.1. 어달동
이 지역의 해안단구는 해발고도 25-30m 와 50-65m 의 두 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어달항에서 묵호 등대로 이어지는 도로 양쪽의
노두에서 기반암위로 원력층과 해안사구로 보이는 모래 퇴적층, 그
위로 발달한 토양층을 관찰할 수 있다(Fig. 23). 해발고도 약 26m 에
위치하는 평탄화된 기반암 위로 직경 10cm 미만의 작은 원력으로
이루어진 퇴적층이 얇게 분포하고 있다. 원력층 위로 최대 약 4m
두께의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다. 모래층 위로는 배후 산지로부터
경사면을 따라 이동,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토양층이 있어
모래층은 아래의 기반암과 상부의 토양층 사이를 쐐기 모양으로
나누고 있는 형태이다. 토양층과 모래층과의 경계는 뚜렷하게
구분된다. 이 노두에서 원력층 내의 원력은 암석표면 연대측정을
시도하기에는 그 크기가 너무 작아 모래층에서 각각 3 개의
연대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1205MH-1, 2, 3). 이 모래층 시료를
대상으로 석영 OSL,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4.2. 정동진
정동진리 남쪽에서 심곡항까지의 구간과 심곡항에서 남쪽의
금진항 사이의 구간은 국내에서 가장 대표적이라고 일컬어지는
해안단구 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의 해안단구는 가장
낮은 단구면이 약 50m 이상의 해발고도부터 위치하고 있어 다른
지역의 해안단구 고도 분포와는 차이를 보인다. 해발고도 50-80m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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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는 이 지역의 해안단구는 연구자에 따라 하나의 단구면 혹은
여러 단의 단구면으로 나누기도 하며 일부 단구면은 해안단구가
아닌 하안단구로 분류하기도 하였다. 기존 연구를 통해 연대측정이
시도된 적이 있는 노두는 정동진역에서 해안단구 위로 오르는
도로를 따라 썬크루즈 리조트 입구 인근으로 나타나는 노두이다. 이
노두에서는 사암의 기반암과 그 위로 원력층과 모래 퇴적층이 여러
번 교차되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Fig. 24). 이 노두에서
석영 OSL 연대측정은 이미 시도된 바 있지만 연대측정 가능범위
이상의 오래된 시료에 해당하여 정확한 연대 결과를 얻을 수
없었다(김종욱

외,

2006).

본

연구에서는

가장

하부의

모래

퇴적층에서 2 점의 연대측정용 시료(1205JDJ-1,2)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연대측정용
시료를 채취한 모래 퇴적층 위 아래의 원력층에서는 원력(1205JDJG)을 채취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위에 언급한 노두 외에 남동쪽으로 약 2km 떨어진 지점, 심곡리
인근에서 도로 공사로 일시적으로 10m 이상 높이의 노두가 노출된
적이 있다. 이 노두에서 기반암 위로 얇은 원력층이 존재하며 그
위로 두께가 최대 약 1m 의 모래층이 존재한다. 모래층 위로는
각력을 포함한 최대 2m 두께의 토양층이 나타난다(Fig. 25). 이
노두의 특징은 양쪽의 생경한 기반암 사이에 폭 약 4m 정도의 심한
풍화를 받은 기반암이 협재되어 있으며 이 구간을 따라 상부의
원력층과 모래층이 절단되어 있어 단층 활동의 가능성을 의심해 볼
수 있다. 이 노두에서 단구면의 해발고도는 약 65m 이며 원력층은
해발고도 약 62m 에 분포한다. 이 노두의 모래 퇴적층에서 1 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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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용 시료(sfo)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4.3. 송촌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 위치한 군선교 남안으로 현재 승마장이
있는 단구면을 관찰할 수 있다. 인근 군선강과 맞닿아 있는
단구애에서는 하상비고 약 12m 의 기반암 위로 직경 30cm 이상의
원력이 포함된 두께 1m 정도의 원력층, 그 위로 모래층을 관찰할 수
있다(Fig. 26). 원력층은 뚜렷하지 않지만 와상구조(imbrication)를
관찰할 수 있어 이 퇴적층은 군선강에 의한 하안단구 퇴적층일
가능성이 있다. 이 퇴적층의 기반암은 노두를 기준으로 약 12m 에
위치하지만 단구면은 하상비고 22-30m 에 분포하기 때문에 전체
단구면에서 기반암의 고도 분포에 대해서는 노두에서의 기반암
고도와 차이가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노두의 모래 퇴적층에서
2 점(1205SCH-1, 2)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 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원력층에서는 1 점(1205SCH-G)의
시료를 채취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4.4. 새목이
안인역에서 강릉역으로 가는 방향으로 약 700m 지점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터널 위로 단구 퇴적층을 확인할 수 있다. 노두에서는
기반암을 확인할 수 없으며 퇴적층은 해발고도 약 27-31m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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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한다. 퇴적층은 대부분 직경 30cm 정도의 원력으로 구성되어
있고 모래 퇴적층은 부분적으로 나타난다(Fig. 27). 이 노두의 모래
퇴적층에서 2 점(1205SME-1, 2)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1 점(1205SME

-G)의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원력층에서는

시료를 채취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1.4.5. 하시동
위에서 언급한 새목이단구 북쪽으로 약 1km 떨어진 지점에
위치한 불화산에서는 본 연구의 분류 결과 2 개의 평탄면이
존재한다. 그 중 단구 퇴적층을 쉽게 관찰할 수 있는 노두는
해발고도 10-15m 사이에 위치하고 있다. 풍화가 많이 진행된
기반암 위로 직경 30cm 이상의 큰 원력이 포함된 원력층이
대부분의 퇴적층을 이루며 원력층의 사이로 렌즈상의 모래층이 일부
존재한다(Fig. 28). 원력층 위로 약 50cm 두께의 점토층이 덮고 있다.
기반암과 원력층의 경계는 해발고도 약 12m 에 위치한다. 이 노두의
모래 퇴적층에서 2 점(1205BHS-1, 2)의 시료를 채취하여 석영 OSL
및 장석 IRSL, pIR-IRSL 연대측정을 시도하였으며, 원력층에서
1

점(1205BHS

-G)의

시료를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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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취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Fig. 22. Photo of Sampling points(1205MH-series).

Fig. 23. Photo of Sampling points(1205JDJ-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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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Photo of Sampling points(sfo).

Fig. 25. . Photo of Sampling points(1205SCH-series).

Fig. 26. Photo of Sampling points(1205SME-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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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7. Photo of Sampling points(1205BHS-se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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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lassified results of marine terrace at Pohang
조화룡(1978)

Oh(1981)

구정선

해발고도

고도 (m)

10-20

단구면

해안단구 III 면

(m)

18-22

최성길(1996)

단구면

죽천면

30-35

해안단구 II 면

35-40

묵호면

45-50

해안단구 I 면

50-55

정동진면

해발고도

구정선

(m)

고도 (m)

김종욱 외(2005)

단구면

형성연대

해발고도

(ka)

(m)

10-12

10

죽천 II 면

77

20-22

18

죽천 I 면

125

4-8

1 단구

10-25

2 단구

형성연대
(ka)

73~78

해발고도 (m)

연대측정지점 고도 (m)

10-20

7.6 (1104UM-series)
11.0 (1105YH-series)

35-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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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구면

본 연구

3 단구

104-127

30-50

Table. 2. Classified results of marine terrace at Yeongdeol-Hupo
황상일, 윤순옥(1996)

해발고도(m)

구정선고도(m)

본 연구

해발고도(m)

단구면

5-6

5-10
10-20

19-24

연대측정지점 고도(m)

24

금곡면

10.3 (1005CBS-1)
21.2(1105GG-1)

20-40
23.9(1105GG-2)
35-40

37

칠보산면

5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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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lassified results of marine terrace at Uljin
김종욱 외(2007)

최성길, 장호(2008)

해발고도(m)

단구면

형성연대(ka)

5-10

1 단구

32

15-25

2 단구

69

30-40

3 단구

구정선고도(m)

단구면

10

저위해성단구 2 면

본 연구

해발고도(m)

연대측정지점 고도(m)

10-20
18

저위해성단구 1 면

25

중위해성단구 3 면

32

중위해성단구 2 면

43

중위해성단구 1 면

20-30

26.7 (1004NE-series)
25.4 (1009BG-series)

111-119

40-50
60-80

60

27.3 (1104GS-series)

Table. 4. Classified results of marine terrace at Mukho-Gangneung
Oh(1981)

Chang(1986)

이동영(1987)

최성길(1992,1993,1995)

윤순옥 외(2003)

김종욱 외(2006)

구정선

구정선

해발고도

구정선

형성연대(

구정선

해발고도

ka)

고도(m)

고도(m)

단구면

고도(m)

단구면

(m)

단구면

고도(m)

10

25-30

죽천면

17

안인면

30

하시동면

18

단구면
저위 II 면
저위 I 면

10

단구면
저위 II 면

(m)

15-25

단구면

본 연구

해발고도(m)

2 단구

10-20

124
25

저위 I 면

30-40

3 단구

연대측정지점 고도(m)
12.2(1205BHS-series)
12.9(1205SCH-series)

20-35
(안인지역)

28.7(1205SME-series)

25-35

28.2(1205MH-series)

(묵호지역)

60-80

묵호면

80

심곡면

50-60

4 단구

75-90

5 단구

45

중위면

70

고위 II 면

50-70

4 단구

50-80
(안인, 묵호지역)
60-80
(정동진지역)

80-100

정동진면

61

90

고위 I 면

110

고고위 II 면

140

고고위 I 면

58.6(1205JDJ-series)
62.6(SFO)

2.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2.1.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원리
루미네선스(Luminescence)란 열을 동반하지 않은 발광현상을
전체적으로
스트레스

일컫는
등에

의해

용어로

화학반응,

발생하며

발생

전기에너지,
원인에

따라

결정내의
다양하게

세분하기도 한다. 지질 매체 중 흔히 볼 수 있는 석영이나 장석과
같은 무기 결정은 외부 에너지에 의해 미리 흡수하고 있던 에너지를
빛으로 바꾸어 방출하기도 한다. 석영이나 장석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현상을 설명하기 위한 모델은 측정 기술의 발달에 따라
다양하게 논의되고 있다. 가장 일반적인 모델에서는 석영이나 장석
광물 입자가 주변의 방사성 원소의 붕괴로 인해 방출되는 α, β 입자
및 γ 선 등에 노출되어 이온화된 전자(=자유전자)들은 광물 결정의
화학 구조상의 격자결함(Trap)에 갇히게 되고 이후 갇힌 전자를 격자
결함으로부터 떨어뜨려 놓을 수 있는 에너지를 흡수하게 되면
전자는 원래의 위치로 되돌아가면서 두 상태간의 에너지 차이를
빛의 형태로 방출하게 된다고 설명하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광물
입자가 받은 방사선 에너지의 양이 클수록 이온화 되어 격자 결함에
갇히는 전자의 수가 많아져 이후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가 높아지게 된다. 광물 입자에 흡수되는 방사선 에너지의 양은
단위 시간 동안의 방사선 에너지의 세기와 노출 시간으로 표현할 수
있다 (흡수한 방사선에너지 총량 = 방사선 에너지의 세기 X
노출시간). 단위 시간 동안 광물입자에 주변 토양으로부터 흡수되는
방사선 에너지의 세기를 알고 있다면 광물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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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강도를 통해 광물 입자가 방사선 에너지에 노출된 시간을
계산할 수 있다.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원리는 흔히 다음과 같이 간략히 설명할
수 있다. 퇴적된 동안 석영 혹은 장석과 같은 광물은 주변 토양과
우주선(Cosmic ray)으로 인해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할 수 있는
능력을 저장하게 된다 (latent luminescence). 이 광물이 열이나 이동
과정에서 빛에 노출되게 되면 가지고 있던 루미네선스 신호를 잃게
되고(Bleaching or Zeroing), 다시 퇴적되어 열 혹은 빛으로부터
차단되면 다시 루미네선스 신호를 낼 수 있는 능력이 시간에
비례하여 축적된다(Fig. 28).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기본적으로 위와 같은 현상을 이용하는
방법으로 루미네선스 신호를 여기시키기 위한 에너지의 형태에 따라
열에 의한 TL (Thermoluminescence)와 빛에 의한 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로 나누어 진다(Table. 5). OSL 은 광원의
파장에 따라 GSL (Green stimulated luminescence), BSL (Blue
stimulated luminescence), IRSL (Infra-red stimulated luminescence)
등으로 세분되기도 한다. 이 중 BSL 은 가장 흔히 사용되는 OSL
신호로 특별한 설명 없이 사용되는 OSL 이란 용어는 BSL 을 가리켜
사용되는 경우가 일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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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8. Concept of luminescence dating

Table. 5. Types of luminescence dating

Luminescence dating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OSL) dating
Stimulation
wavelength

470nm
(Blue)

870nm
(Infra-Red)

Detected
wavelength

340nm
(UV)

380nm
(Blue)

Target Mineral

Quartz

K-Feld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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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rmo-Luminescence (TL)
dating

Quartz or K-Feldspar

2.2.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의 발달
Wintle(2008)은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발전과정을 크게 세
시기로 구분하였다. 먼저 1957 년에서 1979 년 사이의 시기로 이
시기에는 TL 신호의 발견과 이를 이용해 도기(pottery)와 같은
고고학 유물에 대한 진위여부 분별과 연대측정의 목적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화산암과 같이 일정 수준이상의 열에 노출된 지질
매체에 대한 연대측정도 일부 행해지기도 하였다.
1979 년부터 1985 년의 시기에는 TL 연대측정이 기존의 도기 혹은
열에 노출된 지질 매체의 범위를 넘어 열에 노출되지 않은 일반적인
퇴적물에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하지만 TL 신호는 빛에 의한 블리칭이 불완전하게 일어나서
최근에 형성된 퇴적물에서는 적용할 수 없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Huntley(1985)의 연구 이후에는 TL 신호를 대체하여 OSL 신호를
이용해 퇴적물 연대측정이 시도되기 시작하였다. OSL 신호는 TL
신호에 비해 빛에 의한 블리칭이 보다 빠르고 완벽하게 발생하기
때문에 일반적인 퇴적물의 퇴적연대를 측정하는 목적에 잘 부합한다.
다양한 여기 광원 (Stimulation source)과 대상 광물을 이용하여
발생하는 OSL 신호를 연대측정에 사용하였지만 측정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도 변화에 대한 보정은 보다 신뢰할만한 연대 결과를
위해 해결해야 할 과제로 남아 있었다. 이를 위해 다양한 방법의
해결 시도들이 있었지만 단일시료 재현법 (SAR protocol; SingleAliquot Regenerative-Dose protocol; Murray and Wintle, 2000)이
개발 적용되면서부터 OSL 연대측정은 제 4 기 퇴적물 연대측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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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하였다. 이 시기 이후로 석영을 대상으로
청색광원으로

여기시킨

Luminescence)를

OSL

단일시료

신호

재현법으로

(BSL,

Blue-stimulated

측정하는

것이

OSL

연대측정의 대표적인 방법으로 이용되었으며 현재까지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는 방법이다.
최근에는 보다 정밀한 연대측정을 위해 단일 입자를 이용한 OSL
연대측정과 석영 TT-OSL(thermal transfer OSL)과 같은 새로운
신호를 연대측정에 이용하거나 혹은 대상광물을 장석으로 대체하여
기존 OSL 의 연대측정 가능 범위를 확장시키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2.3.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연대측정 가능 범위
지금까지 제 4 기 지질학분야에서 지질 매체에 대한 연대측정을
위해 다양한 방법이 개발, 적용되어왔다. 특히

14

C 연대측정은 제

4 기 연대학 중 가장 널리 이용되고 있지만 현재의 기술로는
연대측정 가능 상한이 ~5 만년 내외에 불과하여 보다 오래된 연대
측정 범위를 가지거나 탄소가 포함되지 않은 퇴적물에 대해서도
적용할

수

있는

연대측정법이

요구되어

왔다.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이러한 요구에 잘 부합하는 연대측정법으로 수 십년에서
수 십만년 의 연대를 가진 퇴적층에서 성공적으로 적용된 바 있다.
Ballarini

et

al.(2003)은

기존의

역사자료와

지도를

이용하여

해안사구에 대한 수 십년의 OSL 연대측정 결과의 신뢰성을
검증하였다. Duller(2004)는 300 년 이내의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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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C 연대측정은

