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9871초기반연구사엽 

연구기관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 

6..힌국자윈염구소 

11111111 111I1111111111 1111111111111111111111111111 
Gr1702ε97 

과학기술부 



’ 9871 초기 반연구사엽 

연구기관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 

과학기술부 



사 업 -님「 장 선임 부장 책 임 자 
-까」、-

볕j 

휠릎 出 文

地質맑究部에서 1998年度 %究事業으로 途行한 結果를 별첨과 

같이 綠合報쏟書를 提出합니다. 

1999년 2월 

다 

1. 事 業 名 : 基廳 · 基盤冊究 事業

장 

2. 課 題 名 : 고생대 탄산염암의 특성 및 성인에 대한 연구 

3. 調 흉 期 間 : 1998年 3月 1 日 - 1999年 2月 28 日

4. 핍 究 者 : 船究責任者 先任핍究員 김 정 찬 

地質船究部



일반출연연구사업관리규정 

(별지 제 6 호 서식) 

최종보고서초록 

@ 과제명 

@ 연구기관 

지 질 |@성질별 
고생대 탄산염암의 특성 및 성인에 

한국자원연구소 1 (5) 연구책임자 

l 

1
f
-

차
 

구
 
화
-

챈
 R
-구 -
정
 

기
 
및
-
연
 
--

|||L 

하
ι
 「
「
|

대
 -

@분 야 

@ 연구기 간 1 1998년 3월 1일 부터 1998년 2월 28일 까지 

@ 연 구 비 1 10 ，000，000원 I@ 참여연구원수 1 1 명 

@ 연구목적 

1.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캠브로-오르도비스기의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각 층 

에 대한 특성， 성인 등을 기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현재 두위봉형 조선누층 

군의 연구진행상황 및 앞으로 연구되어야 할 사항을 점겸한다. 

2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두무골층을 대상으로 현재 선진국에서 널리 사용되 
고 있는 시권스 층서 및 미터단위의 윤회성 연구를 실시하여， 두무골층의 중 

요성을 시권스 층서의 개념에서 새롭게 조명하고， 또한 두무골층에 나타나는 

미터단위의 윤회층의 특성과 성인을 규명한다. 

3. 평력암은 우리나라를 비롯한 전세계 전기 고생대의 탄산염층에서 특징적으 

로 많이 나타나는 퇴적상이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많은 정보를 수집하여 

평력암의 특성과 성인을 규명하고， 특히 평력암의 성인과 전기 고생대의 지 

구환경과의 연관성에 대해 규명한다. 

q 
니
 



일반출연연구사업관리규정 

@연구결과 

1. 강원도 태백시 일대에 분포하는 초기 고생대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을 구성하는 

각 층의 지질시대， 층서， 암상， 퇴적환경， 생층서 등을 정리하였으며， 정리된 

자료는 The 1st Joint Meeting of Japanese and Korean Structure and 

Tectonic Research Group의 Field Excursion Guidebook에 발표되었다. 

2.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하나인 두무골층은 시권스층서 및 미터단위의 윤 

회성 관점에서 연구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Geoscience J ouma1 

Volurne 2에 발표되었다. 

3. 전세계적으로 전기 고생대지층에 흔히 나타나는 평력암에 대해서는 우선 약 

727H 의 참고문헌이 수집되었으며， 이들로부터 지질시대， 지리적 위치， 특성， 

성인 등에 대한 많은 자료가 수집되었다. 이에 대한 연구결과는 추후에 

보완작업을 거쳐 국제 SCI Journa1에 투고할 예정이다. 

@기대효과 

1. 우리나라 초기 고생대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의 층서， 생층서， 퇴적환경 등에 대한 

연구사가 정리되었다. 이 자료는 ν'25만 강릉 및 속초도폭 연구 및 동아시아의 

지질， 지리정보 종합을 위한 지질단위 대비연구의 고생대 자료수집 및 DB화에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2. 탄산염암의 최신 연구기법인 시권스 층서 및 미터단위의 윤회성 연구를 두무골 
층에 적용하여 두무골층을 새롭게 해석함으로서 우리의 탄산염암 연구수준이 진 

일보 할 수 있었다. 아울러 이로부터 얻어진 노하우는 석유 저류암의 50%를 구 

성하는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석유탐사를 수행할 경우에 매우 유용할 것으로 기 

대된다. 

3. 평 력 암에 대 한 자료는 보충연구를 거 쳐 S어imentarγ Geology, Earth Science 

Review 혹은 Intemationa1 Geology Review 등과 같은 국제 SCI Jouma1에 발 

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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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project focuses on the study of the characteristics and origin of carbonate 

rocks of Paleozoic ages. The Duwibong unit consists of ten formations: ]angsan, 

Myobong, Daegi, Hwajeol, Sesong, Dongjeom, Dumugol, Maggol, ]igunsan, 

Duwibong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In order to review the state of the art of 

the ]oseon Supergroup (the Duwibong unit) and to draw future works to be done, 
each formation is described and explained in terms of lithostratigraphy, sedimentary 

characteristics,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biostratigraphy. 

The Lower Ordovician Dumugol Formation comprises a succession of mixed 

siliciclastic and carbonate sediments, deposited on a storm- inf1uenced homoclinal 

ramp. The Dumugol Formation shows well-developed meter-scale (0.5 - 5 m thick) 

cycles. The cycles consist of basal marl to shale, nodular- and planar- bedded 

ribbon rocks in the middle and capping f1aser rock and f1at- pebble conglomerates 

and are characterized by a shallowing- upward character. The Dumugol cycles were 

formed in a subtidal setting, but did not shoal to intertidal levels. The average 

duration of these cycles is estimated to be 96 kyr, and matches well with that of 

high- frequency (fourth- to fifth-order) oscillations of sea level. 

In terms of sequence stratigraphy, the Dumugol Formation represents a 

third- order depositional sequence consisting of the lower transgressive systems 

tract and the upper highstand systems tract. The lower boundary of the Dumugol 

Formation represents a transgressive surface. Th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consists of siliciclastic shallow ramp facies , deep ramp facies , and basinal facies in 

ascending order and records the deepening of basin. A maximum f100ding surface 

is thought to be located within the upper part of the basinal facies. The highstand 

systems tract consists of alternations of deep- to shallow- ramp facies , and is 

characterized by an overall shallowing upward trend. The predominance of aggradational 

stacking pattern and the subtidal lithofacies indicate that the highstand systems 
tract was developed during early stage of sea level highstand. 

The final chapter deals with the f1at-pebble conglomerates, unique lithofacies in 

the Cambro- Ordovician carbonate strata throughout the world. About 72 examples 

of f1at- pebble conglomerates are collected and examined in terms of geologic age, 

startigraphic unit, and location. According to th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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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과제는 고생대 탄산염암의 특성과 성인을 연구하는 과제로 먼저 초기 고생 

대의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에 대해 다루고 있다.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은 하부에서 상부 

로 가면서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 화절층， 세송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 

층， 및 두위봉층에 이르는 총 1Q7H 의 지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1장에서는 각 지층별 

로 지금까지 연구된 암석층서， 퇴적학적 특성， 퇴적환경， 및 생층서에 대해 정리하였다. 

두 번째 연구 내용은 폭풍의 영향을 받은 탄산염 램프환경에서 퇴적된 전기 오르도 

비스기의 두무골층의 퇴적윤회성 및 시권스층서에 대한 것이다. 두무골층은 잘 발달된 

미터규모의 (0.5 - 5 m 두께) 윤회층을 보여준다. 이 윤회층은 하부의 이회암-셰일， 중 

부의 단괴상 내지 평판형 리본암， 및 상부의 플래져암 및 평력암으로 구성되며， 상부 

로 가면서 점차 생성깊이가 얄아지는 특성을 보여준다. 두무골층에 발달하는 이러한 

윤회층은 조하대에서 형성되었으며 조간대까지 얄아지지는 않은 것으로 보인다. 이들 

윤회층들의 평균 생성주기는 약 96，000년으로 해수면의 단기 변동주기와 밀접하게 연 

관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최근 들어， 퇴적층 연구와 석유탐사 등에 폭넓게 적용되고 있는 시권스 층서의 개 

념으로 보았을 때， 두무골층은 하부의 transgressive systems tract와 상부의 

highstand systems tract로 구성 된 하나의 third- order depositional sequence로 해석 된 

다. 두무골층의 하부경계는 해침이 시작되었음을 지시하는 transgressive surface를 나타 

낸다. Transgressive systems tract는 두무골층의 하부를 구성 하고 있으며 , 하부에 서 

상부로 가면서 점차 퇴적수심이 깊어지는 양상을 나타낸다. Maximum flooding 
surface는 비록 야외증거는 없지만 transgressive systems tract의 최상부에 나타나는 

shale중에 발달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Highstand systems tract는 두무골층의 상부를 

이루고 있으며， 상부로 가면서 점차 퇴적수심이 얄아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조하대에 

서 퇴 적 된 암상의 집 적 양상(stacking pattern)은 주로 aggradation한 양상을 보여 주며 , 

이는 초기 highstand 상태임을 시사한다. 후기 highstand와 sequence의 상부경계는 두 
무골층의 상위층인 막골층중에 발달할 것으로 사료된다. 

이 연구의 마지막 장은 전세계의 캠브로 오르도비스기의 탄산염 지층에서 특징적으 

로 발달하는 평력암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 평력암에 대한 자료를 약 72 개 정도 수집 

하고 정리하였다. 이들 자료에 의하면， 평력암은 지질시대로 보았을 때， 후기 원생대에 

서부터 캠브리아기를 거쳐 전기 오르도비스기에 이르는 동안의 천해성 탄산염 지층에 

서 흔히 발견된다. 이러한 지질시대 동안 평력암이 많이 나타나는 것은 당시의 전지구 

적인 환경요인들이 평력암의 생성에 적합했었기 때문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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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Some 70% of the rocks at the Earth ’s surface are sedimentary in ongm. 

Siliciclastic sedimentary rocks represent the most familiar sedimentary rock and 

include conglomerate, sandstone, and shale. Siliciclastic sedimenatry rocks are 

formed by transport and deposition of detrital sediments. Contrary to the 

siliciclastic ones, the carbonate sediments are formed mainly through biological 

and/or biochernical processes, with rninor inorganic precipitation of CaC03 from sea 

water. Once deposited, the chernical and physical processes of diagenesis modify 

the carbonate sediment. 

The econornic importance of carbonate rocks today lies chiefly in their reservoir 

properties since about half of the world ’s major petroleum reserves are contained 

within carbonate rocks (Roehl and Choquette, 1985). Limestones and dolostones are 

also hosts to epigenetic lead and zinc sulphide deposits of the Mississippi Valley 

type and they have a wide variety of chernical and industrial uses including the 

manufacture of cement (Tucker, 1991). 

In the Korean Peninsula, the majority of carbonate rocks occur in the Lower 

Paleozoic strata, the ]oseon Supergroup. In southem Korea, the ]oseon Supergroup 

primarily accumulated in northeastem part of the Ogcheon Fold Belt (Fig. 1- 1). 

The ]oseon Supergroup consists mostly of carbonate sediments with interbedded 

siliciclastic sediments, which were generally deposited in shallow marine 

environments. The ]oseon Supergroup has been divided into five lithological units 

based on the type locality (Fig. 1- 2); they are the Duwibong, Yeongweol, 
]eongseon, Mungyeong , and pyeongchang unit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ive 

units are not fully understood. The first purpose of this study is to review the 

state of the art on the Duwibong uni t. For this purpose, each formation is 

summarized in terms of lithostratigraphy, sedimentary characteristics,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biostratigrapy.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sequence stratigraphy have changed 

the way we analyze carbonate sedimentary successions as well as siliciclastic 

sedimentary succession (Sarg, 1988). Fundamental to interpretation of carbonate 

rocks in a sequence stratigraphic framework are considerations of relative sea- level 

changes, which result from the combination of eustasy and tectonic subsidence. 

Relative sea-level change exerts important controls on depositio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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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form margin.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identify sequence boundaries in 

outcrop by lateral tracing of critical horizons suspected of being onlap or downlap 

surfaces. Rather, variations in stacking pattems of meter-scale cycles 

(parasequences) provide a high- resolution data set for identification of sequence 

boundaries and internal systems tracts on a broad, fully aggraded carbonate 

platform (Goldhammer et a1., 1990; Osleger and Read, 1991). At first glance, the 

Lower Ordovician Dumugol Formation, Korea appears to be a monotonous stack of 

limestones and shales. However, detailed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Dumugol 

Formation contains a variety of storm deposits, and that the Dumugol Formation 

contains numerous meter-scale, shallowing- upward cycles (parasequences). In 

addition, when viewed from a sequence stratigraphic perspective, the Dumugol 

Formation is shown to represent a third-order sequence composed of two 

depositional systems tracts. The objectives of the second topic are threefold: (1) to 

review sedimentology of the Dumugol Formation, (2) to describe meter- scale, 

shallowing-upward cycles of the Dumugol Formation and to discuss their ongm; 

and (3) to evaluate the depositional pattems of the Dumugol 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sequence stratigraphy. 

Flat-pebble conglomerate is an intraformational conglomerate (calcirudite) 

composed of rounded, tabular intraclasts with mixed bioclastic and micritic matrix. 

Flat- pebble conglomerates are common in shallow water carbonate succession. 

Additionally, it is known that the occurrence of flat-pebble conglomerate within 

shallow water carbonate succession shows considerable difference according to 

geologic age. Flat- pebble conglomerates are especially abundant in shal10w water 

succession from the Neoproterozoic through the Cambrian to the Early Ordovician. 

The purpose of the final topic is (1) to review occurrence of flat-pebble 

cα19lomerates lithofacies, in terms of both geographic distribution and geologic age; 
(2) to describe general feature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and to discuss their 

genesis; (3) to discuss the role of paleo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formation of 

i1at-pebble conglomerates. 

- 14 -



2. THE MIXED SILICICLASTIC AND CARBONA TE 

SEDIMENTS IN THE CAMBRO-ORDOVICIAN 

JOSEON 

SUPERGROUP (DUWIBONG UNIT) , KOREA 

2.1. GENERAL STATEMENTS 

The Lower Paleozoic sedimentary rocks, the ]oseon Supergroup, in southem 

Korea primarily accumulated in northeastem part of the Ogcheon belt which is a 

continental margin-type depression ttending northeast-southwest (Fig. 1-1). The 

]oseon Supergroup consists mostly of carbonate sediments with interbedded 

siliciclastic sediments, which were generally deposited in shallow marine 

environments. The sequence was first named as the ]oseon Formation by Inoue 

(1907) and then Geological Investigation Corps of Taebaegsan Region (GICTR) 

(1962) modified the ]oseon Formation to a rank of System and subdivided into two 

Series, the lower Yangdeog and the upper Great Limestone Series. The Yangdeog 

Series consists of clastic sedimentary rocks such as quartzite and shale, and the 
Great Limestone Series is dominant with carbonate. The ]oseon Supergroup has 
been divided into five lithological units based on the occurrence of locality, the 
Duwibong, Yeongweol, ]eongseon, Mungyeong, and Pyeongchang units (Fig. 1-2). 

The Duwibong unit of the ]oseon Supergroup occurs in Taebaeg, Yeongweol, 
Danyang, and ]eongseon areas and the type locality of the unit is located in the 
southem part of the Baegunsan Syncline (Fig. 1- 2). The Duwibong unit overlies 

unconformably the Precambrian granite gneiss and metasedimentary rocks of the 
Yulli Group and is overlain unconformably by the Carboniferous to Triassic 
Pyeongan Supergroup clastic rocks. 

Cheong (1969) divided the Duwibong unit of the Joseon Supergroup into two 
groups; the Cambrian Samcheog Group (900- 1100 m thick) and the Ordovician 
Sangdong Group (500옹00 m thick, Fig. 2- 1). The Samcheog Group consists of the 
Jangsan, Myobong, Daegi, Sesong, Hwajeol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Fig. 
2- n The Sangdong Group is made up of five formations ; the Dongjeom, Dumugol, 
Maggol, Jigunsan, Duwibong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Fig. 2- 1). 

2. 2. JANGSAN FORMA TION 

The Jangsan Formation is the basal strata of the Duwibong unit of the Joι‘cm 

Supergroup and overlies uncon fo rmably the Precambrian granite gneis s an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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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edimentary rocks of the Yulli group. The formation consists mainly of milky 

white, light gray to light pinkish quartzite. In the middle to upper part, some beds 

of quartzite contain well- rounded cobbles (5-10 cm in diameter) of quartzite, slate, 

and gneiss. Herringbone cross-stratification, horizontal stratification, and graded 

bedding are observed in the quartzite beds. Thickness of the formation varies from 

50 to 200 m. 
Yun (1978) suggested that the ]angsan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barrier 

beach- nearshore environment on the basis of the texture and composition of 
quartzite. No fossil has been yet found. It is thought that the ]angsan Formation is 
of Early Cambrian because it is conformably overlain the Myobong Formation. 

2. 3. MYOBONG FORMA TION 

The Myobong Formation conformably overlies the ]angsan Formation. The 
Myobong Formation is about 100 to 250 m in thickness. The formation consists 
mainly of dark gray to dark greenish gray siltstone to shale. Shale and siltstone 
have some stringers of fine - to coarse- grained sandstone. Desiccation cracks and 

ripple marks are commonly observed in the shale to siltstone. The upper part of 
the formation includes oolitic limestone.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of the formation is much controversial. Kobayashi 
(1966) reported well- preserved sun cracks, and suggested that the formation was 

partially deposited under a littoral environment. Reedman and Um (1975) also 
concluded that the contemporary sea floor was once uplifted and underwent a 
subaerial exposure during the deposition of the formation. However, Son and 

Cheong (1965) considered, on the basis of the predominant arg il1aceous sediments, 
that the formation was deposited rather in a deeper environment than the 
underlying ]angsan Formation. Yun (1978) suggested that the lower part of the 

formation represent a transgressive facies following the regressive facies of the 
]angsan Formation. Through the analysis of lithofacies, Park et al. (1994) 
suggested that the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shallow marine environment, 
consisting of offshore to nearshore inner shelf, macrotidal flats , ooid shoals. They 
also suggested that storms played an important role in the deposition of the 
Myobong Formation as well as fair - weather processes. 

Macrofossils reported in the Myobong Formation include 4 species of trilobites, 2 

species of brachiopods, and one species of cephalopod (Kobayashi , 1966). Kobayashi 

(1966) subdivided the formation into four fossil zones, namely, Redlichia, Elrathia, 

Mapania , and Bailiella zones in ascending order, and assigned the formation to be 
Early to early Middle Cambrian in age. 

” i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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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4. DAEGI FORMATION 

The Daegi Fonnation overlies confonnably the Myobong Fonnation, and consists 

maìnly of milky white, light gray to dark gray massive limestone with argillaceous 

lime mudstone, intrafonnational carbonate breccia, oolitic limestone, and dolomitic 

1imestone. The fonnation is 150 to 300m in thickness. GICTR (962) renamed the 

formation as the Pungchon Formation. 

Son and Cheong (965) interpreted that the fonnation was deposited in deeper 

water than the Myobong Fonnation because pure limestone predominantly occurs. 

Petrographic analysis of the limestone indicates that the fonnation was deposited in 

a clear water carbonate shelf environment, and that the dolomitic limestone in the 

upper p따t of the fonnation would have been deposited in a lagoonal environment 

(Yun, 1978). On the basis of chemical composition of carbonate, Kim and Park 

(1981) suggested that the Daegi Fonnation was deposited in an arid, hypersa1ine, 

and very shallow environment. Park and Han 0986, 1987) and Park et a1. (987) 

suggested that the Daegi Fonnation was deposited in a shallow marine 

environment, ranging from a peritidal flat and oolitic shoal to fore- anψor 

back-reef slope environment. 

Kobayashi (966) reported the invertebrate fossi1s from the Daegi Fonnation; 19 

species of trilobites, 2 species of brachiopods, and one species of Hyolithes. He 

divided the fonnation into three fossil zones: M egagraulos, Solenoparia , and 

Olenoides zones in ascending order. On the basis of occurrence of fossi1s , the 

Daegi Fonnation is corre1ated with the Tangshian of the Midd1e Cambrian Fuchoan 

Series in North China (Kobayashi, 1966). 

2. 5. SESONG FORMA TION 

The Sesong Fonnation confonnab1y over1ies the Daegi Fonnation, and consists 

maín1y of b1uish gray, yellowish gray, dark gray to dark reddish mar1 or slate 

intercalated with thin- bedded, fine - grained sandstone and 1ight gray 1imestone beds. 

Some marl or slate is well- stratified and graded bedding is a1so observed. 

Thlckness of the formation varies from 10 to 30 m. 

i 퍼 k 닌 al. (985) interpreted fine - grained sandstone beds in this fonnation as a 

lur써써Le ， and suggested that the Sesong Fonnation represent ancient submarine fan 

deposits tr“n~ported by turbidity current and debris flow. 

Kobayashi (966) reported the invertebrate fossi1s from the Sesong Fonnation; 

17 species of tr ílobites, 2 species of brachiopods, one species of gastropod, and one 

작)딸lC~ 낀t' crustaceJn. On the basis of these invertebrate fossi1s, Kobayashi (966) 

divldcd the forrnμtion into two fossil zones ; the lower S tephanocare an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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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per Drepanura zones. Kobayashi (1966) concluded that the Sesong Formation 

may be equivalent to the Kunshanian Stage of the Cambrian Fuchoan Series in 

North China. 

2. 6. HW AjEOL FORMA TION 

The Hwajeol Formation conformably overlies the Sesong Formation and is about 

200 to 260 m thick. The characteristic lithologies of this formation are ribbon rock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altemations of limestone and marl and flat-pebble 

conglomerates. Locally , some quartzite beds are interbedded in the upper part of 

the formation. 
Park (985) interpreted that the ribbon rock (or rhythmite) of the Hwajeol 

Formation was formed by diagenesis. Park and Han (985) suggested that the 

flat- pebble conglomerates were formed by storm erosion, transportation, and 

redeposition of early cemented carbonate. 

There are two contrasting views of depositional environment; shallow or deep 

marine settings. The Abundance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and ribbon rocks 

indicates a shallow marine or tidal environment (Son and Cheong, 1965; Woo and 

Park, 1989). On the other hand, chemical composition, abundant occurrence of 

fine - grained sediments and sedimentary structures such as graded bedding and 

small- scale cross stratification, are suggestive of a deep marine setting with 

limitation of the siliciclastic influx (Yun, 1978; Kim and Park, 1981). 

Kobayashi (966) reported the invertebrate fossils from the Hwajeol Formation; 

76 species of trilobites, 19 species of brachiopods, 3 species of gastropods, 2 

species of hyolithids, one species of cystoid. Based on these invertebrate fauna , 

Kobayashi (1966) divided the formation into five fossil zones: Proch띠ngla， 

Chuangia, Kaolishania, Dictyites, and Eoorthis zones in ascending order. He 

correlated the formation with the Upper Cambrian Chaumitian Series in North 
China. On the other hand, Muller (1964) reported 8 form species of conodonts from 

the uppermost part of the formation, and suggested the possibility of which the 

upper limit of the formation may be extended to the earliest Ordovician. 
Based on several conodont fossils , Lee and Lee (971) and Lee (1975) came to a 

similar conclusion that the Hwajeol Formation is of the Upper Cambrian. Lee 

(989) and Lee and Lee (1988) described 23 form species of conodonts and 

established four conodont zones, namely, Proconodontus 20ne, Eoconodontus 

notchpeakensis 20ne, Cambrooistodus minutus 20ne, and Cordylodus prooL'US zone 

in ascending order. They also reported few specimens of conodonts indicative of 

the earliest Ordovician from the uppermost part of the Hwajeol Formation, μnd 

suggested the possib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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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arliest Ordovician, as suggested by Muller (1964). 

2. 7. DONG]EOM FORMATION 

The Dongjeom Formation conformably overlies the Hwajeol Formation. The 

formation is about 10 to 50 m thick and consists of gray to pinkish white 

quartzose sandstone and calcareous sandstone. The quartzite is mainly light gray 

to dark gray in colour and medium grained in texture. Quartz grains are well 

rounded and the rock shows good textural and compositional maturity (Park, 1992). 

Thin bedded and light gray siliceous limestone beds are intercalated in places. 

Studies on the grain size, degree of sorting and roundness of the formation 

suggested that it is eolian sediment which was blown and deposited in shallow 

water (Son and Cheong, 1965). Choi (1990) interpreted that the formation was 

deposited in storm- influenced offshore to nearshore tide- influenced environments by 

lithofacies analysis. 

Fossils rarely occur in the Dongjeom Formation. Kobayashi (1966) reported a 

trilobite species, Pseudokainella iwayai with some other poorly preserved, 

unidentified fossil fragments. However, considering the faunas of both the 

underlying Hwajeol Formation and the overlying Dumugol Formation, the 

Dongjeom Formation is the Tremadocian or earliest Ordovician in age. 

2. 8. DUMUGOL FORMA TION 

The Dumugol Formation conformably overlies the Dongjeom Formation. The 

lower part of the formation consists primarily of greenish gray marl to calcareous 

shale and ribbon rock (alternation of shale and limestone) with interbedded 

flat - pebble conglomerates, while dark gray limestone predominates in the upper 

part. Small carbonate buildups are locally observed. The thickness of the formation 

ranges from 100 to 200 m. 

Frequent occurrence of alternations of shale (or marl) and limestone beds are 

indicative of depositional setting in a somewhat deeper environment than the 

underlying Dongjeom Formation (Son and Cheong , 1965). Through the analyses of 

lithofacies, Lee and Choi (1987) suggested that the formation was deposited in open 

marine platform environments, which were frequently influenced by storm 

processes. Lee and Kim (1992) interpreted that storms were very important in the 

deposition , based on five types of storm deposits in the formation , and that the 

depositional environments was in a storm-influenced carbonate ramp. Also Kim 

and Lee (1998) have studied the Dumugol Formation in terms of cyclostratigra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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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ording to them, the Dumugol Formation represents a third-order depositional 

sequence consisting of the lower transgressive systems tract and the upper 

highstand systems tract. They also reveal that the Dumugol Formation contains 
numerous meter- scale, shallowing- upward cycles due to high- frequency (fourth- to 

fifth -order) oscillations of sea level. 

The Dumugol Formation also contains abundant marine-lithified features, such 
as calcite nodules , continuous micrite layers (incipient hardgrounds) , hardgrounds, 

intraclasts and mud-mounds as well as many types of marine cements (Kim and 

Lee, 1996). The abundance of these marine-lithified features and marine cements 
indicates that the Dumugol sea floor was undersaturated with respect to aragonite, 
but supersaturated with respect to calcite, which is indicative of a ’calci te sea' 
(Kim and Lee, 1996). 

Kobayashi (1966) reported the following invertebrate fossils from the Dumugol 

Formation; one species of verme, 5 species of brachiopods, one species of 

pelecypod, one species of gastropod, 3 species of cephalopods, 28 species of 

trilobites, and one of notostracan. Based on faunal assemblage, Kobayashi (1966) 

divided the Dumugol Formation into two fossils zone; the lower Asaphellus and the 

upper Protopliomerops zones. Kobayashi (1966) correlated the fauna of the 

Asaphellus Zone to the Tremadocian of South Asia and Europe, and that of 
Protopliomerops Zone to the Tremadocian of Baltic region on one side and the 

Canadian of North America on the other. Choi and his coworkers have reexamined 

invertebrate fossils of the Dumugol Formation (Choi, 1990; Choi and Lee, 1988, 

Choi and Kim, 1989, Kim et al., 1991). Lee <1970, 1975) and Lee and Lee (1971) 

reported 43 form species of conodonts and correlated these with the early to middle 

Arenigian ones of Europe and North America. 

Seo (1990) and Seo et al. (1994) established four conodont zones in the 
formation , Chosonodina herfurthi- Rossodus manitouensis zone, Scolopodus 

quadraplicatus zone, Paracordylodus gracilis zone, and Triangulodus leei zone in 

ascending order. They correlated the fauna of the C herfurthi-R. manitouensis and 
S. quadraplicatus zones to the Tremadocian of North American Mid- continent, 
North China, Australia, and Northem Europe, and that of the P. gracilis and T 
leei zones to the lower Arenigian of North America and Northem Europe. 

2. 9. MAGGOL FORMA TION 

The Maggol Formation conformably overlies the Dumugol Formation. The 

formation is about 250 to 400 m thick, and composed of lime mudstone to dolomitic 

lime mudstone , flat - pebble conglomerate, skeletal and non-skeletal grainston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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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z siltstone and thin- bedded mudstone. The Maggol Formation shows a 

variety of sedimentary structures indicative of tidal- flat environment, such as 

stromatolite, ripple mark, desiccation crack, rhythrnic bedding , bird ’ s-eye structure, 
and bioturbation. 

Paik (1985, 1987) suggested that the Maggol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tidal 

flat environment, especially under hypersaline conditions, as evidenced by the 

presence of evaporite rninerals. For the dolomite of the formation developed 

extensively, the dolomitization occurred in the rnixing zone and some dolomites, 

especially associated with stramatolite and desiccation cracks are early diagenetic 

in origin in the hypersaline (Paik, 1985, 1986, 1988). 

Kobayashi (1966) reported 2 species of brachiopods, 1 species of pelecypod, 2 

species of gastropods, one of ribeirid, and 21 species of trilobites from the basal 

part of the Jigdong Formation, equivalent to the Maggol Formation in the present 

usage and assigned the Clarkella zone to the basal part of the formation. 

Kobayashi (1966) concluded that the basal part of the Jigdong Formation, 
containing the Clarkella zone, could be correlated with the middle to late Canadian 

in North America fauna rather than European one. Based on a few cephalopod 

fossils , Kobayashi (1966) also designated three fossil horizons in the middle and 
upper parts of the formation; Manchuriceras horizon (2 species of cephalopods) , 

Polydesmia horizon (2 species of cephalopods), and Sigmorthoceras horizon (1 

species of cephalopods) in ascending order and correlated these fossil horizons with 

the late Canadian to middle Chazyan in North America. 

Lee and Lee (1971) and Lee (1976) described 39 form species of conodonts from 

the Maggol Formation and divided the formation into two fossil zones; the lower 

zone and the upper zone. Lee (1976) correlated the lower zone with the middle to 

late Canadian, and the upper zone with the Chazyan in North America, 
respectively. 

2. 10. JIGUNSAN FORMATION 

The jigunsan Formation overlies the Maggol Formation and is about 50 to 100 

m thick. The formation consists most1y of dark gray shale, which is commonly 

ca1careous and poorly larninated. Limestone beds are also developed in the lower 

part. The uppermost part of the formation was deposited relatively deep subtidal 

environment below storm wave base (Lee, 1988; Hyeong , 1990). 

The formation contains abundant macrofossils such as brachiopods, trilobites , 

gastropods, and cephalopods. Kobayashi (1966) reported the following invertebrate 

fossils from the jigunsan Formation: 2 species of graptolites , one specie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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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stracod, one species of plumites, 3 species of brachiopods , 13 species of 
pelecypods, 6 species of gastropods , 46 species of cephalopods, and 16 species of 
trilobites. Kobayashi (966) concluded that the formation could be correlated with 
the Llandeilian in European fauna rather than to North American fauna. 

Lee (977) reported 23 form species of conodont from the formation and 
suggested that the formation may be correlated with the upper Llanvirnian to 
Llandeilian. Lee and Lee (1986) established Eoplacognathus suecicus - E. 

jigunsanensis assemblage zone in the middle and upper parts of the jigunsan 
Formation and this zone was correlated with E. suecicus - Acontiodus ( ?) 

/ir，αiensis zone of the lower Upper Machiakou Formation in North China and 
interpreted that the formation were deposited in the deep shelf. Later, Lee and Lee 
(990) established E. suecicus - E. jigunsanensis zone and correlated the formation 
with the middle part of the Upper Machiakou Formation in North China, the middle 
Llanvirnian in Europe, and the fauna 4 of the North American Midcontinent. 

2. 11. DUWIBONG FORMATION 

The Duwibong Formation which is the uppermost strata of the Duwibong unit 
of the joseon Supergroup, conformably overlies the jigunsan Formation and is 
overlain unconformably by the Carboniferous-Triassic Pyeongan Supergroup. The 
Duwibong Formation consists mostly of light gray to gray massive limestone. 
Limestone of this formation is commonly fossiliferous and conatins oolitic or 
peloidal grains. Beds of calcareous shale and dolomitic limestone are commonly 
intercalated in the lower part of the formation. The formation is about 50 m in 
thick. 

Han (1987) suggested that the Duwibong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shallow 
marine environment ranging from deep subtidal to intertidal, and that the formation 
represents a regressive succession. Lee (1988) suggested that the lower part of the 
formation was deposited on a storm- influenced open- marine platform. Hyeong 
(990) and Hyeong and Lee (1992) interpreted that the Duwibong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carbonate ramp system consisting of deep ramp to basin, shoal 
complex, lagoon , and intertidal environment, during general regressive phase. 

Kobayashi (966) described a total of 44 species of macrofossils from nine 
localities. They are 3 species of brachiopods, 9 species of pelecypods, 17 species of 
gastropods , one species of hyolithid, 11 species of cephalopods, 2 species of 
trilobites, one species of riberioid. He also reported some indeterminable sponges, 
bryozoans, and crinoid stems. Kobayashi (1966) correlated the fauna of the 
formation to the Toufangian of North China, the Caradocian of Europe, and the 
Black River- Trenton of North America. He stated that the Duwibong fauna is 
more closely related to the Arctic- North America bioprovince than to the European 
one.Lee (977) reported 65 form species of conodont and dated the Duwibong 

Formation to the Llandeilian to Lower Caradocian in Eur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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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YCLOSTRATIGRAPHY OF THE LOWER 

ORDOVICIAN 

DUMUGOL FORMATION, KOREA: METER-SCALE 

CYCLICITY AND SEQUENCE STRA TIGRAPHIC 

INTERPRET A TION 

3.1. BACKGROUNDS 

Recent advances in our understanding of sequence stratigraphy have changed 
the way we analyze sedimentary successions. The underlying premise of sequence 
analysis is that sediments are deposited as units (sequences) of genetically related 
lithofacies bounded by unconforrnities (sequence boundaries) (Vail et a1., 1977; Van 
Wagoner et a1., 1988). Such a sequence stratigraphic technique was originally 
developed for an analysis of siliciclastic successions, but has been increasingly 
applied to analyze carbonate rocks (e.g. , Sarg, 1988) and/or mixed carbonate and 
siliciclastic sediments (e.g., Holland, 1993). 

Fundamental to interpretation of carbonate rocks in a sequence stratigraphic 
frarnework are considerations of relative sea- level changes, which result from the 
combination of eustasy and tectonic subsidence. Relative sea- level change exerts 
important controls on depositional accommodation space, carbonate productivity, 
platforrn growth, stratal patterns and thickness, and distribution of facies. 
Carbonate platforrns tend to accrete to sea- level over much of their areal extent, 
producing several scales of shallowing- upward cycles; therefore it is useful to 
define carbonate sequence boundaries in relationship to the platforrn margin 
However, it is often difficult to identify sequence boundaries in outcrop by lateral 
tracing of critical horizons suspected of being onlap or downlap surfaces. Rather, 
variations in stacking patterns of meter- scale cycles (parasequences) provide a 
high- resolution data set for identification of sequence boundaries and internal 
systems tracts on a broad, fully aggraded carbonate platforrn (Goldhammer et a1., 

1990; Osleger and Read, 1991). 

At a first glance, the Lower Ordovician Dumugol Forrnation, Korea appears to 
be a monotonous stack of limestones and shales. However, detailed observations 
reveal that the Dumugol Forrnation contains a variety of storrn deposits, as well as 
numerous meter- scale, shallowing-upward cycles (parasequences). In addition, when 
viewed from a sequence stratigraphic perspective, the Dumugol Forrnation is shown 
to represent a third- order sequence composed of two depositional systems tracts. 

The objectives of this chapter are threefold: (1) to review sedimentology of the 
Dumugol Forrnation, (2) to describe meter-scale, shallowing- upward cycle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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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mugol Formation and to discuss their origin; and (3) to evaluate the depositional 
pattems of the Dumugol Formation within a framework of sequence stratigraphy. 

3.2. GEOLOGICAL SETTING 

The Lower Paleozoic strata in Korea have been called as the ]oseon 
Supergroup. In southem Korea, the ]oseon Supergroup primarily occurs in 

northeastem part of the Ogcheon Fold Belt (Fig. 1-2), and consists mostly of 
carbonate sediments with interbedded siliciclastic sediments, which were generally 

deposited in shallow marine environments. The ]oseon Supergroup has been divided 
into five lithological units based on the type locality (Fig. 1- 2): Duwibong, 
Yeongweol , ]eongseon, Mungyeong , and Pyeongchang units. The relationship 

among these five units are not fully understood. 
The Duwibong unit of the ]oseon Supergroup is distributed in Taebaeg, 

Yeongweol, Danyang, and ]eongseon areas surrounding the Baegunsan Syncline 
(Fig. 1- 2) . The Duwibong unit overlies unconformably the Precarnbrian granite 

gneiss and the Yuli Group and is overlain unconformably by the Carboniferous to 

Triassic Pyeongan Supergroup. The Duwibong unit consists of the Carnbrian 
Samcheog Group (900 - 1100 m thick) and the overlying Ordovician Sangdong 

Group (500 - 800 m thick; Cheong, 1969; Fig. 2- 1). 

During the Lower Paleozoic, the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the Duwibong 

unit) , where the study area belongs to, is regarded as having been connected with 

the North China block (Cluzel et al., 1990, 1991). Development of extensive 
carbonate- platform deposits in the North China block (Feng et al., 1989; Meng and 
Ge, 1996) is indicative of a stable setting such as passive margin or cratonic 
interior, which is the case for the Duwibong platform. 

The Lower Ordovician (Tremadocian- Arenigian) Dumugol Formation 065 - 250 
m thick) rests on the Dongjeom Formation (Lower Ordovician, 5 - 50 m thick) and 
is overlain by the Middle Ordovician Maggol Formation (300 m thick). The 
Dumugol Formation is well exposed in the southem part of the axis of the 
Baegunsan syncline (Fig. 3- 1) and consists of ten lithofacies: fine - grained 
sandstone- mudstone couplet, thick- bedded sandstone, bioturbated sandstone to 
siltstone, ribbon rock, flat - pebble conglomerate, skeletal limestone, marl to shale, 

shell layer and laminated calcisilitite, carbonate buildup , and lime mudstone to 

wackestone. Brief descriptions and interpretations of each lithofacies are shown 

in Table 3- 1; for additional information, the reader is referred to Lee and Kim 
(992) and Kim (995). 

The Dongj∞m Formation consist of fine- to coarse-grain어， well - sorted,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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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 . Map showing exposure belt of the Dumugol Formation (brick pattem) in the 

southern part of the Baegunsan syncline and the localities of the measured sec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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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1. Characteristics and interpretation of the Dumugol Forrnation lithofacies. 

Lithofacies Characteristics Interpretation 

Fine-grained sandstone/ Sharp base, fining-upward sequence, parallel Shallow silicic1astic rarnp, 

mudstone couplet lamination, thin bed thickness (1 -10 cm) silicic1astic storm deposits (Reineck 

ar엄 Singh, 1972; Tucker, 1잊강) 

Thick- bedded sandstone Sharp base, parallel lamination, thick bed Shallow silicic1astic ramp, 

thickness (> 10 cm) , thin mudstone partings silicic1astic storm deposits (Mount, 

1982; Driese et 려. ， 1991) 

Shallow silicic1astic ramp, 
Bioturbated sandstone to Moderate to peπasive bioturbation, some calcite 

bioturbation of silicic1astic storm 
siltstone noduIes 

deposits <Howard and Reineclι 

1981) 

Ribbon rock Variable bedding structure and content of 
insoluble residue (planar- and nodular- bedded 

ribbon rock, and flaser rock) 

R뀔) rarnp, backgrüund fine-믿am어 

d학JOSits， early lithification of 

carbonate sediments (Markello 뻐d 

Read, 1981; Möller and K피ngan， 

1~; Kim et 외 , 1앉l2; Kim and 

Lee， 1앉~) 

Flat- pebble 
conglomerate 

Sharp base, poor grading, well- rounded intraclasts, Shallow to deep ramp, proximal 

variable lithol앵ies of intrac1asts, v;뼈αlS matrices storm deposits (Markello and Read, 

1981; Sepkoski, 1982; Kim and 

냐e， 1앉~) 

Skeletal limestone Sharp base, thin to thick bed thickness , φen D:윌) raIl1J, proxirnal storm det:nsits 
marine fauna , massive to normal grading (마gner， 1 ffi2; Kreisa 와x:1 I3amJ:0ch, 

l ffi2) 

Marl to shale Lack of s어imentary lamination, greenish to dark Basin, background fine-grain외 

gray color deposits (Markello and Read, 1981; 

Brett, 1983) 

ShelHayer and 
laminated 

calcisiltite 

Sharp base, fining - upward sequences, parallel Deep ramp to basin, distal storm 

lamination, open marine fauna deposits (Kreisa, 1981; Brett, 1983; 

Sami and Desrochers, 1992) 

Carbonate buildup Mound shape, lime mudstone to wackestone Deep ramp, mud- mound (James and 

texture. no framework builder MacIntyre. 1985; Tucker, 1985) 

Lime mudstone to 

wackestone 

Shallow r밍np， background and storm 
Mottled texture due to bioturbation, some parallel 

d야JOSits (Seilacher. 1ffi7; Kreisa. 
lamination and/0r hummocky cross- stratification 

1981) 

M 

μ
 



Dongjeom Formation shows two shoaling upward trends representing the 

environmental changes from offshore to tide-influenced nearshore zones (Choi, 

1990). 

The Maggol Formation (Middle Ordovician) consists of bluish gray to gray 

massive or bedded limestones and dolostones, lens- shaped dolomitic limestone, and 

minor flat-pebble conglomerates. The Maggol Formation contains several features 

indicative of tidal - flat deposition, such as stromatolites, desiccation cracks, rhythmic 

bedding , birdeye structures and evaporite mineral casts (Paik, 1987). 

3.3. SEDIMENTOLOGY REVIEW 

3.3.1. Depositional Facies 

The Dumugol Formation in the southem part of the axis of the Baegunsan 

syncline consists of four depositional facies (Fig. 3-2; Lee and Kim , 1992; Kim , 

1995). Each facies is 10 - 50 m thick and is characterized by component lithofacies. 

A brief summary of each facies is provided in the following section and Figure 

운2; additional documentation of each facies and depositional framework is in Lee 

and Kim (1992) and Kim (1995). 

The shallow-siliciclastic- ramp facies comprises the lowest portion of the 

Dumugol Formation (Fig. 3- 2). This facies is characterized by the predominance of 

siliciclastic lithofacies such as fine- grained sandstone/mudstone couplet, 

thick- bedded sandstone, and bioturbated sandstone to siltstone. Minor interbedded 

carbonates include flat-pebble conglomerates and skeletal limestones. This facies 

reflects offshore transport of fine- grained siliciclastic material from nearshore 

environments through storm processes. 

The deep ramp facies is characterized by frequent altemation of ribbon rocks 

with flat - pebble conglomerates. Minor lithofacies include skeletal limestone, marl to 

shale, fining - upward shell layer and laminated calcisiltite, and carbonate buildup 

This facies is inferred to record the establishment of a low- energy subtidal ramp 

below fair - weather wave base, but above storm wave base. This facies is 

characterized by the accumulation of fine- grained sediments, the frequent storm 

influence, and the local development of carbonate buildups. 

The basinal facies consists primarily of marl to shale and ribbon rock , and 

minor lithofacies are fining - upward shell layer and larninated calcisiltite and 

thin- bedded flat - pebble conglomerate. This facies reflects the accumulation of 

fine - grained background sediments in a low- energy basinal setting , which was 

sporadically influenced by storm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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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GGOL FORMA 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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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ominant lithofacies of the shallow ramp facies is lime mudstone to 

wackestone, and minor lithofacies include flat - pebble conglomerate, skeletal 

limestone, and ribbon rock. This facies represents the development of a subtidal 

carbonate factory in a low- energy, shallow ramp, as evidenced by the 

predominance of lime mudstone to wackestone and its high degree of bioturbation. 

3.3.2. Depositional Framework 

The facies types . present in the Dumugol Formation indicate deposition in 

shallow- to deep- subtidal marine environments, which were frequently influenced 

by storm activities (Lee and Kim, 1992). The depositional system of the Dumugol 

Formation has been reconstructed as a homoclinal ramp based on the absence of 

shelf- edge barriers or reef (and associated lagoonal facies) anψor steep slope break 

(and associated mass flow deposits) (Ahr, 1973; Read, 1985). 

According to Lee and Kim (992) , the development of the Dumugol ramp can be 

divided into two stages. Figure 3- 3a shows a lateral facies change across the ramp 

during the early stage. Nearshore siliciclastic sediments, the Dongjeom Formation, 

grade into offshore argil1aceous carbonates (precursors of ribbon rock) and distally 

into marl to shale in the outer ramp and basin. Between the nearshore siliciclastic 

sediments and offshore carbonate sediments, a transitional mlxmg zone of these 

two sediments developed. Textural and stratigraphic mixing of both types of 

sediments were accomplished by strom processes that eroded, mixed, and then 

hydraulically segregated carbonate and siliciclastic materials (Tucker, 1982; 

Gevirtzman and Mount, 1986), resulting in deposition of shallow siliciclatic ramp 

facies. 

Outside the mlxmg zone, argillaceous carbonate sediments dominated. The 
carbonate factory may have been developed in patches because no thick carbonate 

beds have been recorded landwards or seawards. Early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on the deep ramp formed various early- lithified features, such as calcite 

nodules, continuous micrite layers Oncipient hardgrounds) , and hardgrounds (Kim 

and Lee, 1996). The deep ramp was frequently influenced by storm processes, 

resulting in the formation of proximal storm deposits , such as flat • pebble 

conglomerates and skeletal limestones. Further seawards, the basin was starved of 

carbonate sediments and marl to shale dorninated. However, frequent development 

of fining - upward shell layers and laminated calcisiltites within marl to shale of the 

basinal facies indicates that the basin was relatively shallow (probably less than 

100 m). 

The late stage of the Dumugol d악JOsition is shown in Figure 3-3b. The shallow ramp 

is now occupied sediments by carbonate instead of siliciclastic sediments. The mo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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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asin -→←킨eep-ramp -- Shallow-siliciclastic-ramp 

10 cml . 웰쫓 혈월 壘↑

b Basin -←-Oeep-ramp-휴- Shallow-ramp 

웰쫓 밸월 豊10 cml . 

Fig. 3-3 . Depositional profile and spectrum of storm deposits for the Dumugol 

Formation (after Lee and Kim , 1992). In the early stage (A) there were three 

subenvironments on the Dumugol ramp. The siliciclastic ramp on the landward side 

changes laterally into a deep ramp and then into a basin setting further seaward. The 

shallow carbonate ramp occupied the shallowest part of the Dumugol ramp during 

the late stage (8). C, clay; S, sand; G; grave l. 

-
이
 
J 



landward paπ of the ramp seems to be a carbonate tidal flat represented by the 

overlying Maggol Formation. The shallow-ramp deposit of the tidal flat is 

represented by lime mudstone to wackestone. 

In the transition from the early to late stage, several carbonate buildups 

developed on the shallow to deep ramp; however, they did not influence the 

surrounding environments, because of their limited dimension and patchy 

distribution. 

3.4. METER-SCALE CYCLES 

3 .4.1. Characteristics of Meter-scale Cycles 

Lithofacies of the Dumugol Formation are commonly stacked into meter- scale 

(0.5 - 5 m thick) cycles (Fig. 3- 4). Meter- scale cycles are characteirzed by upward 

increase in carbonate content, frequency and thickness of storm deposits, and the 

degree of bioturbation (Fig. 3- 5). A complete meter- scale cycle consists of three 

units: basal marl to shale, nodular- anψór planar- bedded ribbon rock in the 

middle, and the capping flaser rock (Fig. 3- 5). 

Marl to shale, a basal unit of the cycles, is typiclly unfossiliferous and lacks 

sedimentary lamination. Bioturbation features are also sparse. The content of 

insoluble residues of marl to shale is 50 - 70% in weight. 

The basal marl - to- shale unit is gradually overlain by the middle unit of planar 

and/or nodular- bedded ribbon rock (Figs. 3- 4 and 3- 5) . Ribbon rock generally 

shows an upward increase in the frequency of carbonate interbeds kalcite nodules 

and continuous micrite layers) and thin- bedded, distal storm deposits (shell layers 

and laminated calcisiltites). The content of insoluble residues in ribbon rock ranges 

from 18 to 35% in weight. In addition, thin- bedded, flat - pebble conglomerates are 

commonly intercalated in this middle ribbon rock unit. Like the basal marl to shale, 

the ribbon rock is characterized by low degree of bioturbation, and thin - bedded 

storm deposits are well preserved. 

Meter- scale cycles are typically capped by flaser rock (Fig. 3- 5) , which is 

characterized by higher carbonate contents (insoluble residue: 10 - 20% in weight) 

and somewhat higher degree of bioturbation. Shell layers and laminated calcisiltites 

are generally disrupted due to bioturbation, in some cases resulting in a 

wackestone texture. Where flaser rock does not cap the meter- scale cycle, the 

cycle is commonly capped by medium- to thick- bedded (>10 cm) , commonly 

amalgamated flat - pebble conglomerate. A few cycles are also capped by 

mud - mound horizons. The top of the cycle is abruptly overlain by marl to shale, 

which comprises the basal unit of the next cyc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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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4. Meter-scale cycles developed in the basinal facies. (A) and (8) Most 

meter-scale cycles show transition from marl to shale to planar- or nodular-bedded 

ribbon rock and to flaer rock, and are somewhat abruptly overlain by the basal marl 

to shale of the next cycle. However, the second cycle in the (8) is capped by a bed 

of flat-pebble conglomerate (FPC).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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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 Typical meter-scale, shallowing-upward cycles of the Dumugol Formation. The 

cycles consist of basal marl to shale, planar- or nodular-bedded ribbon rock in the 

middle, capping flaser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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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other characteristic of the Dumugol cycles is that the cycle do not show any 

lines of evidence for subaerial exposure and intertidal deposition, even at the top of 

the cycles. This suggests that the Dumugol cycles did not shoal to intertidal level 

but remained submergent throughout their depositional history. Similar meter-scale 

cycles consisting of purely subtidal lithofacies have been reviewed by Osleger 

(1991). 

The average cycle duration was estimated in the basianl facies at Dongjeom 
section, where the recognition of cycle boundaries is facilitated due to relatively 

good expoure and the conodont biostratigraphy is relatively well known (Seo and 

Lee, 1991; Seo et al., 1994). At the Dongjeom section, the basinal facies consists of 

50 cycles and spans roughly two conodont biozones: the lower Scolopodus 

quadraplicatus and the upper Paracordylodus gracilis zones. Through 

intercontinental correlation, Seo and Lee (1991) detennined the duration of these 

two conodont biozones as 3.0 and 1.8 Ma, respectively. By dividing estimated 

duration (4.8 Ma) by the numbers of meter- scale cycles (50 cycles) , the average 

duration of a meter- scale cycle is estimated to be 96 kyr. 

Meter- scale cycles of the Dumugol Fonnation show variations in degree of 

development, according to depositional facies. Cycles in the basinal facies are 
commonly completely developed, but those in the shallow- to deep- ramp facies are 

usually incomplete. Such incomplete development of meter-scale cycles in the deep 

to shallow ramp fcaies appears to be a result of disruption by stonn activity 
anψor bioturbation. 

3.4.2. Origin of Meter-Scale Cycles 

Mechanisms proposed for the generation of meter- scale cycles include 

tidal- f1at- controlled autocyclicity (Ginsburg , 1971), episodic subsidence (Cisne, 1986; 

Hardie et al., 1991), and eustatic oscillations of sea level (Grotzinger, 1986; 
Goldhammer et al., 1987; Koerschner and Read, 1989). Essential to the Ginsburg 
autocyclic model is the progradation of tidal flats over the subtidal carbonate 

factorγ ， terminating sediment generation until sufficient water depths attained by 
subsidence alone to resume carbonate production. However, the Dumugol cycles 
lack tidal- flat caps and consist entirely of subtidal lithofacies. Therefore, the 
autocyclic model involving tidal - flat progradation must be discarded as a plausible 

mechanism of the Dumugol cycles. Similar criticisms have been discussed by 
Osleger and Read (1991) and Osleger (1991). 

Repeated pulses of fault- induced downdropping (episodic subsidence) have been 

proposed to generate asymmetric meter-scale, shallowing-upward carbonate cy미es 

(Cisne , 1986; Hardie et a l., 1991). However, modern examples due to episod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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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bsidence are restricted to ones in tectonically active settings (Yeats, 1978; Bull 

and Cooper, 1986) , arid thus are poor1y analogous for those in ancient passive 

margins or cratonic basins. As the Dumugol Formation is known to have formed 

in a stable cratonic basins or on a matured passive margin, the repetitive 

meter- scale cycles of the formation is unlikely to have resulted from episodic 

subsidence. Other tectonic mechanisms, such as intraplate stress (Cloetingh, 1986) 

are too slow (0.01 - 0.1 m!kyr) and non-periodic to produce high- frequency 

meter- scale cycles. It seems hard to conceive that repeated tectonic pulses (each 

having fifth - to fourth - order frequency) produced repetitive, meter- scale cycles 

over a long period of time on a stable passive margin or in a cratonic basin. 

The most simple and actualistic mechanism for generating meter-scale, 

shallowing-upward cycles is eustatic sea- level fluctuations in the Milankovitch 

band (Grotzinger, 1986; Goldhammer et a1., 1987; Koerschner and Read, 1989; Er1ick 

and Read, 1991; Osleger, 1991; Osleger and Read, 1991; ]ennette and Pryor, 1993) 

Orbitally-forced, Milankovitch-type, sea- level oscillations with periods of -20, 41 , 

100, and 400 kyr have been well documented throughout the Quatemary and are 

attributed to climatically forced changes in glacier growth and decay (Hays et al., 

1976). Also, it has been increasingly documented that the development of ancient 

meter- scale cycles was primarily by eustatic sea-level fluctuations in the 

Milankovitch band (Herbert and Fischer, 1986; Grotzinger, 1986; Goldhammer et a1., 

1987; Koerschner and Read, 1989; Er1ick and Read , 1991; Osleger and Read, 1991; 

]ennette and Pryor, 1993). 

The followings may indicate that meter- scale, subtidal cycles of the Dumugol 

Formation were formed by high- frequency eustatic oscillations of sea level , 

probably controlled by fluctuations in glacial ice volume. (1) As discussed above, 

repetitive stacking of meter- scale cycles consisting exclusively of subtidal 

lithofacies on a mature passive margin or a cratonic interior rules out the 

autocyclic process and episodic subsidence as a plausible cycle- forming mechanism. 

(2) During Cambro- Ordovician time, the development of meter • scale, 

shallowing-upward cycles was not restricted to Korea, but a ubiquitous 

phenomenon throughout the world, including North America Ce.g. , Osleger and 

Read , 1991; Smith et a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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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ymmetric and are characterized by rapid rises and more gradual falls (Hays et 

al. , 1976; Read et al., 1986). A similar pattern of sea-level oscillation is reflected in 

the Dumugol cycles. (5) Glacio-eustatic sea-level oscillations in the Milankovitch 

band were known to be typical of icehouse period. However, it has been 

increasingly documented that glacio-eustatic sea- level oscillations could occur 

during greenhouse periods, such as the Cretaceous (Herbert and Fischer, 1986). (6) 

Although no major large- scale glaciers existed during the Early Ordovician, 

diamictites and striated cobbles have been reported in the lower Tremadocian 

strata of Argentina and Bolivia (Erdmann and Miller, 1981), which were located in 

P따t of Gondwana believed to have experienced cool climates during the Early 

Ordovician (Scotese and McKerrow, 1990). 1n addition, climate modelling of 

presumably warm periods of Earth history (i.e. greenhouse period) suggests that 

the interiors of mid- to high-latitude continents may have had subfreezing 

temperatures and that no global climate is truly equable (Sloan and Barron, 1990). 

As discussed above, the development of meter- scale, shallowig- upward cycles in 

the Dumugol Formation appears to have been mainly controlled by glacio- eustatic 

sea- level oscillations. However, it seems that the upward limit to subtidal 

carbonate accumulation was controlled by an intrinsic process of storm 

current/wave sweeping (Osleger, 1991; Jones and Desrocher, 1992; Jennette and 

Pryor, 1993). Storm current/ wave sweeping would tend to inhibit the aggradation 

of subtidal cycles to the intertidal level. Therefore, it is thought that storm 

current/wave sweeping was a subsidiary but perhaps critical mechanism for the 

development of subtidal cycles and the maintenance of subtidal water depth in a 

storm- dominated setting. 

3 .4 .3. Discussion 

It is known that subtidal cycles have been more commonly formed on open 
carbonate ramps than on reef- rimmed platforms, where instead, peritidal cydes 

appear to have been dominated, mainly due to differences in the energy regimes 

(Osleger, 1991; Jones and Desrochers, 1992). Open, deeply submerged carbonate 

ramps would be dominated by high- energy conditions because they are vulnerable 

to strong storm- current activity. Normal storm- related swells would travel 

unimpeded onto the ramp with li tt1e loss of energy until they impinged onto the 

bottom. The constant submarine erosion and redistribution would tend to inhibit 

aggradation above the zone of active storm reworking (Osleger, 1991). Much of the 

sediment supply necessary for the progradation of tidal flats may be lost to the 

deeper ramp because of the redistribution by offshore-flowing gradient currents 

that develop in response to barometrically induced coastal set up (Aigner,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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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ongshore current. 

1n contrast, reef-rimmed platforms may have been dominated by low-energy 

conditions because swells generated in the open oceans would rapidly lose energy 

during the encountering the protective reef rim. Fine- grained sediments would 

accumulate in restricted shallow subtidal lagoons, where it could be fed from 

prograding tidal flats. Offbank transport may have been reduced by the 

platform- edge reef barrier. The platform would maintain a fully aggraded, 

low- energy, flat - topped profile, enhancing the deposition of widespread peritidal 

lithofacies and the development of associated structures of episodic exposure. 

The meter- scale cyc1es in the Dumugol Formation are exc1usively of subtidal 

ongm and no peritidal cyc1es are found. The exc1usive development of subtidal 

cyc1es matches well to the suggestion that the Dumugol Formation was deposited 

in a storm- dominated carbonate ramp CLee and Kim, 1992). Storm erosion and 

redistribution of sediments would inhibit aggradation of the ramp above the zone of 

active storm reworking and the development of peritidal cyc1es, as suggested by 

Osleger (991). This interpretation is strongly supported by the fact that 

storm- reworked deposits (e.g. , flat- pebble conglomerates) are frequently observed 

near the top of meter- scale cyc1es. Furthermore, storm erosion and redistribution 

of sediments may also have inhibited the vertical aggradation of deposits and the 

development of subtidal cyc1es, instead leading to accumulation of very abundant 

storm deposits in the deep- ramp setting near the storm wave base (Lee and Kim , 

1992). 

The Dumugol subtidal cyc1es may correspond to "parasequences" according to 

the terminology of Van Wagoner et a1. (988) and Sarg (988) , as they are the 

smallest recognizable sequence- stratigraphic units within the Dumugol Formation. 

Variations in stacking patterns of meter- scale cyc1es (parasequences) provide a 

high- resolution data set for sequence stratigraphic analysis; indeed, some workers 

have successfully identified sequence boundaries and internal systems tracts from 

similar meter- scale cyc1es Ce.g. , Goldhammer et a1., 1990; Osleger and Read, 1991). 