보정에서 발생하는 불확실성이 크기 때문에, OSL 연대측정이 보다
신뢰할만한 결과를 보여줄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아주 어린 연대의 퇴적물에 대해서 지금까지의 OSL 연대측정은
주로

블리칭이

대부분이었지만,

잘

일어나는

석영에

비해

석영을

대상으로

민감도가

커서

하는
적은

경우가
양의

방사선에너지에 노출되어도 강한 신호를 방출하는 K- 장석을 이용할
경우 앞으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하한을 보다 낮출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이를 위해 K-장석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대상 물질로서 가진 몇 가지 약점의 해결되어야 할 것이다.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측정 가능 상한은 루미네선스 신호의
포화상태로 설명할 수 있다.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는 과정에서
방사선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이동해 온 자유전자를 잡아두는
격자결함(Trap)과 빛이나 열과 같은 외부 에너지에 노출되었을 때
격자결함에 갇혀 있던 자유전자가 이동, 결합하여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는 루미네선스 센터의 수는 무한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일정 수준의 방사선에너지 이상에서는 더 이상 루미네선스
신호가 성장하지 않는다. 이 상태를 흔히 신호가 선량에 대해
포화(saturation)되었다고 일컬으며 이를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으로 설명한다. 외부 방사선 에너지의 세기에 따라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양은 흔히 단일포화지수함수(single saturating
exponential)l 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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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0[1-exp–D/D0]
[식 2]
I : 조사선량 D 에 대한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
I0 :루미네선스 신호의 최대 강도
D0 : 성장곡선의 특성선량

이 함수로 결정된 곡선에 자연상태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크기를 내삽하여 등가선량을 결정하게 되는데, 자연상태
루미네선스 신호가 루미네선스 신호의 최대강도 (I0) 에 가까이 갈
수록 점점 등가선량의 오차 범위가 커지게 된다. 일부 연구자들은
등가선량이 포화상태에 이른 곡선으로부터 계산되는 것을 피하기
위해, 루미네선스 신호의 최대값(I0)의 ~85% 미만이 되는 시료만을
연대측정에 사용하도록 권고하고 있다 (Wintle, 2006). 이를 보다
쉽게

표현하기

위해

함수의

곡률을

결정하는

특성선량(D0,

characteristic dose)의 2 배를 이 곡선에서 얻을 수 있는 신뢰할만한
등가선량의 상한으로 여긴다. 실제 루미네선스 연대의 상한은
등가선량의 측정 상한 외 연간선량의 크기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다.
예를 들어, 측정 가능 등가선량의 상한이 약 100Gy 로 가정할 경우,
연간선량이 1Gy/ka 로 비교적 낮은 경우 100ka 까지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이 가능하지만 연간선량이 5Gy/ka 로 비교적 높은 경우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은 20ka 로 뚜렷하게 낮아지게 된다.
Pawley et al.(2008)은 영국 Norfork 지역의 빙하퇴적물에서 최대
494±42 ka 의 오래된 OSL 연대를 얻었으나 이 시료의 등가선량은
264±11 Gy 였으며 이와 같이 오래된 연대는 0.54±0.04 Gy/ka 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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불과한 연간선량의 기여가 컸기 때문이다. OSL 연대측정으로 800ka
까지 측정한 보고도 있으나 대부분의 경우 150ka 정도를 연대측정의
상한으로 여긴다(Stokes, 1999).

2.4. OSL 연대측정법의 분류
광물로부터 루미네선스 신호를 발생시키는 여기광원과 측정 대상
광물에 따라 OSL 은 다양하게 나눌 수 있으며 분류된 OSL 방법들은
각각의 대상광물 특성과 신호의 특성에 따라 연대측정 적용상의
장단점을 가진다.
가장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청색광원으로

여기시킨

석영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신호는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기원과 특성이 가장 잘 알려져 있고 연대 계산 과정에서 불확실한
변수가 상대적으로 적어 측정과정의 오차 범위가 적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연대측정 가능범위의 상한이 다른 OSL 방법에 비해 낮아
수 만년이내의 퇴적층에서 주로 이용된다.
석영 OSL 연대측정 가능 범위의 상한을 넘긴 오래된 퇴적물을
대상으로는 장석을 이용한 IRSL 연대측정법을 이용한다.

반면

장석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연대측정의 적용 과정에서
석영과 비교되는 몇 가지 단점을 가지고 있다.
본 장에서는 모래 혹은 실트 크기의 퇴적물에 대한 각 OSL
연대측정법이 가진 장단점과 적용 상의 차이에 대해 간단히
소개하고 원력층에 대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에 대해서는 다음
장을 통해 보다 상세히 소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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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1. 석영 OSL
석영은 지각 구성 광물 중 장석 다음으로 풍부한 광물로 장석에
비해 풍화에 강해 어느 퇴적층에서나 풍부하게 발견할 수 있어
퇴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측정 대상 광물로
가장 적합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게다가 석영의 광물화학적 구조는
다른

광물에

비해

매우

간단하여,

석영입자의

격자구조

및

화학조성과 석영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신호 발생 행태에 대해서는
다른 광물에 비해 잘 정립되어 있는 특징이 있다. 따라서 일찍부터
석영을 대상으로 하는 루미네선스 연구가 활발히 이루어져 왔으며
현재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분야에서 가장 널리 이용되는 광물이다.
열이

아닌

빛을

이용해

석영으로부터

루미네선스

신호를

발생케하기 위해 최초로 사용된 광원은 argon-ion lamp 를 이용한
녹색광원 (wavelength =~514.5nm) 이었지만 (Huntley et al., 1985),
이후 청색-녹색 (420-520nm) 의 halogen lamp (Bøtter-jensen and
Duller, 1992)를 거쳐 현재 청색(470nm)의 Blue diode 를 여기광원
(Stimulation source)으로 사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석영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장석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연대측정의 가능 범위가 짧다는 단점이 있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특성이 잘 정립되어 있어
연대측정 결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변수가 적다는 장점 외에도
일정한 빛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의 신호를 잃어버리는 속도가
장석에 비해 빨라 미쳐 제거되지 못한, 잔존선량이 연대측정 결과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는 장점(Godfrey-smith et al., 1988)이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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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의 신뢰도는 장석을 이용할
경우에 비해 높다.
그 외에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대상으로서의 석영은 장석과
구분되는 몇 가지 특성이 나타난다. 먼저, 석영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일부의 석영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한다. Reiman
et al, (2012)은 같은 퇴적층 내의 석영과 장석의 단일 입자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관찰한 결과, 석영의 경우에는 전체의
5%의 석영이 전체 루미네선스 신호의 80%에 해당하는 신호를
방출하는데 반해, 장석의 경우 전체 20%의 입자에서 전체 신호의
80%를

방출한다고

보고한

바

있다.

게다가

대부분

석영의

루민네선스 신호의 민감도(=일정 선량에 대한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는 장석에 비해 낮아 동일한 선량을 받은 같은 양의 장석에
비해 훨씬 발생하는 신호의 강도가 낮다.
그리고 석영은 장석에 비해 블리칭과 방사선조사의 반복에 의해
민감도 변화가 쉽게 일어난다. 석영은 SAR protocol 을 이용한
연대측정 과정 중 민감도가 첫 측정에 비해 28 배 증가하는 현상이
보고되기도 하였다(Duller et al., 2006). Moska and Murray(2006)은
이동을 겪지 않은 풍화토에 있는, 민감도가 낮은 석영을 500°C 의
열처리를 15 회 반복하여 민감도를 처음보다 30 배 증가시키기도
하였다.

이러한

석영의

민감도

변화는

실험실이

아닌

실제

자연계에서도 관찰할 수 있다. Pleitsch et al.(2008)은 하천의
상류에서 하류 방향으로 하상에 퇴적된 석영의 민감도를 관찰한
결과, 하류 방향으로 갈수록 민감도가 증가하는 것을 관찰하였다. 즉,
이동거리가 길수록, 이동과 퇴적을 반복하며 블리칭-방사선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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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정의 반복이 많을수록 석영의 민감도는 증가한다고 판단할 수
있다.

2.4.2. 장석 IRSL
IRSL 은 열이 아닌 빛을 이용해 루미네선스 신호를 여기시킨다는
점에서 OSL(Optical Stimulated Luminescence)의 일부로 생각할 수
있으나 일반적으로 석영을 청색광원(Blue diode)로 여기시키는
방법을 흔히 OSL 로 일컫는다는 점을 감안하면 석영을 이용하는
OSL

과는

달리

여기

광원으로

적외선(Infra-red)을

사용하여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로 구분될 수 있다. IRSL 은 여기광원으로
적외선(Infra-red)을 이용한다는 차이 외에도 대상광물로 장석을
이용한다는 점이 특징이다. 여기광원의 차이에 따라 측정 대상 파장
역시 석영 OSL 이 주로 자외선(UV) 영역을 측정하는데 반해 장석
IRSL 은 대부분 청색 파장을 측정하여 연대측정에 이용한다
K-장석은

석영과

더불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서

주요

대상광물로 이용되어 왔다 (Hütt et al., 1988). 하지만 Wintle
(1973)이 장석의 TL 신호에서 관찰한 바와 같이 빛 혹은 열과 같은
외부의 에너지가 없는 상온의 상태에서도 루미네선스 신호가
감소하는 현상(비정상적 감쇠)이 발생하여 연대측정 결과가 실제
퇴적연대보다 과소평가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이
있다(Fig. 29). 이후 Spooner(1994)는 이러한 비정상적 감쇠 현상이
장석의

TL

신호

뿐만

아니라

보고하기도 하였다.
72

IRSL

신호에서도

발생한다고

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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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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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layed Time(h)
Fig. 29. Comparison of fading rate of Quartz and K-feldspar

반면 K-장석은 석영에 비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이 약
2~3 배 높아 석영으로는 측정할 수 없는 오래된 퇴적물까지 적용
가능하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이러한 K-장석이 가진 장점으로
인해 다양한 연구자들이 K-장석 IRSL 연대측정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였다. 이들의 연구는 크게 연대측정 대상 K장석이 상온에서 일정 시간 동안 신호가 감소하는 정도를 측정해서
퇴적기간

동안

감소된

정도를

보정하는

방법

개발에

관한

연구(Auclair et al., 2003; Huntley and Lamothe, 2001; Kars et al.,
2008; Lamothe and Auclair, 1999; Lamothe et al., 2003)와 K장석에서 발생하는 IRSL 신호 중 자연적으로 감소하지 않거나
감소하는 정도가 현저히 낮은 신호를 분리, 측정하는 방법의 개발에
관한 연구(Buylaert et al., 2009; Li and Li, 2011; Thiel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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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omsen et al., 2008)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먼저, 신호의 감소 정도를 측정하여 연대 결과를 보정하려는 연구
중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방법은 Huntley and Lamothe (2001)에
의해 제안된 방법으로, 이 방법은 기본적인 비정상적 감쇠의 모델로
(Visocekas, 1985) 양자터널모델을 바탕으로 간단한 가정과 계산을
통해 과소 평가된 연대를 수학적으로 보정하고자 하였다. 이 연구에
따르면 시간에 따른 신호의 감소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1−

=

100

[식 3]

여기서 I 와 Ic 는 t 와 tc 시간 후의 신호 강도(Intensity)이며 g 는
시간의 로그값에 대한 신호의 감소 정도(%/decade)이다. 일반적으로
g 는 tc=2day 에 평준화하여 사용하며 이때 g 값을 g2day 로 표현한다.
위의 식을 실제 계산상의 편의를 위해 아래와 같이 표현하기도
한다.

=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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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4]

실제 연대 보정에서 시간과 신호 강도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1−

−1

[식 5]

이 때 If 는 실제 퇴적 연대(T) 동안 감소된 신호 강도, I0 는 T 동안
감소현상이 발생하지 않았을 경우 신호 강도, tc 는 측정 과정에서
인위적인 조사와 측정 사이의 지연 시간이다.
만약 If 와 I0 가 성장곡선에서 완벽한 직선 형태의 부분에
위치한다면 이는 등가선량과 연대로 바꾸어 쓸 수 있다.

=

=

[식 6]

이 때 각각의 f 는 감쇠의 영향을 받은 값을 의미한다. 보정식은
최종적으로 다음의 식과 같이 정리할 수 있고, Tf 와 k, tc 를 알고
있을 때 T 를 구할 수 있게 된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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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식 7]

Huntley

and

Lamothe(2001)의

보정식은

신호의

강도(I)와

연대(T)가 정확히 비례하는 경우- 성장곡선이 직선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적용할 수 있다는 단점이 있다. 하지만 성장곡선에서 완벽한
직선 부분은 존재할 수 없으며, 최대한 직선에 가까운 낮은
연대일수록 이론적으로 실제에 가까운 연대로 보정가능하며, 오래된
퇴적물의 경우 보정된 연대와 실제 연대의 차이가 커질 수 있다. 이
식에 의한 보정 결과는 Fig. 30 에 나타나는 것처럼 감쇠율에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감쇠율이 커질수록 보정 결과 연대는 점점 증가하여
약 6 %/dec. 의 감쇠율에서 보정 전의 연대에 비해 약 2 배, 12%/dec.
이면 보정하지 않은 연대에 비해 약 9 배로 높은 연대로 보정되게
된다.

Corrected age/Uncorrected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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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ding rate(%/Dec.)
Fig. 30. Variation of corrected/uncorrected age on fading 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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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대상광물로서 장석, 특히 K-장석은 석영과
달리 내부의 방사선 원소에 의한 연간선량의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Fig. 31). 특히 K 장석의 경우 입자 크기와 외부 연간선량에
따라 다르지만 내부에 K, Rb, U, Th 로 인해 일반적으로 내부
연간선량이 외부 연간선량의 대략 30% 를 차지할 정도이다. 따라서
장석 내부의 방사성 원소 함량을 정확히 측정하여 이로 인한 내부
연간선량을 외부 연간선량과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하지만 같은
지점에서 채취한 장석이라도 각 입자마다 방사성 원소의 함량은
서로 다르며 루미네선스 측정이 각 입자 별로 측정하는 것이 아니라
수 백~수 천개의 입자를 대상으로 측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평균적인 값의 이용이 불가피하다.

Fig. 31. Dose rate factors of K-feldspar and Quartz

완벽한 구조를 이룬 K-장석 입자는 KAlSi3O8 의 분자식을 가진다.
각 원소별 원자량(K: 39.10, Al: 26.98, Si:28.09, O:15.99)를 분자식에
대입해 각 원소 별 질량비를 구하게 되면 K 는 14.05%의 질량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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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지게 된다. 실제 분리된 K-장석은 K 의 자리에 Na 혹은 Ca 로
대체되는 경우를 감안하면 K 의 질량비는 14.05% 이하의 값을
가지게 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Mejdahl(1987)은 입자 내에서 방사선을 방출할 수 있는 K, Rb, U,
Th 의 함량 간의 관계가 다음과 같다고 정리하였다.