However, our inability to correlate precisely between incomplete, widely scattered 

sections prevents a detailed analysis of meter- scale parasequences, thereby limiting 

our understanding of their significane within the Dumugol F 

3.5. SEQUENCE STRA TIGRAPHIC INTERPRET A TION 

The final objective of this chapter is to attempt to evaluate the depositional 

patterns of the Dumugol Formation within the framework of sequence stratigraphy , 

although the application of sequence- stratigraphic model to the Dumugo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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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ars some problemsl. First, the depositional system of the Dumugol Formation 

was a homoclinal ramp and lacked well-defined shelf- edge, slope system, which is 

vital for documenting lowstand and shelf- margin systems tracts. Second, precise 

documentation of systems tracts and their stratigraphic boundaries requires the 

field identification of onlap, downlap, and toplap surfaces, which has been inhibited 

by poor outcrops. On a broad, fully aggraded carbonate platform which lacks 

well- defined, shelf- edge, slope system, sequence boundaries and intemal systems 

tracts can be identified through an analysis of stacking pattems of meter- scale 

parasequences. However, this approach is also hindered by poor incomplete, widely 

scattered sections, as discussed above. 

Despite these difficulties, we can evaluate the Dumugol Formation as a 

third- order depositional sequence consisting of two systems tracts (Fig. 3- 6). Our 

sequence- stratigraphic interpretations are mainly based on lithogical changes in the 

composite columnar sections. Both large- scale (formation scale) and small- scale 

(depositional facies and lithofacies scale) changes are considered to interpret the 

Dumugol Formation in terms of sequence- stratigraphic mode l. Also, our 

sequence- stratigraphic interpretations apply the terminology derived from seismic 

stratigraphy (Brown and Fisher, 1977; Vail et al., 1977; Posamentier et al., 1988; 

Sarg, 1988; Van Wagoner et al., 1988). 

3.5.1. Transgressive Surface and Sequence Boundary 

From the viewpoint of sequence stratigraphy, the Dongjeom- Dumugol 

lithostratigraphic boundary is qualified as a transgressive surface (Fig. 3- 6) , 

because this boundary marks the tuming point from shallower, nearshore 

siliciclastic sedimentation to deeper, offshore subtidal siliciclastic/carbonate 

sedimentation. However, it remains unclear the nearshore siliciclastic sediments 

below the Dongjeom- Dumugol boundary represent a lowstand systems tract or a 
highstand systems tract. 

The regional , parallel alignment of the Dongjeom Formation along the strike, and 

its stratigraphic position between marine mudstone and carbonate sediment indicate 

that the Dongjeom Formation might have been deposited as offshore bar during the 

lowstand (Walker and Plint, 1992; James and Kendall , 1992). This interpretation is 

part1y supported by the overall coarsening- upward trend of the Dongjeom Formation 

(Choi, 1990). If this interpretation is correct, the lower sequence boundary could be 

found within the Dongjeom Formation. 

However, it cannot be precluded that the upper part of the Dongjeom Formation 

represents a highstand systems tract. If this interpretation is correct, the 

Dongjeom- Dumugol lithostratigraphic boundary can be qualified as a type 2 

sequence bounda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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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Transgressive Systems Tract 

1n the Dumugol sequence, th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based by a 

transgressive surface consists of three depositional facies: shallow siliciclastic ramp 

facies , deep ramp facies , and basinal facies in ascending order (Fig. 3-6) 

Stratigraphic distribution of these depositional facies shows a deepening of 

depositional environments, constituting a transgressive package in a broad sense. 

The stacking pattem of this transgressive systems tract is typically 

retrogradational, caused by a shoreward migration of deep- ramp to basinal 

environments, which were dominated by the deposition of fine - grained marly to 

argillaceous sediments. The deepening of the basin can be attributed to an increase 

in the rate of a third-order sea level rise. The rate of sea- level rise was probably 

high, thus carbonate production in the subtidal environments karbonate factory) 

failed to catch up with a sea level rise and the basin was starved of carbonate 

sediments. 

Several isolated mud- mounds developed in the transgressive systems tract, 

probably related to the reduction of siliciclastic- sediment input to offshore 

environments during the transgressive phase (Burchette and Wright, 1992). 

However, their growth was probably hampered by the rapid sea level rise and 
failed to catch up with a sea-level rise. 

3.5.3. Maximum Flooding Surface and Condensed Section 

The maximum flooding surface of the Dumugol sequence is allocated to the top 

of a thick, massive marl to shale bed (ca. 5 m in thickness) , which is intercalated 

in the upper part of basinal facies (Fig. 3- 6). This surface marks the tuming point 

of sea- level change from transgressive to regressive phase. Above this surface, the 

stacking pattern also changes from retrogradational to aggradational. 

The interval of thick , marl to shale bed (ca. 5m thick) just below the maximum 

flooding surface may represent the equivalent of the condensed section. The 

absence of carbonate interbeds in this interval suggests that the Dumugol ramp 

were fully drowned and carbonate production was shut down during the maximum 
flooding. However, unequivocal indicators of condensed sections, such as 

phosphatized surfaces and glauconite concentrations, were not observed. 

3.5.4. Highstand Systems Tract 

The upper half of the Dumugol Formation compnsmg a shallowing- upward 

succession from deep- ramp to shallow- ramp facies may represent a highst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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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s tract deposited during the periods of a slow sea- level rise (Fig. 3- 6). As 

the rate of sea- level rise slowed, the carbonate factory on the ramp recovered and 

carbonate production resumed there. The recovery of carbonate factory and the 

resumption of carbonate production are represented by the formation of mud- mounds 

and the interbedded carbonate beds in the deep- ramp facies. However, the rate of 

sea- level rise was more or less high for mud- mound growth, so that other 

carbonates to catch up with it. 

Further decrease in the rate of sea- level rise would favor more active production of 

carbonate sediments on the ramp, causing accumulation of thick- bedded, subtidal 

carbonate sediments. Such situation is represented by thick- bedded subtidal carbonate 

sediments. The deposition of lime mudstone to wackestone rnight catch up with 

the sea- level rise. The open- marine faunas and the abundant storm- generated 

sedimentary structures in this lithofacies suggest that a barrier- lagoon system was 

not developed during the deposition of this lithofacies. The predominance of 

subtidal deposition may represent the early stage of highstand systems tract and 

the dominant stacking pattern was aggradational to progradationa1. However, some 

intercalation of ribbon rock and marl to shale of a deep- ramp setting in the 

shallow ramp facies suggests that retrogradation also occurred intermittently when 

the rate of a sea-level rise increased and the rate of carbonate production and 

sedimentation was lowered. 

The late stage of highstand systems tract may be represented by the overlying 

Maggol Formation. According to Paik (1987) , the Maggol Formation consists 

mostly of peritidal deposits,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the late- stage highstand 

sea leve1. It is presumed that the upper boundary of the sequence may lie within 

the Maggol Formation. 

3.5.5. Discussion 

Application of seismically derived sequence stratigraphic terminology (e.g. , Vail 

et a1., 1977; Van Wagoner et a1., 1988) to thin, flat - lying passive margin or 

cratonic successions such as the Dumugol Formation is somewhat problematical. 

As described , the "systems tract" concept of Brown and Fisher (1977) does not 

appear to be directly applicable to the Dumugol sequence. Instead of consisting of 

linked, contemporaneous depositional systems composed of multiple depositional 

facies , the Dumugol sequence represent a single depositional system consisting of 

four laterally continuous depositional facies. In addition, the Dumugol Formation 

lacks shelf- margin geometries that appear to be vital for defining many seismically 

derived terms (e.g. , lowstand wedge, downlap). 

Despite these semantic difficulties, seismically derived sequence stratigraphic 

terminology probably can be applied to the Dumugol Formation because "syste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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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cts are defined objectively on the basis of types of bounding surfaces ... " (Van 

Wagoner et al., 1988). In summary, we feel that seismically derived 

sequence- stratigraphic concepts aid our understanding of the relation between 

depositional facies within the Dumugol Formation and changes in relative sea level, 
although we are uncomfortable applying terms that imply geometries characteristic 

of carbonate- platform margins. 

3.6. SUMMARIES 
1. The Dumugol Formation (Lower Ordovician) consists of mixed siliciclastic 

and carbonate sediments. The lithological characteristics indicate that the Dumugol 

Formation was deposited on a homoclinal ramp, which was frequently inf1uenced 

by storm activity. The Dumugol ramp system consisted of four subenvironments: 

shallow siliciclastic ramp, shallow carbonate ramp, deep carbonate r없np， and basin. 

2. Meter- scale (0.5 - 5 m thick) cycles are well developed in the Dumugol 

Formation, especially in the basinal facies. These cycles are characterized by a 

shallowing- upward character and consist of basal marl to shale, nodular- anψor 

planar- bedded ribbon rocks in the rniddle and capping f1aser rock or f1at- pebble 

conglomerates. The Dumugol meter- scale cycles were formed in a subtidal setting, 
but did not shoal to intertidal levels. The average duration of these cycles is 

estimated to be 96 kyr. The development of the Dumugol cycles is interpreted to 

have been caused by high- frequency (fourth- to fifth - order) oscillations of sea 

level. The upward limit to subtidal carbonate accumulation seems to have been 

controlled by an intrinsic process of storm current/wave sweeping. 

3. In terms of sequence stratigraphy, the Dumugol Formation corresponds to a 

third- order depositional sequence consisting of the lower transgressive systems 

tract and the upper highstand systems trac t. The Dongjeom- Dumugol 

lithostratigraphic boundary represents a transgressive surface. The transgressive 

systems tracts consist of siliciclastic-shallow-r하np facies , deep- ramp facies , and 
basinal facies in ascending order, constituting a transgressive package broadly. A 

maximum f100ding surface is thought to be located at transition between the lower 

transgressive systems tract and the upper highstand systems tract. The highstand 

systems tract consists of alternations of deep- to shallow- ramp facies , and is 

characterized by an overall shallowing upward trend. The predominance of 

aggradational stacking patterns and the subtidal lithofacies indicate that the 

highstand systems tract was developed during the early stage of sea- level 

highstand. The late stage of sea- level highstand and the upper sequence boundary 

could be located in the overlying Maggo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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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ORIGIN OF FLAT-PEBBLE CONGLOMERATES 

4.1. INTRODUCTORY NOTES 

Flat- pebble conglomerate is an intraformational conglomerate <Calcirudite) 

composed of rounded, tabular intraclast with mixed bioclastic and micritic matrix 

and is known to be common in shallow-water carbonate strata. 

Kim and Lee (1995) have reviewed flat - pebble conglomerates of Upper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age. According to them, flat - pebble conglomerates were 

abundantly formed in low- latitude, shallow seas during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through early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and subsequent 

storm erosion and reworking of early- cemented carbonate sediments. 1n addition, 
they suggested that environmental conditions, were optimal for the formation of 

flat-pebble conglomerates during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The purposes of this chapter are fourfold: (1) to review terminology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and corresponding carbonate conglomerates; (2) to review 

occurrence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lithofacies, in terms of both geographic 

distribution and geologic age; (3) to describe general feature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and to discuss their genesis; (4) to discuss the role of 

paleoenvironmental conditions in the formation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4.2. TERMINOLOGY 

1ntraformational conglomerates have been defined as "conglomerates formed 

within a geologic formation of material derived and deposited within that 
fonnation' CWalcott, 1894; cited in Demicco and Hardie, 1994). Folk (1959) defined 

the t얹n in없clast (adjec디V려 forrn is intraclastid as "fragments of penecontemporaneous, 

usually weakly consolidated carbonate sediment that have been eroded form 

adjoining parts of the sea bottom and redeposited to fonn a new sediment." 

A variety of older, mainly field - oriented, terms of obscure ongm have been 

applied to intraclastic conglomerates. These are, in general, related to the shape or 

orientation of the clasts within an intraclastic layer. Flat, tabular clasts with 

angular edges have been called sharpstone conglomerates and breccias, flakestones , 

and flat - pebble conglomerates, although the last term is also commonly used for 

conglomerates with rounded, discoidal clasts as well. Flat clasts in some cases 

stand on edge and are packed together to form fans of "edgewise" conglomerates. 

Other terms for intraformational conglomerates include carbonate conglomerates, 
intrarudites, intrasparites, intraclastic conglomerate, and others. Among these terms , 

in this chapter, the flat - pebble conglomerate is adopted as a representative ter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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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various types of intraformational conglomerates, because of its highest 

popularity and abundance of flat - shaped pebbles in intraformational conglomerates. 

4.3. GEOGRAPHIC AND STRA TIGRAPHIC OCCURRENCE OF 

FLAT-PEBBLE CONGLOMERATES 

Through a literature survey, some 72 exam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have been collected and tabulated in terms of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and 

location (Table 4- 1 to 4- 5). 

Geographically, numerous example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are found in 

North America (e.g. , Friedman and Radke, 1979; Markello and Read, 1981; 

Sepkoski, 1982; Pratt and James, 1986; Westrop, 1986; Whisonant, 1987; Chow and 

James, 1992; Dattilo, 1992; Wilson and others, 1992) , North China- Korea (Chen et 

a1., 1988; Chuanomao et a1., 1993; Meyerhoff et a1., 1991; Meng et a1., 1997; Lee 

and Kim, 1992) , Australia (Friedman and Radke, 1979; Druce et a1., 1982; Pa1mer 

and Wilson, 1990; Mount and Kidder, 1993). Minor localitie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include Kazakhstan (e.g. , Cook and others, 1991), Siberia (Knoll et 

a1., 1995), Europe (Tucker, 1982; Fairchild, 1980; Kazmierczak and Goldring, 1978) , 

Africa (Saylor et a1., 1995; Bertrand- Sarfati and Moussine- Pouchkine, 1988) , and 

South America (Canas, 1995). 

Stratigraphi떠lly， SO~ 63% of flat-pebble ∞nglo~tes lies in the Cambro- Ordovician 

starata. This ratio may be a minimum, because examples of Cambro- Ordovician 

flat - pebble conglomerates have a wide distribution extent relative to those of other 

ages. In addition, some examples of Cambro-Ordovician flat - pebble conglomerates 

have been described on the basis of group scale (e.g. , Meng et 허.， 1997), not 

formation sclae. Therefore these examples can be furtherly subdivided into more 

numbers if they are classified according to component formations . 

It is also noteworthy that examples of Upper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flat - pebble conglomerates make up about 72% of total Cambro- Ordovician 

flat - pebble conglomerate examples. Therefore, a hypothesis, suggested by Kim and 

Lee (1995) , that flat - pebble conglomerates represent a characteristic lithology of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can be evaluated quantitatively as well 

as qualita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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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1. Precambrian exam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No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Location References 

Paleoproterozoic Pethei Group 
East Arm of Great 

Whitaker et al. (1 998) 
Slave Lake, NW Canada 

2 Latest Precambrian Bonahaven Formation Islay, Scotland Fairchild (\980) 

3 Late ProtεroZOIC 
Akademikerbreen 

Spitsbergen Knoll and Swett (1990) 
Group 

4 
Terminal Proterozoic Masta따1 ， Turkut, and Olenek uplift, 

Knoll et al. (1 995) 
Cambrian Kεssyusa formations NE Siberia 

5 Late Precambrian 
Elisabeth Bjerg 

East Greenland Tirsgaard (1 996) 
Formation 

6 
Neoproterozoic Kuibis and 

SW Namibia Saylor et al. (1995) 
(Vendian-Cambrian ) Schwarzrand subgroups 

7 Late Proterozoic Wonoka Formation South Australia Haines (\988) 

8 Late Precambrian Biri Formation Southem Norway Tucker (1982) 

9 Middle Proterozoiι Castner Marble West Texas, USA Pittenger εt al. (1 994) 

10 Late Proterozoic Atar Group West Africa 
Bertrand-Sarfati and 
Moussine-Pouchkine (\988) 

II Early Proterozoic Rocknest Formation 
Northwest Territories, 

Grotzinger (1 986) 
Canada 

12 Vendian-Cambrian Sukharikha Formation NW Siberian Platform Rowland et al. (1997) 

13 Vendian-Cambrian Burovaya Formation 
NW margin of 

Bartley et al. (\998) 
Siberian Paltform 

14 Neoproterozoic Black River Dolomite NW Tasmania Calver (1998) 

15 Early Proteozoic Pethei Group 
East Arm of Great 

Sami and James (1993) 
Slave Lake. NW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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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2. Cambrian exam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No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Location References 

Upper Cambrian Richland Formationn Rennsylvania, USA Cooper (1 989) 

2 Upper Cambrian Nolichucky Formation SW Virginia, USA Markello and Read (1981) 

Bonanza King 
S Great Basin 

3 Middle Cambrian (NevadaJCalifomia), Osleger and Montanez (1996) 
Formation 

USA 

Concocheague 
4 Upper Cambrian Limestone and Copper SW Virginia, USA Whisonant (1987) 

Ridge Dolomite 

Franklinian Basin, 
5 Early Cambrian Ella Bay Formation Ellesmere Island, Arctic Long (1 989) 

Canada 

6 Lower Cambrian Sellick Hill Formation South Australia Mount and Kidder (1 993) 

7 Middle Cambrian Whirlwinf Formation Utah, USA Kopaska-Merkel (1988) 

8 Uppεr Cambrian Bison Creek Formation S Alberta, Canada Westrop (1989) 

9 Upper Cambrian Richland Formation 
Lebanon Valley, 

Moshier (1 986) 
Pennsylvania, USA 

10 Upper Cambrian Arrinthrunga Formation 
Georgina Basin, 

Kennard (1981) 
central Australia 

Helan Mountains 
Helan Mountains. North 

II Middle-Upper Cambrian 
Carbonates 

China Paltform, 720 km Chuanmao et al. (1993) 
west off Beijing 

12 Upper Cambrian 
Conococheague 

W Maryland, USA Demicco (1985) 
Limestone 

13 Middle Cambrian Kongwangxi Formation 
Shimen District, Hunan 

Hu et al. (1997) 
Province, China 

14 
Middle and Upper 

Port au Port Group 
W. Newfounland, 

Chow and james (1992) 
Cambrian Canada 

Cambrian flat-pebble 
Shell oil # I Clear 

15 Upper Cambrian Creek, N Power River Wilson (1985) 
conglomerate sequence 

Basin, Wyoming, USA 

16 Upper Cambrian Port au Port Group 
W. Newfounland, 

Cowan and James (1 996) 
Canada 

17 Upper Cambrian Port au Port Group 
W. Newfounland, 

Cowan and James (1 993) Canada 

18 Middle Cambrian Maryville Limestone 
S Appalachians, E 

Srinivasan and Walker (1993) 
Tennesse, USA 

19 Middle Cambrian Arctomys Formation 
S Canadian Rocky 

Spencer and Demicco (1993) 
κ10untains 

20 Upper Cambrian Hwajeol Formation S Korea Park and Han (1 985) 

Upper Cambrian and 
Sullivan, Bison Creek 

S Canadian Rocky 
21 

Lower Ordovician 
and S urvey Peak 

Mountains , Canada 
Westrop (1 986) 

formations 

22 E없Iy Cambrian Deep Spring Formation 
S Great Basin, Nevada, Gevirtzman and Mount 
USA (1 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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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3. Cambro-Ordovician exam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No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Location References 

Upper Cambrian-Lowεr 
Ninmaroo Formation 

Georgina Basin, 
Radke (1 980) 

Ordovbician Australia 

2 
Upper Cambrian-Lower 

Survey Peak Formation Alberta, Canada Dean (1 989) 
Ordovician 

Middle Cambrian-Lower 
Western Canada 

3 
Ordovician 

Finnegan Formation Sedimenatry Basin, Hein and Nowlan (1998) 
Alberta, Canada 

4 
Middle Cambrian-Lower 

Shabakty Suite 
MaJyi Karatau, 

Cook et al. (1 991) 
Ordovician Kaz와‘hstan 

Upper Cambrian-Lower 
Manitou Formation 

Colarodo Sag, 
5 Dotsero Formation Myrow et aJ. (1995) 

Ordovician 
(C때brian) 

Colorado. USA 

Fort Sill (U. Camb.), 
Arbuckle Mountains, 

6 
Upper Cambrian-Lower Signal Mountain(C-O) , 

Murray County, Stitt (1971) 
Ordovician Mckenzie Hill (L 

Oklahoma, USA 
Ord.) Limestones 

Fort Sill (U. Camb.), 
Arbuckle Mountains, 

7 
Upper Cambrian-Lower Signal Mountain(C-O), Murray County, Stitt (1 971) 
Ordovician Mckenzie Hill (L Oklahoma, USA 

Ord.) Limestones 
Conocoheague 

8 
Upper Cambrian and Limestone (U. Camb.), 

W Maryland, USA Lindholm (1 980) 
Lower Ordovician Stonehεnge Limestone 

(L. Ord) 

Nopah Formation (U 

9 
Upper Cambrian 뻐d Camb.), Mountain S Great Basin. S 

Cooper and Edwards (1 991) 
Lower Ordovician Springs Formation (L Nevada, USA 

Ord.) 

10 Cambrian to Ordovician 
Cambro-Ordovician North China Platform, 

Meng et al. (1 997) 
strata Ch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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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4. Ordovician ex없n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No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Location References 

Early Ordovician San Juan Formation 
Argentine Precordillera, c‘mas (1995) 
Argentina 

Sprinkle and Guensburg 
2 Lower Ordovician Fillmore Formation W Ut외1， USA (1 995); Guensburg and 

Sprinke (19920 

3 Lower Ordovician Tribes Hill Formation New York State, USA Landing et aL (1996) 

4 Lower Ordovician Fort Cassin Formation 
New York State and 

Brett and Westrop (1996) 
Vermont, USA 

Lower Ordovician Fillmore Formation W Utah, USA Dattilo (1993) 

6 Lower Ordovician Mungok Formation South Korea Choi et al. (1993) 

Mckenzie Hill 
Wichita and Arbuckle 

7 Lower Ordovician 
Limestone 

Mountains, Okl외1oma， Stitt (1 983) 
USA 

8 Lower Ordovician Kanosh Shale W-C Ut하1， USA Wilson et aL (1 991) 

9 Lower Ordovician Dumugol Formation South Korεa Lee and Kim (1992) 

10 Lower Ordovician Dumugol Formation South Korea Kim and Lee (1 996) 

11 Lower Ordovician Tribes Hill Formation New York State, USA Braun and Friedman (1 969) 

12 Middle Ordovician Maggol Formation South Korea Paik (1 987) 

13 Middle Ordovician Yeongheung Formation South Korea Yoo and Lee (1997) 

14 Lower Ordovician St George Group 
W Newfoundland, 

Pratt and J arnes (1986)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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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5. Post-Ordovician exampl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No Geologic Age Stratigraphic unit Location References 

Stony Mountain (Ord.) 
W Williston 8asin, 

Ordovician 뻐d Silurian 
Interlake (Siluri뻐) 

Monatana, N. Dakota, Roehl (1 967) 
S,Dakota, USA 

2 Upper Silurian Read 8ay Formation 
Somerset Island 

Jones and Dixon (1 976) 
Arctic Canada 

3 Silurian 
Red Mountain 

Alabama, USA 8earce (1972) 
Formation 

4 S니unan 
Lower Leintwardline Welsh 80rderland and 

Cherns (1 980) 
8eds Wales 

5 Silurian Rochester Shale 
W New York State and 

8rett (1 983) 
Ontario, USA 

6 Silurian 
8ecscie and κ1errimack 

Anticosti Island, Canada Sami and Desrochers (1 992) 
formations 

7 Silurian Rytteraker Formation Oslo Region, Norway Moller (1 989) 

8 Upper Devonian 
Upper Devonian 

Poland 
Kazmierczak and Goldring 

carbonates (1 978) 

9 Lower Devonian Manlius Formation New York State Laporte (1 967) 

10 Devonian Caballos Novaculite 
Marathon 8asin, Texas, 

Folk (1 973) 
USA 

II Devonian-Mississippian 
New Albany Shale 

Ill inois, USA Cluff (1980)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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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4. FEATURE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Although flat - pebble conglomerates range from Precambrian to Mississippian in 

age and are observed from many parts of the world, many of flat- pebble 

conglomerates share common features as followings. 

Flat- pebble conglomerates range from a few centimeters to a few meters in 

thickness. They show erosive to sharp bases and are generally massive to 

poorly- graded. They are poorly- sorted and matrix- or clast- supported. Intraclasts 

are spherical to tabular, and rounded to angular in shape and have random, 
subhorizontal, imbricate, or edgewise arrangements. Locally , sharp to erosional 

surfaces, which are thought to represent hardgrounds, are observed on or within 

bed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Broadly, flat- pebbel conglomerates are associated with two lithological suites. 

One is a subtial suite, consisting of fine - grained sediments, commonly represented 

by ribbon rock (shale- carbonate alternations) , marl to shale, and lime mudstone. 

This subtidal suite commonly shows several lines of early cementation and 

lithification, such as calcite nodules, hardgrounds, incipient hardgrouds (or 

firmgrounds) , and many types of marine cements. Lithologies of intraclasts are 

frequently similar to those of early-cemented carbonates (i .e. nodules, tempestite 

layers, and underbeds) in the underlying fine - grained sediments, and include lime 

mudstone, skeletal limestone, peloidal grainstone to packstone, and laminated 

calcisiltite. Also observed are multi - generation intraclasts, which formed by 

multiple deposition , cementation, and erosion. Matrices between intraclasts consist 

of skeletal materials (echinoderms, trilobites, and brachiopods) , peloids, quartz silts, 
and lime mud. 

The second is a tidal - flat suite showing variable indicators of tidal influence and 

subaerial exposure, such as desiccation cracks, cryptalgal laminite, early dolomitized 

nature, and others. Intraclasts in this suite is commonly composed of surrounding 

tidal - flat lithologies, such as dolostones and cryptalgal laminites. 

4.5. GENESIS OF FLAT-PEBBLE CONGLOMERATES 

Flat- pebbel conglomerates are commonly used as an environmental indicator of 

intertidal deposition (e.g. , Wilson, 1975; Shinn, 1983), but it have been shown that 

many examples of flat- pebble conglomerates, were deposited in deep subtidal 

environments as well as intertidal environments (e.g. , Kazmierczak and Goldring , 

1978; Markello and Read, 1981; Sepkoski, 1982; Lee and Kim, 1992; Wilson et al., 

1992). 

The genesis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has been studied by several 、\'ork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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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rkello and Read, 1981; Sepkoski, 1982; Lee and Kim, 1992; Wilson and Palmer, 

1992; Mount and Kidder, 1993). The formation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commonly begins with rapid marine cementation, which tums loose sediments into 

early- lithified, hard rocks (Sepkoski, 1982; Chow and Jarnes, 1992; Wilson and 

Palmer, 1992). Hardgrounds, incipient hardgrounds , and carbonate nodules are 

examples of early- lithified hard rocks (Kim and Lee, 1996). In some cases, episodic 

deposition of thin- tempestite layers may accelerate rapid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through cementation of thin tempestite layers themselves or through 

underbed formation (Aigner, 1982; Ricken and Eder, 1991). 

Storms play an essential role in formation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High- energy storm activities broke up early - lithified carbonate substrates on or 

near the sea floor and redeposited broken fragments as intraclasts , which constitute 

the framework of flat - pebbel conglomerates (Markello and Read , 1981; Sepkoski , 

1982; Dattilo, 1992; Lee and Kim, 1992; Wilson and Palmer, 1992; Mount and 

Kidder, 1993). 

4.6. THE ROLE OF GLOBAL ENVIRONMENT AL CONDITIONS IN 

THE FORMATION OF FLAT-PEBBLE CONGLOMERATES 

Flat- pebble conglomerates could be produced in low- latitude, shallow epemc 

seas. However, investigation of secular variations for flat - pebble conglomerates 

suggests that the time interval from the Late Cambrian to the Early Ordovician 

was optimal for the formation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It is my belief that the 

widespread development of flat-pebble conglomerates resulted from global environmental 

conditions at that time. In the discussion below, 1 will briefly review the global 

environmental conditions during the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and 

explain the abundance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during this time interval in the 

context of global environmental conditions. 

Sea level rose spasmodically since the Middle Cambrian (Fig. 4- 1; Hallam, 1981) 

and by the end of the Cambrian (e.g. North America and North China- Korea) , vast 

areas of low- lying surfaces on low- latitude continents were inundated by the 

epemc seas formed by the Sauk transgression (Dott and Batten, 1988). By the 

beginning of the Ordovician, so litt1e land remained exposed that deposition of 

terrigenous siliciclastics virtually ceased, whereas large-scale carbonate factories 

took over most of the shallow epeiric sea floors (Dott and Batten, 1988). These 

low - latitude epemc seas were probably influenced by tropical hurricanes, if there 

were no significant changes in the pattem of atmospheric circulation. Therefore , 

increase in the areas of carbonate- accumulating epeiric seas in hurricane- influen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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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ow- latitude regions, in which flat - pebble conglomerates were most likely to 

form , may be one of the reasons why flat - pebble conglomerates were so 
abundant during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cæv머 때th a sea lev리 riæ, sea 찌TClÍff clmis따T also char힘fflfrαn an aragonite- precipitating 

phase (aragonite sea) into a calcite- precipitating phase (calcite sea) during the Late 

Cambrian (Fig. 4- 1; Sandberg, 1983). Marine cementation tends to be more rapid in 

calcite seas than in aragonite seas. The greater growth rate of calcite growing on 

calcite substrates, together with supplementary supply of dissolved carbonate from 

aragonite dissolution and the fact that calcite precipitates at lower concentrations 

than aragonite, are a11 reasons why marine cementation is more rapid in calcite 

seas than in aragonite seas (Wilson and Palmer, 1992). 

Together with transfer into calcite seas, the rapid marine cementation in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sha110w seas was also driven by the radiations of 

some calcitic organisms, particularly echinoderms (Guensburg and Sprinkle, 1992; 

Wilson and Palmer, 1992). Many of Upper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sha110w 

marine carbonates, particularly those containing flat - pebble conglomerates, show 

vast quantities of echinoderms and other calcitic bioclasts (e.g. , Dattilo, 1992; 

Wilson and Palmer, 1992; Kim and Lee, 1994).These bioclasts provided exce11ent 

substrates on which marine calcite cements grew rapidly, thus accelerating the 

speed of marine cementation (Wilson and Palmer, 1992). 

Although echinoderms and some calcitic organisms radiated during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large- scale radiation of infauna was still delayed during 

this time interval, thus perrnitting rapid marine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Fig. 4- 1; Sepkoski, 1982). However, expansion of infaunas during the remainder of 

the Ordovician rnight have elirninated the widespread potential for rapid marine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thereby resulting in an abrupt decrease in the 

frequency of deposition of flat - pebble conglomerates fo11owing the Early Ordovician 

(Sepkoski, 1982). 

Concurrent with changes in sea level and sea water chernistry, atmospheric chemistry 

also changed. Atmospheric C02 level drastica11y increased during Late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ime, resulting in global warming (Fig. 4- 1; Fischer, 1984; 

Berner, 1990). The frequen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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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7. CONCLUDING REMARKS 

1. Flat- pebble conglomerates frequently occur in shallow water carbonate strata 

throughout the world. Major localities of flat- pebble conglomerates include North 

America, China - Korea, and Australia, minor ones are Siberia, Kazakhstan , 

Europe, Africa, South America, and others. 
2. Stratigraphically, flat - pebble conglomerates occupy a wide range of strata 

ranging from the Proterozoic to the Mississippian in age. However, they are 

common in Cambro- Ordovician strata, especially those of Upper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time. 

3. Flat- pebble conglomerates were formed by early cementation of carbonate 

sediments, in both subtidal and tidal - flat environments and subsequent storm 

erosion and reworking of early- cemented carbonate sediments. 

4. The abundance of flat- pebble conglomerates in Upper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strata indicates that the global environmental factors were suitable for 

the formation of flat- pebble conglomerates at that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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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Captions 

Fig. 1- l.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southem Korea. l. Precambrian rocks, 2. 

Ogcheon Group, 3. Paleozoic sediments (Joseon and Pyeongan supergroups) , 4. 

]urassic Daedong Group, 5. Mesozoic foliated granite, 6. Jurassic granite, 7. 

Cretaceous rocks , 8. Tertiary rocks, 9. Faults 

Fig. 1- 2. lndex map showing simplified geology and the distribution of the ]oseon 

Supergroup. Four units of the ]oseon Supergroup are shown in the map. 1, 

Precambrian basement; 2, Duwibong unit; 3, Yeongweol unit; 4, ]eongseon unit; 

5, Pyeongchang unit; 6, Ogcheon Supergroup; 7, Pyeongan Supergroup; 8, 
Daedong Group; 9, Mesozoic granite. 

Fig. 2- l. Stratigraphy of the Duwibong unit, the ]oseon Supergroup (modified after 

Kobayashi, 1966 and Cheong, 1969). 

Fig. 3- l. Map showing exposure belt of the Dumugol Formation (brick pattem) in 

the southem part of the Baegunsan syncline and the localities of the measured 

sectlOns. 

Fig. 3-2. Composite, generalized stratigraphic column and depositional facies of the 

Dumugol Formation. 

Fig. 3- 3. Depositional profile and spectrum of storm deposits for the Dumugol 

Formation (after Lee and Kim, 1992). ln the early stage (A) there were three 

subenvironments on the Dumugol ramp. The siliciclastic ramp on the landward 

side changes laterally into a deep ramp and then into a basin setting further 

seaward. The shallow carbonate ramp occupied the shallowest part of the 
Dumugol ramp during the late stage (B). C, clay; S, sand; G; gravel. 

Fig. 3- 4. Meter- scale cycles developed in the basinal facies. (A) and (B) Most 

meter- scale cycles show transition from marl to shale to planar- or 

nodular- bedded ribbon rock and to flaer rock, and are somewhat abruptly 

overlain by the basal marl to shale of the next cycle. However, the second cycle 

in the (B) is capped by a bed of flat - pebble conglomerate (FPC). 

Fig. 3- 5. Typical meter- scale, shallowing- upward cycles of the Dumugol 

Formation. The cycles consist of basal marl to sha1e, planar- or nodular- bed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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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bbon rock in the middle, capping flaser rock. 

Fig. 3- 6. Systems tracts and depositional surfaces in the Dumugol sequence. HST 

highstand systems tract; TST transgressive systems tract; LST lowstand 

systems tracL SB sequence boundary; MFS maximum flooding surface; TS 

transgressive surface. 

Fig. 4- l. Global paleoenvironmental conditions during the Paleozoic. Compiled from 

Hallam (1981), Sepkoski (1982) , Sandberg (1983) , Fischer (1984) , and Berner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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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Gully pots are a part of a drainage system to buffer runoff water fluxes from 

road to rivers and to minimize environmental pollution by keeping pollutants from 

spreading over the surrounding area. A series of studies have been carried out 

concerning the physic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sediments (sewage sludge) 

settling down in such a gully pot to evaluate the contamination for heavy metals 

such as Pb, Zn, Cu and Cd. The contaminated sewage sludges and some roadside 

soil from Honam and Kyeongbu Highways were also studied for comparison. The 

roadside soil and sewage sludge samples from gully pots were characterized by the 

XRD analyses and the sequential extraction experiments. 

Sewage sludges are characterized by very high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mean concentrations Zn 2595.7μg/g ; Cd 9.8μg/g ; Cu 602.5μg/g ; Pb 265.0μg 

/g) , probably because of a long-term accumulation of vehic1e- and industrial-related 

pollutants. Mean Zn concentration in Yeouido (3873μg/g) and ]unggu (3262μg/g) 

areas is 4-5 times higher than those in Dobonggu 따ea. This suggests that Zn 

may be derived from the source of automobile traffic (the rubber of automobile 

tires). The mean concentrations of Cu and Cr are very significantly high in ]unggu 

and Gurogu areas and indicate that the industrial activities may contribute to the 

accumulation of Cu and Cr in sewage sludge. The low Pb levels throughtout the 

whole study areas in Seoul can be accounted for the use of unleaded gasoline 

since 1987. 

Sequential extraction experiments illustrate that a major part of Zn is bound 

to FII and FIII, representing about 88% of the total Zn concentration. Fraction IV, 

related to organic matter, is mostly significant for Cu accounting for 60% of the 

total Cu and FII is next in importance. The main carriers of Pb are the fractions 

III, II and FIV, and in that order. The behavior of Cd is quite different from other 

elements (Zn, Cu, Pb) and most of the Cd is associated with FV. 

The possibility of heavy metal pollution by contaminated sewage sludge and 

q J 



roadside soils was studied using TCLP test. The Cd, Pb and As concentrations in 

all leachates were well below the regulatory level. But, Zn, Mn and Cu were found 

potential much more labile than Pb. 

As deduced from both sequential extraction and leaching experiments (TCLP) , 

the relative mobility of heavy meta1s is found to be: Mn>Zn>Cu늘Cd>Co>Cr>Pb>Fe， 

in spite of large differences in heavy metal contents and localizations. 

Changes in the physicochemical environments (such as acidification) caused 

by a traffic accident may result in the severe environmental pollution of heavy 

metals (such as Zn, Cu) of sUITounding area (surface water and riv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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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문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 (gully pot)는 drainage system의 일부분으로 우기 

에 빗물의 양을 조절하고 고속도로 노면에서 운반된 오염된 입자를 침전시키기 위해 

설치되었다. 도로변 먼지와 토양의 중금속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구로구， 

여의도 및 도봉구에서 79개 하수슬러지가 채취되었으며 비교하기 위해 호남 및 경부 

고속도로의 도로변 토양을 채취하였다. 

서울시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평균 중금속함량은 매우 높다 (평균함량 : 

Zn 2595.7μg/g ; Cd 9.8μg/ g ; Cu 602.5μg/g ; Pb 265.0μg/g). 연구조사된 지 역 중에서 

가장 높은 Zn 함량을 보이는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 (평균 함량 3873μg/g)와 중구 

(평균 함량 : 3262μg/g) 이며 도봉구의 평균함량보다 4-5배 높게 나타났다. Zn 오염은 

자동차 타이어의 마모가 주요 오염원임을 지시한다. Cu와 Cr 오염이 심한 곳은 중구 

와 구로구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주변의 산업활동에 기인된 것을 지시한다. Pb 

오염은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1988년부터 

유연 휘발유의 사용을 금지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를 이 용하여 분석 한 결과， Zn은 FII와 FIII와 수 

반되 는 경 향이 매우 높다 (전체 Zn 함량의 88%). Cu는 주로 FIV에 대부분이 수반되 

며 (전체 함량의 60%) , 그 다음으로 FII (전체 함량의 19%)가 중요한 운반자 역 할을 

한다. Pb는 주로 F III. FII 및 FIV에서 검출되었으며 전체 Pb 함량의 85%를 차지한 

다. Zn, Cu, Pb와 달리， Cd는 FV에 수반된다. 

TCLP test 결과， 용출된 Cd, Pb 및 As의 농도는 TCLP의 regulatory level를 

초과되지 않는 반면에 Zn는 9.37- 245.7mg/L, Cu는 0.OO2-14.860mg/L가 수용액에 용해 

되었다. 산성용액 (산성비， 산업용폐수)이 빗물받이에 유입될 경우 중금속 (특히 f Zn과 

Cu)의 용출이 매우 우려할 수준에 도달할 수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용출실험과 

sequential extraction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오염 된 도로변 토양이 산성 비 와 반응할 경 

우 금속이온의 상대적인 mobility는 Mn>Zn>Cu흐 Cd>Co>Cr>Pb>Fe의 순서이다. 

프랑스의 하수슬러지의 토양 투입 기준과 비교하면 중구와 여의도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의 Zn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으로 이용될 수 없다. Cu의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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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채취된 시료 중에서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전체의 12%가 농업용으로 사용이 불 

가능하였다. 

도로에 서 자동차사고 등에 의 해 야기 될 수 있는 빗물받이 (gully pot)의 퇴 적 

물 (하수슬러지)과 지표수의 물리화학적 변화 (특히， pH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는 Zn과 

Cu의 상당량이 용해되어 지표수 및 강물의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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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산업혁명이후 산업활동의 급격한 증가에 기인된 각종 금속성분의 편중현상은 

수계 및 토양과 퇴적물을 오염시키는 중요한 원인이 되고 있다. 하천과 강물로 유입되 

는 부유물질들은 이온상태로 존재하는 미량금속원소와 유기오염물질과 물리화학적 반 

응을 통해 흡착하여 제거할 수 있는 자정능력을 갖고 있으며 흡착된 오염물질들은 영 

원히 부착되어 있는 것이 아니라 수계의 물리화학적 환경의 변화 (즉 pH, 산화환원환 

경의 변화， 물의 화학적성분의 변화， ligand type 둥)를 통해 탈착 혹은 용해되어 다시 

수계에 순환되기 때문에 지표수 및 지하수의 오염원이 된다 (Davis and Leckie, 1978; 

Carignan and Tessier, 1988). 그러므로， 오염된 토양을 방치할 경우 수질을 악화시키 

는 중요한 원인이 된다. 한편， 산업공단지역 및 대도시지역 둥의 토양과 현생퇴적물의 

중금속오염은 매우 심각하여 농작물을 재배할 수 있는 한계를 초과한 지역이 점점 늘 

어나고 있고 그 경작지에서 생산된 농작물의 오염상태도 우려할 수준에 이르렀다. 

우기에 도로에서 흘러오는 빗물의 양을 조절하고 빗물과 함께 이동된 오염된 

입자를 침전 제거하여 미량중금속과 휘발유 등과 같은 유기물질에 의한 지표수와 지 

하수의 오염확산을 최소화하기 위해 대도시 도로변에는 drainage system이 설치되어 

있다. 고속도로와 대도시 지역의 도로변 토양 (roadside soiD 및 먼지 (street dust)는 

유기물질과 중금속 (Pb , Zn, Cd)오염에 노출되어 있다. 도로변에 배출되는 오염물질은 

주로 rust, 윤활류 유출， 타이어， 자동차 배기가스， 오래된 맛데리에서 유출된 물질， 자 

동차사고 등에 기 인된다 (Harrison and Wilson, 1985a, b; Harrison et al., 1981; 

Hewitt and Rashed, 1990). 여름철 장마기간 동안 도시지역의 도로에서 발생되는 

runoff water는 wet 및 dry deposition에 의해 퇴적되었던 각종 오염물질들을 씻어내 

기 때문에 지하수 및 지표수의 수질에 막대한 영향을 주고 있는 것으로 밝혀지고 있 

으며， 이로 인한 환경오염문제의 새로운 관심을 끌고 있다 (Ellis, 1982; Oberts, 1985; 

Harrison et al. , 1985; Hoffman et al., 1985; Ellis et al., 1987). 이 런 오염 된 물질들은 

도로에서 마모된 물질 상업 산업 활동 및 거주지역에서 발생되어 이동된 물질 및 불 

규칙적으로 버려지거나 적치된 쓰레기 등에서 기인되는 것으로 알려졌다. 

유럽에서는 오염된 빗물로부터 야기될 수 있는 중금속오염으로부터 수질보전 

을 위한 runoff wtare에 대한 관리 및 처리 방법에 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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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empsey et al., 1993, Verbanck, 1990; Benoist and Lijklema, 1990). 영 국과 스웨 멘 

에서 storm water disch따ge를 분석한 결과， 빗물에 용해된 중금속의 농도가 매우 높 

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rrison et al., 1984; Revitt and Morrison , 1987). 또한， 영 

국의 경우 M1 , M6 고속도로변의 토양과 먼지에는 납이 895-1604 μg/g ， 아연은 

1760-2020 μg/g ， 그리고 카드융이 3.8-6.8 μg/g 함유되어 있어 중금속의 오염상태가 심 

각한 것으로 알려 져 있다 (Ellis and Revitt, 1982; Harrison et al., 1981). 

한편， 석탄， 휘발유 등 화석에너지의 소비는 현대문명의 발달과 함께 급격히 

증가되고 있다. 특히 화력발전소와 같이 석탄소비가 높은 산업이 발달되면서 대기에 

유황배출이 크게 증가되었으며 자동차의 급격한 증가로 인해 대기에 배출되는 질소산 

화물 CNOx)의 배출도 크게 증가되어 산성비의 주요원인이 되고 있다. 산성비는 도로 

변 빗물받이에 퇴적된 하수슬러지의 환경을 산성화시킴으로써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원소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다시 용해되어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 

질을 악화시키게 하는 주요 요인이 되고 있다 (Lee and Touray , 1997, 1998; Dempsey 

et al., 1993). 96년도 프랑스에 내린 빗물의 평균 pH도 약산성인 5.0으로 알려졌으며 

국내에서도 서울의 경우 97년에 기록된 빗물의 평균 pH 값이 5.4이고 최저 3.5로 기록 

되었다 (환경통계연감， 1998). 이런 산성비는 토양의 산성화를 촉진시킴으로써 식물성 

장에 필요한 주요 영양분을 빗물에 용출시켜 토양을 척박하게 하여 산림을 황폐하게 

하고 있다. 또한， 토양의 산성화로 인해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중금속원소들이 화학적 

반응을 통해 다시 용해되어 지표수 및 지하수를 오염시켜 수질을 악화시키고 있으며， 

수계의 물리화학적 환경이 변화시켜 퇴적물로부터 오염물질을 탈착 혹은 용해되어 다 

시 수계에 순환하게 한다 (Davis and Leckie, 1978; Carignan and Tessier, 1988). 그 

러므로 비점오염원 (non-point sources)에 의한 환경오염문제는 점차적으로 관심이 증 

가되고 있다. 미국에서는 1978년부터 1983년까지 수행된 Nationwide Urban Runoff 

Program (NURP)를 통해 지방정부 및 연방정부 차원의 비점오염원에 대한 연구가 이 

루어졌다 (Dempsey et al., 1993). 이 외에도， 겨울철 결빙을 막기 위해 살포되는 염화 

칼슐 (CaC!z)으로 인해 지표수 및 충적층 지하수의 염소오염이 날로 심각해지고 있다 

(Lee, 1996; Lee et al., 1995, 1996). 

도로 위를 흐르는 빗물은 중금속과 독성 유기물질에 오염된 먼지， 토양 및 빗 

물받이에 퇴적된 퇴적물을 씻어 이동시키며 빗물받이를 통해 하천으로 유입된다. 하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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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유입된 오염물질은 하천수와 희석되지만 storm event의 어떤 특정기간에는 오염 

물질의 농도가 매우 높아 수계에 살고 있는 생물체에 독성을 띄게 된다. 도로변에 설 

치된 빗물받이 (gully pot)에 유입되는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원소의 원인은 매우 다 

양하므로 폭풍우 기간동안 유입되는 오염물질의 양은 시공간적으로 매우 불규칙하다.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유입되는 중금속원소의 주요 원인 (Fig. 1)은 다음과 같 

다 (Revitt and Morrison, 1987). 

wet & dry atmospheric deposition 

dry deposition aerosols & fine dusts from industrial activities 

wet deposition acid rain 

- urban surface contributions automobile emissions 

inputs from the below ground sewer system 

corrosions of building materials Cu & Zn 

이 연구의 목적은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로 유입되는 퇴적물 (하수슬러지) 

에 오염된 중금속과 유기물의 함량을 조사하고 오염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에 

대 한 중금속의 지 화학적 특성 을 규명 하는 데 있다.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Tessier et al., 1979)를 이용하여 토양 구성광물과의 화학적 수반관계를 결정하고 퇴 

적된 이후 하수슬러지에서 일어나는 각 미량금속원소의 상대적인 이동도 (relative 

mobility)를 규명하고 농업용 유기비료로 사용될 경우 토양에서 발생할 수 있는 중금 

속오염 평가를 하는 데 있다. 

1.1 서울시에 관한 얼반사항 

인구증가， 산업활동 등 경제활동의 급격한 증가， 도로연장과 포장율， 차량증가 

및 교통량의 급격한 증가 등은 서울과 같은 대도시의 환경오염을 악화시키는 중요한 

요인이 된다. 행정구역상 서울시의 면적은 1998년 현재 605.580km2이며 서울시의 인구 

는 과거부터 1990년까지 계속적으로 급격히 증가추세를 보였으나 1990년이후 인구의 

증가가 거의 없이 정체된 현상을 보이고 있다 (Table 1). 시도별 도로연장를 살펴보면 

1980년 이후 꾸준히 증가를 보이고 있으며 도로포장율도 1997년 현재 88.8%를 보이고 

n 
/i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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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CTable n 1990년대에 들어 환경오염， 특히 토양과 수질오염에 많은 관심과 방지 

노력으로 부분적으로 환경 개선효과를 보이고 있다. 예를 들어 대기오염의 경우 1990 

년 초기에 비해 1990년대 후반으로 가면서 오염농도의 현격한 감소 추세를 보이고 있 

다 CTable 2). 그러나， 대기환경의 개선과는 달리， 도로 및 주거환경의 먼지와 하수슬 

러지의 중금속 및 독성 유기물질과 화학물질의 오염 실태는 정확한 조사가 시행되지 

않은 상태이며 막연히 오염되었을 것으로 추측만 하고 오염방지를 위해 복구방안의 

연구에만 치중되고 있는 실정이다. 지금까지 연구， 조사된 오염현황은 정부 혹은 지방 

자치 단체에서 체계적이고 종합적인 조사， 분석된 결과는 없으며， 최근에 학계에서 일 

부지역의 토양과 먼지의 중금속오염에 관한 연구가 몇 편의 논문으로 발표된 정도에 

지 나지 않다 CChon et a l., 1995; Kim et al., 1997, Kim and Song , 1997). 

Table 1. 서울시의 주요 통계자료 (제 38회 서울통계연보， 1998) 

1970 1975 1980 1985 1990 1995 1996 1997 

인 구 ( 천 명 5,536 6,80 8,34 9,639 10,63 10,21 10,389 

도로연장 
6,610 6,975 7,374 7,675 7,684 8,651 

(km) 및 
(67.9) (77.4) (84.6) (85.4) (87.3) (88.8) 

포장율 (%) 

자동차등록 1,569,399 2，여3，458 2,1ffi,182 2，장8，567 

(대) (92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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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서울시의 주요 대기오염 (환경통계연감， 1998) 

1990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S02 0.051 0.043 0.035 0.023 0.019 0.017 .013 0.011 

(ppm) (0.315) (0.372) (0.178) (O.l25) (0.090) (O.l02) (0.094) (0.082) 

CO 2.6 2.2 1.9 1.5 1.5 1.3 1.2 1.2 

(ppm) (22.4) 06.8) 04.1) 00.5) 0 1.8) (9.8) 03.9) (9.7) 

N02 0.03 0.033 0.031 0.032 0.032 0.032 0.033 0.032 

(ppm) (0.187) (0.21 1) (0.181 ) (0.173) (0.246) (0.204) (0.164) (0.232) 

SP 150 121 97 88 78 85 85 72 

( μ g/ m3) (498) (510) (430) (593) (413) (358) (482) (292) 

PM- lO 78 72 68 

( μg/m3) (395) (316) (269) 

pH in rain 5.8 5.3 5.4 5.4 5.8 5.7 5.4 

water (4.1) (3.3) (3.5) (3.6) (3.4) (3.5) (3.5) 

Pb in air 

0.2090 0.1907 0.1844 0 .1495 0.1088 
( μ g/ m:J) 

preClpltatJOn 

1454.9 1292.7 1055.8 1598.6 1256.6 1210.2 

(mm) 

Oil 

consumptJOn 13,197 16,559 13,705 15,153 15,785 15.831 

(천 배럴) 

S P Su s pended particulate 

M 

얘
 



2. 시료채취 및 실험 

2.1 시료채취 

도로에 축적된 오염토양 혹은 먼지에 오염된 중금속과 유기물질의 함량을 분석 

하기 위해 도로변에 설치된 빗물받이에 퇴적된 퇴적물 (하수슬러지)을 채취하였다. 시 

료채취 지역은 크게 상가지역， 공단지역， 거주지역 및 고속도로변 등으로 구분하였다. 

상가지역으로는 서울시 중구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와 남산 1호 3호 터널을 대상으로 

40개 하수슬러지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Fig. 2) 사무실이 밀집된 상가지역으로는 영등 

포구 여의도 일대를 대상지역으로 선정하여 9개 하수슬러지 시료를 채취하였다 (Fig. 

3) 공단지역으로는 구로구 제2 및 3공단 지역을 대상으로 하수슬러지 (16시료)와 도로 

변 토양시료 (8개)를 채취하였다 (Fig. 4). 고속도로변은 호남고속도로의 대전-전주 구 

간를 대상으로 고속도로변의 토양시료 127H를 채취하였고 경부고속도로의 대전-청원구 

간을 대상으로는 3개의 하수슬러지를 채취하였다. 한편， 상가지역 결과와 비교하기 위 

해 조사를 실시한 거주지역은 도봉구 쌍문동 일대를 대상으로 하였다 (6개， Fig. 5). 

퇴적물은 모종삽을 이용하여 채취한 뒤 미리 산용액으로 세척한 시료채취병에 

담아 아이스박스에 보관하였다. 시료채취는 1998년 4월 28일과 1998년 11월 2일， 2번 

에 걸쳐 일주일간 실시되었다. 1998년 11월 2일에 채취된 시료는 구청에서 실시한 도 

로변 정화사업으로 인해 청소로 인해 시료 채취에 어려움이 있었으며 특히， 구로구의 

경우는 시료채취가 불가능하여 도로노면에서 토양과 먼지를 쓸어 채취하였다. 채취된 

퇴적물은 2mm 체로 여과한 뒤 50과 100mesh 체로 여과하여 60.C 에서 2일 동안 건조 

하여 각 입도별 퇴적물의 무게를 재었다. 100mesh 체를 통과 한 시료에 대하여 구성 

광물 연구 및 중금속과 유기물질 함량을 분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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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of sampling sites in Junggu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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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Location of samplipg sites in Yeouido 하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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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Location of sarnpling sites in Gurogu 하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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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Location of sampling sites in Dobonggu 따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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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화학분석 

2.2.1 전함량분석 

전 함 량분석 은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로 분석 한 결 과 (fraction FI에 서 

fraction FV의 총 합계)와 비교하기위해 fraction FV와 같은 방법으로 분석하였다. 전 

함량분석결과와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의 합계와의 오차범위는 약 10-15%였다. 

2.2.2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토양과 퇴적물에 함유된 중금속은 여러 고체입자와 수반되어 있다. 예를 들어， 

중금속의 존재상태는 광물표면에 흡착， 광물형태로 침전， 탄산염광물， 산화광물， 혹은 

황화광물 등과 공동 침전， 퇴적물중 유기불과 결합， 기타 규산염광물의 입자격자 사이 

에 수반된 상태로 존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므로 퇴적물중에 존재하는 중금속 

의 지화학적 존재상태 (geochemical speciation)를 알기위한 분석방법으로 많은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가 제 시 되 었 다 (Tessier et al., 1979; Kersten and 

Forstner, 1986). Sequential extraction method는 토양의 여 러 구성 광물과 수반되 는 금 

속원소의 상대적인 결합세기 (binding strength)와 여러 다른 물리화학적 환경에서의 

잠재 적 인 reactivity에 관한 정 보를 제 공한다. 가장 중요한 문제 점 은 sequential 

extraction에 의해 얻어진 결과의 해석상의 문제점이다. 즉 어떤 방법도 선택적인 용 

해 (selectivity)와 재흡착 (readsorption) 의 문제점을 극복하지 못하였다 (Kheboian 

and Bauer, 1987; Tipping et al., 1985; Rapin et al., 1986; Belzile et al., 1989) , 중금속 

은 비정질 또는 입자표면에 콜로이드 상태로도 존재할 수 있으며 퇴적물중에 함유된 

중금속은 일반적으로 매우 함량이 낮기 때문에 선택적으로 화학처리하여 퇴적물 중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지화학적인 존재상태를 정확히 규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에서는 도로변 빗물받이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 및 도로변 토양l에 대 

한 체계적인 연구와 각 시료에서의 중금속의 지화학적인 존재상태를 비교하고 각 중 

금속원소의 상대적인 mobility를 규명하여 하수슬러지를 토양에 지력회복에 사용할 때 

박생 딸 수 있는 2차적인 중금속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하수슬러지와 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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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 토양시 료 19를 취 하여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 (Tessier et al., 1979)를 이 용 

하여 분석하였으며 분석방법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Fig. 6). 

fraction FI "exchangeable" 1M MgClz, pH7, 

- fraction FII "bound to carbonate", 1M CH3COONa, HOAc로 pH5 조절， 5시 간， 

fraction FIII "bound to amorphous Fe, Mn hydroxides끼 0.04M NHzOHHCl 

+ 25%HOAc, pH2, 96.C , 6시 간， 

- fraction FIV "bound to organic matters and sulfides" , 30%HzOz + 0.02M HN03, 

85.C , 5시간， 3.2M NH40Ac + 20% HN03, 30분， 

• fraction FV "residual" , HN03 + HCI04, 증발， 6N HCl, 30분. 

각 extraction 후 회수된 슬러지는 다음 단계에서 분석하기에 앞서 deionized water로 

세척하여 각 fraction 단계에서의 오염을 최소화하였다. 또한， blank samples로도 분석 

보정을 하였다. 

Fig. 6. Flowchart for sequential extraction scheme (Tessier et al., 1979) 

Step 1 Step 2: Step 3 : Step 4 : Step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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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실험기기 

하수슬러 지 와 도로변토양의 중금속함량은 ICP- AES (Perkin- Elmer Optima 

3000XL)를 이용하였으며 분석조건은 RF Power 1300watt, Plasma Flow 1 5L/ min , 

Coolant Flow O.5L/ min, Nebulizer Flow O.8L/ min 이 였다. 사용된 시 약은 analytical 

grade (Prolabo 또는 Merck) 였 고， ICP 분석 시 사용된 Pb, Zn, Cd, Fe, Mn의 

standard metal solution은 1,OOOppm stock solution (Merck)을 희석하여 사용하였다. 

탈이온수를 얻기위해 Milli - Q Millipore system을 전 분석과정에 사용하였다. 퇴적불과 

토양의 총 탄소함량과 유기탄소함량은 LECO CS225를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유기탄 

소함량은 시료를 붉은 염산으로 처리하여 탄산염광물을 제거한 뒤 분석하였다. 시료의 

광물학적 성 분을 분석 하기 위 해 PHILIPS X'PERT MPD Diffractometer (Cu K a; 

40KV, 25mA)를 이용하였다. 

M “ 



3. 결 과 

3.1 시료의 특성 

3.1.1 광묻조성 

도로변에서 채취한 오염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토양 및 호남고속도로변에서 

채취된 토양시료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류 및 점토광물 (Kaolinite, Montmorillonite) 

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성분광물은 탄산염광물 (방해석 백운석)과 운모 (백운모) 등이 

산출된다. 이외 소량으로 녹니석과 각섬석광물 등이 관찰된다. 산화철， 망간 광물은 

x-선회절 분석에서 관찰되지 않았지만 화학 전처리시 자철석 등의 철광물이 관찰되었 

다. 이는 이들 광물의 양이 매우 적은 것에 기인하거나 기타 비정질의 상태로 존재하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Table 3). 