Rb (ppm) = -9.17 + 38.13 K(%)

[식 8]

For sediment sample,

Th (ppm) = 0.04 + 2.36 U(ppm)

[식 9]

For archaeological sample(ex. Pottery),

Th (ppm) = 0.826 + 0.783 U(ppm)

[식 10]

하지만 실제 퇴적층 내의 석영 또는 K-장석에서 U 의 함량은
대부분 1 ppm 을 넘지 못하기 때문에 Th 함량 또한 2.4 ppm 이하로
측정되는 것이 대부분이다. 만약 U 와 Th 가 각각 1ppm 과
2.4ppm 의 함량을 가지고 있다고 하더라도 이들로부터 기인하는
연간선량은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다(Fig. 32).
Huntley and Baril(1997)은 방사성 원소 중 가장 큰 비중을
차지하는

40

K

의

장석

내

평균

함량을 장석

전체

12.5±0.5 %로 제시하였으며, Huntley and Hancock(2001)은

질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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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의

값을 400±100 ppm 을 평균값으로 제시하였다.
Zhao and Li(2005)는 중국 뢰스 퇴적층의 K-장석 내의 K, Rb, U,
Th 의 함량과 그로 인한 내부 연간선량을 측정하였는데 K 평균 함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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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5%,로 Huntley and Baril(1997)에 비해 다소 높은 값을 얻었고, U,
Th 은 각각 약 0.05-1.4 ppm, ~0.1-1.7 ppm 로 K-장석 입자에 따라
차이가 크고 작은 입자의 경우에 무시할 수 없을 만큼의 연간선량을
방출할 수 있다는 점을 밝히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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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Variation of dose rate against contents of 40K and Contribution of
87
40
average contents of K(12.5±0.5%) and Rb(400±100ppm) against grain siz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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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지막으로 석영과 구분되는 장석의 루미네선스 특성은 신호의
블리칭속도와 잔존선량의 차이이다. 모든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광물 입자가 빛이나 열에 노출될 때 기존의 신호를 완전히 잃어
버리는 현상(Complete Bleaching or Zeroing)을 전제로 하고 있다.
빛에 노출되었을 때 빠르게, 그리고 남김없이 기존의 신호를
잃을수록 연대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다고 판단할 수 있다.
Godfrey-smith et al(1988)의 연구에 따르면 석영의 경우 수 초-수
십 초 내에 기존 신호의 99%이상이 제거된다고 한다. 하지만 장석은
같은 정도의 신호를 잃는데 수 분 이상이 걸린다는 결과를 밝힌 바
있다.
각 퇴적물 입자가 퇴적되기 전의 이동 과정에서 태양광에 노출된
시간은

정확히

알

수

없지만

풍성(Aeolian)-해성(Marine)-

하성(Fluvial)-붕적(Colluvial)의 순으로 빛에 오래 동안 노출될 것으로
예상되며 하천에 의해 이동-퇴적되는 경우에도 수 시간 이상의
노출은 충분히 가능할 것으로 기대되어 장석 역시 불완전한
블리칭으로 인한 잔존선량의 영향은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인 것으로
판단된다.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 중 하나가 충분한
블리칭 후에도 남아 있는 잔존 선량(Unbleachable IRSL signal)이다.
Godfrey-smith et al(1988)의 연구에서 장석의 경우 기존 신호의
99%이상을 잃는데 수 분이면 충분하다고 하였지만 실제 잔존하는
등가선량을 측정해보면 일정 정도의 등가선량은 4 시간 이상 빛에
노출된 후에도 제거되지 않고 남아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Table.
6). 이는 장석의 평균적인 연간선량, 4-5 Gy/ka 를 가정한다면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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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선량으로 인해 수 천년 정도가 실제 퇴적 연대에 비해
과대평가가 발생할 수 있음을 말해준다. 이 정도의 오차는 수 십만년
이상된 오래된 퇴적층에서는 무시할 수 있을 정도로 작은 값이지만
수 천년 단위의 비교적 어린 연대의 퇴적층에서는 상당히 큰 오차가
된다. 따라서 장석에서 기인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이용할 때에는
퇴적층의 예상되는 퇴적과정과 이 때의 예상되는 햇빛 노출 정도 및
잔존 선량으로 인한 과대평가 가능성에 대해 신중히 고려할 필요가
있다.

Table. 6. Different bleaching rate between quartz and K-feldspar.
Exposure
Time(m)

Quartz
Measured
Dose(Gy)

K-Fledspar
Ratio(%)

Measured
Dose(Gy)

Ratio(%)

0

197.32

100.00

255.6054

100.00

2

0.91

0.91

37.7551

14.77

5

0.91

0.46

33.9809

13.29

10

0.84

0.43

27.1564

10.62

15

1.84

0.93

28.7479

11.25

30

1.40

0.71

19.4430

7.61

60

1.00

0.51

15.0430

5.89

120

0.91

0.46

11.0314

4.32

240

0.61

0.31

8.1079

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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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3. 장석 Post IR-IRSL
K-장석은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영에 비해 측정 가능한
자연선량 값이 높기 때문에 석영을 이용한 OSL 연대측정으로는
불가능한, 오래된 퇴적물을 대상으로도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이
가능하다는 장점이 있다. 반면 K-장석은 비정상적 감쇠 현상으로
인해 측정 연대는 실제 퇴적연대보다 과소평가될 가능성이 있다는
치명적인

단점도

공존한다.

많은

연구자들이

이러한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비정상적 감쇠의 영향을 피하거나 영향의 정도를
파악하려는 시도를 하였지만 측정의 낮은 재현성으로 인해 비정상적
감쇠의 정도를 실험실 조건에서 정확히 측정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측정된

감쇠율이

실제

퇴적층에서

퇴적

기간

동안

일정한지에 대해서는 의문으로 남아 있고(Li and Li, 2008), 제안된
보정방법 역시 보정 가능 범위가 제한되거나 아직 불완전한
실정이다(Huntley and Lamothe, 2001; Lamothe et al., 2003; Kars et
al., 2008).
이러한 비정상적 감쇠의 측정과 보정의 문제점을 개선하기 위해
2000 년대 후반부터 감쇠하지 않는 신호만을 분리, 측정하여
연대측정을 시도하려는 노력이 계속되고 있다. 그러한 연구 중 현재
가장 주목받고 있는 방법은 Thomsen et al.(2008)이 제안한 post IRIRSL(pIR-IRSL)이다. 이 연구에서 K 장석을 이용해 다양한 실험
조건에서 감쇠율을 측정한 결과 일반적인 IRSL 측정 조건에서
신호를 측정한 후 온도를 높인 조건에서 다시 IRSL 을 측정하면 이
IRSL 신호는 처음 측정한 일반적인 IRSL 에 비해 감쇠율이 현저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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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은 현상을 관찰하였다. 그 후 Buylaert et al(2009)은 이 pIRIRSL 을 다양한 퇴적환경을 가진 K 장석에 적용해 본 결과 pIRIRSL 의 감쇠율이 일반적인 IRSL 의 감쇠율의 ~39 % 정도에
불과하다는 것을 밝혀내었다. Murray et al.(2009)은 이 post IRIRSL 의 신호의 trap 이 400 °C 이상의 TL 신호와 관련이 되어 있을
것으로 보고 preheat 조건이 300 °C 이상, IRSL 측정 온도를 290 °C
로 측정할 것을 제안하였다. Thiel et al.(2011)은 Murray et
al.(2009)가 제안한 실험 조건을 이용해 최초로 포화 상태에 이른
290 °C 에서 측정한 pIR-IRSL 신호를 보고하였다. 루미네선스 신호가
포화상태에 이를 수 있다는 점은 비정상적 감쇠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안정적인 신호가 존재함을 의미하는 증거로 받아들여진다.
이 후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운 pIR-IRSL 이 적용되었으며
방법의

신뢰성이

조금씩

검증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다양한

퇴적환경에서 이 방법을 적용하고 그 결과를 다른 연대 결과와
비교하는 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이 외에도 Li and Li(2011)은 Thomsen(2008)의 방법과는 달리
일반적인 조건에서 첫 IRSL 을 측정한 이후 단계적으로 온도를
서서히 높이면서 단계별로 여러 번의 IRSL 을 측정하는 multielevated temperature IRSL 을 제안하기도 하였다. 이 방법은
기본적인 아이디어나 설명 모델이 기존의 pIR-IRSL 과 상반되는
측면이 있으며, 실험에 소요되는 시간이 길어 비효율적이라는
의견(Thomsen et al., 2012)과 pIR-IRSL 이 실제 연대에 비해 다소
낮은 결과를 보이는데 반해 MET-IRSL 은 보다 실제 연대와 잘
부합한다는 의견 간의 논쟁이 있다(Li and Li,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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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2.5.1.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기본 원리
일반적인 퇴적층에 대한 OSL 연대측정은 퇴적층 내의 90250μm 의 모래나 4-11μm 의 실트 크기의 퇴적물을 대상으로 한다.
하지만 실제 퇴적층에서 모래나 실트 크기의 퇴적물보다 자갈
크기의 퇴적물이 주로 퇴적된 경우를 쉽게 찾아볼 수 있어 기존의
OSL 연대측정의 적용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
또한 이런 자갈 중 특히 원력(圓䃯)은 추정할 수 있는 퇴적 환경이
하천의 유수나 파랑으로 한정할 수 있기 때문에 모래나 실트
퇴적물에 비해 보다 구체적인 지형 발달의 이해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일반적인 하안/해안 단구 퇴적층 노두에서는 기반암 위로
원력과 모래 퇴적층이 순서대로 퇴적되어 있는 것을 어렵지 않게
관찰할 수 있다. 지금까지 많은 연구에서는 이런 퇴적층에서 OSL
연대측정을 적용할 경우 최상부에 있는 모래 퇴적층의 퇴적 연대를
확인한 다음 하안/해안 단구의 형성 연대를 간접적으로 추정 혹은
제한하였지만 실제 단구면의 형성시기와 연대측정 대상인 모래
퇴적층의 퇴적 시기 사이에는 차이가 있을 수 있다. 하지만 하천
혹은 파랑의 영향을 받은 원력 퇴적층의 퇴적 연대를 확인할 수
있다면 보다 실제 단구면의 형성시기에

가까운 연대를 얻을 수

있다.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역시 K-장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그 이유는 석영의 민감화 (Sensitization) 현상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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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이 깊다. 석영은 K-장석과 달리 이동-퇴적 과정을 거치며
블리칭-방사선조사가 반복되어야, 루미네선스 신호가 측정가능할
정도로 민감화된다. 모래크기 이하의 퇴적물은 이동-퇴적 과정에서
이와 같은 민감화가 충분히 일어나 연대측정에 충분한 크기의
신호를 얻을 수 있지만 원력 표면의 석영은 같은 이동거리의
모래크기 이하 퇴적물보다 이동-퇴적 과정이 반복수가 적기 때문에,
원력 표면의 석영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연대측정에
충분치 않을 가능성이 높다. K-장석은 석영과 달리 블리칭방사선조사가

오랫동안

반복되지

않더라도

측정에

충분한

루미네선스 신호 민감도를 지니고 있기 때문에, 전혀 이동되지 않은
풍화토 내 K-장석도 연대측정에 충분한 신호를 방출한다. 따라서
이미 충분한 민감화 현상을 거친 퇴적물로 구성된 일부 퇴적암을
제외하곤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서는 K-장석을 이용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2.5.2. 연구동향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일반적인 모래, 실트 크기의
퇴적물에 대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 비해 늦게 시작되었으며
최근까지도 연구 사례가 많은 편은 아니다. 최초의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1990

년대에서야

시작되었다.

Liritzis(1994)와 Liritzis et al.(1997)은 델포이 아폴로 신전과 같은
그리스 신전에서 신전 벽을 구성하는 대리석 혹은 석회석 벽돌을
대상으로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통해 신전의 건축 시기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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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이들 연구에서 사용된 기본적인 가정은
루미네선스를 방출할 수 있는 탄산칼슘으로 구성된 벽돌의 표면이
건축 당시 빛에 노출되어 기존 신호가 제거된 후 벽을 쌓는
과정에서 벽돌 사이의 표면은 태양광이 차단되기 때문에 다시
루미네선스

신호를

낼

수

있을

것이라는

생각이었다.

이들

연구에서는 고고학계에서 적용 사례가 많았던 TL 을 연대측정
신호로 사용하였는데 TL 은 OSL 에 비해 빛에 의한 블리칭과정이
느리고 잔존선량이 커 실제 연대보다 오래된 연대를 얻을 가능성이
높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Liritzis and Galloway, 1999). 이와 같은
TL 신호를 사용했을 때의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Huntly and
Richards(1997)는 시베리아 고고학 발굴지에서 규암 내 석영을
대상으로 OSL 신호를, Morgenstein et al.(2003)은 미 서부의 고고학
발굴지에서 화산 기원의 암석 유물을 대상으로 장석에서 기원하는
IRSL 신호를 이용하여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이후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다양한 분야에서 적용되기
시작하였다.

일반적인 퇴적층을 대상으로 한 연구로 Vafiadou et

al.(2007)은 스웨덴과 그리스의 고고발굴지에서 퇴적층 내 화강암과
변성암을 대상으로 석영을 이용한 암석 표면 OSL 연대측정을 통해
각각 7.6±1.5, 7.8±0.7 ka 의 각각의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7.10±0.16, 6.6-7.0 ka)와 잘 일치하는 연대 결과를 얻었다.
Sohbati et al.(2011)은 포르투갈 고고학 발굴지에서 두 모래층
사이의 자갈퇴적층에서 채취한 왕자갈(cobble) 크기의 5 점의
자갈에서 추출한 장석을 대상으로 IRSL 연대측정을 실시하여 14±241.3±6.3 ka 의 연대를 얻었다. 자갈층 아래의 모래층의 IRSL 연대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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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1±5 ka, 자갈층 위의 모래층의 IRSL 연대가 4.0±0.5 ka 인 점을
감안하면 층서적으로 잘 일치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페루 나스카 지역의 지상그림(geoglyph)는 광할한 면적에 걸쳐
조성되어 그 규모로 유명하지만 제작의 주체와 목적에 대해서는
아직 명확한 답을 얻지 못하였다. 이 지상그림은 지표면에 산재한
돌을 한쪽으로 치워 선을 이루는 방식으로 제작되었다. Greilich et
al., (2005)과 Greilich and Wagner(2006)은 선을 나타내기 위해
한쪽으로 치워진 돌은 지상그림 제작 이후 재이동하지 않았다는
가정 하에서 돌의 바닥 쪽 표면을 대상으로 연대 측정하여 거대한
지상 그림의 제작 시기를 밝히고자 하였다. 대상 자갈의 크기에 따라
연대의 차이를 보이긴 하지만 대략적으로 약 2100 년 정도의
연대(2085±300, 2130±100 yr)를 얻어 이 시기 동안 이 지역의 고대
문명의 존재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Simms et al.(2011)은 남극의 융기해빈(raised beach) 표면의
자갈을 이용한 연대측정을 통해 과거 해수면의 복원을 시도하였다.
과거 상대해수면이 높았을 시기에 파랑에 의해 이동, 퇴적된 원력은
인간에 의한 개발 등으로 원래의 퇴적상을 보존하기 힘들지만
남극이라는 특수한 환경에서는 퇴적상이 잘 보존되어 과거의 해수면
정보를 제공해 준다. 이들의 연구에서는 융기 해빈을 따라 퇴적된
역에서 빛에 노출되지 않는 자갈의 바닥 쪽으로부터 시료를
채취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고 시료 채취
지점의 고도 분포를 이용해 지난 2500 년 간의 고해수면을
복원하였다. 그 결과 기존의

14

C 를 이용해 알려진 해수면 변동값과

유사한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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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에서도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적용 사례가 발표된
적이 있다. 홍성찬 외 (2012)는 강원도 양구군에 위치한 수입천
유역의 하안단구에서 원력퇴적층이 잘 관찰되는 2 개 단의 하안단구
퇴적층을 대상으로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적용하였다. 그
결과 약 15m 하상비고의 원력층은 69±7 ka, 하상비고 약 25m 의
원력층은 129±22ka 로 측정되어 같은 퇴적층 내 모래크기 퇴적물에
대한 IRSL 연대결과(61±6ka, 124±13ka)와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와 같이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일반적인 루미네선스
연대측정과 같이 마지막으로 빛에 노출된 이후로의 퇴적연대를
측정하기 위해 이용되어 왔다. 하지만 Sohbati et al.(2012a)는 자갈
표면으로부터의

깊이에

따른

잔존

루미네선스

신호

강도는

노출시간에 반비례한다는 기본적인 가정을 이용해 일반적인 퇴적
연대가 아닌 노출연대를 측정하려는 시도를 하였다. 빛에 오래
노출될수록 기존 루미네선스 신호가 제거되는 암석 표면으로부터의
깊이가 일정 수준까지 깊어지기 때문이다. 이 연구는 아직 실제 적용
사례는 없는 기본적인 모델의 제시에 불과하지만 퇴적 연대
측정이라는 기존의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의 목적을 뛰어 넘는
새로운 시도로 평가할 수 있다.

2.5.3. 시료 채취 및 전처리 과정
일반적인 모래 크기 혹은 실트 크기 퇴적물에 대한 OSL
연대측정의 시료 채취 및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다.
a. 퇴적층 노두로부터 빛에 노출되지 않도록 검은색 플라스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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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닐, 알루미늄 호일, 파이프 등을 이용해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다.
b. 채취한 시료는 암실에서 체질 혹은 침강법을 이용하여 필요한
크기 별로 분류한다.
c. 10% HCl 과 10% H2O2 를 이용해 탄산염 광물과 유기물을
제거한다.
d. 중액(Sodium

polytungstate

liquid)를

이용해

석영

(>2.62g/cm3)과 K-장석 (<2.58g/cm3)을 분리한다.
e. 분리된 석영은 48% HF 로 40 분간 처리하여 α-particle 의
영향을 받은 입자의 겉면을 제거(etching)한다.
f.