3.1.2 탄소 함량 

서울시 중구 주요도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및 남산 1 ，3호 터널)변에서 채 

취된 시료의 총 탄소함량 (Total carbon)은 2.77- 19.79% (평균 9.98%)로 연구 조사된 

서울시 행정구역 중에서 가장 높은 총 탄소함량을 나타냈다. 이는 휘발유와 각종 윤활 

유 및 기타 생활 쓰레기에서 기인된 유기물질 때문인 것으로 판단되며 이외에도 타이 

머 마모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로구에서 채취된 시료의 총 탄소함량은 

2.54- 13.84% (평균 7.04%)이였으며， 영등포구 여의도에서 채취된 시료는 2.46- 10.60% 

(평균 7.64%)의 범위를 보였다. 도봉구의 경우는 2.32- 5.39% (평균 3.87%)로 조사된 

행정구역 중 가장 낮은 값을 나타냈다 (Table 4).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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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ogical compositions of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Description Mineral composition 

서울시 중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1 청계천， 강원은행 Qtz>>CC>Mi, Al>Mu>Ch 

2 청 계천， 한국관광공사 Qtz>>AI,Mu>Mi , CC>>Ch 
3 청 계 천2가， 공구상회 Qtz>>Al>Mu>CC>Mi, Ch 
4 청계천2가， 철공구상회 Qtz> Al> > Mu> Mi>CC> Ka> >Ch 
5 청 계 천3가， 철 공구성 회 Qtz>>>CC, Al>>Mi. Mu>>Ch 
6 청 제 천5가， 평 화시 장 Qtz>>Mi, Al>Do>CC>Mu>>Ch. Am. Talc 
7 청 계 천5가， 평 화시 장 Qtz>>Mi. Al>CC>Mu>>Ch. Am 
8 청 계 천6가， 평 화시 장 Qtz>>>AI, Mi>Mu>CC>Ch 
9 청 계8가， 아파트단지 Qtz>>Mi. Al>Mu>CC>Ch 
10 청 계 천 Mi>Qtz> > Al> >Ch 
11 농대문운풍장옆， 도로오염 Qtz>>AI, Mi>CC>Mu>>Ch 
12 플지로6가， 국럽의료원 Qtz> > > A l, Mi. Mu>CC> >Ch 
13 플지로5가，언쇄소，화공약품 Qtz>>Mi. Al>CC>Mu. Ka>>Ch 
14 플지 로4가， 철물점 Mi. Qtz> > > Al, Mu , cc> >Ch. Am 
15 블지 로3가， 도자기 타일 Qtz>>Mi, Al>Mu>CC>>Ch 
16 윤지로2가， 벽지가게 Qtz>>>Mi, Al>Mu>CC>>Ch. Am 
17 블지쿄2가， 보람은행 Qtz. Mi>Al>>Mu. CC>>Ch 
18 퇴 계 로， 영 둥지 하철 입 구 Mi>Qtz> > Al> Mu>CC> >Ch 
19 퇴계로， 대한극장 Qtz>>>AI, Mi. CC>Mu>>Ch 
20 퇴계로， 장충공원방향 Qtz>>AI, Mi>Mu>CC>Ch 
21 퇴계로. 동대문운동장지하철 Qtz> > A l, Mu>CC. Mi> >Ch 
22 장충공원 언덕의 내리막걷，주택가옆 Al>>Qtz>>Mu. Mi>CC. Ch 
23 퇴계로.3호터널 입구 Qtz>Mi. Al>Mu>CC>>Ch 
24- 1 남산3호터 널 입 구 Qtz>>>Mi. Mu>AI, CC>>Ch 
24-2 남산3호터 년내부 20m Qtz> > Mi. Mu> A l, CC> >Ch 
24-3 님산3호터년입구 빗물받이 Qtz>>AI, Mi>Mu>CC>>Ch 
25-1 남산1 호터 년 빗물받이 Qtz>>AI, Mu>>Mi. CC>>Ch 
25- 2 냥산1 호 터년입구 Al>Qtz> > Mi. Mu>CC> >Ch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26 공단， 공단오거 리 동국섬 유 Qtz>>AI, Mi , Mu>CC>>Ch 
27 공단， 대유통상 Qtz>>>AI, Mu. Mi>CC>>Ch. Am 
28 공단， 세진선자 Qtz>>Mi. Al>Mu>CC>>Ch. Am 
29 공단， 납부운수 Qtz>>>Mi. Al>Mu. CC>>Ch 
30 공단， 정 형 Qtz>>>Al. Mu>>Mi. CC>>Ch 
31 공단， 신성끔속공엄 Qtz> > > Mi> Mu>CC> Al>Ch 
32 공단 Al>>Qtz>Mu>>CC. Ch. Mi 
33 공단 Qtz> > > A l, Mu>CC. Mi> >Ch 
34 공두! Qtz>>>Al>Mu>>CC>Mi>Ch 
35 공단 Qtz>>Mi>AI, Mu>CC>>Ch 
36 공단， 농방금형 Qtz>CC>>Al>Mi. Mu>Ch. Am 
37 공단 Qtz>>Mu. Al>Mi>CC>>Ch 
38 공단， 한국선자 Qtz>>>Mu. Mi. Al>Ka>Ch>CC 
39 공단， 한륙진자 Qtz>>>Mu. Mi. Al>Ka>Ch>CC 
40 공단， 영 창설엽 Qtz>>Al>Mi>Mu>CC>>Ch. Am 
41 공단. 꽂데파이오니아 Qtz>>>Mu. Mi. Al>Ka>Ch>CC 
서울시 도봉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42 쌍문동， 언덕 간 중간 Qtz> > Mi> Al> Mu>CC>Ch 

끼
써
 
얘
 엄
 얘
 깎
 

쌍문농. 언덕 주유소잎 

쌍문농， 언덕긴. 산림지역 

쌍문풍. 선농아아파트단지 

쌍문동，아파트단지 

쌍문옹，상가지역 

Qtz>.κ1i. Al>Mu>CC>Ch 
A l, Qtz>>Mi>Mu>CC>Ka>>Ch 
Qtz> > A l, Mi> >CC> Mu> Ka>Ch> Am 
Mi>Qtz> Al> Mu>CC> Ka> >Ch 
κ1i>Qtz> Al> Mu>CC> Ka> >C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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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scription Minera1 composition 

서울시 중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11월 2일) : 하수슬러지 

50 청계천， 강왼은행 Qtz>Mi>Al. Mu>CC>>Ch>Am 

51 청 계 천4가 Mi>Qtz> > Al>Mu>CC> >Ch> Am 
52 동대문운풍장옆， 도로오염 Qtz> > Al>CC>Mi>Mu> >Ch 
53 올지 로6가， 극 립 의 료원 Qtz>Mi. Al>CC. Mu>>Ch 
54 블지토4가 Qtz>>>Al. Mi>CC. Mu>>Ch. Am 
55 플지로2가， 타일상가 Qtz> >Mi> Al> Ka>CC>Mu> >Ch> Am 
56 퇴계로， 대한극장 Qtz>>CC>Al. M i. Mu>Ka>>Ch>Am 
57 퇴 계로. 장충공원방향 Al>>>Qtz. Mi>Mu>CC>Ch>Am 
58 장충공원 언덕내리막김 Qtz>>>Mi. Al. Mu>CC>Ch 
59 퇴계로， 대우빌딩 Qtz>>>Mu>AI>Mi>CC>Do>Ch 
60 남산3호터널입구 Qtz>>Al. Mi>> Mu>CC>>Ch 
61 퇴계로2가. 1호터널방향 Qtz>>>Mi. A l. Mu>CC>>Ch. Am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11 월 2일) : 도로변 토양 

62 공단， 대진특수공엽 Qtz>>Al. Mi>Mu>>Ch 
63 공단. 케이블 TV 입구 Qtz>>CC>>Al. Mi>Mu>>Ch 
64 공단， 세계꼴산 Qtz. Mi. Al>>Mu>CC>Ch>Am 
65 공단， 한륙전자 Qtz>>Al>Mi>Mu>CC>>Ch 
66 공단， 맥슨전자 Qtz>>CC>Al. Mi>Mu>>Ch 
67 공단.물류센타옆 Qtz>>Al. Mi>Mu>CC>Ch 
68 공단， 사거 리 Qtz>>Al. Mi>Mu>CC>>Ch 
69 공단， 아뜸공장 Qtz>>Al. Mi>Mu>CC>Ch 
서울시 영풍포구 여의도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11월 2일) ’ 하수슬러지 

mm 

mi 

mm 

% 
mm 

Qtz. A l. Mi>Mu. Ka>>Ch 
Qtz>>Al. κ1i>Mu>>Ch. Am 
Qtz>>Al. Mi>Mu>CC>Ch 
Qtz>>>AI. CC. Mu>Mi>>Ch. Am 
Qtz>>Mi. AI>CC>Mu>>Ch 

96 Qtz>>>Al. Mi>Mu>>Ch. Am 
97 Qtz>>AI>CC>Mi>Mu>>Ch 
98 Qtz>>Mi>Al. Mu>>Ch 
99 Qtz>>Mi>AI>CC>Mu>Ch 
호남고속토로 도로변 토양 (대전 전주 구간) 

1- 1 
1- 6 
2- 9 
2- 10 
3- 11 
4- 12 
5- 13 
5- 14 
5 - 15 

Qtz. AI>>>Mu>Ch>Ka 
Qtz> Il> Al> M u> Ka> >CC 
Qtz>>Al. An> Mu>KaMi>>Ch 
Ka>Mu> >Qtz>Mi 
Qtz>>Mu>AI>Ka>>Ch 
Qtz>>Mu. Ka>Al. Mi>>Ch 
Qtz>>Ka>Mu>ι1i. A1>>Ch 
Qtz>>Mu>Ka>Al. Mi>>Ch 
AI>Qtz>>Mu. Ka>CC>>Ch 

5- 16 Qtz>>A1>Mont>Mu>Ka 
6 - 17 Qtz>>AI>Mu>Mi>Ka> >Ch 
경부고속도로 (대전 청원 구간) : 빗물받이 (~u))y pot) 

L Qtz>Mu>Mi. AI>>CC. Do>Am. Ch 
L- l Qtz>Mu>>Al. CC>Ch>>1\까 

S Qtz> >CC> > AI. Mi>κ1u>Ch 

Al lAlbite. Am Amphiboles , An Anorthite , CC :Ca1cite, Ch Chlorite, Do Dolomite, 

Ka Kaolinite , Mi Microcline , Mont Montmorillonite. Mu Muscovite , Qtz Quartz 

% 

ω
 



Table 4. Total carbon content of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from Seoul. 

TotaI carbon (%) TotaI particulate organic carbon Tota1 inorganic carbon 
서울시 중구 일대 (시료채취일 : 1998년 4월 28일 하수슬러지 

8.834 

2 7.226 

3 13.07 

4 7.508 

5 7.296 

6 10.08 

7 11.92 

8 10.91 
9 18.35 

10 19.79 

11 9.679 
12 6.774 

13 8.800 
14 11.85 

15 5.979 

16 15.61 

17 8.709 

18 10.08 

19 2.767 

20 9.209 

21 15.61 

22 7.763 

23 9.071 
24-1 9.469 
24-2 10.27 
24-3 7.268 

25-1 8.675 

25-2 4.556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26 5.261 

27 8.545 
28 5.972 

29 13.84 
30 6.093 
31 9.607 
32 7.616 
33 8.457 
34 5.715 
35 7.115 
36 5.935 

37 9.086 

38 2.536 

39 5.829 

40 5.494 

48.125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42 2.323 

43 3.837 

44 5.389 

45 2.624 

46 4.209 

47 4.8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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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ta! carbon (%) Tota! particu!ate organic carbon Tota! inorganic carbon 

서울시 중구 일대 (시료채취일 : 1998년 11월 2일 하수슬러지 

50 11.31 

51 8.998 

52 14.90 

53 6.904 

54 7.792 

55 8.889 

56 11.72 

57 9.259 

58 10.26 

59 17.30 

60 9.494 

61 15.05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11월 2일) : 도로변 토양 

이ι
 션m
 % 

야ω
 % 

선ω
 % 

% 

8.004 

13.40 

5.977 

3.222 

8.872 

5.279 

4.401 

4.487 

서올시 영등포구 여의도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11월 2일) : 하수슬러지 

mm 

m
χ
 m잉
 % 

% 

% 

인
 mm 

mj 

8.348 

7.1 06 

5.463 

8.944 

9.885 

8.427 

4.640 

10.60 

8.391 

경부고속도로 도로변 토양 (대전 청원 구간) : 빗물받이 (gully pot) 

L 

L - l 

S 

6.591 

6.383 

10.1 4 

? “ 



Table 5. Size an머ysis of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50 mesh (g) 50-100 mesh (g) < 100 mesh (g) 

서울시 중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하수슬러지 

1 344.7 68.4 

2 187 18.1 38.7 
3 27.8 7.3 
4 168.5 24.7 53.8 
5 257.1 17.7 43.9 
6 33.1 5.8 
7 461.5 6.4 17.4 
8 103.8 41.6 54.4 
9 16.3 9.3 25.7 
10 15.3 5.1 7.1 
11 363.9 57.5 
12 178.9 91.2 73 
13 122.8 39.8 26.5 
14 110 28.7 
15 106.3 41.2 46.5 
16 176.7 20.6 30.4 
17 37.6 
18 200 18.7 43.7 
19 50.8 11.7 70.4 
20 138.9 22.6 31.7 
21 13.9 7.2 40.5 
22 109.4 52.3 82.6 
23 158.3 67 61.2 
24-1 186.8 
24-2 200.5 23 22.1 
24-3 11.5 3.3 67.6 
25-1 58.2 
25-2 69 25.9 104.3 
서울시 구로구 일대 (시료채취일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26 32.4 9.6 12 
27 236.4 16.4 
28 173.5 45 
29 182.9 35.7 
30 383.9 50.1 45.3 
31 76.3 
32 
33 63 .8 
34 59.4 
35 107.5 
36 
서울시 도봉구 일대 (시료채취일 : 1998년 4월 28일) ; 하수슬러지 

42 
43 
44 
45 
46 
47 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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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3 입도분석결과 

서울시 중구， 구로구 및 도봉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입도분석 결과를 

Table5에 정 리하였으며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는 silty sand로 분류할 수 있다. 

3.2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의 중금속 함량 

3.2.1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의 중금속 함량 

도로변 먼지와 토양의 중금속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 중구， 구로구， 여의도 

및 도봉구에서 79개 하수슬러지가 채취되었으며 대도시 지역과 고속도로변의 토양오염을 

비교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변 (대전-전주 구간)의 토양시료 127B와 경부고속도로의 하수 

슬러지 (대전-청원 구간) 3개 시료를 채취하였다. 하수슬러지와 토양시료의 중금속 및 미 

량원소의 평균함량 (Cd, Co, Cr, Cu, Pb, Zn, Fe 및 Mn)을 정리하였다 (Table 6). 

하수슬러지의 중금속오염은 Zn, Cu 및 Cd이 매우 심각한 것으로 평가된다. 연 

구조사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Zn 함량을 보인 것은 영등포구 여의도와 중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로 3262μg/g -3873μg/g이며 도봉구의 평균함량보다 4-5배 높게 나타 

났다. Cu 오염 이 심 한 곳은 중구 (745μg/g)와 구로구 (596.7μg/g)인 것으로 분석 되 었으 

며 이는 주변의 산업활동에 기인된 것을 지시한다. Cr 오염도 Cu와 유사한 특징을 보 

여주며 중구와 구로구의 Cr 평균함량이 도봉구의 2-3배 높게 나타났다. Cd 오염도 중 

구， 구로구 및 여의도가 다소 높으나 큰 차이는 볼 수 없었다. Pb 오염은 중구가 평균 

343.5μg/g으로 다른 지 역 (163- 192.3μg/g)보다 더 오염 되 었다. 

서울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의 평균 중금속함량을 Chon et al. 

(1995)와 비교하여 Table 7에 정리하였다.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의 Pb 함량은 

지 금까지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Pb 함량을 보이는 것이 매우 

특징적인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국내의 경우， 1988년부터 유연 휘발유의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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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금지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Table 6. Mean concentrations of heavy metal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Cd Co Cr Cu Pb Zn Fe Mn 

Dobong- gu (6) 6.6 5.9 67.4 242.5 163.0 796.9 30034.7 350.2 

Jung - gu (40) 10.1 11.7 212.7 745.0 343.5 3262.3 38924.3 454.8 

Guro- gu (24) 10.2 22.0 137.7 596.7 192.3 1455.2 44550.6 518.0 

Yeouido (9) 9.8 13.5 77.6 224.3 177.2 3873.4 36421.9 480.7 

Honam highway (12) 5.9 9.1 40.4 73.3 94.7 516.1 30661.7 416.0 

Table 7. Metal concentrations (mean value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s 

compared to those in street dust and soils of other studies. 

Mean contents Roadside Roadside soils, 
Street dust Street Dust M1 Motorway 

m sewage soil, A71 Highway, 
Korea*l England*3 England*4 

sludge Korea*l France*2 

Pb( μ g/g) 265.0 240 245 1456 1620-1710 895-1604 

Zn( μg/g) 2595.7 271 296 2861 975-2050 1760-2020 

Cd( μg/g) 9.8 3.1 3.0 2.72 4.6-8 .1 3.8-6.8 

*1 Chon et al., 1995; *2 Lee et al., 1997; *3 Harrison et al., 1985; Ellis and 

Levitt, 1982. 

3.2.2 행정구역별 중금속오염 

II효궁 

서울시 중구를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주 

요도로 (청계천， 을지로， 퇴계로， 장충동공원 언덕길 및 남산 1 ，3호 터널)에서 빗물받이 

(gully pot)에 퇴적된 퇴적물 (하수슬러지)을 2차례 채취하였고， 전처리 후 Cd, Co, Cr, 

Cu , Pb 및 Zn의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8에 정리하였다. 청계천은 서울시에서 철공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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옷감 등의 상가가 가장 많이 밀집되어 있는 지역이며 각종 금속도구를 제작하여 판매 

하여 항상 교통이 혼잡하기 때문에 선정하였으며 하수슬러지를 대상으로 127~ 의 시료 

를 채취하였다. 을지로는 청계천과 유사하게 각종 공구와 타일 상가 및 인쇄소가 많은 

지역으로 상업활동이 매우 활발한 지역이기 때문에 조사대상으로 선정하여 모두 117~ 

시료를 채취하였다. 퇴계로는 청계천과 을지로 지역과는 달리 금속제품을 취급하는 상 

가는 없으나 상업활동이 높아 교통이 항상 혼잡한 지역이기에 선정하여 모두 8개시료 

가 채취되었다. 장충동공원의 언덕길과 남산 1. 3호 터널은 청계천 을지로 및 퇴계로 

지역과는 달리 주거와 상업활동이 전혀 없는 지역으로 자동차 통행에 의한 오염과 밀 

접히 관련될 것으로 판단되어 각각 2개와 8개시료를 채취하여 비교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중구지역의 중금속오염의 특징은 Zn, CU, Cr, Cd 및 Pb 함량 

이 매우 높다는 점이다. 

하수슬러지의 Zn 함량은 259.8- 12435.1μg/g으로 변화가 매우 심하며 평균 함량 

이 3262.3μg/g으로 조사 연구된 지역 중에서 여의도를 제외하면 매우 높은 지역이다. 

Zn 오염이 매우 심각한 곳은 청계천 6가 지역으로 11407.3-12435.1μg/g이였고， 동대문 

운동장 옆에서 채취한 시료 (805.9μg/g)와 퇴계로 대한극장 앞에서 채취한 시료 (259.8 

μg/g)를 제외하면 전시료 (37개시료)의 Zn 함량은 1100μg/g 이상을 함유하고 있다 

(Table 8) . 

장충동공원의 언덕길에서 2차례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아연의 평균함량은 

6408.2μg/g으로 청계천， 을지로 및 퇴계로의 Zn의 평균함량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다 

(Table 9). 이 결과는 언덕길에서 자동차 타이어의 소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특히 ， 이 시료 채취장소는 산림지역으로 주거 혹은 상업활동의 영향을 훨씬 덜 받 

는 지 역이므로 Zn오염은 자동차에 의한 것을 지시한다. 중구에서 다음으로 Zn오염이 

심각하게 진행된 곳은 청계천지역으로 Zn의 평균함량이 4268.1μg/g이였으며， 을지로에 

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Zn 평균함량은 2318.7μg/g이였다 (Table 9) . 장충동공원 언덕 

길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Zn 함량보다 청계천과 을지로주변 상가의 하수슬러지의 

Zn 함량이 낮은 것은 이 지역의 상가에서 발생되는 비교적 Zn 함량이 낮은 각종 폐기 

물과 생활쓰래기가 빗물받이로 유입되어 혼합된 결과로 해석된다. 교통혼잡지역인 퇴 

계로는 Zn 평균함량이 3768.2μg/g으로 청계천보다는 낮지만 을지로보다는 높게 나타났 

다 (Table 9). 이 결과는 퇴계로 지역이 교통이 혼잡한 반면에 철 ， 옷감， 타일 등 상가 

- 31 -



지역이 비교적 적어 기타 오염물질의 유입으로 인한 Zn의 희석작용이 발생되지 않았 

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한편 남산 1. 3호 터널에서 채취한 도로변 토양의 평균 

Zn 함량은 2177.7 -2571.9μg/g으로 중구의 도로에서 채취된 시료의 평균 함량에 비교하 

면 가장 낮은 값을 보여주며 장충동공원에서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Zn 함량보다 훨씬 

낮은 값을 보인다. 이는 터널에서 채취된 시료에는 조립질의 석영과 장석의 함량이 상 

대적으로 높아 희석된 결과인 것으로 생각된다. 

Cu 함량은 최저 84.6μg/g에서 최대 4306.9μg/g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함량은 

7450.0μg/g이다 (Table 8). Cu 평균함량이 가장 높은 시료는 을지로 4가에서 채취된 

시료였으며 을지로와 청계천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u 평균함량이 퇴계로와 비교 

할 때 상대적으로 높았다 (Table 9). 즉， 을지로에서 채취된 시료의 평균 Cu 함량은 

1228.8μg/g으로 가장 높았으며 청계천에서 채취된 시료는 757.6μg/g이었으며 퇴계로와 

장충공원 언덕길의 평균 Cu함량과 비교할 때 2-4배 높다. Zn의 평균함량이 장충공원 

언덕길과 퇴계로에서 높게 나타난 결과와는 달리 Cu 함량이 을지로와 청계천에서 높 

은 원인은 철과 같은 금속제품의 제작 및 산업활동에 의한 오염이 매우 중요하게 작 

용한 결과임을 지시한다. 남산 1, 3호 터널에서 채취한 토양시료의 평균 Cu 함량은 

352.5-879.8μg/g 이였으며 금속관련 산업활동이 비교적 적은 퇴계로와 유사한 Cu 오염 

특징을 보여주고 있다 (Table 9). 또한 장충공원 언덕길에서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평 

균 Cu 함량은 Zn와는 달리 중구에서 가장 낮은 특성을 보여주었다. 이 결과는 자동차 

의 통행량에 의한 오염은 Zn이 가장 특징적인 것임을 지시한다. 

중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r의 함량은 최소 25.4μg/g에서 최대 1423.9μg 

/g으로 변화가 심하며 평균은 212.7μg/g이다 (Table 8). Cr오염의 특정은 Cu와 마찬 

가지로 청계천 (평균 326.5μg/g)과 을지로 (224.5μg/g)의 시료의 평균 함량이 높았으며 

퇴계로 및 장충공원 언덕길과 남산 1, 3호 터널의 평균함량 (71.7-99.3μg/g)보다 3-4배 

높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 결과는 Cu 오염의 특정과 유사하게 Cr 오염은 자동차의 

통행량과 직접적으로 관계없으며 산업활동에 의한 오염이 매우 중요하게 작용함을 지 

시 한다 (Table 9). 

중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o의 함량은 최소 5.2μg/g에서 최대 1906.4μg/g 

으로 변화가 심하며 평균은 59.1μg/g이다 (Table 8). 그러나， 을지로 4가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 (54번시료)를 제외하면 Co 함량은 5.2μg/g-38.3μg/g으로 매우 규칙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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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나며， 평균값도 1 1.7μg/g으로 낮아진다.54번시료는 주변 산업활동으로 인한 오염 

의 결과임을 지시한다. 한편 주요 도로별 Co 함량의 변화는 매우 크지 않은 것이 다 

른 중금속원소와 다른 특정 이 다 (Table 9).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d 함량은 5.9-25.7μg/g의 범위를 나타내며 평균은 10.1 

μg/g이다 (Table 8). 청계천과 을지로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평균 함량이 11.7-11.2 

μg/g으로 교통혼잡지역인 퇴계와 남산 1, 3호 터덜 및 장충동 언덕길의 하수슬러지의 

Cd 함량 (평균 7.4-8.8μg/g)보다 다소 높게 나타났으며 이는 산업활동에 의한 Cd오염 

특성을 보여주는 결과이다 (Table 9). 

채취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의 Pb 함량은 89.0-1549.6μg/g의 범위를 나타 

내어 변화가 매우 크며 평균은 343.5μg/g이다 (Table 8). 청계천에서 채취된 하수슬러 

지 의 평균 Pb 함량은 516.9μg/g으로 을지로， 남산 터널 및 장충고원 언덕길 등에서 채 

취된 하수슬러지의 Pb 함량 (225.0-267.1μg/g)보다 2배 높다. 한편， 퇴계로의 경우， Pb 

의 평균 함량은 312.9μg/g으로 청계천에서 채취된 시료 다음으로 오염이 진행되었다. 

중구의 Pb오염은 구로구， 도봉구 및 여의도지역의 결과와도 유사하며 1988년부터 유연 

휘발유의 사용을 금지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이 결과로 서울시 전역의 하수슬러지 

와 도로변에서의 Pb 오염이 비교적 늦게 진행되고 있을 것으로 추측된다 (Table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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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Cd, Co, Cr, Cu, Pb, Zn, Fe and Mn concentration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unggu, in Seoul. 

samples Cd Co Cr Cu Pb Zn Fe Mn 

l 10.7 10.4 77.9 332.1 251.7 2022.2 40462.0 482.2 

2 11.2 8.4 84.3 331.7 200.6 1995.1 41995.4 440.5 
3 17.7 18.7 1086.3 772.4 575.7 4298.1 64959.1 576.2 
4 19.6 24.1 1423.9 439.4 395.4 3815.3 68085.4 890.4 
5 11.3 17.3 375.1 2296.2 1074.0 2476.7 41501.2 400.2 
6 8.9 7.8 75.0 370.7 311.4 1209.6 32726.7 420.2 
7 7.6 7.1 73.0 383.4 208.4 1149.3 28061.3 409.5 
8 10.0 7.6 79 .1 409.0 1549.6 12435.1 35527.0 293.2 
9 11.0 10.1 91.9 545.6 387.5 2610.1 35977.0 388.4 
10 10.8 5.2 93.5 982.0 322.7 11407.3 34968.2 268.6 
11 8.2 14.1 65.9 286.6 193.5 805.9 28768.9 335.7 
12 9.5 9.2 111.6 359.6 170.8 1790.1 35606.5 462 .1 
13 25.7 13.5 254.0 2327.6 271.9 3090.6 41046.1 437.6 
14 13.7 13.8 227.5 1576.0 420.7 2973.4 45512.4 450.3 
15 11.3 15.9 379.8 1868.2 242.2 2733.9 40842.6 582.8 
16 8.4 8.6 137.0 705.6 207.2 3249.0 31420.4 349.9 
17 11.5 10.3 103.3 459.3 256.3 1901.2 43125.7 416.4 
18 9.8 8.9 93.8 363.6 283.6 1992.8 36429.7 484.3 
19 5.9 6.8 25.4 84.6 89.0 259.8 22987.3 764.0 
20 9.9 8.6 90.2 686.6 1052.3 5546.6 3681 1.6 461.0 
21 10.4 9.0 86.0 368.6 227.8 7225.7 36472.8 416.2 
22 8.8 10.1 70.5 230.3 168.7 6377.5 34217.8 442 .1 
23 9.2 7.9 87.1 321.9 344.1 1993.5 34013.2 413.4 
24-1 10.1 9.9 85.7 331.6 229.5 1637.0 38340.1 487.6 
24-2 6.6 10.6 83.4 337.0 308.3 4061.6 31047.2 389.5 
24-3 6.1 7.1 81.2 289.1 201.8 1695.1 28653.3 407.2 
25-1 8.2 12.8 72.9 191.5 221.0 2093.5 37459.9 486.6 
25-2 8.4 38.3 125.7 1568.2 229.0 2437.2 39349.2 484.5 
50 6.8 8.9 67.6 278.7 185.3 2708.3 32101.0 403.5 
51 15.0 20.7 390.8 1951.1 740.6 5091.2 65522.3 600.3 
52 7.7 7.7 85.9 244.9 254.5 1241.0 30888.7 372.3 
53 6.3 9.7 178.l 393.7 156.8 860.5 29849.5 315.8 
54 12.9 1906.4 714.2 4306.9 389.9 4216.7 52273.6 770.6 
55 8.6 15.9 212.3 988.5 198.9 2644.3 40546.5 447.3 
56 8.8 10.8 103.0 458.5 216.1 4089.8 40030.8 358.6 
57 9.3 13.3 87.4 472.0 260.6 1271.7 45273.4 390.4 
58 7.8 10.0 72.9 341.1 301.3 6438.9 37770.1 402.6 
59 8.1 11.7 84.9 383.2 205.8 3382.2 39731.0 432.6 
60 7.0 8.7 80.2 31 1.8 249.1 1317.3 35570.4 398.l 

61 8.3 8.9 71.6 452.5 190.2 3150.4 41049.3 462.4 

range 5.9-25.7 5.2-1906.4 25.4- 1423.9 84.6-4306.9 89.0- 1549.6 259.8-12435.1 22987-68085 268.6-890 .4 

mean 10.1 59.101.7) 212.7 745.0 343.5 3262.3 38924.3 45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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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A verage of the concentrations of Cd, Co, Cr, Cu, Pb, Zn, Fe and Mn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Junggu , in Seoul. 

Cd Co Cr Cu Pb Zn Fe Mn 

청계천 
11.7 12.l 326.5 757.6 516.9 4268.l 43490.0 464.4 

027H 시료) 

을지로 
11.2 11.8 224.5 1228.8 251.1 2318.7 38170.9 449.l 

01 개시료) 

퇴계로 
8.8 9.9 80.l 380.9 312.9 3768.2 32391.1 468.6 

(8개시료) 

3호터널 입구 
8.7 8.4 79.3 387.2 267.l 2571.9 39694.7 437.9 

(2개시료) 

3호터널 
7.4 9.0 82.6 352.5 247.l 2177.7 33402.7 420.6 

(4개시료) 

1호터널 
8.3 25.5 99.3 879.8 225.0 2265.3 38404.5 485.5 

(2개시료) 

장충공원언덕 
8.3 10.0 71.7 285.7 235.0 6408.2 35993.9 422.3 

(2개시료) 

2) 구로구 

서울시 구로구를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2와 3공단지역 등에서 빗물받이 (g비ly pot)에 퇴적된 퇴적물 (하수슬러지)과 도로변 

토양시료를 채취하였고， 전처리 후 Cd, Co, Cr, Cu, Pb 및 Zn의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10에 정 리 하였다. 하수슬러 지 (1998년 4월 28일)와 도로변 토양 (1998년 11월 2 

일)의 채취 시기가 다르며 이는 1998년 11월 2일 시료채취 당시 하수슬러지의 채취가 

불가능하였기 때문이다. 

화학분석 결과， 구로구지역의 중금속오염의 특징은 Zn와 Cu함량이 높다는 점이 

다. 하수슬러 지 의 Zn 함량은 367-4391.7μg/g으로 변화가 심 하며 평 균 함량이 1455.2μg 

/g으로 높다. Zn 오염이 매우 심각한 곳은 일반버스 정비소 (납부운수)가 있는 곳으로 

4391.7μg/g이였다 (Table 10). 한편，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로 구분하여 정리한 

평균함량을 비교하면 하수슬러지 시료가 도로변 토양보다 높게 나타났다 (Table 11). 

Cu 함량은 최저 172.1μg/g에서 최대 2058.3μg/g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함량은 596.7μg 

/g이다 (Table 10). 중구의 Cu 함량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Cu 함량을 보이지만 도 

π
 ω 



봉구와 여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Cu 함량을 보여 중구와 유사하게 산업활동에 

의한 오염이 중요한 것을 지시하고 있다. Zn과 마찬가지로 하수슬러지의 Cu 함량이 

도로변의 함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도로변 토양시료의 평균함량 (452.5μg 

/g) 이 도봉구와 여의도지역의 하수슬러지의 Cu 함량보다 2배 높은 것은 주변 공단에 

서 발생한 대기오염물질의 역할도 매우 중요하였던 것을 지시한다 (Table 6). 

Table 10. Heavy and Trace metal concentration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Gurogu , in Seoul. 

samples Cd Co Cr Cu Pb Zn Fe Mn 

26 7.8 5.8 99.1 307.5 139.0 3472.6 39360.7 474.3 
27 9.1 16.2 104.1 312.6 187.6 1130.7 42662.3 485.6 
28 10.5 14.4 124.0 373.2 195.7 1189.1 50472.3 517.4 
29 10.3 23 .1 16l.4 1832.2 336.2 439l.7 44230.1 477.9 
30 1l.0 35.8 214.6 1672.4 190.8 1018.0 53345.2 593.7 
31 17.6 34.3 358.3 127l.8 190.8 2204.0 81493.7 104l.8 
32 12.8 20.5 159.1 482.3 213.6 2124.8 59920.3 690.2 
33 8.7 15.5 11 l.0 322.6 19l.6 1180.2 39713.9 472.2 
34 8.2 13.3 69.3 225.1 139.2 1127.8 381Ol.3 460.5 
35 8.9 15.4 99.6 377.85 222.8 1476.2 41820.1 520.7 
36 9.6 16.9 199.0 2058.3 248.4 949.4 45099.3 600.3 
37 8.2 20.5 123.5 305.2 154.9 1196.6 40055.5 374.4 
38 8.4 93.7 209.0 198.9 143.3 367.0 43053.1 465.8 
39 8.2 18.6 9l.0 316.3 207.0 910.2 39765.2 425.6 
40 6.5 1l.0 69.8 249.1 147.1 714.1 32537.5 41 l.3 
41 8.2 14.6 105.9 296.5 198.5 4360.2 39139.2 527.2 
62 12.1 32.3 198.8 764.6 234.1 1244.6 57537.4 545.3 
63 15.6 28.5 237.1 643.3 169.2 893.9 43218.9 584.6 
64 10.3 2l.6 100.0 225.1 142.8 104 l. 0 40279.8 427.2 
65 8.3 1l.1 75.3 187.3 164.4 456.1 32829.1 383.0 
66 10.3 12.9 64.2 172.1 177.1 978.6 37855.5 463.3 
67 1l.3 14.3 8l.7 224.4 180.3 1094.5 40037.7 493.9 
68 10.7 14.8 103.2 253.0 148.9 705.6 40104.6 49 l.8 
69 12.5 13.7 147.4 1150.9 292.0 698.2 46583.1 505.5 

range 6.5- 17.6 11.0-93.7 64.2-358.3 172.1 -20;였 3 139.0-336.2 367.0-4391.7 32537-81493 374.4-104 1.8 

mean 10.2 22.0 137.7 596.7 192.3 1455.2 44550.6 518.0 

Cr 함량은 최소 64.2μg/g에서 최대 358.3μg/g의 범위를 보여 함량의 변화가 인 

지되며 평균 함량은 137.7μg/g이였다 (Table 10). Cr오염의 특징은 Cu와 마찬가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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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봉구와 여의도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Cr 함량을 보여 중구와 유사하게 산업활동 

에 의한 오염이 중요한 것을 지시한다 (Table 6). 하수슬러지의 Cr 함량이 도로변의 

함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1). 

구로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의 Co와 Cd의 함량은 각각 최소 

1 1.0μg/g와 6.5μg/g에 서 최 대 93.7μg/g와 17.6μg/g으로 변화가 적 으며 평 균은 각각 22.0 

μg/g와 10.2μg/g이다 (Table 10). Cu와 유사하게 하수슬러지의 Co와 Cd 함량과 도로 

변의 함량이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1). 

채취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의 Pb 함량은 139μg/g-336.2μg/g의 범위를 

나타내어 변화가 크지 않고 일정하며 평균은 192.3μg/g이다 (Table 10). 하수슬러지의 

Pb 함량이 도로변의 함량보다 다소 높게 나타나고 있다 (Table 11). 이 결과는 구로구 

에서 는 Pb의 오염이 하수슬러지와 도로변에서는 비교적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 

미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이고 있다고 할 수 있다. 

Table 11. Average of the concentrations of Cd, Co, Cr, Cu, Pb, Zn, Fe and Mn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Gurogu, in Seoul. 

sewage sludge 

roadside soil 

Cd Co Cr Cu 

9.6 23.7 143.6 668.8 

11.3 18.6 125.9 452.5 

Pb 

194.1 

188.6 

Zn Fe Mn 

1738.2 45673.1 

889.0 42305.5 

533.6 

486.8 

3) 여의도 

서울시 영등포구를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을 파악하기 위 

해 주요도로변의 빗물받이 (g비ly pot) 에 쌓인 퇴적물 (하수슬러지)를 9개 채취하였으 

며， 전처리 후 Cd, Co, Cr, Cu , Pb 및 Zn의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12에 정리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여의도에서의 중금속오염의 특징은 Zn함량이 다른 연구지역과 

비교할 때 가장 오염이 높다는 점이다. 하수슬러지의 Zn 함량은 460.2μg/g - 10017.5μg/g 

으로 변화가 심하며 평균 함량이 3873.4μg/g으로 가장 높다 (Table 12). Cu 함량은 최 

저 73.8μg/g에서 최대 336.2μg/g의 범위에 있으며 평균 함량은 224.3μg/g 이다. 중구의 

Cu 함량과 비교할 때， 비교적 낮은 Cu 함량을 갖는다. Cr 함량은 최소 44.8μg/g에서 

η
 
l 

q 
니
 



최대 124.9μg/g이며 평균 함량은 77.6μg/g이였다. Cr오염의 특징은 Cu와 마찬가지로 

중구와 구로구의 하수슬러지의 함량보다 매우 낮은 특정을 갖고 있다 (Table 6, 12).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Pb 함량은 57.7μg/g-238.6μg/g의 범위를 나타내어 변화가 

크지 않으며 평균은 177.2μg/g이다 (Table 12). 이 결과는 Pb오염이 하수슬러지와 도 

로변에서 비교적 늦게 진행되고 있는 것을 의미하며 다른 지역에서도 같은 결과를 보 

이고 있다.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d 함량은 7.1 - 13.3μg/g의 범위로 비교적 일정한 함 

량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은 9.8μg/g이다 (Table 12). 중구와 구로구에서 채취된 하수슬 

러 지 의 평 균 함 량과 유사하다 (Table 6). 

Table 12. Heavy and Trace metal concentration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Yeouido, Y ongdungpogu, in Seoul. 

samples Cd Co Cr Cu Pb Zn Fe Mn 

91 13.3 10.8 124.9 259.5 231.6 1409.2 47296.7 449.2 

92 10.7 11 .4 99.1 320.3 185.2 2791.5 40773.9 464.5 

93 9.1 13.8 44.8 73.8 57.7 460.2 35715.6 591.0 

94 9.5 12.0 70.8 214.7 189.9 6947.9 33478.6 457.0 

95 9.2 10.3 72.5 206.1 21 1.8 10017.5 34008.9 390.2 

96 10.1 10.9 84.0 257.1 238.6 1140.7 37499.5 540.1 

97 7.2 33.1 49.1 213.4 101 .4 2534.8 27537.7 447.3 

98 12.3 11.2 97.3 336.2 221.4 6694.2 46148.1 512.9 

99 7.1 8.3 56.5 138.3 157.5 2864.9 25338.6 474.1 

range 7.1 - 13.3 8.3-33.1 44.8- 124.9 73.8-336.2 57.7- 238.6 460- 10017.5 25338- 47296 390.2- 591.0 

mean 9.8 13.5 77.6 224.3 177.2 3873.4 36421.9 480.7 

4) 도봉구 

서울시 도봉구를 대상으로 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주요도로변의 빗물받이 (gully pot)에 쌓인 퇴적물 (하수슬러지)를 6개 채취하였으며 ， 

전처리 후 Cd, Co, Cr, Cu , Pb 및 Zn의 함량을 분석하여 Table 13에 정리하였다. 조사 

지 역인 도봉구 쌍문동 일대에는 중구와 구로구와 같은 산업시설과 상업활동이 매우 

미약한 지역으로 비교적 자동차의 배출가스 및 타이어의 마모 등이 주요원인이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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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기대하여 산업활동지역의 중금속오염과 비교할 목적으로 선정하였다. 

화학분석 결과， 도봉구 쌍문동 일대의 아파트단지를 끼고 있는 도로변에서 채 

취한 하수슬러지의 중금속오염 특징은 Zn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타난다는 점이다. 하수 

슬러지의 Zn 함량은 433.1 - 1370μg/g으로 변화가 비교적 적으며 평균 함량이 796.9μg/g 

으로 가장 낮다 (Table 13). Cu 함량은 최 저 114.9μg/g에 서 최 대 536.1μg/g의 범 위 에 

있으며 평균 함량은 242.5μg/g이다. Cr 함량은 최소 45μg/g에서 최대 106.5μg/g이며 평 

균 함량은 67.4μg/g이였다. 하수슬러지의 Co의 함량은 최소 4.2μg/g에서 최대 7.2μg/g 

으로 일정하며 평균은 5.9μg/g이다 (Table 13). 이 Co 평균값은 오염되지 않은 토양 

과 하수슬러지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되었다.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Pb 함량은 81. 1 -317.2μg/g의 범위를 나타내어 변화가 크 

지 않으며 평균은 163Jlg/g이다.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Cd 함량은 4.0- 13.5μg/g의 범위 

로 비교적 일정한 함량을 보이고 있으며 평균은 6.6μg/g으로 연구지역에서 가장 낮다 

(Table 13). 

Table 13. Heavy and Trace metal concentration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Dobonggu, Seoul. 

samples Cd Co Cr Cu Pb Zn Fe Mn 

42 4.7 5.9 50.5 186.6 81.1 475.0 24600.7 291.4 

43 6.7 6.2 84.2 244.4 181.2 665.7 34821.2 396.6 

44 5.3 6.6 69.9 225.9 157.4 778.5 26305.3 406.0 

45 4.0 4.2 45.0 114.9 114.3 433.1 19901.3 254.0 

46 5.7 5.5 48.3 147.5 126.8 1370.0 26862.8 316.7 

47 13.5 7.2 106.5 536.1 317.2 1059.1 47717.3 436.8 

range 4.0- 13.5 4.2- 7.2 45.0- 106.5 114.9-536.1 81.1 - 317.2 433.1 - 1370.0 1 앉lO l -47717 254.0- 436.8 

mean 6.6 5.9 67.4 242.5 163.0 796.9 30034.7 350.2 

52 호남， 겸부 고솜도로 

고속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을 파악하기 위해 고속도로 일부를 대상 

으로 토양시료를 채취하여 전처리 후 Cd, Co, Cr, Cu, Pb 및 Zn의 함량을 분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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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에 정리하였다. 이 시료는 대도시의 주요도로변의 오염 특성과 고속도로변의 

토양에서 축적되고 있는 중금속오염 특성을 비교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화학분석 결과 고속도로변 토양의 중금속오염은 Zn (72.3-891.6μg/g ， 평균 함 

량 516.1μg/g)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염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남고속 

도로 대전-전주 구간에는 언덕과 복토한 지형이 수많이 존재하고 있어 고속도로변에 

는 조립질 토사가 매우 우세하다. 특히， 장마기간 동안에는 토사의 이동과 퇴적작용이 

매우 우세하여 희석효과가 크다. 그러므로 중금속으로 오염된 도로변 먼지와 마모된 

물질 (자동차 타이어) 들이 빗물과 함께 이동되어 도로 주변의 토사와 혼합되어 오염 

이 희석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고속도로변에 설치된 drainage system 

에서 채취된 슬러지의 Zn 함량 ( 1039.8-8908.2μg/g)은 상대적으로 매우 높아 시간이 

흐를수록 오염이 확산될 것으로 생각되며 잠재적인 금속오염원이 될 것이다. 이외 Cd, 

Table 14. Heavy and Trace metal concentrations in sewage sludges and roadside 

soil in Honam and Kyeongbu Highway. 

samples Cd Co Cr Cu Pb Zn Fe Mn 

호남선 (대 전-전주 구간) 

1- 1 4.4 5.5 36.7 162.9 66.9 357.9 23802.4 263.5 
1- 6 4.7 8.6 24.8 39.1 25.5 237.6 25283.8 183.7 
2-9 6.6 9.7 58.8 111.2 151.3 789.3 33933.9 449.7 
2- 10 6.9 11.3 8.0 21.0 25.3 72.3 36644.1 437.8 
3- 11 6.0 9.5 42.5 71.2 109.2 672.4 29492.6 522 .1 
4- 12 7.0 8.0 59.4 84.8 100.7 662.2 35207.3 463.3 
5- 13 7.9 11.5 56.3 96.2 146.3 891.6 39358.2 629.5 
5- 14 6.6 10.6 39.0 65.5 122.8 496.3 34386.7 509.2 
5-15 6.2 10.4 51.8 84.5 126.4 698.2 31806.3 539.9 
5- 16 5.0 7.6 35.3 48.0 159.7 397.7 24752.0 353.4 
6- 17 5.5 7.0 48.3 83.5 94.2 547.6 27012.2 390.7 
1- 3 4.9 9.7 24.1 12.1 9.2 371.1 26261.3 250 .1 
range 4.4 -7.9 5.5-1 1.5 8.0-59.4 12.1 -162.9 9.2-159.7 72.3-891.6 183.7-629.5 

mean 5.9 9.1 40.4 73.3 94.7 516.1 30661.7 416.0 

경부선 (대전-청원 구간) 

8.2 11.9 65.1 222.8 167.5 1119.3 38297.0 534.1 
2 7.3 11.0 60.4 206.8 149.9 1039.8 36114.8 505.2 
3 6.6 7.4 32.8 125.7 1684.6 8908.2 24684.8 404.9 

range 6.6-8.2 7.4-11.9 32.8-65.1 125.7-222.8 149.9-1684.6 1039-8908.2 24684-38297 4여 9-5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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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 Cr, Cu 및 Pb 함량은 이번에 연구된 서울시와 같은 대도시의 오염상태와 비교할 

때 매우 낮아 이들 원소에 의한 환경오염 문제가 없는 것으로 사료된다. 

3.3 미 량 중금속의 존재 형 태 . sequential extraction 

3.3.1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에 폰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 : 일반적특정 

서울시 중구， 구로구， 여의도， 도봉구 둥의 주요 도로변의 빗물받이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에서 채취된 오염된 토양의 중금속 함량을 sequential extraction method 

(Tessier et a1., 1979)로 분석하여 각 fraction별로 Pb, Zn, Cd, Mn , Fe함량을 Table 

15에 정리하였다. 

1) Pb : 

Pb는 주로 산화철광물이 용해되는 FIII(전체 Pb 함량의 33%) , 탄산염광물과 

수반되는 FII (전체 Pb 함량의 31%) 및 유기물/황화광물의 FIV (전체 Pb 함량의 

21%)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시 fractions의 합은 전체 Pb 함량의 85%를 차지한다 

(Table 15, Fig. 7). 기타 규산염광물로 대표되는 FV (전체 Pb 함량의 15%) 다음으로 

Pb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결과는 영국 M1 고속도로 (Harrison et a1., 

1981)와 프랑스 A- 71 고속도로 (Lee et a1., 1997)에서 채취된 도로변 토양에 존재하는 

Pb의 지화학적 존재형태를 연구한 결과 (주로 F II & IID와도 유사한 결과이지만， 이 

번 하수슬러지의 결과에서는 유기물/황화광불과 수반된 fraction의 역할이 매우 두드러 

진 특정을 보인다. 

2) Zn : 

Zn 함량은 모든 시료에서 매우 높게 나타나며 FII (전체 Zn함량의 59%)과 수 

반되는 Zn 함량이 매우 높다. 그 다음으로 산화철광물이 용해되는 FIII(전체 Zn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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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의 29%) Zn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한다 (Table 15, Fig. 7). Pb와는 다르게 유 

기물/황화광물의 FIV (전체 Zn함량의 5%)에서 용해된 Zn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영 

국 M1 고속도로 (Harrison et al., 1981)와 프랑스 A-71 고속도로 (Lee et al. , 1997)에 

서 채취된 도로변 토양에 존재하는 Zn의 지화학적 존재형태를 연구한 결과 (주로 FII 

& III)와도 유사하다. 

Table 15. . A verage and range of the concentrations of Cd, Co, Cr, Cu, Pb, Zn, Fe 

and Mn within fractions F 1 to F V for sewage sludge and roadside 

soil from Seoul city. 

FI FII FIII IV FV 

0.8- 14.1 2.1 - 48.0 3.4- 34.4 2.3- 16.0 22.5- 70.2 
Cd 

(2.6) <15.1) (21.2) (9.0) (52.0) 

0.3- 5.8 8.9- 62.8 13.3- 44.2 5.3- 22.5 16.5- 46.0 
Co 

(1.9) (23.0) (22.1) (15.8) (37.3) 

0.0- 1.4 1.4- 40.9 8.6-42.2 3.1 - 39.6 24.9- 80.8 
Cr 

(0.2) (7.4) (22.2) <17.7) (52.6) 

0.1 - 2.5 0.1 - 43.8 3.7- 27.8 30.2- 88.3 2.7- 11.9 
Cu 

(0.8) <18.9) <13.7) (60.4) (6.2) 

0.01 - 0.30 9.3-55.8 17.3- 49.2 5.7- 50.1 3.0-61.7 
Pb 

(0.10) (3 l.15) (32.5) (2l.3) 04.9) 

0.01 - 3.54 24.2- 85.5 8.3- 59.2 1.6- 8.5 1.8- 9.4 
Zn 

(1.2) (59.8) (28.6) (5.1) (5.6) 

0.0- 0.01 1.4- 37.4 17.3- 35.6 2.4- 12.5 41.1- 68.2 
Fe 

(0.00) (8.02) (25.06) (8.03) (58.89) 

0.5- 16.8 25.0- 57.3 10.4- 40.0 4.9- 11.9 21.1-39.2 
Mn 

(5.8) (38.6) (20.4) (6.6) (28.6) 

* FI Fraction 1; FII Fraction II; FIII Fraction III; FIV Fraction IV; FV 

Fraction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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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Cu : 

하수슬러지에서 Cu는 주로 유기물질/화화광물이 용해되는 FIV (전체 Cu 함량 

의 60% ) 에 대부분이 수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Fig. 7). Cu는 토양과 퇴적물에서 유 

기물질과 밀접히 결합된 상태로 일반적으로 존재한다는 결과와도 잘 일치한다 (Salomons 

and Forstner, 1984). 그 다음으로 탄산염 광물과 수반되 는 FII (전체 Cu 함량의 19%) 

및 산화철광물의 FIII (전체 Cu 함량의 14%)에서 주로 검출되었으며， fraction FV에서 

용출된 Cu의 함량은 전체 Cu함량의 약 6%로 매우 적다. 

4) Cd : 

Cd의 경우， Pb , Cu 및 Zn과는 달리 기타 규산염광물로 대표되는 FV (전체 

Cd 함량의 52% )가 Cd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이 결과는 영국 M1 고속도로 

(Harrison et a1., 1981)와 프랑스 A-71 고속도로 (Lee et a1., 1997)에 서 채 취 된 도로변 

토양에서 Cd이 F 1. II 및 III에서 전체 Cd 함량의 86-93%가 용해되는 고속도로변의 

특정과는 매우 다르다. Exchangeable fraction에서 용해되는 Cd은 전체 함량의 3%로 

매우 적다 (Fig. 7). Fraction V 다음으로 Cd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은 

fraction III (전체 Cd 함량의 21%)과 fraction II (전체 Cd 함량의 15% ) 이다. Cu와는 

다르게 유기물/황화광물의 FIV (전체 Cd함량의 9%)에서 용해된 Cd 함량은 상대적으 

로 적다. 

5) Cr : 

Cd와 같이 규산염광물로 대표되는 FV (전체 Cr 함량의 53%)가 Cr을 운반하 

는 중요한 역할을 한다. Exchangeable fraction에서 용해되는 Cr은 전체 함량의 0%로 

무시 할 정 도이 다 (Fig. 7). Fraction V 다음으로 Cr을 운반하는 중요한 역 할을 하는 것 

은 유기물/황화광물의 FIV (전체 Cr 함량의 18%)과 산화철광물이 용해되는 FIII(전 

체 Cr 함량의 22%) 이다. 그외 탄산염광물과 수반되는 FII (전체 Cr 함량의 7% )에서 

검출되었다. 

- 45 -



6) Co : 

Co는 주로 산화철광물이 용해되는 FIII(전체 Co 함량의 22%) , 탄산염광물과 

수반되는 FII (전체 Co 함량의 23%) 및 유기물/황화광물의 FIV (전체 Co 함량의 

16%)에서 유사한 비율로 검출되었으며 합계 61%에 해당된다. 규산염광물로 대표되는 

FV (전체 Co 함량의 37%)가 Co을 운반하는 가장 중요한 역 할을 한다. Exchangeable 

fraction에서 용해되는 Cr은 전체 함량의 2%로 무시할 정도이다 (Fig. 7). 

7) Mn : 

Mn이 주로 용해되는 fraction은 FII (전체 Mn 함량의 38%) , FV (전체 Mn 함 

량의 29%) 및 FIV (전체 Mn 함량의 20%) 퉁이 다 (Fig. 7). 

8) Fe : 

Fe는 대부분 FV(전체 함량의 59%)에서 용해되고 그 다음으로 fraction III에 

서 용해되는 Fe 함량은 25%를 차지한다. 이외에도 탄산염광물과 수반되는 Fe 함량이 

8%를 차지하는 것도 특징적이다 (Fig. 7). 

3.3.2 하수슬러지와 토양시료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 : 조사지역별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에 존재하는 중금속의 존재형태를 조사지역 (중 

구， 구로구， 여의도)으로 구분하여 분석하였다.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Cd, Co, Cr, Pb, 

Fe와 Mn의 geochemical speciation은 조사지역의 차이에 의한 차이가 없었다. Zn과 

Cu는 위의 금속원소와는 달리 조사지역의 차이가 현저히 나타났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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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Zn : 

구로구와 중구에서의 Zn의 geochemical speciation은 유사한 특정을 보이고 있 

다 (Fig. 8) 중구와 구로구의 경 우， Fraction II (탄산염 광물과 수반된 형 태 )에 용해 된 

Zn의 함량은 전체 함량의 53-56%을 보이고 있는 반면에 여의도에서 채취된 시료의 

경우， Fraction II에서 용해된 Zn의 함량이 전체의 약 82%를 차지하여 대부분이 탄산 

염광물의 형태로 존재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구로구와 중구의 경우， 

Fraction III와 수반되는 Zn 함량이 32-33%를 차지하는 반면에 여의도의 경우에는 

fraction III의 역 할이 크게 감소하였다 (전체 Zn 함량의 12%). 이 결과는 중구 및 구 

로구와 여의도를 비교 할 때 서로 Zn이 오염되는 환경의 차이를 시사한다고 할 수 있 

으며 원인의 규명이 필요하다. 

2) Cu : 

유기물질/화화광물이 용해되는 FIV과 수반되는 Cu의 함량은 중구에서 가장 

높으며 (약 전체 함량의 71%) , 구로구 (47%)와 여의도 (52%)에서는 약간 낮은 경향이 

있다. 또한 Fraction FIV의 비중이 낮아지면 질수록 탄산염광물과 수반된 Cu 함량이 

커지는 경향도 있다 (Fig.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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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토 의 

4.1 국내 주요 도로변 중금속오염 추정 

국내고속도로의 이용차량은 91년 이후 연평균 21.2%의 증가추세를 보이고 있 

다 (한국도로공사， 1996). 95년도 평균 경부선 고속도로 이용차량은 년간 약 3천만대를 

상회하고 있는 실정이고 신갈-수원 구간의 최대이용차량은 년간 약 6천 7백만대에 이 

르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서울의 교통량조사결과에 의하면 서울역부근의 통과교 

통량이 제일 높은 곳으로 일일 교통량은 약 17만대로 경부선 고속도로의 신갈-수원 

구간에 버금가는 수준이다. 

4.1.1 납 : 

자동차 배기가스에 함유된 납이 대도시 및 고속도로에 축적되는 양은 자동차 

통행량， 평균 휘발유 소모량， 무연휘발유의 납 함량을 근거로 계산할 수 있다. 국내에 

서는 1987년부터 유연휘발유의 사용을 억제하기 시작하였으며 1993년부터는 무연휘발 

유만을 사용하고 있다. 무연휘발유에는 Pb의 함량이 최대 0.013g/1까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 (Lee et al., 1997; 이평구， 1997). 서울시의 주요도로의 자동차 통행량은 서울 

시경에서 발간된 교통 통계를 참고로 하였으며 자동차의 휘발유 평균소비량은 

9L/100km로 가정하였다. 한편， 배기가스로 배출되는 납 중 고속도로변에 축적되는 납 

은 10%로 추정하였으며 나머지 90%의 납은 대기에 확산된다고 가정하였다 (Hewitt 

and Rashed, 1990). 

국내 휘발유 소비량과 자동차 통행량을 토대로 1995년도 자동차에 의해 대기 

에 배출된 납을 추정하면 국내전역에서 자동차배기가스로 공기로 배출되는 납은 년간 

122톤 (한국공업규격 기준 <0.013g!L) 혹은 9.4톤 (국내정유회사 자료 <O.OO1g!L) 

정도로 추정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하루 79kg (한국공업규격) 혹은 6kg (국내정유회사 

자료)의 납이 공기에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Table 16). 이를 서울지역의 도로 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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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으로 계산하면 평균적으로 도로 1km 당 년간 약 3.7kg (한국공업규격) 혹은 

0.3kg (국내정유회사 자료)의 납이 축적되며 서울시전체 도로를 기준으로 하면 총 29 

톤 (한국공업규격) 혹은 2.2톤 (국내정유회사 자료)의 납이 대기에 배출된다 (Table 

17). 한편 배출된 납의 약 8-10%는 지표면에 입자상태로 퇴적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빗물에 의해 씻겨 배수로 및 하천으로 유입되어 오염을 하천수와 퇴적물 

(하수슬러지)를 오염시킨다. 빗물에 의해 씻겨진 오염물질이 배수로를 통해 일부분이 

하천으로 이동， 유입되고 있다. 

Table 16. Estimation of Pb emitted from automobile emissions (995) 

무연 휘발유 전국 서울， 경기지역 

공업규격 년간 : 122.7 톤 서울 : 79.6kg/일 

(Pb<0.013g/U 일 : 336kg 경기 : 66kg/일 

정유회사자료 년간 : 9.4 톤 서울 : 6.1kg/일 

(0.00 1 g/U 일 : 25.9kg 경기 : 5.1kg/일 

서울， 부산， 대구， 인천， 

광주， 대전 (6대 도시) 

일일 : 150.8kg 

일일 : 11.6kg 

Table 17. 휘 발 유 소 비 에 의 해 대 기 에 배 출 되 는 Pb 배 출 량 과 도 로 총 연 장 길 이 와 의 비 교 

전국 서 울 (7,675km) 서울， 부산， 대구， 인천 ， 

021 ,504.5L/km) (291 ,083L/km) 광주， 대전 (6대 도시) 

공업규격 3,784g/km/year 
1579g/km/year 3,569g/km/year 

(Pb<0.013g/U (서울시 총연장 : 29 ton) 

정유회사자료 291. 1g까gψyear 
121.5g/km/year 274g/km/year 

(Pb<0.001g/U (서울시 총연장 : 2.2 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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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2 아연 

자동차타이어 고무에 함유된 평균 금속아연함량은 약 1.0%이며 타이어소모량 

은 타이어의 종류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일반적으로 숭용차의 경우 40,OOOkm 주행당 

소모되는 타이어는 약 650g이고 화물트럭의 경우 150,000km 주행당 약 5，250g이 소모 

된다 (Michelin 제공) . 즉 승용차는 km당 0.016g의 타이어가 소모되고 화물트럭은 

0.035g이 소모된다. 