분리된 K-장석 역시 10% HF 로 20 분간 처리하여 입자의
겉면을 제거(etching)한다.

g. 10% HCl 로 20 분간 세척하여 HF 처리 과정 중 발생할 수 있는
불화물(Fluoride)를 제거한다.
반면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위한 퇴적물 중 원력의
채취 및 시료 준비 과정은 다음과 같은 과정을 거친다(Fig. 33).
a. 퇴적층 내 풍화가 비교적 덜 진행된 원력을 선정하여 현재
노출된 부분은 스프레이 페인트 등으로 표시한 후 검은색
플라스틱 비닐 혹은 알루미늄 호일 등으로 빛이 투과되지
않도록 한다.
b. 암실에서 채취한 시료를 흐르는 물을 이용해 표면의 묻어 있는
흙과 오염 물질을 제거한다.
c. 수냉식 드릴을 이용하여 스프레이 페인트가 묻어 있지 않은
부분-노두에서 노출되지 않은 부분-으로부터 코어 형태(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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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mm)의 시료를 채취한다.
d. 채취한 코어 형태의 시료를 원력 표면에서 1-2mm 두께의
원반(slice) 상태로 잘라낸다.
e. 채취한 원반상태의 시료는 그 상태로 기기에 넣어 측정하거나
agate 를 이용해 잘게 부수어 사용할 수 있다. 잘게 부수어
사용하는 경우 일반적인 모래크기 퇴적물 시료의 방법과 같이
광물 분리 및 화학적 처리를 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다.

Fig. 33. Sampling and preparation processes of rock surface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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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대상 광물의 선택
모래,

실트

크기의

퇴적물에

대한

일반적인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 이용되는 주된 대상광물은 석영과 K-장석이다. 석영은
연대측정 가능 상한이 K-장석에 비해 낮지만 발생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물리적 특성이 잘 알려져 있고 연대 측정 과정에서 고려해야
할 변수가 K-장석에 비해 적어 연대 계산 과정이 상대적으로
간단하다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석영은 침식-이동-퇴적을 반복하며
자연 방사선 조사와 빛에 의한 블리칭을 반복하는 동안 일어나는
민감도 변화에 의해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크기가 점점
커지는 경향이 있어(Pleitsch et al., 2008), 여러 번의 자연방사선
조사와 빛에 의한 기존 신호의 제거 과정을 겪지 않은 경우에는
루미네선스 신호가 매우 낮은 특성이 있다. 사암과 같은 일부
퇴적암의 경우에는 자갈 표면의 석영에서도 연대측정에 이용할 수
있을

정도의

충분히

강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관찰한

바

있지만(Tsukamoto et al., 2011), 대부분의 자갈의 경우 모래나 실트
크기의 입자에 비해 침식-이동-퇴적 과정을 반복할 기회가 낮기
때문에 자갈 표면의 석영은 모래, 실트 크기의 퇴적물 내 석영에
비해 낮은 루미네선스 신호 강도를 보이는 것이 일반적이다.
반면 K-장석은 석영에 비해 월등히 강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에 이동-퇴적 과정을 거치지 않은 풍화토에서도
측정이 충분할 정도로 강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한다. Sohbati et
al.(2011)은 같은 자갈 표면에서 추출한 석영과 K-장석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한 결과 석영에서는 연대측정에 사용하기 어려울 정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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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약한 신호가 발생하는 반면 K-장석은 뚜렷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는 것을 관찰한 바 있다.
하지만 석영과 달리 K-장석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이용하여 연대측정을 할 경우 K-장석 입자 내에 포함되어 있는
40

K 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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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b 과 같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영향을 고려하여야 한다.

모든 연대 측정 과정에서 입자 내부의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을
측정, 계산하기 어렵기 때문에 일반적인 모래크기의 K-장석 입자를
사용하는 경우 입자의 크기를 통해 내부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을
추정하고 있다(Huntley and Baril, 1997; Huntley and Hancock,
2001). 하지만 자갈에 포함된 K-장석의 경우 현미경 관찰을 통해
대략적인 입자 크기를 추정할 수 있을 뿐 정확한 입도 정보를
확인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최근의 연구(Sohbati et al., 2013)에서는
이런 단점을 극복하기 위해 조장석(Albite, NaAlSi3O8)과 같은 Na장석을 이용하여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시도하였다. Na장석은 K-장석에 비해 광물 내부에 포함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영향이 적기 때문에 입도의 불확실성에 따른 오류의 가능성이 적을
뿐만 아니라 석영에 비해 강한 루미네선스 신호를 방출하기 때문에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대상 광물로 가장 적합하다. 다만
Na-장석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K-장석에서 방출되는
루미네선스 신호와 파장의 분포가 서로 달라 K-장석을 이용할 때의
실험 조건에서는 신호 대 잡음비의 차이가 상대적으로 크지 않다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Na-장석을 이용한 루미네선스 측정에서도 K장석을 이용하는 경우와 같이 연대측정에 적합한 특정 파장대의
신호만을 분리, 측정하는 기술의 발전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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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5.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잔존선량의 변화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구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관심사 중
하나는

자갈의

이동과정에서

햇빛에

노출되었을

때,

자갈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른 기존 신호의 제거 정도의 차이이다. 기존
신호가 충분히 제거되지 않은 부분이 측정에 포함되면 실제
연대보다

오래된

연대로

측정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많은

연구자들이 현재 태양광에 충분히 노출되고 있는 자갈을 이용하여
자갈 표면으로부터 깊이에 따라 기존 신호가 제거되는 정도를 관찰,
보고하여 왔다(Liritzis and Galloway, 1999; Vafiadou et al., 2007;
Sohbati et al., 2011).
본 연구에서 역시 보다 정확한 연대측정을 위해 측정에 사용할
자갈 표면의 두께를 결정하기 위해 퇴적층 내 원력과 그 원력을
10 일 간 태양광에 노출한 후 상태에서 자갈의 표면으로부터의 2mm
간격으로 깊이에 따른 잔존선량을 관찰하였다(Fig. 34). 10 일간의
태양광에 의해 표면으로부터 2mm 까지는 90% 이상의 선량이
감소하였지만 2-4mm 구간에서는 약 40% 감소하였으며 그 이상의
깊이에서는 유의미한 변화가 관찰되지 않았다.
이 관찰 결과에 따르면 자갈 표면에서 2mm 깊이까지를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대상으로 사용 가능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기존 문헌에서 역시 1-2mm 깊이까지 충분한 기존 루미네선스
신호 제거가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Habermann et al.,
2000; Liritzis, 2011; Sohbat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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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Variation of measured dose against depth of rock surface.

2.5.6. 현 해빈 퇴적 자갈의 잔존선량
암석 표면의 광물에서 기원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이용해
퇴적층의 연대측정에 적용하기 위해 가장 우선적으로 확인해야 할
조건은 퇴적 당시 충분한 블리칭을 겪었는지 여부를 확인하는
것이다. 연구 지역 중 포항 우목리에서 현 해빈에 분포하는 자갈을
대상으로 잔존선량을 측정하여 인근 퇴적층 내 자갈의 등가선량과
비교하여 자갈 표면에서 발생하는 블리칭현상이 충분한 지를
판단하였다.
현 해빈에 분포하는 자갈에서 측정한 잔존선량은 약 25Gy 로
퇴적층 내 자갈의 등가선량 약 322Gy 의 약 8%에 해당한다(Fig. 35;
Fig. 36). 퇴적층의 자갈이 현 해빈에 분포하는 자갈과 유사한 이동퇴적 과정을 거쳤다면 퇴적 당시 미처 제거되지 않은 약 25Gy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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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존선량이 포함되어 측정 연대는 실제 퇴적 연대보다 과대평가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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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Equivalent dose and luminescence signals (inset) from modern cobble sam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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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6. Equivalent dose and luminescence signals (inset) from old cobbl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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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7. 개선 방안
2.5.7.1. 자갈의 형태에 따른 잔존선량의 차이
자갈의 형태는 수력학적 행태(hydraulic behavior)을 제한한다.
완벽한 구에 가까운 형태는 보다 잘 구르는(rolling) 방법으로
이동하는 반면 납작한 형태는 구르기 보다는 미끄러지는 식으로
이동할 가능성이 높다. 이런 자갈의 이동 방식 차이는 자갈의 각
면이 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정도의 차이로 이어진다. 구 형태의
자갈은 구르면서 전체적으로 고르게 빛에 노출되는 반면 납작한
형태의 자갈은 한쪽 면은 빛에 충분히 노출되지만 반대쪽 면은
상대적으로 빛에 노출될 기회가 적을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성으로 인해 자갈의 형태는 자갈의 각 면에 남아있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 및 잔존선량의 차이로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을 현재 빛에 노출되어 있는 해빈의 원력을
대상으로 검증하였다.

해빈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안산암 원력을

형태별로 수집하여 자갈의 장경(Longest axis, dL), 중경(Intermediate
axis, dI), 단경(Shortest axis, dS)를 측정하여 편평도(Flatness, Corey
shape factor(CSF)=dS/(dLdI)1/2; Corey, 1949)를 계산하였다. 그리고
각 자갈의 단경 방향의 양면에서 시료를 채취하여 잔존선량을
측정하였다(Fig.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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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7. Measured dose from both faces of cobble against flatness

측정 결과 구 형태(Equant)의 자갈(CSF=~0.71)의 경우 등가선량의
최소값은 ~7 Gy, 최대값은 ~17 Gy 로 두 면 사이에 ~10 Gy 의
차이를 보인 반면, 납작한 형태(Disk)의 자갈(CSF=~0.29)은 최소값은
~20 Gy 이지만 최대값은 ~109 Gy 로 두 면 사이에 ~89 Gy 의
차이를 보인다(Fig. 37). 이 결과는 납작한 형태의 자갈이 그만큼
이동 과정에서 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기회가 한 쪽 면에 집중되어
반대쪽 면은 기존의 신호를 잃어버리기는 힘든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퇴적된 자갈의 경우 육안으로 빛에보다 더 오래 노출된 면을
구분할 수 없기 때문에 이런 납작한 형태의 자갈을 대상으로 암석
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실시할

경우

자갈의

각

면의

등가선량을 측정하여 보다 낮은 선량을 가지는 면을 대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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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채취하여야 연대 결과의 과대 평가를 피할 수 있다. 구
형태의 자갈은 대상 자갈의 어느 면에서나 잔존선량이 큰 차이를
보이지 않기 때문에 자갈 면에 따른 등가선량의 차이를 고려할
필요가 없어 측정 과정이 보다 단순하다는 장점이 있다.

2.5.7.2. 평균 연간선량 측정을 위한 시료 채취
모래 혹은 실트 크기의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서는 대상광물을
둘러싸고 있는 주변 토양에 함유된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과
우주선을 측정, 토양 수분 함량을 고려하여 계산한다. 이 때 주변
토양에서 기원하는 방사선 중 가장 도달 거리가 긴 γ-ray 의 영향
범위를 고려하여 시료 채취 지점에서 상하좌우로 30cm 이상
동질적인(Homogenous) 퇴적층으로 이루어져 있어야 한다.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서는

주변

토양으로부터의

방사선 에너지 외에 암석 내부에서 방출되는 방사선 에너지도 함께
고려하여야 한다. 암석 표면의 광물을 대상으로 할 경우 자갈
자체에서 기원하는 방사선 에너지의 양과 주변 토양으로부터
기원하는 방사선 에너지 양의 평균값을 연간선량으로 결정할 수
있다.
하지만 원력층은 다양한 종류 및 크기의 원력과 그 사이를 충진한
세립 물질(matrix)로 이루어져 있어 단순히 주변 토양으로부터의
연간선량을 측정하기에는 결과에 대한 불확실성이 크다. 퇴적암을
제외하면 모래 크기의 퇴적물에 비해 풍화를 덜 받은 원력은 방사성
동위원소의 함량도 높을 가능성이 크다. 따라서 연간선량 측정용
시료 채취 과정에서 주변 자갈의 포함 여부 역시 주요 고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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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주변 자갈의 포함 여부에 따라 총 연간선량 값과
최종 연대가 어떤 차이를 보이는지 확인하기 위해 총 2 지점의
하안단구 퇴적층에서 3 개 시료에 대해 적용, 비교해 보았다(Fig.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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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8. Comparison of dose rates on whether contain matrix material.

주변 자갈을 포함하여 계산된 연간선량은 주변 충진물 만을
고려하였을 경우의 연간선량에 비해 약 12% 높은 값을 보였으며
최종 연대 결과 역시 같은 퇴적층에서 모래 크기의 퇴적물을
대상으로 측정한 연대와 보다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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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9. Rock surface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n whether matrix material. Results
considered matrix material are reduced about ~10 %.

2.6. 등가선량 결정
본 연구에서 모든 등가선량 측정은 기본적으로 SAR protocol 을
이용해 측정하였다. 일반적인 SAR 를 이용해 N 개의 Aliquots 의
석영 OSL 을 측정하는 경우 첫 번째 Aliquot 에서 N 번째
Aliquot 까지 순서대로 조사를 마친 후 다시 첫 번째부터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한다. 반면 장석 IRSL 은 석영 OSL 측정 과정처럼 첫
번째 Aliquot 이 조사된 후 나머지 Aliquot 들이 조사되는 동안 감쇠
현상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를 최소화하기 위해 조사를 마친 후 바로
측정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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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영 OSL 과 장석 IRSL 의 실험 protocol 은 다음과 같다(Table. 7).
석영 OSL 은 시료 내 장석 오염을 피하기 위한 post-IR OSL(Duller
and Bøtter-Jensen, 1993)을 사용하였으며 장석 IRSL 의 경우
일반적인 IRSL 과 post-IR IRSL 을 함께 측정할 수 있는 방법(Buylaert
et al., 2009)을 사용하였다.

Table. 7. Quartz OSL, K-feldspar IRSL and post IR-IRSL measurement protocols.
Step

Treatment(Quartz)

1

Give Dose, Di

a

2

Preheat, 260˚C, 10s

Preheat, 320˚C, 60s

3

IR stimulation, 50˚C, 100s

IR stimulation, 50˚C, 200s

Lx(IRSL)

4

Blue stimulation, 125˚C, 40s

IR stimulation, 290˚C, 200s

Lx(post IR-IRSL)

5

Give test dose, Dt

Give test dose, Dt

6

Cutheat, 220˚C, 0s

Preheat, 320˚C, 60s

7

IR stimulation, 50˚C, 100s

IR stimulation, 50˚C, 200s

8

Blue stimulation, 125˚C, 40s

9
10

Observed

Treatment(KF)
Give Dose, Di

Lx

Observed

a

IR stimulation, 290˚C, 200s

Tx(IRSL)

Blue bleaching, 280˚C, 40s

IR stimulation, 290˚C, 200s

Tx(post IR-IRSL)

Return to 1

Return to 1

Tx

장석 IRSL 과 원리가 동일한 암석표면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역시
위의 장석 IRSL 연대측정 protocol 과 동일한 방법으로 신호를
측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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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 연간선량 결정
연간선량은 크게 주변 토양 및 우주선으로부터 기인하는 광물입자
외부의 연간선량과 광물 자체에 포함된 방사성 원소에서 기인하는
내부 연간선량으로 나눌 수 있다.
외부 연간선량은 시료 채취 현장에서 직접 측정하거나 고분해능
감마스펙트로미터를

이용해 방사성

원소(K, U, Th)의

함량을

측정하여 계산할 수 있다(Adamiec and Aitken., 1998). 우주선에
의한 방사선의 양은 채취한 시료의 지표면으로부터의 깊이 및 위도,
경도에 따라 결정된다(Prescott and Hutton, 1994). 외부 연간선량
측정 과정에서 주변 토양으로부터의 방사선량뿐만 아니라 토양 내
함유된 수분함량을 고려해야만 한다. 토양 내 수분은 방사선
에너지의 전달을 감쇄시키기 때문이다. 토양 내 수분을 고려하지
않으면 광물입자에 전달되는 방사선량을 과대평가하게 된다. 하지만
퇴적된 동안 토양 내 수분함량의 변화를 정확히 파악하기는 쉽지
않으며 이로 인해 루미네선스 연대 결과는 퇴적된 기간 동안 수분이
전혀 없는 경우와 완전히 포화된 상태의 수분을 가지고 있던 경우의
극단적인 두 경우를 모두 가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연대측정
대상인 해안/하안단구 퇴적층은 퇴적 당시에는 토양 내 수분함량이
높았을 가능성이 높지만 퇴적층이 단구화되면서 토양 내 수분함량이
낮아지고

퇴적

후

상당기간

동안

일정

수준의

수분함량이

지속되었을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수분 함량은
시료 채취 시점의 수분함량을 이용하여 Zimmerman(1971)이 제시한
식을 이용해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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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 내부에 방사성 원소를 포함하지 않고 있는 석영과는 달리 K장석은 내부 방사선 원소에 의한 내부 연간선량을 함께 고려해야
한다. 본 연구에서는 K-장석 내부

40

K 의 함량을 Huntley and Baril

(1997)이 제안한 12.5±0.5%, Rb 함량은 Huntley and Hancock
(2001)이 제안한 400±100 ppm 을 가정하여 각각 Mejdhal(1987)과
Readhead(2002)가 제안한 선량흡수율(Absorbed dose fraction)을
고려하여 결정하였다.