그러므로， 자동차 통행량， 타이어소모량， 타이어의 아연함량을 기초로 해서 계산 

된 서울시의 주요도로에서 발생될 수 있는 아연오염 추정량을 Table 18에 정리하였다. 

고속도로변 토양도 이와 마찬가지로 아연과 납의 오염이 심각할 것으로 추정 

된다. 특히， 교통량과 자동차타이어에 함유된 아연함량을 근거로 아연오염을 추정하변 

경부선 최대교통량을 보이는 신갈-수원 구간의 경우는 왕복차선에 하루 119g/km의 

아연이 고속도로 노면에 축적되고 있으며 경부선 전구간의 평균 교통량을 근거로 한 

결과 경부선 왕복차선 1km 당 년간 약 20kg의 아연이 토양에 축적되고 있을 것으로 

추정되고 경부선 전구간 428km에 걸처 토양중에 축적되는 아연은 약 4.4톤으로 추정 

된 다 (Table 19). 

Table 18. Estimation of Zn emitted from the abrasion of tyre in Seoul city (995) 

서울역 (177，724대/일) 

청 계고가 048.311 대/일) 

사직터널 044，819대/일) 

한남대교 089，497대/일) 

양화대교 083.750대/일) 

영동대교 081，376대/일) 

도심통과 교통량 순위 

115.5g/krrνday 11.5g/ 100m/day 

96.4g/km/day 9.6g/ 100m/day 
94.1g/km/day 9.4g/ 100m/day 

교량통과 교통량 순위 

123.2g/km/day 12.3g/ 100m/day 

119.4g/km/day 11.9g/ 100m/day 
117.9g/km/day 11.8g/100m/day 

노선별 교통량 

4.2kg/ lOOm/year 

3.5kg/ 100m/year 
3.4kg/ 100m/year 

4.5kg/ 100m/year 

4.4kg/ 100m/year 
4.3kg/ 100m/year 

올 림 픽 대 로 (209，229대/일 136g/km/day 

한남로 089，497대/일 123.2g/km/day 
양화로 (183.750대/일 119.4g/km/day 
남대문로 077，724대/일 115.5g/km/day 

13.6g/ 100m/ day 

12.3g/ 100m/day 
11. 9g/ 100m/ day 
11.6g/ 100m/day 

4.96kg/ 100m/year 

4.5kg/100m/year 
4.36kg/100m/year 
4.22kg/ 100m/year 

η
/“
 

-
「J



Table 19. Estimation of Zn emitted in highway from the abrasion of tyre (1995) 

최대 통행량지점 노선 평균 전구간 

경부선 (428km) 
신갈-수원 083，776대/일) 

27.9g까mνdayr 

(85，798대/일) 
59.7g까mνday 

OO.2kg까mν'year) 
8.7 ton/year 

(2 1.8kg까mνyear) 

중부선 o 17.8km) 
동서울-경안 (79，497대/일) 

17.8g까an/day 

(54，695대/일 ) 
25.8g/krπday 

(6.5kg까mν'year) 1530 kg/year 
(9.4kg/knνyear) 

영동선 (201km) 
신갈-마성 (64.050대/일) 

13.7g/krrνday 
20.8g/km/day 2.01 ton/year 

(42 ，224대/일) (5.0kg까mν'year) 
(7.6kg/knνyear) 

호남선 070.7km) 
회덕-북대전 (61，또4대/일) 

15.1g/km/day 
(46，312대/일) 

20.0g/km/day 
(5.5kg/km/year ) 

1.88 ton/year 
(7.3kg싸m/year) 

그러나 지금까지 경부고속도로를 비롯한 모든 고속도로를 대상으로 도로주변 

토양의 중금속 및 휘발유오염에 대해서 연구된 바 없다. 고속도로에서의 특수 운반차 

량의 전복사고로 휘발유 및 각종 독성유기물질과 화학물질의 유출사고가 빈발하여 주 

변 농경지 혹은 거주지역의 토양오염과 지표수와 지하수에 심각한 환경오염이 자주 

발생되고 있는 실정이다. 경제발전과 도시팽창에 더불어 교통사고로 인한 환경오염은 

고속도로뿐 아니라 대도시의 시내에서도 자주 발생되고 있으므로 중금속과 독성유기 

물질 및 화학물질의 심각한 환경사고가 예상된다. 이를 방지하기 위해서 도로변 중금 

속 및 유류오염의 실태파악과 분산경로를 파악하여 필요한 대책을 강구할 필요가 었 

다. 사고 빈발지역과 특수지역 (고개 및 굴곡이 심한 곳)에는 소규모 retention pond와 

같은 간이정화시설을 설치할 필요가 있다. 간이정화시설의 설치 목적은 대도시 도로변 

에 설치된 빗물받이와 같이 빗물을 하천으로 흘러가도록 유도하는 목적이외에도 오염 

된 빗물을 자연적으로 정화를 하고 교통사고로 인한 갑작스러운 독성 유기물질의 오 

염이 발생할 때 복구를 위한 시간을 별 수 있으므로 매우 중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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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하수슬러지의 이용 검토 

일반적으로 하수슬러지는 토양의 지력회복을 위해 사용되고 있다. 하수슬러지 

가 유기질비료로 농업에 사용되기 위해서 중요한 요소는 하수슬러지에 포함된 중금속 

의 함량이다. 프랑스에서는 이런 종류의 하수슬러지를 농업용으로 광범위하게 사용하 

고 있으나 이때 슬러지에 포함된 최대 중금속함량을 규정해 그 규정을 념을 경우는 

토양에 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Tab!e 20 *참고) . 또한 슬러지를 투입할 토양의 중 

금속함량이 일정기준 이상일 때에도 더 이상의 슬러지를 투입할 수 없도록 하였다 

(Table 20 **참고). 미국의 경우도 슬러지의 중금속함량이 법규의 규정 (40 CFR Part 

503)보다 높지 않으면 농업용 토양에 투입하여 척박한 토양의 지력 회복을 위해 사용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20). 

한편， 국내에서도 하수슬러지 발생양은 매년 크게 증가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21). 하수슬러지의 처리방안은 대부분 매립에 의존하고 있는 상태이나 90년대 

부터 농업에 응용되는 양이 크게 증가되고 있다. 

국내에서도 최근에 하수슬러지의 농업용으로 이용되는 양이 증가되고 있는 실 

정이므로 이에 대한 규정을 강화시켜야 한다. 하수슬러지를 농업용으로 이용하기 위해 

서는 하수슬러지의 중금속과 독성유기물질의 함량을 우선적으로 고려하여야 하며 농 

업에 이용한 후에 발생할 수 있는 환경변화에 의해 용해되어 토양오염을 발생시키고 

농작물의 성장저해 요인이 될 수 있으므로 매우 주의해야 한다. 

Table 20 하수 슬러지의 토양 투입을 위한 중금속 함량 기준 

pollutant 
Ceiling Concentration Maximum Concentration ( μ g/g) for 

( μg/g) farming 
France* USA France** USA 

As 75 
Cd 20 85 2 
Cr 1000 3000 150 
Cu 1000 4300 100 
Pb 800 840 100 
Hg 10 57 1 
M。 75 
Ni 200 420 50 
Se 100 100 10 
Zn 3000 7500 3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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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에 연구된 서울시의 하수슬러지의 중금속 함량과 총탄소함량을 프랑스 및 

미국의 규정과 비교하여 검토하였다. 하수슬러지의 토양 투입을 위한 프랑스의 중금속 

함량 기준에 따르면 중구 (평균 Zn 함량 3262μg/g ， Table 6)와 여의도 (평균 Zn함량 

3873μg/g) 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의 Zn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으 

로 이용될 수 없다. 그러나 미국의 기준 (7500μg/g)을 고려하면 기준을 초과하는 시료 

는 단 3개의 시료 (Table 8. 12)이였다. 구로구에서 채취된 시료 중에서 3개의 시료는 Zn 

함량이 프랑스 기준을 초과하였으나 미국의 기준으로 검토하면 기준에 훨씬 못미치고 있 

다. 이번에 연구된 하수슬러지의 Zn 함량은 프랑스 및 미국의 기준을 초과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수슬러지의 농업에 응용하는 것은 환경오염 및 확산의 관점에서 신중하게 조 

사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Cu 함량을 검토해본 결과， 채취된 시료 중에서 두나라의 기준 

을 초과한 시료는 모두 127B로 전체시료의 12%가 농업용으로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한편， 하수슬러지의 Pb 오염은 문제 발생이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채취된 94 

개시료에서 프랑스와 미국의 기준을 초과한 시료는 4개 (Table 8, 14)에 불과하다. 하 

수슬러지의 Cd 오염은 프랑스의 기준을 초과한 것이 한 개였으며 미국이 기준을 넘는 

것은 없었다. 

한편， 농업에 웅용되기 위해서는 하수슬러지에 포함되어 있는 중금속원소의 

mobility에 대한 평가도 매우 중요하다. 토양수 (soil solution)에 용해된 금속원소의 함 

량을 예측하기 위해서는 토양의 지력회복을 위해 사용되는 하수슬러지에 함유된 중금 

속원소의 함량뿐만이 아니라 각 원소의 mobilty에 대한 평가가 필요하다 (Legret, 

1993; Vieira e Silva et al., 1993). Sequential extraction method는 토양의 여 러 구성 

광물과 수반되는 금속원소의 상대적인 결합세기 (binding strength)와 여러 다른 물리 

화학적 환경에서의 잠재적인 reactivity에 관한 정보를 제공한다. 특히， 각 분석단계 중 

에서 exchangeable과 oxidizable fractions과 수반된 금속원소의 함량은 수계의 lOn 

exchange reaction과 유기물의 산화작용에 의한 분해 및 변형에 의해 쉽게 용해되어 

토양수 (soil solution)에 농집되므로 식물에 의해 쉽게 흡수될 수 있는 함량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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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국내 하수슬러지 발생 량과 처 리 현황 (m3/year) 

agricultural Dumping at 
계 Landfill Incineration Other 

use Sea 

1991 600 ,192 16,324 583,868 

1992 612,233 30,950 579,443 1.840 
1993 769,986 19,337 664,815 85,834 
1994 961,586 26,097 766,064 169,425 
1995 1,171 ,205 37,556 931,689 205,974 
1996 1,298,409 8,971 1,008566 5,351 243,046 11.230 

1997 1,348,350 42,954 988,719 9,300 297,647 9,730 

또한， TCLP에 의해서도 오염물질의 mobility를 평가 할 수 있다. 

4.3 미량원소의 상대적인 이동성 

일반적으로 식물내의 금속함량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는 토양내의 중금 

속 함량이지만 토양내의 금속함량이 매우 높은 지역에서 자라고 있는 식물에서도 환 

경의 조건에 따라 식물내 금속함량이 다른 지역에 비교 할 때 낮은 경우도 종종 있다. 

이는 토양에 존재하는 금속의 화학적 존재형태 (Chemical Species)의 차이에 의한 것 

으로 알려져 있다. 토양에 존재하는 금속의 화학적 존재형태는 금속의 이동도 

(Mobility)에 큰 영향을 미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이동도의 차이에 따라 식물 

이 흡수 가능한 금속의 양도 달라진다. 많은 학자들은 토양내의 함량중에서 식물이 흡 

수 가능한 정도를 고찰하기 위해 DTP A. EDT A. TEA 및 NH40Ac 등과 같은 다양한 

추출용매를 사용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방법은 단일원소에 대한 토양과 식물의 관 

계를 이해하는 데 사용되어 왔으나， 다양한 원소를 함께 비교하는 데 적합한 실험방법 

은 아니 다. Harrison et a l. (981)은 일 반적 으로 sequential extraction method의 

extract lOn sequence의 순서 에 따라 금속의 mobility가 감소한다고 하였다. 특히 , 

biological & geochemical processed를 이해하기 위하여 이 분석방법이 사용되어 왔다. 

그러므로 Table 15의 결과를 근거로 하면 망간과 아염이 가장 이동성이 높다 

:\1n > Zn>Cd> Pb>Cu>Co>Cr> F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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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유사한 결과로， Lee and Touray (1998)가 고속도로변에서 채취된 오염된 

토양을 대상으로 산성비의 영향을 연구한 결과에 의하면， Pb는 sludge의 pH가 

3.5- 5.0, Zn는 sludge의 pH가 6.5-7.0, 그리고 Cd는 sludge의 pH가 6.5-8.0에서부터 침 

출되기 시작한다. 또한， 이 결과를 토대로 하면 약산성비는 토양에 오염되어 있는 Mn, 

Cd와 Zn를 쉽게 용해시킬 수 있다고 하였으며 상대적인 mobility를 Mn>Cd>Zn>>Pb 

로 추정하였다. 

4 .4 TCLP (Toxicity Characteristic Leaching Procedure) test 

TCLP <EPA, 1990)는 액체， 고체의 혼합폐기물에 폰재하는 유기 및 무기 오염 

물질의 잠재적인 mobility를 평가하기 위해 실시하는 방법이다 (임남웅， 김영근， 1996). 

서울시 주요 도로변의 빗물받이에서 채취한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오염된 토양시료 중 

에서 중금속 오염이 가장 심한 것을 대상으로 TCLP test를 실시하여 중금속원소의 

mobilty와 독성을 조사하였다. 조사 대상시료를 선정할 때 중금속함량뿐만 아니라 시 

료의 구성광물을 고려하였다. 

1) 용액의 제조 : 

solution 1 : 5.7ml HOAc를 500ml의 증류수에 넣 고 64.3ml의 1M NaOH를 넣 

은 뒤 증류수로 1 L가 되게 한다. 이때 용액의 pH는 4.93 :t 0.05가 되어야 한다. 

solution 2 5.7ml의 HOAc를 증류수와 혼합하여 부피 가 1 L가 되 도록 한다. 

이때 용액의 pH는 2.88 :t 0.05가 되어야 한다. 

2) 분석방법 : 

TCLP test전에 용출에 사용될 solution을 정하기 위한 예비실험을 실시한다. 

5g의 시료를 96.5ml의 증류수와 혼합하여 5분간 교반하여 pH를 측정한다. 만일， 

pH<5 .0이 면 solution 1를 사용하고 pH>5.0이 면 1N HCl를 3.5ml를 첨 가한 후 50 0C 로 

딘
 



가열하면서 10분간 교반한다. pH를 측정하여 pH<5.0이면 solution 1를 사용하고 

pH>5.0이 면 solution 2를 사용한다. 

9.5mm 이 하의 입 도를 갖는 시 료 10üg를 미 리 준비 한 solution 1 혹은 2와 

1 :20의 비율로 혼합하여 18h :t 2h 동안 교반을 실시한다. 이때 교반속도는 30 :t 2rpm으 

로 한다. 교반후 0.7μm 여과용지 (Millipore YT 30142 HW)로 여과하여 여과용액을 

ICP 혹은 AAS로 분석 한다. 

3) 결과 

위의 실험 결과를 Table 22에 정리하였다. 실험결과 TCLP의 Regulatory 

Level를 넘는 금속원소는 없었다. 그러나， TCLP에 규정된 원소는 아니지만 하수슬러 

지에 오염된 Zn과 Cu의 용출을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TCLP test 결과， 용출된 

Zn의 함량은 수용액 중에 9.37-245.7mg!L가 용출되 었으며 Cu는 0.002- 14.860mg!L가 

용출되었다. 이 결과는 산성비 혹은 산업용폐수와 같이 산성용액이 빗물받이에 유입될 

경우 중금속 (특히， Zn과 Cu)의 용출이 매우 우려할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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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2. Leaching test of TCLP comparison with Regulatory level for TCLP (EPA). 

elements Mg Al Ca Mn Fe Cu Zn Cd Pb As Se 

EPA(mg/U <1.0 <5.0 <5.0 <1.0 

19.50 2.00 1474 8.25 28.78 0.026 21.46 0.0147 N.D. 0.005 0.019 

3 33.56 <0.01 2042 2.65 0.03 0.676 9.37 0.0080 0.0590 0.002 0.008 

5 18.28 2.49 1208 3.59 19.70 0.039 59.25 0.0168 0.1018 0.006 0.011 

9 28.30 2.20 655 6.30 24.74 0.195 39.00 0.0426 N.D 0.026 0.009 

13 49.52 1.49 1736 3.45 0.20 2.713 20.65 0.2490 N.D 0.010 0.003 

16 22.74 1.84 1102 6.63 6.17 0.235 61.40 0.0166 N.D 0.004 0.003 

29 31.20 4.14 969 8.63 27.35 0.520 없.00 0.0377 N.D 0.004 0.003 

31 18.90 7.35 893 12.85 187.00 0.997 29.26 0.0548 N.D 0.002 0.003 

35 24.22 4.36 1060 8.61 1.91 1.498 15.66 0.0181 N.D 0.004 0.002 

36 26.04 7.60 773 11.68 10.51 14.860 13.88 0.0237 N.D 0.002 0.001 

41 24.82 7.92 705 11.31 11 .40 2.594 70.30 0.0219 N.D 0.005 0.002 

50 26.06 0.66 1538 5.58 5.93 0.003 18.03 O.애25 N.D 0.005 0.003 

52 21.38 1.95 705 5.34 34.86 0.007 14.89 0.0083 N.D 0.028 0.002 

53 25.08 8.26 570 5.43 42.39 0.445 20.73 0.0246 N.D 0.007 0.002 

56 24.32 4.40 721 4.68 51.60 0.002 46.48 0.0131 N.D 0.028 0.003 

66 18.32 3.40 965 8.31 11.25 0.436 13.45 0.0182 N.D 0.003 0.003 

91 44.28 9.74 406 9.73 16.95 1.738 31.89 0.0319 N.D 0.003 0.003 

92 32.62 9.28 얘5 9.47 18.52 2.424 56.35 0.0211 N.D 0.002 0.002 

94 33.32 5.42 613 8.60 3.56 0.529 171.34 0.0273 N.D 0.002 0.003 

95 24.08 2.18 904 6.32 3.22 0.425 245.70 0.0200 0.0137 0.004 0.005 

Sequential extraction 결과， Cu는 전체 함량의 60%가 organic fraction과 수반 

된 상태로 존재하고 oxides와 carbonate fractions을 합하면 세 fractions과 수반되는 

Cu 함량이 전체의 93%를 차지한다. Zn도 Cu와 유사하게 전체의 약 59%가 carbonate 

fraction과 수반되고 organic fraction과 수반되는 Zn 함량도 29%를 차지하여 (Fig. 6) 

빗물받이의 물리화학적 환경의 작은 변화에도 쉽게 수계에 용해될 것으로 추정된다. 

이 실험 결과는 위의 TCLP결과와 유사하다. 

TCLP test로 용해된 각 금속원소의 함량을 19 시료 당 용해된 금속함량으로 환 

산하여 각 시료의 전체 금속함량과 비교하여 백분율로 표시하여 Table 23에 정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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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3. Metal leachability of sewage sludges in TCLP tests , S/L 1 : 20 

reaction time 20h. 

Mn (%) Fe (%) Cu (%) Zn (%) Cd (%) Pb (%) 

34.22 1.42 0.15 21.22 2.75 0.00 

3 9.20 0.00 1.75 4.36 0.90 0.20 
5 17.94 0.95 0.03 47.85 2.97 0.19 
9 32.44 1.38 0.71 29.88 7.75 0.00 
13 15.74 0.01 2.33 13.36 19.38 0.00 
16 37.90 0.39 0.67 37.80 1.29 0.00 
29 36.12 1.24 0.57 29.15 7.32 0.00 
31 24.67 4.59 1.57 26.55 6.23 0.00 
35 33.07 0.09 7.93 21.22 4.07 0.00 
36 38.91 0.47 14.44 29.24 4.94 0.00 
41 72.91 0.58 17.50 32.25 5.34 0.00 

50 27.66 0.37 0.03 13.31 0.74 0.00 

52 28.69 2.26 0.05 24.00 2.16 0.00 
53 34.39 2.84 2.26 48.18 7.81 0.00 
56 26.10 2.58 0.01 22.73 2.98 0.00 
66 35.87 0.59 5.07 27.49 3.53 0.00 
91 43.32 0.72 13.39 45.26 4.80 0.00 
92 40.78 0.91 15.14 40.37 3.94 0.00 
94 37.64 0.21 4.93 49.32 5.75 0.00 

95 32.39 0.19 4.12 49.05 4.35 0.13 

range 9.20- 43.32 0.00-4.59 0.01 - 17.50 4.36-49.32 0.74- 19.38 0.00- 0.20 

mean 31.50 1.09 4.63 30.63 4.95 0.03 

TCLP test 결과， 금속원소 중에서 가장 용해가 잘되는 원소는 Mn과 Zn으로 전 

체 금속 함량과 비교하면 각각 9.20- 43.32%. 4.36-49.32%가 용해되었다. 실험된 시료 20 

개의 평균 용해율을 검토해 보면 Mn은 전체 금속 함량의 약 31.50%가 용해되고 Zn은 

약 30.63%가 용해되었다. 또한 Cd과 Cu도 각각 평균 4.95%와 4.63%가 용해되어 Zn과 

Mn 다음으로 mobility가 높은 원소로 밝혀졌다. 한편， mobility가 가장 낮은 원소는 Fe 

와 Pb이며 각각 평균 1.09%와 0.03%가 용해되었다. TCLP실험 결과에 의한 금속원소의 

상대적인 mobility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Mn> Zn> Cu늘 Cd> Fe> P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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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하수슬러지 및 도로변토양 시료의 오염 버교 

프랑스 A- 71 고속도로변 토양시료의 중금속 (Pb, Zn, Cd) 오염이 매우 심각 

하게 진 행 되 어 있으며 오염 된 토양의 평 균 Zn 함량은 2861μg/g ， Pb 함량이 1456μg/g ， 

Cd 함량이 2.72μg/g 이였다 (Lee et al. (1997). 또한， 프랑스 파리의 도시순환고속도로 

의 터널에서 채취한 areosols의 중금속함량은 Pb : 4800 μg/g ， Zn : 2330 μg/g， Cd : 

26.6 μg/g 이 였다 (Lebreton and Thévenot, 1992). 도로 청 소할 때 발생 한 sludge에 서 

채취한 clogging material의 Pb, Zn 및 Cd 오염도 비교적 높게 나타났다 (각각 

102-1429 μg/g ， 125 없8 μg/g ， 0.57- 2.82 μg/g)(Colan벼띠 et al. , 1995). 

Pb 오염은 납이 배기가스와 함께 대기에 배출된 뒤 공기중의 황산과 반응하 

여 PbS04. PbS04(NH4)2S04 및 PbBrCl (NH4)zBrCl로 퇴 적 되 어 토양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자동차에서 배기가스로 배출된 납의 크기는 0.015μm로 알려져 있으며 

대기에 존재하는 aerosols과 응결작용을 하여 고속도로 주변에서 발견되는 납의 크기 

는 0.03-0.05μm가 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iggins and Harrison, 1979; Harrison 

and Johnston, 1985; Hewitt and Rashed, 1992). 아연과 카드뭄은 자동차타이어에 약 

1%정도 첨가된 ZnO가 주요 오염원으로 알려져 있다 (personal communication with 

Michelin). 

Revitt and Morrison (1987)에 의하면 도로 위를 흐르는 빗물의 중금속 함량 

은 강우량과 밀접히 관련이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또한 산성비는 빗물의 free 

dissolved metal species 특히， Electrochemically A vailable & Chelex Removable 

Fractions)의 함량이 크게 증가시키며 빗물에 용해된 유기/무기 화합물과 complexes를 

형성 (Strongly bound fraction)하거나 퇴적물의 구성광물에 흡착된다고 하였다 

(Morrison et a l., 1989). 산성 비 는 보통 solid phase의 exchangeable fraction과 수반된 

중금속원소들을 침출 Oeaching)시키고 있다고 하였다. 

빗물받이 (gully)의 퇴적물과 물에 존재하는 금속원소의 speciation에 미치는 

영향은 다음과 같다. 

- storm characterist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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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solved oxygen의 감소 

- redox potential의 감소 

- conductivity의 증가 

- dissolved organic carbon의 증가 Chelex Removable & Strongly Bound 

Fractions의 증가 

71..二L/- "'l..I., 
pH 

한편， 겨울에 결빙을 막기 위해 살포하는 염화칼습 (CaClz)은 빗물의 이온세기 

가 크게 증가되고 오염된 먼지 토양 및 퇴적물에 약하게 결합된 중금속과 유기물질이 

용해된다. 이때， 빗물에는 일반적인 폭풍우보다 Electrochemically A vailable & Chelex 

Removable Fractions 상태인 중금속원소 함량이 15배 증가된다. 한편， 비가 오기 시작 

한 뒤 빗물받이에 고인 빗물은 처음에는 약산성을 띄게되나， 이후 퇴적물에 존재하는 

탄산염광물과 콘크리트 구조물에 의해 완충효과로 인해 pH가 중성을 띈다 (Revitt 

and Morriso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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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요약 및 결론 

대도시 지역의 도로변 먼지와 토양의 중금속오염을 평가하기 위해 서울시 중 

구， 구로구， 여의도 및 도봉구에서 79개 하수슬러지가 채취되었으며 고속도로변의 토 

양오염과 비교하기 위해 호남고속도로 변 (대전 전주 구간)의 토양시료 127H 와 경부고 

속도로의 하수슬러지 (대전 청원 구간) 3개시료를 채취하였다. 

연구조사된 지역 중에서 가장 높은 Zn 함량을 보인 곳은 영등포구 여의도와 

중구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로 평균함량이 3262μg/g-3873μg/g이며 도봉구의 평균함량 

보다 4-5배 높게 나타났다. Cu 오염이 심한 곳은 중구 (평균 745μg/g)와 구로구 (평균 

596.7μg/g)인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이는 주변의 산업활동에 기인된 것을 지시한다. Cr 

오염도 Cu와 유사한 특징을 보여주며 중구와 구로구의 Cr 평균함량이 도봉구의 2-3배 

높게 나타났다. Pb 오염은 중구가 평균 343.5μg/g으로 다른 지역 (평균 163- 192.3μg/g) 

보다 더 오염되었다. 서울시의 하수슬러지와 도로변 토양시료의 Pb 함량은 지금까지 

외국에서 연구된 결과와 비교할 때 매우 낮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1988년부터 유연 

휘발유의 사용을 금지한 결과로 해석되어 진다. 

장충동공원의 언덕길에서 채취한 하수슬러지의 아연의 평균함량은 청계천， 을 

지로 및 퇴계로의 Zn의 평균함량보다도 더 높게 나타났으며 이 결과는 언덕길에서 자 

동차 타이어의 소모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Cu와 Cr 함량이 을지로와 청계 

천에서 높은 원인은 철과 같은 금속제품의 제작 및 산업활동에 의한 오염이 매우 중 

요하게 작용한 결과임을 지시한다. 

고속도로변에서 발생되는 중금속오염은 대도시의 주요도로변의 오염 특성과 비 

교하기 위해 연구되었다. 고속도로변 토양의 중금속오염은 Zn (72.3-891.6μg/g， 평균 함량 

516.1μg/g)을 제외하고는 거의 오염문제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호남고속도로 

대전 전주 구간에는 언덕과 복토한 지형이 수많이 존재하고 있어 장마기간 동안에는 토 

사의 이동과 퇴적작용이 매우 우세하여 중금속으로 오염된 도로변 먼지와 마모된 물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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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타이어) 들과 혼합되어 오염이 희석되는 효과가 큰 것으로 판단된다. 

Sequential extraction methods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Cu는 주로 FIV에 대 

부분이 수반되는 것으로 밝혀졌다. Zn은 FII과 수반되는 경향이 매우 높으며 Cu와는 다 

르게 FIV에서 용해된 Zn 함량은 상대적으로 적다 (전체 Zn함량의 5%). Pb는 주로 F 

III, FII 및 FIV에서 검출되었다. Cd와 Cr의 경우， Pb, Cu 및 Zn과는 달리 주로 FV에서 

용해되는 것이 특정이다. Co는 주로 F III. FII 및 FIV에서 유사한 비율로 검출되었다. 

국내 휘발유 소비량과 자동차 통행량을 토대로 1995년도 자동차에 의해 대기 

에 배출된 납을 추정하면 국내전역에서 자동차배기가스로 공기로 배출되는 납은 년간 

122톤 (한국공업규격 기준 : <0.013g!L) 혹은 9.4톤 (국내정유회사 자료 <O.OOlg!L) 

정도로 추정되며， 서울지역의 경우 하루 79kg (한국공업규격) 혹은 6kg (국내정유회사 

자료)의 납이 공기에 배출되는 것으로 추정된다. 

하수슬러지의 토양 투입을 위한 프랑스의 중금속 함량 기준에 따르면 중구와 

여의도에서 채취된 하수슬러지의 대부분의 Zn 함량이 기준을 초과하여 농업용으로 이 

용될 수 없다. 이번에 연구된 하수슬러지의 Zn 함량은 프랑스 및 미국의 기준을 초과 

하는 경우가 많으므로 하수슬러지의 농업에 응용하는 것은 환경오염 및 확산의 관점 

에서 신중하게 조사된 후 결정되어야 한다. 

TCLP test 결과， TCLP에 규정된 원소는 아니지만 하수슬러지에 오염된 Zn과 

Cu의 용출을 매우 우려할 만한 수준이다. 용출된 Zn의 함량은 수용액 중에 

9.37 -245.7mg!L가 용출되 었으며 Cu는 0.002 - 14.860mg!L가 용출되 었다. 이 결과는 산 

성비 혹은 산업용폐수와 같이 산성용액이 빗물받이에 유입될 경우 중금속 (특히， Zn과 

Cu)의 용출이 매우 우려할 수준에 도달할 수도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금속원소 중에 

서 가장 용해가 잘되는 원소는 Mn과 Zn으로 전체 금속 함량과 비교하면， 각각 

3 1.50% 와 30.63% 가 용해되었다. TCLP실험 결과에 의한 금속원소의 상대적 

인 mobility를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 Mn> Zn> Cu 르 Cd> Fe> Pb. 