2.8. 감쇠율 측정
각 시료 별 3-15 개씩의 부시료(sub-sample)로 나누어 감쇠율을
측정하였다. 감쇠율 측정 방법은 먼저 기존의 신호를 열과 빛을
이용해 완전히 제거한 시료를 준비하여 일정한 선량을 조사한 후
즉시 신호의 강도를 측정하고 다시 같은 선량을 조사한 후 임의의
시간 동안 빛과 열이 차단시킨 상태로 저장한 후 신호 강도를
측정하여 신호의 감소 비율을 계산한다. 이 때 지연 시간(delayed
time)은 최대 12 시간이며 같은 지연 시간에서도 여러 번의 측정을
반복하였다.
가장 재현성이 높은 시료(1004NE-4, N=15)의 IRSL 에 대한 g2day
값은 -11.6±0.2 에서 15.1±0.3 (%/dec.)의 범위이며 평균 0.48
(%/dec.), 표준편차 6.45 의 값을 보였다. 같은 시료의 post IR-IRSL
신호의 g2day 값은 -5.9±0.1 - 3.2±0.1 (%/dec.)로 평균 -0.27 (%/dec.),
표준편차 2.57 의 값을 보였다.
그 외의 시료에서 각 시료 당 3 개의 부시료를 이용하여 측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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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쇠율의 값의 분포는 위 시료의 경우보다 훨씬 넓게 나타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의 실제 측정된 감쇠율은 위와 같이
재현성이 매우 불량하여 연대 보정에 사용하는데 어려움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와 동일한 감쇠율 측정방법을 사용해서 보정된 장석
IRSL 연대가 다른 연대와 잘 일치하는 기존 연구에 발표된 장석
IRSL 의 감쇠율 값을 이용하였다. 2003 년부터 2011 년 사이에
발표된 총 22 개의 연구(Balescu et al., 2003; Buylaert et al., 2007,
2008, 2009, 2012; Wallinga et al., 2007; Thomsen et al., 2008;
Tsukamoto et al., 2008; Martins et al., 2009; Schmidt et al., 2010;
Thiel et al., 2010, 2011; Li and Li, 2011; Madsen et al., 2011;
Reimann et al., 2011; Wacha et al., 2011a, 2011b; Popov et al.,
2012; Sohbati et al., 2012; Vasiliniuc et al., 2012, 2013)에 사용된
1615

개의

장석

IRSL

에

대한 감쇠율 값을

평균한

결과,

3.35±1.39(SD, %/dec., g2day value) 의 값을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에 대해 일괄적으로 적용하였다 (Fig. 40).

105

350
300

Count

250
Mean=3.35, SD=1.39

200
150
100
50
0

0

2

4

6

8

10

Fading rate(%/Dec., g2day value)
Fig. 40. Histogram of fading rate values from previous stud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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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I. 연대측정 결과
1. 루미네선스 신호의 연대측정 적정성 탐색
해당 시료의 루미네선스 신호의 연대측정 적합성이나 등가선량
결정 방법으로 SAR protocol 의 적정성을 검토하기 위해 흔히
다음과 같은 기본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1.1. 실험 재현성 및 신호 회복
SAR protocol 은 흔히 실험조사선량이 낮은 선량에서부터 높은
선량의 순서로 그에 따른 루미네선스 신호를 측정한다. 이 때
조사선량이 0 이거나 이미 측정한 조사선량을 반복하여 실험 중
발생하는 신호회복(recuperation)의 정도와 민감도 변화(sensitivity
change)의 보정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이론적으로, 실험조사선량이 0 일 경우,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도 없어야 한다. 하지만 실험과정 중 목적하는 trap 보다 깊은
trap 으로부터의 전이현상으로 실제론 0Gy 의 조사선량에서도
약간의 루미네선스 신호가 발생하게 된다(Recuperation). 이 신호가
자연 루미네선스 신호의 5%를 넘는 경우 이 시료에 대해서 SAR
protocol

로는

적절한

등가선량을

결정할

수

없다고

판단한다(Murray and Wintle, 2000).
SAR protocol 중 완벽한 민감도 보정이 된다면 측정 순서에
관계없이 같은 실험조사선량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크기는 동일하여야 한다. 실제 SAR protocol 과정에서는 피할 수
없는

측정오차

등으로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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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험조사선량에서

반복

측정한

루미네선스

신호의

비(Recycling

ratio)가

1.0±0.1

이내

라면

성공적으로 민감도 변화가 보정된 것으로 판단한다(Murray and
Wintle, 2000).
본

연구에서

1.02±0.02(Min:

사용한
0.98,

시료의

Max:

Recycling

1.04)로

ratio

나타났으며

는

평균

등가선량에

대한 recuperation 값은 평균 0.26±0.27 (%, Min: 0.03, Max: 0.63)로
나타나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는 SAR protocol 을 이용해
등가선량을 계산하는데 적절한 것으로 판단된다.

1.2. 선량 회복 및 열 전처리 실험
SAR protocol 중 가장 큰 민감도 변화는 시료에 대해 처음으로
열전처리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발생한다. 하지만 열전처리 후 첫
신호 측정은 자연 루미네선스에 대한 측정으로 발생하는 신호
강도는 이전 열전처리 과정에서 발생하는 민감도 변화를 반영하지
않는다. 발생한 민감도 변화는 이후 test dose 조사 및 측정 과정에
반영된다. 자연 상태의 시료에 비해 민감도 변화가 발생한 시료는
측정과정 중 실험조사선량에 대해 발생한 민감도 변화에 의해
예상보다 크거나 작은 신호강도를 보이게 되기 때문이다. 측정 과정
중 첫 열전처리에 의한 민감도 변화는 앞서 설명한 신호 재현성
실험에서는 확인할 수 없다.
선량회복실험을 통해 위와 같은 민감도 변화의 경향을 확인할 수
있다. 선량회복실험은 시료의 이동-퇴적 과정에서 발생하는 블리칭방사선조사 과정을 모의하는 실험으로 시료의 등가선량을 결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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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 SAR protocol 이 적절한지를 판단할 수 있다. 기존 신호를
완벽히 잃어버린 시료에 알고 있는 선량-자연선량과 유사한 선량-을
조사한 후 SAR protocol 을 통해 등가선량을 결정한다. 만약 측정
전에 조사한 선량과 SAR protocol 을 통해 결정된 선량이
동일하다면 이 시료의 등가선량 결정에는 SAR protocol 이
적절하다고 판단할 수 있다.
열전처리 실험(Preheat plateau test)은 실험실 조사(Irradiation)
과정에서 형성되는 인위적인 TL 신호를 제거하기 위한 적절한
열전처리(preheat) 온도 범위를 결정하기 위해 필요하다. 이 온도
범위보다 낮은 온도로 열전처리를 하게 되는 경우 인위적인 TL
신호의 영향을 받게 되며 너무 높은 온도로 열전처리를 할 경우
열적전이(thermal transfer) 현상으로 측정하고자 했던 덫(trap)보다
깊은 덫으로부터 전이된 신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다. 이러한
과정으로 인해 연대측정 결과는 실제와 차이가 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선량회복실험과

열전처리

실험을

동시에

시행하였다. 태양광 혹은 태양광을 모사한 인위적인 광원을 이용해
측정 대상 시료의 루미네선스 신호를 블리칭시킨 후, 일정한 선량을
조사한 다음, 열전처리 온도를 달리 하며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이용해 등가선량을 결정하였다. 모든 IRSL 신호는 열전처리
온도에 관계없이 50°C 에서 측정하였으며 post IR-IRSL 신호는
열전처리

온도보다

30°C

낮은

온도에서

측정하였다.

신호의

측정온도가 열전처리 온도보다 높을 경우 열전처리 과정에서
제거되지 않은 TL 신호의 영향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조사선량은
~250Gy 이다.

IRSL 신호는 본 실험의 모든 온도 범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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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선량보다 낮은 선량이 측정되었으나 pIR-IRSL 신호는 320380˚C

의

열전처리

온도(측정온도=290-350˚C)의

범위에서

조사선량과 유사한 선량이 측정된다(Fig.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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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 Preheat plateau and Dose recovery test results of 1004NE-4 K-feldspar.

2. 연대측정 방법별 연대측정 상한 한계
2.1. 석영 OSL 연대 상한의 문제
본 연구에서 사용된 33 점의 시료 중 석영 OSL 연대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10 점에 불과하며 석영 OSL 연대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대부분 측정된 연대 결과 중 비교적 낮은 경우에만 해당한다. 나머지
23 점의 시료는 석영 OSL 은 II. 2.3. 장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자연
상태의

시료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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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I)가

성장곡선의

최대치(I0)의 85% 이상에 이르러 연대측정이 불가능한 문제가
발생한다.
Fig. 42 는 울진 노음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1004NE-4)의 석영
OSL, 장석 IRSL, 장석 post IR-IRSL 신호의 성장곡선이다. 석영 OSL
신호는 다른 두 신호에 비해 성장 곡선이 낮은 선량에서 포화되어
자연 루미네선스 신호가 신호 성장 최대치에 가까운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반면 장석 IRSL 신호는 석영 OSL 신호의 성장곡선에 비해 보다
높은 선량까지 포화되지 않아 내삽을 통해 등가선량을 결정하는
것이 가능하다. 장석 post IR-IRSL 신호는 장석 IRSL 의 성장곡선과
마찬가지로 석영 OSL 신호의 성장곡선에 비해 높은 선량까지
포화되지 않는다. 하지만 자연상태 시료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가 높아 성장곡선의 최대치에 가까운 것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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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mparison of growth curve of Quartz OSL, KF IRSL, pIR-IRSL sign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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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루미네선스 신호별 측정 가능 상한 선량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의 상한을 결정하는 등가선량의 측정 가능
상한은 성장곡선을 표현하는 특성선량(D0)의 2 배로 설명할 수
있다(II.2.3 참조).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2D0 값은 Fig. 43 과
같다. 석영 OSL 신호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대략 200Gy 로 나타나며
일부 시료에서 500 Gy 까지 높게 나오는 경우도 있다. 반면 장석
IRSL

신호와

post

IR-IRSL

신호는

최소

400Gy

에서

최대

1200Gy 까지 폭넓게 나타나며 대부분의 시료에서 같은 시료끼리
유사한 2D0 값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1400

1:1

Q-OSL
pIR-IRSL290

1200

2D0

1000
800
600
400
200
0
0

200

400

600

800

1000

1200

1400

2D0 of IRSL50
Fig. 43. Comparison of Upper limit values (2D0 values of growth curves) of Quartz OSL
and KF-IRSL, pIR-IRSL sign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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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mparison of saturation rate of Quartz OSL and KF-IRSL, pIR-IRSL signal.

앞서 언급한 예와 같이 등가선량의 측정 가능 상한(2D0)값이
높다고

모두

연대측정이

가능한

것은

아니다.

자연시료에서

발생하는 루미네선스 신호의 강도(I)가 성장곡선이 성장할 수 있는
최대치에 가까워진 정도(I/I0, 포화 정도)에 따라 측정 가능 상한이
높더라도 연대측정이 불가능할 수 있다. Fig. 44 는 본 연구에서
사용한 시료 및 본 연구의 연구 대상 외 일부 하안단구 퇴적층
시료의 석영 OSL 과 장석 post IR-IRSL 의 포화 정도를 나타낸
그림이다.

일반적으로

포화

정도(I/I0)

값이

85%

이상이면

연대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간주한다. 석영 OSL 신호는 전체
27 개의 시료 중 11 개 시료가 포화 정도가 85% 미만으로 나타난
반면 장석 post IR-IRSL 신호는 27 개 시료중 11 개가 85% 미만의
포화정도를 보인다. 이 중 공통적으로 포함되는 시료는 7 개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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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는 석영 OSL 과 장석 post IR-IRSL 연대측정이 모두 가능하며
석영 OSL 과 장석 post IR-IRSL 이 모두 불가능한 경우는 전체
27 점의 시료 중 10 개에 해당된다.
하지만 석영 OSL 이 불가능 하지만 장석 post IR-IRSL 연대측정이
가능한 경우는 전체 27 점의 시료 중 6 점에 불과했으며 석영 OSL
연대측정이 가능한 4 점의 시료에서는 장석 post IR-IRSL 연대측정이
불가능한 것으로 나타나 장석 post IR-IRSL 의 효용에 보다 상세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 해안단구 퇴적층의 루미네선스 연대 측정 결과
3.1. 포항 북부 해안
3.1.1. 우목리
Table. 8.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104UM-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104UM-1

7.6

79.6±2.6

76.3±3.0

113.7±17.7

1104UM-G

7.9

97.6±10.4

171.9±48.6

Sample

우목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7 과 같다. 기반암 직상부의
모래층에서는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가 대략 76-80 ka 로
비교적 일치한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114 ka 로 앞의 두
연대보다 오래된 연대가 산출되었다. 반면 모래층 위를 덮고 있는
원력층의 장석 IRSL 연대는 약 98 ka 로 측정되어 post IR-IRSL
연대와는 층서적으로 잘 부합되지만 석영 OSL 이나 장석 IRSL
연대와는 층서적으로 맞지 않은 연대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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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용한리
Table. 9.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105YH-1.
Sample
1105YH-1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1.0

31.4±1.0

28.0±1.6

56.0±5.5

용한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8 과 같다. 앞의 우목지
지점과 마찬가지로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연대는 상당히 유사한
반면, 장석의 post IR-IRSL 연대는 IRSL 연대의 거의 두 배에 달할
정도로 오래된 연대가 나타난다. 이 지점의 시료는 연대 결과로
미루어 보아 이 퇴적층은 단구 형성 당시의 퇴적층은 아니라고
판단되며 단구 생성 후 이차 퇴적에 의한 퇴적층일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3.2. 영덕-후포 해안
3.2.1. 칠보산휴게소
Table. 10. .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105CBS-1.
Sample
1105CBS-1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0.3

78.3±3.7

72.3±7.5

108.3±11.1

칠보산 휴게소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9 과 같다.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연대는 72-78ka 정도에서 비교적 일치한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108ka 정도로 오래된 연대를 보이는 점은 앞서
살펴본 포항 북부 일대의 그것과 동일하게 앞의 두 연대에 비해
오래된 연대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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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2. 금곡리
Table. 11. .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105GG-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105GG-1

21.2

>44

124.5±25.3

165.8±12.4

1105GG-2

23.9

>41

122.1±24.9

185.9±14.8

Sample

금곡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0 와 같다. 이 시료들의
석영 OSL 신호로는 41-44 ka 까지 연대 측정 가능하며 그 이상의
연대로 판단된다. 장석 IRSL 연대는 비교적 연대 대비 편차가 크지만
122-124 ka 인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그보다 오래된 165-186 ka
로 나타난다.

3.3. 울진 북부 해안
3.3.1. 구산리(구산단층)
Table. 12.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009GS-series and 1104GS-G.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009GS-1

27.3

>40

110.6±3.7

>132

1009GS-2

27.3

>44

119.8±5.6

>146

1104GS-G

27.3

121.8±30.1

>215

Sample

구산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1 과 같다. 이 지점의
동일한 모래층에서 채취한 2 점 시료의 석영 OSL 연대는 연대측정
가능 상한을 넘어 40-44 ka 이상이며, 장석 IRSL 연대는 110-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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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로 두 시료 사이에 비교적 유사한 연대를 보인다. 장석 post IRIRSL 연대 역시 석영 OSL 신호와 같이 연대측정 상한의 문제가
발생한다. 하지만 석영 OSL 연대의 측정 가능 상한보다 높은 132146 ka 까지 측정 가능한 것으로 나타나며 측정 연대는 그 이상인
것으로 확인되며 장석 IRSL 연대와는 일치하지 않는다.
모래층 하부의 원력층에서 측정한 연대결과는 장석 IRSL 연대가
122ka 정도로 상부의 모래층의 장석 IRSL 연대와 층서적으로
일치하는 연대를 보인 반면 원력층의 post IR-IRSL 연대는 모래층의
그것과 마찬가지로 연대 측정 상한을 넘으며 그 연대는 215 ka
이상으로 나타난다.

3.3.2. 노음리
Table. 13.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009NE-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004NE-1

26.7

>45

109.4±3.2

>130

1004NE-2

27.2

>52

120.1±2.3

>132

1004NE-3

27.6

>50

128.2±4.4

>137

1004NE-4

28.0

>61

140.1±4.4

>242

1004NE-5

28.4

>46

112.3±2.3

>151

Sample

노음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2 과 같다. 이 지점의 시료
역시 석영 OSL 연대는 측정 가능 상한을 넘는 것으로 나타나며 4561 ka 이상인 것으로 판단된다. 장석 IRSL 연대는 시료끼리
층서적으로 일치하지 않지만 대략 109-140 ka 사이로 측정되며
1004NE-4 시료의 장석 IRSL 연대의 경우 다른 시료와 구분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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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도로 오래된 연대를 보인다. 장석 post IR-IRSL 연대는 역시
연대측정 가능 상한의 문제로 130-243 ka 이상으로 나타나 장석
IRSL 연대보다 오래된 연대 결과를 보이며 각 시료의 post IR-IRSL
연대상한 값 역시 층서적으로 일치하지 않는 점과 1004NE-4
시료에서 타 시료에 비해 오래된 연대를 보인다는 점은 장석 IRSL
연대와 동일하다.

3.3.3. 부구리
Table. 14.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009BG-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009BG-1

25.4

>47

115.0±22.4

>123

1009BG-2

26.9

>41

119.3±23.0

>143

1104BG-3

28.4

>48

120.8±24.8

>156

Sample

부구리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3 와 같다. 이 지점의 시료
역시 석영 OSL 연대는 연대측정 상한을 넘어 41-48 ka 이상의
연대를 보인다. 장석 IRSL 연대는 115-121 ka 사이로 층서적으로
부합한다. 장석 post IR-IRSL 연대 측정 가능 상한은 123-156 ka 로
실제 연대는 그 이상으로 판단된다.

3.4. 강릉 남부 해안
3.4.1. 어달동
Table. 15.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205MH-series.
Sample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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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05MH-1

30.2

126.1±10.1

127.5±24.6

>173

1205MH -2

29.2

128.0±14.0

124.1±23.7

>166

1205MH -3

28.2

112.1±7.7

125.3±24.0

>166

어달동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4와 같다. 이 지점의
시료는 100ka 이상 오래된 연대를 보임에도 불구하고 석영 OSL
연대측정이 가능하다는 특징을 보이고 있으며 석영 OSL 연대
결과는 112-128ka 정도로 123-128ka의 장석 IRSL 연대결과와 잘
일치한다.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연대측정 가능 상한 이상으로
석영 OSL과 장석 IRSL 연대에 비해 오래된 연대인 166-173ka
이상으로 판단된다.

3.4.2. 정동진
Table. 16.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205JDJ-series and sfo.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205JDJ-1

58.6

>110

220.6±23.5

>273

1205JDJ-2

59.6

>106

185.1±19.6

>235

1205JDJ-G

59.1

-

215.8±40.8

>458

Sfo

62.6

>132

187.6±5.3

>238

Sample

정동진 일대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5 와 같다. 먼저 정동진
해안단구 북쪽의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1205JDJ-series) 중 모래층
시료에서는 석영 OSL 과 장석 post IR-IRSL 연대는 측정 가능 상한
문제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각 연대는 106-110 ka 이상과 235-273
이상으로 판단된다. 유일하게 연대측정이 가능한 장석 IRSL 연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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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85-221 ka 사이의 연대를 보이며 층서와 잘 부합한다. 두 모래층
사이의 원력층에서 채취한 시료 역시 장석 post IR-IRSL 연대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458 ka 이상으로 상당히 오래된 연대로 나타나는
특징이 있지만 장석 IRSL 연대는 약 216 ka 로 원력층 위아래의
모래층의 IRSL 연대와 층서적으로 부합한다.
위 시료를 채취한 지점 남쪽의 노두에서 채취한 시료(sfo) 역시 위
시료와 유사한 연대 특성이 나타난다. 석영 OSL 연대와 장석 post
IR-IRSL 연대는 역시 연대측정 가능 범위를 넘어 각각 132 ka 이상과
238 ka 이상으로 나타나는 반면 장석 IRSL 연대는 188 ka 정도로
나타난다.

3.4.3. 송촌
Table. 17.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205SCH-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205SCH-1

13.2

79.3±12.1

83.1±11.6

>140.7

1205SCH-2

13.2

76.7±4.2

72.1±19.6

>129.3

1205SCH-G

12.9

98.0±10.1

>163

Sample

송촌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6 과 같다. 모래층의
시료에서는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연대가 72-83ka 로 비교적
일치한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129-141 ka
이상으로 오래된 연대로 추정된다. 모래층 아래의 원력층에서는
모래층의 연대에 비해 다소 높은 98 ka 의 장석 IRSL 연대를 보이며
층서적으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력층의 post IR-IRSL
연대는 역시 연대측정 상한 이상의 연대로 측정이 불가능하며 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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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 이상의 연대로 추정된다.

3.4.4. 새목이
Table. 18.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205SME-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205SME-1

29.7

>85

128.3±24.5

>187

1205SME-2

29.7

>92

124.1±25.3

>197

1205SME-G

28.7

133.7±13.9

>174

Sample

새목이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7 과 같다. 모래층에서
채취한 두 점의 시료에서는 석영 OSL 과 장석 post IR-IRSL 연대가
역시 연대측정 상한인 각각 85-92 ka, 187-197 ka 의 연대로
추정된다. 장석 IRSL 연대는 124-128 ka 로 두 시료간 비교적
일치하는 연대 결과가 측정되었다. 모래층 아래의 원력층에서 장석
IRSL 연대는 134 ka 로 측정된 반면 post IR-IRSL 연대는 연대측정
가능 범위를 넘어 174 ka 이상으로 추정되는 차이가 있다.

3.4.5. 하시동
Table. 19. Luminescence dating results of 1205BHS-series.
해발고도

석영OSL

장석 IRSL

장석 pIR-IRSL

(m)

(ka, SE)

(ka, SE)

(ka, SE)

1205BHS-1

12.5

75.3±4.2

88.7±9.2

>128

1205BHS-2

12.5

78.2±17.2

107.7±21.0

>141

1205BHS-G

12.2

111.3±22.8

>150

Sample

불화산 지점의 연대측정 결과는 Table. 18 과 같다. 모래층에서
채취한 한 점의 시료(1205BHS-1)에서는 석영 OSL 과 장석 IR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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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가 75-88ka 정도로 비교적 일치한 반면 다른 한 점의
시료(1205BHS-2)는 석영 OSL 연대가 78ka, 장석 IRSL 연대가
108ka 로 차이를 보이는 특징이 있다. 두 시료 모두 post IR-IRSL
연대는 측정이 불가능하며 128-141 ka 이상으로 오래된 연대로
추정된다. 모래층 아래의 원력층은 111 ka 의 장석 IRSL 연대를
보이며 층서적으로 부합하는 것으로 보인다. 원력의 post IR-IRSL
연대 역시 측정이 불가능하며 150 ka 이상의 연대로 추정된다. 인근
송촌 지점의 연대 결과와 비교하면 일부 시료의 장석 IRSL 연대가
다소 오래된 값을 보이지만 전체적인 루미네선스 신호의 특성과
연대 결과의 분포가 매우 유사한 특징이 있다.

IV. 토의
1. 연대 결과 비교
대부분의 해안단구 퇴적층에서 석영 OSL 연대는 연대측정 가능
상한 이상 오래된 연대로 추정되어 정확한 연대 결과값을 얻을 수
없었다. 따라서 석영 OSL 연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던 일부
해안단구 퇴적층과 퇴적 환경에 따른 연대 결과의 차이를 비교하기
위해 본 연구에 포함되지 않은 하안단구 퇴적층 및 해안사구
퇴적층을 대상으로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 결과를 비교해
보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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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mparison of Quartz OSL and KF-IRSL ages from coastal dun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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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과 같이 총 23 점의 시료 중 3 점의 시료(하안단구 퇴적층
2 점, 해안단구 퇴적층 1 점)를 제외하곤 나머지 시료는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가 ±10 %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측정 연대가 수 천 년에 불과한 해안사구 퇴적층에서도 두
연대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어(Fig. 48), 수 ka 에서 약 130ka 까지
범위 내에서 두 연대 결과는 상당히 일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다양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 중 석영 OSL 연대측정에 대해서
신호의 특성이 잘 알려져 있고 다른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에 비해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성이 높은 점을 감안하면 동일한 시료로부터
유사한 연대를 보인 장석 IRSL 연대 결과 역시 비교적 신뢰성이 높은
결과로 이해할 수 있다.
이와 같이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가 유사한데 반해 장석
pIR-IRSL 연대는 두 연대와 상당히 차이를 보이고 있다. 해안단구 및
하안단구 퇴적층과

해안사구 퇴적층의 장석 IRSL 및 pIR-IRSL 연대

결과를 추가하여 총 23 점의 시료에 대해 두 연대간의 차이를
비교한 결과, 장석 pIR-IRSL 연대는 동일한 시료의 장석 IRSL 연대에
비해 뚜렷하게 높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Fig. 48). 장석 pIR-IRSL
연대는 장석 IRSL 연대에 비해 최소 1.2 배에서 최대 6 배 (평균
1.6 배) 높은 연대값을 보인다. 석영 OSL 및 장석 IRSL 연대와 장석
pIR-IRSL 연대의 이러한 차이는 퇴적환경의 차이와 관계없이
동일하게 관찰되며 퇴적환경의 영향과는 큰 관련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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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mparison of KF-IRSL and pIR-IRSL ages

1.1. 연대불일치 원인의 가능성 검토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가 실제 연대에 비해 과대평가되는
경우는 다양한 요인으로 설명이 가능하다. 가장 쉽게 생각할 수 있는
요인은 퇴적 당시 불완전한 Bleaching 으로 인해 제거되지 못한
잔존선량이 연대 측정 과정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다. 그리고 실험
조건이 적절하지 않을 경우 실제 퇴적 연대와 다른 연대 결과를
얻을 수도 있다. 장석 IRSL 연대측정의 경우 보정에 이용된 감쇠율
측정값이 실제와 차이가 나거나 보정 과정이 적절치 않을 경우
실제와 다른 연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점도 연대 측정 시 고려해야
할 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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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에서는 본 연구에서의 연대측정법 간의 연대 불일치의 문제를
위의 가능성으로 해석해보고자 하였다.

1.1.1. 석영 OSL 및 장석 IRSL 연대 과소평가 가능성
석영 OSL 연대측정에서 연대 결과가 과소평가되는 경우는 퇴적
후 교란으로 인해 어린 퇴적물이 오래된 퇴적층에 혼합되는 등의
외부 요인 외에 연대측정 과정 상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으로는
쉽게 설명하기 힘들다. 다만 실험 조건이 적절하지 못한 경우 실제
보다 낮은 연대가 산출된 가능성에 대해서는 생각해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열전처리 온도가 낮아 자연상태에서는 존재하지 않지만
실험실에서

인위적인

조사(Irradiation)과정에서

발생하는

신호(110°C TL peak)가 완전히 제거되지 못하고 등가선량 결정
과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실제 등가선량에 비해 낮은 등가선량으로
결정되고, 그로 인해 연대 결과 역시 과소평가 될 수 있다. 하지만
이러한 가능성은 Preheat plateau test 나 Dose recovery test 와
같은 검증을 통해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석영
OSL 신호는 Preheat plateau test 와 plateau and Dose recovery
test 를 통해 연대측정에 적합한 신호임을 보여주어 석영 OSL
연대측정 과정에서 실험 조건의 부적절성으로 과소 평가될 가능성은
희박할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장석 IRSL 연대는 석영 OSL 연대와는 달리 연대 결과의 보정
과정에서 과소 평가될 가능성을 내포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Huntley and Lamothe(2001)의 보정법은 성장곡선이 직선의 형태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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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낮은 선량의 범위에서만 적용이 가능하다는 방법상의 한계로
인해 등가선량이 높은 오래된 연대의 장석에 대해서 IRSL 연대가
실제보다 낮게 나올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 일괄적으로 적용한 감쇠율값이 실제의 값과
다를 경우 발생할 수 있는 연대의 과소 혹은 과대 평가의 문제 역시
남아 있다. 본 연구에서 적용한 값이 실제 시료의 감쇠율 값보다
낮을 경우 본 연구의 IRSL 연대는 과소평가된 것이며, 반대의 경우
과대평가된 연대로 이해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가 대부분의
시료가 2-130ka 의 범위에서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점에 미루어
본 연구에서의 장석 IRSL 연대는 적절하지 못한 감쇠 보정법과
감쇠율의 적용으로 인해 실제 연대에 비해 과소 평가된 연대일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석영 OSL 연대와 장석 IRSL 연대가 과소
평가되었을 가능성은 매우 낮을 것으로 생각된다.

1.1.2. 장석 pIR-IRSL 연대 과대평가 가능성
1.1.2.1. 민감도 변화
K-장석의 pIR-IRSL 신호의 연대가 IRSL 이나 석영 OSL 연대에
비해 높은 원인 중 가장 우선적으로 생각해 볼 수 있는 가능성은
SAR protocol 측정 과정 중 발생하는 민감도 변화에 의한 것이다.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SAR 민감도 변화는 처음으로 열을 가할 때
가장 크게 발생하는데 민감도 변화가 발생한 후 처음으로 시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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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량을 조사한 후 첫 측정인 첫 번째 test dose(Tn in SAR protocol)
측정과정에서 실제로 발생해야 할 신호보다 크거나 작게 나타날 수
있다.

민감도

변화는

대부분의

경우

활성화되어

있지

않던

루미네선스 센터가 열에 의해 활성화가 되어 같은 선량을 받더라도
더 강한 신호가 발생하는 것으로 설명되지만 반대의 경우로 같은
선량에서 발생되는 신호보다 약한 신호가 발생할 수도 있다. 만약 첫
열처리 과정에서 시료가 민감화(sensitize)되어 첫 test dose 가 실제
발생해야 할 강도보다 강하게 나올 경우 보정된 값(Ln/Tn)은
실제보다 과소평가되어 성장곡선에 내삽하여 계산된 등가선량 역시
과소평가된다.

반대로

둔감화(Desensitize)된

시료는

실제보다

과대평가된 등가선량을 얻게 된다. 이러한 가능성은 이론적으로
Dose recovery test 에서 확인할 수 있다. 시료가 첫 번째
열처리과정에서 민감화될 경우 이미 알고 있는 선량을 조사한 후
SAR protocol 을 이용해 측정한 등가선량이 조사한 선량보다 낮고
둔감화되는 경우 실제 조사한 선량보다 높은 등가선량이 측정되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시료의 dose recovery test 결과를 살펴보면
기존 신호를 제거하는 광원의 종류에 따라 IRSL 및 pIR-IRSL 신호의
민감도 변화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사용하는 Solar simulator 를 이용해 시료에 남아 있는 루미네선스
신호를 제거한 후 Dose recovery test 를 할 경우 pIR-IRSL 신호는
조사된 선량에 가까운 측정 선량을 얻을 수 있는데 반해 IRSL 은
조사선량의 50% 정도의 선량만이 측정되었다. Solar simulator 를
이용해 기존 신호를 제거한 시료에 일정선량을 조사한 후 반복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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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측정을 한 결과 pIR-IRSL 은 두번째 이후의 보정 신호값(Lx/Tx)이
첫 번째 보정 신호값(L1/T1)의 80~90% 사이로 나타나는데 비해
IRSL 은 두번째 이후의 보정 신호값(Lx/Tx)이 첫 번째 값의 130~190%
로 나타난다.
반면 루미네선스 측정장비에 포함된 IR 광원을 이용해 기존
신호를 제거한 시료를 이용해 일정선량을 조사한 후 측정을 반복할
경우 위의 현상과는 반대로 IRSL 신호는 두 번째 신호 보정값은 첫
번째 신호 보정값의 95-100% 사이에서 분포하며 pIR-IRSL 신호는
두 번째 이후 신호 보정값은 첫 번째 신호 보정값의 150-170% 에
분포한다.

1.1.2.2. 잔존선량의 영향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대상 광물이 빛이나 열에 노출되었을 때
기존 신호가 잔존하여 등가선량 측정에 영향을 주게 되면 실제
연대보다 과대평가된 연대를 얻을 수 밖에 없다. 본 연구에서 pIRIRSL 연대가 다른 두 연대에 비해 오래된 연대로 계산되는 원인으로
이러한 잔존선량의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이를 검증하기 위해
IRSL 연대와 pIR-IRSL 연대가 뚜렷이 다른 K-장석 시료 17 점에 대해
충분한 시간(14 일)동안 햇빛에 노출시킨 후 잔존하는 선량을
측정하여 원래 시료가 가지고 있던 등가선량과 비교하였다. 이때
측정한 잔존선량은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빛에 노출 후 남아 있는
선량을 말하는 ‘잔존선량(residual dose)’와 구분하기 위해 충분히 긴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더라도 없어지지 않는 선량, ‘Unbleachable
dose’로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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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정 결과, Unbleachable dose 는 최소 4Gy, 최대 22Gy 의 사이에
분포하며 평균적으로 시료가 가진 등가선량의 약 2.5% 에 해당하는
값을 보인다(Fig. 49).
장석의

평균적인

Unbleachable dose 의 최대값 22Gy 는 K-

연간선량(~4Gy/ka)를

감안할

시,

5-6ka

에

불과하기 때문에 IRSL 연대와 pIR-IRSL 연대의 차이에 대해서
충분한 설명을 하는데 무리이다.

Unbleachable Dose(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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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R =0.4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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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Equivalent doses and Unbleachable do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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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3. 서로 다른 Bleaching rate 의 영향
K-장석의 IRLS 과 pIR-IRSL 의 연대 차이에 대해 생각해 볼 수 있는
또 다른 가능성은 동일한 조건에서 기존 신호를 잃어버리는 속도의
차이를 들 수 있다. 2 분에서 14 일까지 빛 노출시간을 달리하며 K장석에 잔존하는 IRSL 과 pIR-IRSL 의 선량을 비교한 결과, IRSL 은
2 분간 노출에서도 80%이상의 선량이 제거되지만 pIR-IRSL 은 노출
2 분 후 약 20%, 3 분후 약 40%로 비교적 천천히 선량이 제거되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4 시간 동안 빛에 노출되어도 원래 등가선량의
20%는 잔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Fig.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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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Residual doses of Quartz OSL and KF-IRSL, pIR-IRSL signal against exposure time.

실제 자연계에서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빛에 노출되는 시간은 퇴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다. 산사태와 같은 급격한 이동은 노출 시간이 수
초 이하로 짧을 것이며 특히 야간에 이동이 일어난다면 빛에 전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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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출되지 않았다고 판단해도 무방할 것이다. 반면 풍성사구와 같은
경우는 본 실험에서 충분한 노출 시간이라고 설정한 14 일보다 훨씬
오랫동안 태양광에 노출될 것이다. 본 연구에서 대부분을 차지하는
단구 퇴적층은 파랑에 의한 해성단구와 유수에 의한 하성단구
사이에 일부 차이는 있겠지만 급격한 사면 이동에 의한 퇴적층과
풍성 퇴적층 사이의 빛 노출 시간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이 경우
충분한 빛에 노출되지 못해 동일한 K-장석 내에서도 IRSL 신호와
pIR-IRSL 신호 사이에는 제거되는 속도차에 의한 잔존선량의 차이가
발생할 것이다.
이러한 가정을 검증하기 위해 K-장석이 퇴적과 이동을 반복하는
동안 IRSL 연대와 pIR-IRSL 연대는 얼마나 차이가 나는지를
살펴보았다.
1000 번의 퇴적과 이동이 반복되는 상황을 가정하고 퇴적된 동안
주변으로부터 받는 전체 선량과 연간선량, 퇴적된 동안 발생하는
IRSL 의 감쇠율, 이동시 햇빛에 노출되는 시간과 그에 따른 선량의
잔존비율을 변수로 하여 매번 예상되는 등가선량을 계산하였다.
우선 퇴적된 동안 주변으로부터 받는 선량은 최소 0Gy 에서 최대
700Gy-K-장석의 IRSL 신호와 pIR-IRSL 신호에서 측정가능한 최대
선량, 2D0 값-사이의 선량(평균 350±188Gy)을 정규분포로 받은
것으로 가정하였다.
퇴적된 동안 연간선량은 기존 연구에서의 평균값 3.22±1.36
Gy/ka, 퇴적된 동안 IRSL 신호에서 일어날 감쇠의 정도는 인
3.35±1.34%/dec. 로 가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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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sidual rate of pIR-IRSL290
Fig. 50. Residual doses of KF-IRSL and pIR-IRSL signal.

이동시 햇빛에 노출된 시간은 2 분에서 14 일로 가정하여 각
노출시간 별 IRSL 신호와 pIR-IRSL 신호의 잔존 비율을 관계식으로
정리하였다(Fig. 51; 식 11).

y=

1.562e − 1

1+e

(

.

.

)

[식 11]

x : residual dose/equivalent dose of pIR-IRSL290
y : residual dose/equivalent dose of IRSL50

이 관계식에 따르면 pIR-IRSL 에서 선량이 0-100% 잔존할 때, IRS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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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의 선량은 1-15% 잔존하게 된다. 본 모의에서는 pIR-IRSL 의
잔존선량이 50±16%, 이에 따른 IRSL 잔존선량은 8±3 %의 경우를
가정하였다.

pIR-IRSL290

Step

Simulation steps

IRSL50

1

Give dose

2

Fading rate

3.35±1.34 %/dec.

-.

3

Expected dose

De of IRSL50

De of pIRIRSL290

1-14% (Eq. 1)

0-100%

350±188 Gy

Residual rate
4
(=bleaching rate)
5

Repeat Step. 1

Table. 20. Simulation protocol to explore the change of equivalent dose after repeated
transportation-deposition processes and input values

퇴적과 이동을 반복하며 매 퇴적시 예상되는 두 신호간의
등가선량의 관계는 다음의 회귀식으로 정리할 수 있다(Fig. 52; 식.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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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 of pIR-IRSL290(Gy)
Fig. 51. Comparison of simulated dose and measured dose.

y = 1.631x + 55.80

[식 12]

x : expected equivalent dose of IRSL50
y : expected equivalent dose of pIR-IRSL290

pIR-IRSL 의 예상 등가선량이 IRSL 의 예상 등가선량보다 높으며
특히 계산된 값들의 분포는 실제 측정된 IRSL 및 pIR-IRSL
등가선량의 분포와 잘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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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3. 각 연대측정법의 적용가능성 검토
본 연구에서 사용한 연대측정법은 크게 퇴적층 시료의 크기에
따라 90-250μm 의 모래 시료와 직경 10cm 이상의 원력 시료로 나눌
수 있다. 모래 시료를 대상으로 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은 대상
광물에 따라 석영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와 K-장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로 나눌 수 있으며, K-장석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에도 일반적인
IRSL 신호와 post IR-IRSL 신호를 이용한 연대 결과를 함께
적용하였다.
각 연대측정법의 연대 결과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석영 OSL
과 장석 IRSL 사이에는 비교적 일치하는 연대 결과를 보였지만 장석
post IR-IRSL 연대 결과는 같은 모래 크기 시료를 이용하는 두 연대
결과에 비해 높은 값을 보여주었다. 그 원인으로는 여러 가지
가능성이 있으며 그로 인해 본 연구의 연대측정용 시료에서 장석
post IR-IRSL 연대측정을 적용하기 위해선 아직 많은 해결 과제가
남아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원력 시료를 이용해 측정한 장석 IRSL 연대는 모래 시료의
석영 OSL 과 장석 IRSL 연대에 비해 다소 높지만 장석 post IR-IRSL
연대에 비해 앞의 두 연대 결과와 비교적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하지만 현재의 수준에서는 모래크기 시료에 대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보완에

불과하며

앞으로

독립적인

연대측정법으로 적용하기 위해서는 원력 내 K-장석의 입도 측정의
어려움과 퇴적 후 풍화의 영향에 대한 고려와 해결 과제가 남아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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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안단구의 형성 연대 및 융기율 해석
2.1. 최종간빙기(MIS 5a, e)의 해안단구의 분포
연구 지역 전체에서 대부분의 해안단구 퇴적층은 최종 간빙기 중
해수면이 상대적으로 높았던 대략 8 만년과 12 만 5 천 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MIS 5a 시기에 해당하는 대략 8 만년 전의 해안단구는 울진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 포항 북부 지역에서 강릉 남부 지역까지
확인되며 해당 시료 채취 지점의 고도는 최저 7.6m (포항 우목리
지점)에서 최고 12.9m (강릉 송촌 지점)사이에 분포하고 있다(Table.
20). 대략 8 만년 정도의 연대 결과를 보여주는 시료의 채취
고도만을 비교하면 포항 북부 지역에서 영덕-후포 지역, 강릉 남부
지역으로 갈수록 점차 높아져 포항 북부 지역과 강릉 남부 지역은
대략 5m 의 고도차를 보여주고 있지만 해당 단구면이 대략 10-20m
사이에서 분포한다는 점을 감안하면 해당 시기의 단구면이 지역별로
고도 차이가 존재한다고 판단하기는 어렵다.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 시기에 해당하는 대략 12 만 5 천년
연대 결과를 보여주는 시료는 포항 북부 지역을 제외한 영덕-후포
지역, 울진 북부 지역, 강릉 남부 지역에서 확인된다(Table. 21). 해당
시료의 채취 지점 고도는 최저 21m (영덕 금곡리 지점)에서 최고
27m (강릉 새목이 지점) 사이에 분포한다. 울진 지역의 하안단구
역시 하상비고가 대략 25-27m 사이에 분포한다. 이 역시 약
8 만년의 연대 결과를 보여주는 시료와 마찬가지로 연구지역의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해당 시료의 채취 지점 고도가 높아지는
138

경향은 있으나 해당 단구면의 고도 분포는 거의 유사하여 지역적
차이를 확인할 수 없다.
본 연구 결과에 따르면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 시기 이후
한반도 동해안의 융기율은 지역별 차이가 없이 거의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최종간빙기 이후 한반도 동해안의 융기율이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높아진다는 Oh(1981)의 견해와는 차이가
있다. 반면 최종간빙기 이후 울산-강릉 간 한반도 동해안의 융기율이
동일했다는 최성길(1992, 1993, 1995)의 견해와 구체적인 융기율의
차이는 있지만 융기율의 지역적 차이가 없다는 점에서는 유사하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지역적 융기율 차이가 없다는 점은 연구
지역에 걸쳐 최종간빙기 최성기 이후 지역적 융기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단층 운동은 없었거나 해당 시기 이후 단층 운동이 있더라도
해안단구 고도의 뚜렷한 변위차로 나타나지 않을 정도로 활동의
크기나 범위가 작은 단층 운동에 불과했을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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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List of sample and age results around 80ka(MIS 5a).
분류

지역

Sample code

포항 북부

우목리

영덕-후포

칠보산휴게소

연대(ka)

시료 채취 지점
해발고도 및 하상 비고(m)

석영 OSL

장석 IRSL

1104UM-1

7.6

79.6±2.6

76.3±3.0

1105CBS-1

10.3

78.3±3.7

72.3±7.5

울진 북부

해당 연대 결과 없음

불화산

1205BHS-1
1205BHS-2

12.2

75.3±4.2

88.7±9.2

78.2±17.2

107.7±21.0

79.3±12.1

83.1±11.6

76.7±4.2

72.1±19.6

강릉 남부
송촌

1205SCH-1
1205SCH-2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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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ist of sample and age results around 125ka(MIS 5e).
분류

지역

Sample
code

시료 채취 지점 해발고도 및 하상 비고(m)

포항 북부
영덕-후포

석영 OSL

장석 IRSL

해당 연대 결과 없음
금곡리
구산리
(구산단층)

울진 북부

연대(ka)

노음리

부구리

1105GG-1

21

124.5±25.3

1105GG-2

24

122.1±24.9
110.6±3.7

1009GS-1
1009GS-2

119.8±5.6

27

1105GS-G

121.8±30.1

1004NE-1

109.4±3.2

1004NE-2

120.1±2.3

1004NE-3

128.2±4.4

25

1004NE-4

140.1±4.4

1004NE-5

112.3±2.3

1009BG-1

115.0±22.4

1009BG-2

119.3±23.0

25

120.8±24.8

1009BG-3
1205MH-1
어달동

1205MH-2

26

1205MH-3

강릉 남부

1205SME-2

127.5±24.6

128.0±14.0

124.1±23.7

112.1±7.7

125.3±24.0
128.3±24.5

1205SME-1
새목이

126.1±10.1

124.1±25.3

27

133.7±13.9

1205SME-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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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해안단구를 이용한 융기율 파악
본 연구에서 확인된 해안단구 퇴적층의 형성 연대는 대략 72-88ka, 109133ka 및 185-220ka 의 세 시기로 분류되며 이는 각각 MIS 5a, MIS 5e, MIS
7 의 시기에 해당한다.
우선 시료 채취 지점의 해발고도 및 하상비고와 각 시료의 연대측정법 별
연대 결과를 살펴보면 다음과 같은 관계로 정리된다(Fig. 53).

Fig. 52. Elevation of sample and age results.

각 시기의 해안단구의 실질적인 융기량은 당시의 해수면을 고려해야만 한다.
연구자 별로 비교적 견해가 유사한 최종간빙기 최성기(MIS 5e)의 해수면(현
해수면 대비 0~+6 m)과는 달리 MIS 5a, MIS 7 시기의 해수면에 관해서는
연구에 따라 현 해수면 대비 -20~0m (MIS 5a), -15~-5m (MIS 7)으로 다양한
차이를 보인다. 각 시기의 해수면과 연대측정용 시료를 채취한 지점의 평균
고도를 이용해 융기율을 확인하면 Table. 22 과 같다. 당시 해수면의 최대값과
최소값을 고려하였을 때 전체 융기율은 최소 0.13 m/ka 에서 최대 0.37 m/ka 의
범위로 나타나며 각 시기의 해안단구 별 평균 융기률은 MIS 5a 는 0.25±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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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ka, MIS 5e 는 0.19±0.03 m/ka, MIS 7 은 0.34±0.03 m/ka 로 나타난다.
융기율의 분포를 확인하면 MIS 5a 와 MIS 5e 시기의 해안단구에서 계산된
융기율은 비교적 일치하는 반면 MIS 7 시기의 해안단구에서 계산된 융기율은
앞의 두 시기의 융기율에 비해 구분 가능할 정도로 높다. 이는 각 시기의 해수면
자체가 정확하지 않아서 발생하는 차이일 가능성도 있으나 기존 연구 결과에서
최대값과 최소값을 모두 고려하여도 MIS 5 시기와 MIS 7 시기 이후의 융기율
사이에 뚜렷한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하면 시기별 융기율이 달라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해안단구 형성 과정에서 형성 당시의 해수면 고도는 구정선 고도로 보존된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는 구정선의 정확한 고도를 측정하지 못하여 연대측정용
시료 채취 지점의 고도를 각 해안단구를 대표하는 고도로 이용하였다. 대부분의
연대측정용 시료는 해안단구 형성 당시 파랑의 영향으로 퇴적된 원력층을
포함하거나 근접한 거리에 있다. 따라서 시료 채취 지점의 고도는 실제 구정선
고도보다 낮을 가능성이 높으며 계산된 융기율은 가능한 융기율의 최소값으로
생각할 수 있다. 반면 퇴적층을 포함한 단구면의 최고 고도는 구정선 고도보다
높다. 이를 이용해 계산한 융기율은 가능한 융기율의 최대값으로 판단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실제 야외 조사 과정에서 정확한 측정이 어려운 구정선
고도를 대신하여 시료 채취 지점의 고도와 퇴적층의 포함한 단구면의 최대
고도를 이용해 융기율의 범위를 제시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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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Table. 23. Estimation of Inferred uplift rate( Uplift rate using elevation of sample, Uplift rate using maximum elevation of terrace deposit)

Elevation of

Maximum elevation of

sample(m, SD)

terrace deposit(m)

Stage

Age(ka)

MIS 5a

85.0±12.7

11.3±2.1

20

MIS 5e

120.9±8.1

26.2±1.9

35

MIS 7

202.3±18.5

59.6±2.0

85

Sea level(m)

Uplift rate(m/ka)1
Mean

Min

-20

0.13

Max

0

0.37

Max

0

0.17

Min

+6

0.22

Max

-15

0.37

Min

-5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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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lift rate(m/ka)2

0.25

0.19

0.34

Mean
0.24
0.47
0.24
0.29
0.42
0.47

0.35

0.26

0.44

2.2.1. 시기별 융기율의 변화
본 연구를 통해 얻은 연대측정 결과와 기존 문헌을 통해 알려진 해당 시기의
평균 해수면 고도 값을 이용해 각 시기별 융기율을 정리하면 Fig. 54 와 같다.
MIS 7 시기인 약 220ka 전부터 MIS 5e 시기인 약 125ka 사이에는 평균 0.53
m/ka (Min : 0.39, Max : 0.67)의 융기율을 보이는 반면, 125ka 에서 MIS 5a
시기인 약 80ka 전 사이에는 평균 0.05 m/ka (Min : -0.31, Max : 0.42)의
융기율을 보인다.
최종간빙기 중 MIS 5a 와 MIS 5e 시기 사이에는 MIS 7 에서 MIS 5e 시기
사이와 MIS 5a 에서 현재까지의 융기율과는 달리 매우 낮은 융기율을 보인다.
이는 MIS 5e 시기 이전에는 비교적 빠르게 융기하던 지반이 MIS 5a 에서 MIS
5e 시기 사이의 약 35ka 동안 융기가 거의 정체되었다가 MIS 5a 시기 이후 다시
융기를 겪은 것으로 이해할 수 있다. 비교적 짧은 시간 동안 융기율이 급변하는
현상은 빙기 동안 빙하로 덥혀 있던 지역이 빙하의 쇠퇴와 그로 인한 하중
제거로 인해 비교적 낮은 융기율에서 급격히 빨라지는 현상은 쉽게 관찰할 수
있다. 하지만 본 연구지역은 이와 반대로 융기가 정체된 시기가 비교적
온난했던 최종간빙기에 해당하여 이와 같은 지반 융기 현상의 원인은 쉽게
파악하기 힘들다.

본 연구에서 파악된 해안단구 형성 시기 중 당시의 해수면에 대해 가장 잘
알려져 있는 MIS 5e 시기에 형성된 해안단구를 기준으로 일정한 융기율을
가정하면 MIS 5e 외 시기의 해수면에 대해 추정할 수 있다(Fig. 55). 본 연구에서
MIS 5e 시기 해안단구를 기준으로 한 융기율은 약 0.19 m/ka 로 이를 이용해
MIS 5a 와 MIS 7 에 해당하는 해안단구의 융기량은 각각 약 16.3m, 38.8m 이다.
하지만 본 연구에서 연대측정 결과 MIS 5a 시기의 해안단구가 평균 11.3m, MIS
7 의 해안단구가 평균 59.6m 에 분포하고 있으므로, MIS 5a 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5m 낮고, MIS 7 의 해수면은 현재보다 약 20m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MIS 7 시기 동안 현 해수면 대비 +20m 의 해수면은 기존 연구
결과와 비교하여 상당히 높은 값으로 일정한 융기율을 가정했을 때 추정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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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IS 7 시기의 해수면 고도에 대해서는 쉽게 이해 하기 힘들다.

기존의 연구에서 MIS 5a 의 해수면은 연구자와 연구지역 별로 큰 차이를
보이지만 대략 현재보다 0-20m 낮았다는 점과 기존 연구 중 본 연구의
연구지역과 가장 가까운 지역인 일본 오키나와 지역의 MIS 5a 시기 해수면이
현재의 해수면과 유사하다는 연구 결과(Ota and Omura, 1992)에 비추어
연구지역의 MIS 5a 시기 해수면이 현재보다 5m 낮다는 점은 충분히 이해할 만
하다.
반면 MIS 7 시기 해수면이 현재보다 20m 높다는 견해는 기존 연구의 결과
해수면의 최대값이 현 해수면에 유사하였던 것을 감안하면 상당히 높은
해수면이라 쉽게 수용하기 어렵다.
따라서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시기별로 융기율이 변하였을 가능성과 본
연구지역의 해당 시기 별 해수면이 기존 연구의 평균값과 차이가 날 가능성을
동시에 고려할 필요가 있다(Fig. 56).
MIS 5e 시기(현 해수면과 동일한 고도)의 해안단구를 기준으로 이후의 일정한
융기율(0.19 m/ka)을 가정하면 MIS 5a 시기의 해수면(현 해수면 대비 -5m)이
기존 연구 결과의 범위 내에 존재한다.
MIS 5e 시기의 해안단구는 전세계적으로 많이 분포하고 있어 이 해안단구를
이용한 MIS 5e 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융기율은 비교적 쉽게 비교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이 시기의 해안단구는 다양한 연대 측정법을 통해 연대가 알려져
있다. 국내에서 아미노산 연대, 화산회를 이용한 추정 연대, OSL 연대 등에 의해
계산된 이 시기의 융기율은 대략 0.1-0.3 m/ka 로 확인되어 본 연구 결과를
포함한다.
이 시기 동안 전세계적인 융기율은 지역별로 큰 차이를 보인다. 태평양
서안에서 3.3/ka(파푸아 뉴기니 Huon 반도), 2.3m/ka(뉴질랜드 east cape), 일본
Muroto 반도(1.6m/ka)에서는 비교적 높은 융기율을 보이는 반면(Ota and
Yamaguchi, 2004), 태평양 동안의 미 서부 연안(0.5-1.1m/ka, Muhs et al., 1992)
칠레 Altos de Talinary(0.2m/ka, Saillard et al., 2009), 페루 Talara arc(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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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2m/ka, Pedoja et al., 2006), 지중해 연안 스페인 남부 tarifa(0.1m/ka, Zazo et
al., 1999), 이탈리아 남부 Calabria(0.1-1.1m/ka, Ferranti et al., 2006)에서는
비교적 낮은 융기율 값을 보인다. 반면 일본 Shimokita 반도(0.14-0.25m/ka,
Matsu’ura et al., in press)에서는 일본의 Muroto 반도에 비해 훨씬 낮은 값을
보여 지반 운동이 활발히 일어나는 지역 내에서도 지역별 융기율은 큰 차이를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MIS 5e 에서 MIS 7 사이 시기의 융기율은 기존 연구 결과에서의 MIS
7 평균 해수면(현 해수면 대비 -10m)을 이용해 계산하면 평균 0.53 m/ka 로 MIS
5e 시기 이후 현재까지의 0.19m/ka 라는 융기율과 뚜렷하게 구분된다. 본
연구에서 MIS 5e-MIS 7 시기 동안의 추정된 융기율은 유라시아판의 연변부에
위치하여 지금까지 비교적 안정된 지반운동을 겪었을 것으로 생각되어온
연구지역에 비추어보아 상당히 높은 값에 해당한다. 전 세계적으로 MIS 7
시기의 단구에 대한 실제 연대측정 결과는 MIS 5 시기의 해안단구에 비해 연구
결과가 적다. 대부분의 연구에서 MIS 7 시기의 해안단구는 일정한 융기율을
가정한 지형대비법을 통해 일정 고도에 분포하는 단구면의 연대를 추정하여
이용하고 있어 시기별 융기율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는 본 연구의 목적에서는
융기율 비교가 어렵다.
일부 지역에서 실제 연대 결과를 근거로 추정된 융기율을 살펴보면
인도네시아 Kisar 지역(0.53-0.58m/ka, Major et al., 2013), 칠레 Altos de
Talinary(0.5m/ka, Saillard et al., 2009), 페루 Talara arc(최대 0.50 m/ka, Pedoja
et al., 2006), 그리스 Crete Island(0.55-0.69m/ka, Gaki-Papanastassiou et al.,
2009), 이란 Kish Island(0.13-0.24m/ka, Preusser et al., 2003), 터키 Anatolia
해안(0.26m/ka, Yildirim et al., 2013)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본 연구에서
추정된 동 시기의 융기율은 전 세계적으로 비교해도 상당히 높은 수치에
해당한다.
시기와 공간적 융기율 차이는 판의 경계에 해당하는 지역에서는 쉽게 관찰할
수 있는 현상이다(Saillard et al., 2009, Santoro et al., 2009). 하지만 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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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에서 일정 거리 떨어져 있는 연구지역의 위치를 고려해 볼 때, 본 연구에서
확인된 MIS 7-5e 의 시기 동안의 융기율과 MIS 5e-현재까지의 융기율 변화는
두 시기 사이의 지반 운동 양상이 달랐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지만 그 것이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판의 경계 근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반 운동의 영향으로
해석 할 수 있는지에 관해서는 보다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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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3. Inferred uplift in the last 200ka based on for mean sea level from publish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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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4. Comparison of calculated inferred uplift considering constant rate (red) and average inferred
uplift from published data(g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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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5. Inferred uplift considering constant uplift rate(present-125ka) and published sea level
data(125ka-200ka).

2.2.2. 시간 스케일에 따른 융기율 비교
Han(2002)는 본 연구 지역과 인근한 강릉-용평 구간의 화강암을 대상으로
Fission Track dating 을 시도하여 중생대 트라이아스 후기(약 205Ma) 이후로의
융기율을

추정하였다.

205-62Ma

시기동안

0.09m/ka(90m/Ma)로

융기한

화강암은 62-46.7Ma 동안 0.26m/ka(260m/Ma)로 비교적 급격한 융기를 겪었다.
그 이후 46.7-37Ma 동안 0.02m/ka (20m/Ma), 37-35Ma 동안 0.17m/ka
(170m/Ma),

35-30Ma

동안

0.04m/ka

(40m/Ma)로

속도를

달리하며

융기하였다고 주장하였다.
반면 Min et al.(2008)은 대관령에서 영동 사면을 따라 (U-Th)/He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25Ma 이전에는 비교적 침식이 느렸지만 25Ma 무렵에는 상당히 빠른
침식을 겪었다고 주장하였다(Fig. 54 의 closed points). 여기서 침식량의 차이는
일정한 지온을 가지는 깊이의 상부 지각에 제거되는 양으로 암석의 융기량에
비례한다.
이들 연구에서 시료의 고도와 측정 연대를 이용해 계산된 205-25Ma 동안 이
지역의 융기율은 최소 0.02 에서 최대 0.48 m/ka 사이에 분포한다(변종민,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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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200ka 이후로의 융기율이 0.19-0.53m/ka 사이로 계산된 것을
감안하면 비교적 유사한 분포를 보인다고 판단할 수 있다. 하지만 앞서 설명한
바와 같이 Han(2002)와 Min et al.(2008)의 연구에서 설명하는 지반융기는 일정
깊이 위의 지각의 제거되는 양으로 설명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 지반융기는
해수면에

비교한

지표의

융기라는

점에서

의미상의

차이가

있다.

변종민(2011)은 지형 발달 과정을 모의하여 다양한 융기 조건 중 융기율이
일정한 조건 보다 증가와 감소를 반복하는 조건에서 지형 발달 결과가 실제의
지형에 가깝다고 주장하였다. 이와 같이 융기율의 개념이 연구 방법과 연구
목적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본 연구에 비해 긴 시간 스케일에 따라서 시기별
융기율 혹은 지반운동 양상의 차이가 존재한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V. 결론
해안단구는 생성 당시의 해수면과 생성 이후의 융기율에 대한 정보를 담고
있어 국내 지형학계의 주요 연구 대상 지형 중 하나이다. 오랜 기간 동안 다양한
연구자에 의해 연구가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아직 각 해안단구의
생성연대에 대한 의견이 상충하고 있어 보다 과학적인 방법에 근거한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 확립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한반도 동해안을 따라 분포하는 일련의 해안단구의 퇴적층을
대상으로 다양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을 통해 각 해안단구의 생성 연대를
확인하고 이를 이용해 지역별 및 시기별 융기율의 차이를 규명하기 위해
실시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 중 장석 IRSL 연대측정은 기존
연구에서 널리 사용된 석영 OSL 연대측정의 연대 결과와 유사한 결과를
보여주면서

석영

OSL

연대측정으로는

연대

측정이

불가능한

오래된

퇴적층에서도 적용 가능성이 있음을 보여주었다.
포항 이북에서 강릉 이남의 연구지역에 한해 해안단구의 고도 분포와
해안단구 퇴적층에 대한 다양한 루미네선스 연대측정법에 의해 교차 검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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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 연대를 토대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다.
첫째, 대부분의 연구 지역에서 관찰되는 해발고도 10-20m 사이의 해안단구와
해발고도 20-30m 사이의 해안단구는 최종간빙기에 해당하는 약 8 만년 전과 약
12 만 5 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강릉 정동진 일대의 해발고도
50-80m 에 분포하는 해안단구는 최종간빙기 이전의 간빙기(MIS 7)에 형성된
것으로 밝혀졌다.
둘째, 각각 약 8 만년 전과 약 12 만 5 천년 전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된
해안단구는 연구지역에 걸쳐 유사한 고도에서 관찰된다. 따라서 지역별 융기율
차이를 야기할 수 있는 대규모 단층 활동의 영향은 최소한 최종간빙기 이후로는
없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셋째, 각 해안단구의 형성 당시 해수면과 형성 이후 융기율을 계산해보면 약
20 만년-12 만 5 천년 사이에는 0.57±0.14 m/ka 에서 12 만 5 천년 이후
현재까지 0.19±0.03 m/ka 로 변화하며, 약 8 만년 전의 해수면은 현재에 비해
5m 가량 낮았을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가장 합리적으로 판단된다.
보다 상세한 지역별, 시기별 융기율 차이를 논의하기 위해 보다 많은
지역에서 다양한 연대측정 방법을 통한 해안단구 연대측정 결과가 누적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이 때, 구체적이고 명확한 융기율 계산을 위해 해안단구 생성
당시의 해수면 고도를 알 수 있는 구정선을 파악하여 융기율 계산에 이용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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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straining the depositional age of
marine terrace sediments
along the Eastern coast of Korea
using Optical dating

Seong-chan Hong
Department of Geography Education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Several flights of Quaternary fluvial terraces have been identified on the
eastern

coast

of

Korea; these

terraces

are

covered

by

well-sorted

unconsolidated sediments and, in some places, these terrace sediments are
cut by Quaternary faults of unknown age. Because the terraces are located
near densely populated areas and, in at least one case, a nuclear power plant,
it is important to reliably estimate the timing of the terrace formation and
fault movement; this provides essential information on the assessment of
local crustal stability (e.g. time-integrated uplift rate of terraces and the
recurrence interval of Quaternary faults).
Luminescence technique for quartz (OSL) apply to date these terrace
formation age from early of 2000s. However, age results are not match to
previous

study

using

amino

acid

racemization,

tephrochronology,

paleomagnetism.
In this paper, we set out to date Quaternary sediments on 12 terraces by
159

conventional IRSL and post IR-IRSL dating techniques besides quartz OSL to
enhance reliability of dating results. Quartz and K-rich feldspars were
extracted from 33 sand deposit samples. Luminescence technique for cobble
surface is attempted to overcome limited application to sand deposit of
general luminescence techniques
According to dating results, IRSL technique is able to date to maximum
220ka while upper limit of quartz OSL is 40-110ka in most of samples. Quartz
OSL and feldspar IRSL age results are well matched each other. However,
post IR-IRSL ages are older than other two ages. It is possible to explain that
post IR-IRSL ages are overestimated considering luminescence signal
characteristic. Rock surface dating is applicable to define the formation age
of marine terrace, though their results are a bit older than OSL and IRSL ages.
In the geomorphological application, marine terraces in the study area
show 3 phases of formation. Youngest terrace located around 10 to 20m
above sea level is formed at around 80ka. Terrace located around 20 – 30m
have 125ka formation age. Oldest one is around 200ka, located 60-80m
above sea level. However, it is observed only in Jeongdongjin area. It is not
possible to identify displacement in terraces formed 80ka and 125ka. Uplift
rates of these terraces are 0.20 – 0.25 m/ka. It means there is no region
difference of uplift rate at least after 125ka. Marine terrace formed around
200ka at Jeongdongjin area shows uplift rate of 0.34 m/ka. It is differ from
younger two terraces.

It means this region have uplifted with regional or

temporal difference from other region or phase.

Keywords: Marine terrace, Uplift rate, OSL, IRSL, Rock surface luminescence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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