침출실험과 sequential extraction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오염된 도로변 토양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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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비와 반웅할 경우 금속이온의 상대적인 mobility는 Mn>Zn>Cu늘 Cd>Co>Cr>Pb>Fe 

의 순서이다. 

도로에서 자동차사고 등에 의해 야기될 수 있는 빗물받이 (g비ly pot)의 퇴적 

물 (하수슬러지)과 지표수의 물리화학적 변화 (특히， pH변화)에 따른 환경변화는 Zn과 

Cu의 상당량이 용해되어 지표수 및 강물의 오염시킬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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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Table l. 각국별 비농경지역， 공장/산업 지역의 토양오염 기준 (ppm, intervention) 

네덜랜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EU 

한국 
(광산) (RCRA) (잠정기준) 

pH 

As 55 130-200 500- 1αm 50 80 50 50 

Cd 12 60 30-50 20 40 20 30 

Cr 380 800 400 800 30 

Co 240 300 300 

Cu 190 250-500 680 500 500 

Hg 10 40 10 10 40 

Mo 200 40 40 

Ni 210 300-600 500 2αm 500 

Pb 530 1α)()-2α” 1α)() 1αm 1αm 1αm 

Se 10 10 

Zn 720 1α)()-3α)() 1500 1500 

* 왕수， 질산-염산 혼합산에 의한 전분석 

* 한국 : 0.1 -l.ON HCl 

Table 2. 각국별 생활 지역의 토양오염 기준 (ppm, intervention) 

네덜랜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EU 

한국 
(광산) (RCRA) (잠정기준) 

pH 6-8 

As 20- 100 30 

Cd 2-30 5 

Cr 100 8(250) 

Co 50 

Cu 100 

Hg 2-20 2 

M。 10 

Ni 50-300 100 

Pb 100- 1αm 500 

Se 3 

Zn 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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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각국별 농경 지역의 토양오염 기준 (ppm, intervention) 

네덜랜드 -&~ 
영국 

캐나다 
미국 EU 

한국 
(광산) <RCRA) (잠정기준) 

pH 

As 20 15 

Cd 3 4 

Cr 8 (750) 10 

Co 40 

Cu 150 125 

Hg 0.8 10 

Mo 5 

Ni 150 

Pb 375 300 

Se 2 

Zn 600 

Table 4. 각국별 비농경지역， 공장/산업 지역의 토양오염 (ppm, 우려기준) 

네덜랜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EU 

한국 
(광산) (잠정기준) 

pH 

As 29 50 5 80 20 

Cd 0.8 3 0.5 4 12 

Cr 100 20 400 12 

Co 20 10 

Cu 36 250 30 200 

Hg 0.3 0.1 16 

Mo 10 

Ni 35 2α)() 

Pb 85 300 25 400 

Se 20 

Zn 140 1000 60 

* 왕수， 질산-염산 혼합산에 의한 전분석 

* 한국 : O.l - l.ON H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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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각국별 농경 지역의 토양오염 (ppm, 우려기준) 

네덜랜드 독일 
영국 

캐나다 
미국 호주.뉴질 

한국 
(광산) (RCRA) 랜드* 

pH 
As 0.2-30 6 
Cd 0.04-2 l.5 
Cr 0.5-110 4 
c。 2-170 
Cu 1- 190 50 
Hg 0.001-0.1 4 
I이0 1-20 
Ni 2-4α} 

Pb 2-200 100 
Se 
Zn 2- 180 

* 호주，뉴질 랜드 background 농도 

Table 6. 각국의 토양오염 기준 비교 (ppm) 

Pay-bas EU 미국 한국 

(1) (2) 농업 거주지 /능안Y공업 농경우려 공장우려 농경대책 공장대책 

PAH total 1 40 

Naphtalene 0.015 0.1 5 50 

Anthracene 0.05 0.1 5 50 

Phenanthrene 0.045 

Fluoranthene 0.015 

Chrysene 0 .02 

Benzo(a) 
0 .1 

anthracene 
1 10 

Benzo(a) 
0.025 0.1 1 10 

pyrene 

Benzo(a) 

fluoranthene 
0.02 0.1 1 10 

IndenoCl .2.3) 
0.02 0.1 1 10 

pyrene 

Benzo(g.hr) 
0.02 

pyrene 

DH total 

Benzene 0.05 1 0.05 0.5 5 2.5 

Toluene 0.05 130 0.1 3 30 150 

Xylene 0.05 52 0.1 5 50 97 

Ethylbenzene 0 ‘ 05 50 0 ‘ 1 5 50 58 

Phenol 0 .05 40 4 20 10 50 

Cresol 5 

Catechol 20 

Resorcinol 10 「Hyc!roquin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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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각국의 토양오염 기준 비교 (ppm) 

Pay-bas EU 
미국 

한국 
(RCRA) 

(1) (2 ) 농경지 거주지 공장/산업 농경우려 공장우려 농경대책 공장대책} 

Chlorinated 

Hydrocarbone 

1.2Dichloroethane 4 

Dichloromethane <I.D. 20 

Te안tr때achloromethane 0.01 

Te만tr대achloroethylene 0.01 4 10 

Trichloromethane 0.001 10 

Trichloroethylene 0.001 60 60 

Vyni chloridel 0.1 

Chlorobenzene 30 0.05 2 10 

Monochlorobenzene <I.D 

Dichlorobenzene 0.01 

Trichlorobenzene 0.01 

Tetrachlorobenzene 0.01 

Pentachlorobenzene 0.0025 

Hexac이hlorobenzene 0.0025 0.05 2 10 

Chlorophenol 10 

Monochlorophen이 0.0025 

Dich lorophenol 0.003 

Trichlorophenol 0.001 

Tetrachlorophenol 0.001 

Pentachlorophenol 0.002 5 

Chloronapthalene 10 

Polych lorobipheny 1 

(PCBl 
0 .02 0.5 5 50 0.09 12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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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각국의 수질오염 기준 비교 

France Pay-bas(지 하수) 
Qubec 

독일 한국 

umt 
(지하수，1991) 

음용수 자원 reference 
mterventI 

(A) (8) (C) 먹는물 생활용 농업용 공업용 
on 

pH 6.5-9 5‘8-8.5 5.8-8.5 6.0-8.5 5.0-9.01 

EC 

CI mg/L 2α) 250 30 150 250 250 500 

S04 ” 250 250 30 200 

N03 ” 50 100 0.01 10 10 10 20 20 40 

NH4 " 0.5 4 0.2 0.5 1.5 0.3 0.5 

F ” 0.7-1.5 0.3 1.5 4 1.5 

P205 ” 5 0.05 0.1 0.7 볼검출 불검출 0.2 

DO %sat 30 

Fe μ gIL 200 300 

Mn ” 50 300 

Cu ” 1000 15 75 25 500 1αm æ-EQ lU>-2D 1αm 

Zn ” 5000 5α)Q 65 800 50 5000 1αXXl 1α}-3X) fiX•mJ 1000 

As ” 50 100 10 60 5 50 100 2-10 æ-oo 50 50 50 100 

Cd ” 5 5 0.5 6 5 20 1-5 IO-æ 10 10 10 20 

Cr ” % 50 1 30 15 40 500 Io-EQ loo-:rn 50 50 50 100 

Hg ” 0.05 0.3 0.1 0.5 1.0 0.5-1 2-5 볼검출 불검출 불검출 볼검출 

Co ” 20 100 10 50 200 æ-EQ loo-:rn 

Ni ” 50 15 75 10 250 1000 15-EQ loo-:rn 

Pb ” 50 50 15 75 10 50 100 10-40 oo-:m 50 100 100 200 

Se " 10 10 10 50 5-10 æ-oo 10 

Mo ” 5 300 5 20 100 æ-EQ loo-: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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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9. 각국의 수질오염 기준 비교 (ppb) 

France Pay- bas EU 한국 

음용수 자원 (]) (2) 먹 는불 생활용 농엽용 공엽용 

Chlorinated 

Hydrocarbone 

I .2Dichloroethane 10 0.01 400 100 

Dichloromethane 0.01 1α)() 20 

T、e앉tr떠achloromethane 0.01 10 

Tetrachloroethylene 10 0.01 40 10 10 10 20 

Trichloromethane 0.01 400 

Trichloroethylene 30 0.01 500 30 30 30 α) 

Chlorure de Vynile 0.7 

Chlorobenzene 

Monochlorobenzene 0.01 180 

Dichlorobenzene 0.01 50 

Trichlorobenzene 0.01 10 

Te앙tr떠achlorobenzene 0.01 2.5 

Pentachlorobenzene 0.01 1 

Hexachlorobenzene 0.01 0.01 0.5 

Chlorophenol 

Monochlorophenol 0.25 100 

Dichlorophenol 0.08 30 

T richlorophenol 0.025 10 

T‘etrac미hlorophenol 0.01 10 

PentachlorophenoJ 0.02 3 

Chloronaptha lene 6 

PO띠)Jyc이hlorobiphenyJ 
0.5 0.01 0.01 0.5 

(PCB ) 
'---

- 82-



Table 10. 각국의 수질오염 기준 비교 (ppb) 

France Pay- bas EU 한국 

음용수 자원 0) (2) ~T:- 돋 nε 생황용 농엽용 공엽용 

PAH total 0.2 0.2 

Naphtalene 0.1 70 

Anthracene 0.02 5 

Phenanthrene 0.02 5 

FI uoran thene 0.005 

Chrysene 0.002 0.05 

Benzo(a) 
0.002 0.5 

anthracene 

Benzo(a) 
0.01 0.001 0.05 0.01 

pyrene 

Benzo(a) 
0.001 0.05 

fluoranthene 

IndenoO ,2,3) 
0.0004 0.05 

pyrene 

Benzo(g,hr) 
0.0002 0.05 

pyrene 

DH total 10 1000 10 

Benzene 0.2 30 10 

Toluene 0.2 1α)() 700 

Xylene 0.2 70 당)() 

Ethylbenzene 0.2 150 300 

Phenol 0.5 100 0.2 2αm 0.5 5 5 5 10 

Cresol 200 

Catechol 

Hesorcinol 
Hydroquinon 

e 

Table 1l. 각국의 수질오염 기준비교 

France Pay- bas EU 

응용수 자원 (I) (2) 

Pesticides Total 0 ‘5 0.5 

Pesticides (각성 분) 0.1 0.1 

DDT/DDE/DDD 0.01 

Aldrin 0.03 

Dieldrin 0.03 0.02nglL 

HCH 5 

a • HCH 

β -HCH 

y - HCH 0.2ng!L 

Atrazine 0.0075 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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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 출연 연구사업 관리 규정 

@ 연구결과 

l. 안동화강암의 각섬석은 pargasite, ferropargasite, magnesio-homblend영역에 속하며， 영 

주화강암의 각섬석은 대부분 ferropargasite에 속하며 일부 ede띠te， ferroedenite에 속한다. 

김천화강암의 각섬석은 모두 magnesio-homblende 영역에 들어간다. 

2. 영주， 안동， 김천화강암의 AIIV, Al VJ값은 AIT값이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관계를 잘 

나타내어 세 암체의 각섬석은 tscherrnakite 방식의 치환이 매우 우세하였음을 지시하며， 광 

물의 평형조합， 산소분압등 증거등으로 보아 각섬석의 지압계로의 이용은 적합하다. 

3. 각섬석 연변부의 AIT을 정치 깊이로 환산하면 영주화강암은 5.없b내지 7.9kb의 압력 (평 균 

7kb : 25krn)분포를 보이며 안동화강암은 5.5kb내지 7.4kb의 압력 (평균 6.5kb : 23krn)을 

그리고 김천화강암은 4.2kb내지 5.4kb (평균 5kb : 18krn) 의 비교적 고른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4. 영주화강암의 북서쪽 경계와 남서쪽 경계에서의 압력차이는 l.5kb 정도로 약 5krn 의 정치 

십도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남쪽 경계부가 북쪽 경계부 보다 5km 정도 더 심부에서 정 

치되었음을 의미하며 대체로 북동방향으로 약 10。 정도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이후 단층운동이나 전단운동 등과 같은 지구조적 환경에 의해 남쪽 부분이 더 상승 

하여 현재 지표면에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5. 김천화강암과 영주화강암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신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측 

방향으로 압력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는 적어도 영남육괴내 화강암은 북동

남서방향으로는 비록 화강암체가 전단대와 접하더라도 tilting 이 전연일어나지 않았음을， 

즉， 조구조운동에 의한 암체의 고결 후 동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지시한다. 

@. 기대효과 

l. 외국에서 이러한 고결압력을 이용하여 화강암의 고결시 물리적인 변화를 파악하고 

이를 지구조 운동과 관련하여 해석하는 연구에 많은 노력을 기울 임. 

2. 그러므로 국내 화강암 연구에 있어 시대 및 성인 연구 뿐 아니라 정치심도의 분포를 연 

구하여 이를 지각의 진화 및 고지구물리학적 특성 (특히 고지자기연구)을 밝히는데 도 

움을 주게 될 것이다. 

3. 이러한 자료는 한반도에 발달된 주요 지질구조선이나 지구조운동 해석에 기본적인 자료 

로서 활용가능하다. 

4. 이 연구는 연구과제의 성격상 기초연구과제의 성격을 가지며 국내외 학술지에 발표가 가 

능하며 향후 한반도 지체구조의 연구 일환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F h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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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않rrnination of emplacerrent depths of granitic rcε:ks is ÍI11p)rtant for understanding the 

b때C 뻐d petrotectonic evolution. Homblende gl∞barome따T has been widely appli어 to 

estirnate the emplacement depth of the Jurassic Youngju, Andong, and Kirncheon Batholith 

in the Y oungnam Massif, for the effects of postemplacement 버ting. 

These granites, with an elongate southwest direction, are part of calc- alkaline pluton 

that intruded Y oungnam Massif composed of the metamorphic ro다{s. Geobarometrγ was 

done on twenty two samples from the Youngju granite, ten samples from Andong 

granite, and twelve samples from Kimcheon granite, using the composition of homblende 

rims coexisting with the full mineral assemblage required for pressure determination. 

Amphiboles in the three granitic rocks range from edenite to pargasite to ferropargasite 

with pressure increase. 

When calculated using the equation of Schmidt (1992) , the depths of crystallization 

of the Youngju granite range from 5.6 to 7.9kb and those of the Andong granite are 

from 5.5 to 7.5kb and those of Kimcheon granite range from 4.1 to 5.3kb. 

Of these plutons, homblende barometry results of the Y oungju granite indicate that 

the depth of emplacement across the batholith increase systematically from about 6Kb 

in the northwest to about 7.5Kb - in the southeast. Andong granite shows 

non- systematic distribution of pressure estimates. Barometries of Kimcheon granite are 

almost consistent pressures. 

The pressure difference of about 1.5kb across the southeastem margin and the 

variation in pressure within the Youngju granite can be explained by a model 

combining late postemplacement upsurge of a deeper part of the pluton in the south w 

ith tilting of the batholith by Yecheon shear zon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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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화강암마그마의 정치심도는 조산대에서의 공간적인 진화 및 지구조적인 진화를 파 

악하는데 아주 중요하다. 현재까지 화강암의 정치압력은 주로 관입당한 주변 변성암에 

서의 공존 광물들을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방법이 적용되려면 화강암이 

변성암 지역을 관입하거나 변성암을 루프 펜던트로 가지고 있어야 하나 그렇치 못한 

경우가 많고 또한 상숭하는 마그마와 주변암의 상대적인 운동에 의해 관입당한 주변 

암이 화강암과 다른 압력을 보일 수도 있어 한계점이 많다. 이러한 단점을 해결하는 

가장 좋은 방법은 화강암 자체에서 형성된 광물조합을 이용하여 압력을 측정하는 것 

이다. 

Hammarstrom and Zen (1986)은 화강암에 존재하는 각섬석의 AIT양이 압력에 비례 

하여 지압계로서 이용할 수 있음을 처음으로 제안하였다. 이 때의 각섬석은 석영， 사 

장석 , K-장석 , 흑운모， titanite, Fe-Ti 산화광물， supercritical fluid 및 벨트와 공존해 

야 한다. 이러한 AlT과 압력간의 관계에 Al-in- homblende barometer (AH barometer)라 

는 명칭이 주어졌다. 그 후 Hollister et al (987)의 연구， ]ohnson and Rutherford 

(1989) , Schmidt (1992) 의 실험연구등을 통해 이러한 사실이 입증되었으며 특히 실험 

연구에서는 각섬석의 AIT의 변화는 대개 tschermakite 방식의 치환에 의한 것임을 밝 

혔다. 

국외에서는 주로 북미의 화강암체를 대상으로 고결압력을 이용하여 암체의 지구조 

운동 즉， tilting , rotation, vertical displacement에 대한 정량적인 해석을 시도하고 있 

으며 화강암의 고지자기 데이타의 이상현상을 이를 이용하여 해결하는 둥 여러 분야 

에 이용되고 있다. 

Vyhnal과 McSween (1990, 1991)은 북미 애팔래치아 지역의 Alleghanian 화강암체 

들이 각섬석 지압계를 이용하여 압력차이가 있음을 밝히고 이는 Alleghanian 조산운동 

시 지각의 수직 이동에 의한 것이라는 것을 규명하였으며 Ghent et al. (991)은 캐나 

다 British Columbia에 분포한 쥬라기 중기의 Nelson 화강암에 대해 각섬석 지압계를 

이용하여 암체의 지구조적인 의미를 연구. 화강암의 북부는 4.5kb 남부는 4.8-6.4kb의 

고결압력이 분포하며 양자간 약 2kb (약 6km)의 심도차를 보임. 이는 화강암체가 거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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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완전히 고결된 상태에서 관입되어 암체의 남쪽 부분이 tilting되어 위로 상승한 것 

으로 해석한 바 있다. Ague와 Brandon (1992)은 북미의 중생대 화강암 중 캘리포니아 

연 안에 위 치 한 Peninsular Range batholith와 미 국 워 싱 톤주 Cascade Range에 위 치 하 

고 고지자기적으로 논란이 되어온 Mount Stuat batholith에 대해 각섬석 지압계를 이 

용 압력을 측정하여 그 원인으로 tectonic tilting과 translation 때문이라는 것을 규명 

하고 Mount Stuat batholith는 남쪽이 남동방향으로 약 8。 기울어졌음을 밝힌 바 있다 

(Ague and Brandon, 1996). Ague (1997)는 북미 캘리포니아의 중생대 화강암 (Sierra 

Nevada batholith)에 대한 각섬석 지압계 및 각섬석 사장석 지온계를 이용하여 화강암 

의 압력과 온도 추정하여 Sierra Nevada batholith는 남쪽으로 가면서 압력이 증가하 

며 고압을 보이는 부분은 주로 San Andreas 단층 근처에서 산출됨을 밝혔다. 

지금까지 국내의 화강암의 연구는 연대 측정， 주성분원소， 미량성분원소， 동위원소등 

을 이용한 지화학적 특성연구， 성인연구 둥에서는 많은 발전을 이루어 국내에 분포하 

는 화강암의 지화학적 특정， 관입시기， 분화과정에 대한 규명， 한반도 지체구조내에서 

의 화강암의 지구조적 특성 둥에 대해서는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 (Hong , 1983, 

1985; Jwa, 1990, Lee, 1971; Jin, 1980; Iiyama and Fonteilles, 1981; Kwon and Hong , 

1993; Tsusue et a1.. 1981). 그러나 화강암의 정치과정에서의 고결압력 및 평형온도와 

같은 암체의 고물리학적 조건을 파악하는 연구는 조등룡과 권성택 (1994)의 국내의 중 

생대 화강암인 대보화강암과 불국사화강암의 대표적인 암체들에 대해 각섬석 지압계 

를 이용한 정치압력을 측정하여 대보화강암이 불국사화강암보다 심부에서 정치되었다 

는 기존의 정성적인 생각을 정량적으로 밝힌 것 이외에는 암체의 심부에서의 움직임 

(예: tilting)에 대한 연구는 전연 이루어진 바가 없다. 

국내의 화강암 (특히 쥬라기 화강암)은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의 30-50km의 폭을 

갖는 신장된 형태의 저반이 대부분이다. 이러한 화강암이 고결 정치시 외부의 조구조 

영향을 전연 받지 않았다면 거대한 저반에서의 고결압력은 어느 부분이나 균질하게 

분포될 것이다. 그러나 외부의 영향을 받아 화강암 저반이 고결 당시 동적 변화 (예 : 

tilting , rotation등)를 겪었다면 단일의 화강암체라도 암체내의 압력의 분포는 불균질하 

게 될 것이다. 이러한 압력의 불균질한 분포는 그 당시 조구조 운동을 이해하는데 또 

한 고지자기 연구에도 중요한 정보를 제공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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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년도 연구에서는 지각의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여러 가지 방법 중 특히 심성암 

의 압력을 측정하여 이에 대한 지질학적 의미를 이해하며 이차년도 연구에서는 심성 

암의 열적 특성을 파악하는데 중점을 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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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방법 

영주 지역 화강암에서는 채취된 약 100여개의 시료에서 각섬석이 산출되며 지압계로 

의 이용에 적합한 32개 시료 김천 지역 화강암에서는 약 50여개의 시료 중 127H 시료 

에서 각섬석 지압계를 사용하여 화강암의 결정작용시의 압력을 측정하였다. 또한 2차 

년도의 예비실험을 위하여 압력이 측정된 시료 중 약 18개 시료들에 대해 각섬석과 

공존하는 사장석에 대해 분석을 실시하였다. 

광물의 화학조성은 JEOL JXA 8600 전자현미 분석장비를 이용하여 얻어졌으며 이 

때 적용된 가속전압은 15kV 빔전류는 1O -20nA이다. 정량분석은 천연 또는 합성 표 

준광물을 사용하였으며 background 보정， ZAF 보정을 거쳤다. 사장석은 광물내 함유 

된 알칼리 원소가 쉽게 휘발되는 특성을 감안하여 빔직경을 5jlm로 하였으며 각섬석은 

1-2jlm의 빔직경으로 분석하였다. 제시된 각섬석의 화학조성은 한 시료에서 2-4개의 

각섬석 광물을 선택하여 연변부에서는 8-12점， 중심부에서는 6-9점씩 측정하여 얻은 

분석치들을 평균하여 구한 것이다. 또한 분석의 정확도와 정밀도를 추정하기 위해 성 

분이 잘 알려진 kaersutite를 정기적으로 분석하였으며 이에 의해 확인된 상대오차는 

함량이 많은 Si, Al, Fe, Mg , Ca와 같은 원소는 5 wt%내외， Ti , Na, K, Mn과 같이 

함량이 적은 원소는 10 wt% 내지 20 wt%이다. 

각섬석에는 Fe+3성분이 상당량 함유되므로 각섬석의 구조식 계산에서는 Fe+2와 Fe+3 

를 구분하는 것이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IMA (997)에서 제안된 방식에 따라 23개 

의 산소에 대해 Si+Ti+Al+Fe+Mn+Mg=13이 되도록 양이온의 재계산을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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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잘배경 

영주지역은 한반도의 지체구조상 영남육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순창전단대의 

최북단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 

져 었다.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은 영남육괴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에 속하며 영주화강암의 

북쪽과 동쪽에 위치한다. 이 편마암복합체는 변성퇴적기원으로 알려진 호상편마암， 반 

상 변정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안구상편마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운모편암， 결 

정질 석회암등이 소량 협재하고 있다. 

영주화강암 북서부는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이 

우세하게 분포하며 북동부에는 고생대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율리층군과 원남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변성퇴적암은 고생대 이후 저압형 광역변성작용， 화강암 관입에 의 

한 접촉변성작용， 스러스트에 의한 중압형 변성작용등 세 차례의 변성작용을 받은 것 

으로 보고된 바 있다 (양판석과 조문섭， 1995; 김기영외， 1996). 장군봉 주변의 원남층 

군의 연구를 통하여 변성퇴적암류의 변성압력은 3.5-4.8Kb엄을 보고하였으며 (양판석 

과 조문섭， 1995) 이는 안건상외 (1993)의 결과와도 대체로 일치한다. 

영주지역 화강암 (Fig. 1 and Fig. 3)은 영남육괴 북동부 선캠브리아기의 소백산 편 

마암 복합체를 관입한 장경 약 90krn, 단경 약 60krn의 총면적 약 2，OOOkm2에 달하는 

저반형 화강암체이다. 이 화강암체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 반상 변정 편마암등 

의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예천전단대 (Chang, 1991)를 경계로 북부 암체는 영주화강 

암， 남부 암체는 안동화강암으로 부르고 있다. 

이들 화강암체는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과 흑운모화강암 

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관계는 점이적이다. 안동화강암 남부 지역은 의성소분지에 퇴적 

된 일직층， 후평동층이， 동부 지역은 영양소분지에 퇴적된 동화치층， 가송동층이 분포 

한다. 

김천지역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쥬라기의 흑운모 화강암-화강섬록암，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구성된다 (Fig. 2 and Fig. 4). 편마암 복합체는 호상편마암， 반 

상변정질 편마암， 안구상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 운모 편암 등으로 구성되며 쥬라기 

의 김천화강암은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하며， 북동방향의 대상으로 길게 발달하며， 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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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주변부의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과 중심부의 흑운모 화강암 화강섬록암으로 구 

분된다. 

3-1. 영주 · 안동화강암의 암석기재 

영주지역 화강암은 영남육괴 북동부 선캠브리아기의 소백산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 

한 장경 약 90km, 단경 약 60km의 총면적 약 2，OOOkm2에 달하는 저반형 화강암체이 

다. 이 화강암체는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 반상 변정 면마암등의 변성퇴적암으로 

구성된 예천전단대 (Chang, 1991)를 경계로 북부 암체는 영주화강암， 남부 암체는 안 

동화강암으로 부르고 있다 (Fig. 1). 이들 화강암체는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각섬석 흑 

운모 화강섬록암과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관계는 점이적이다. 

영주화강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미약한 변형작용은 받은 엽리상구조를 보이 

며， 부분적으로 반상의 조직도 관찰된다. 이 화강암은 예천전단대 부근에서는 토날라 

이트의 특성을 보이며 북쪽으로 가면서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으로 점이적인 변화 

를 보인다. 이 화강암은 전체적으로 각섬석을 함유하며 서측 경계부분에는 세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이 소규모 암주상으로 발달된다. 영주화강암의 구성광물은 사장석， 석영， 

알칼리장석， 흑운모， 각섬석， 녹염석， 인회석， 갈염석， 스펜， 저어콘 티탄철석등이다. 사 

장석은 2-5mm의 반자형으로 흑운모와 석영을 포획하기도 한다. 석영은 변형작용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재결정된 봉합선을 가지는 집합체를 이루며 나타나기도 한다. 흑 

운모는 연한 황갈색내지 녹갈색의 다색성을 보이는 반자형의 형태로 주로 산출된다. 

각섬석은 주로 흑운모와 수반되기도 하며 갈황색내지 진한 녹갈색의 다색성을 보이고 

융식에 의한 외형을 나타내기도 한다. 녹염석은 흑운모와 자형의 경계면을 보이거나 

갈염석의 핵을 포함하고 있는 등 마그마 기원의 녹염석이 발견된다. 또한 갈색의 스펜 

이 자형내지 반자형의 형태로 최대 5mm의 크기로 산출되기도 한다. 영주화강암의 관 

입시기는 155Ma (K - Ar, 흑운모， 김옥준， 1971), 224:!: lOMa CRb- Sr, 전암， 주승환， 

1988)이다. 

-----싣동화강암은 예천전단대 남측에 분포하는 화강암체를 일컴는다. 이 화강암은 중립 

질 내지 조립질이며 암체의 동측부에는 섬록암이 관입한다. 안동화강암의 중심부인 도 

품리， 죽전리， 상리 일대에는 함석류석 우백질화강암이 북동 남서 방향으로 대상분포 

-18 -



,J 

,J 

,J 

,J + 
/ / 

,J 

/ 

,J 

/ 

,J 

N 

후
 

s 

시
 

/ ,J + + ,J ,J 

,J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Youngju+ 
G + + + 

+ 
+ 

+ 

+ 

+ 
+ 
+ 

+ 
+ 
+ 
+ 
+ 
+ 

/ ,J 

,J / / / 

/ 

/ 

/ 

/ 

,J 

/ 

,J 

,J 

/ 

,J 

/ 

,J 

,J 

/ 

,J 

,J 

,J 

/ 

/ 

/ 

/ 

/ 

/ 

,J 

/ 

/// 
/// 

+ + + ,J!+ / / / 

/ 
.+.+.+.+.+.+. 

+ • + • + • + • + • + • + '- + • 

+.+"+"+.+.+. 

+ + 
+ + 

J 
L 

+ 

/ 

+ + 

/ 

+ 

/ 
//// 
//// 

/// 
/// 

/ 
o 9 km 

/ / 

l ,J ,J /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R

닝
 

] 

S 

야
 

-/ 

-
쩨
 매

4
 

-/ 

-
짧
 

[

어
 

(
、
〕

|"+"+. / 
Jurassic 

Andong granites 

| + + I 
Jurassic 

Youngju gran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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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안동화강암의 주구성광물은 사장석， 석영， 알칼리장석， 흑운모， 각섬석등이며 부구성 

광물로 녹염석， 갈염석， 저어콘， 인회석， 불투명광물이 관찰된다. 각섬석은 영주화강암 

보다 그 양적인 비가 감소한다. 

3-2. 김천화강암의 암석기재 

김천화강암은 장경 약 40km 단경 약 lOkm의 총 노출면적 약 300km2에 달하는 장 

방형의 화강암체이다. 이 화강암은 중립질 내지 세립질의 흑운모화강암이 중심부에 분 

포하며 중립질 내지 조립질의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이 암체의 연변부에 분포하나 

이들의 관계는 점이적이다.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은 연구지역의 남동부인 고당산 신왕리에서는 작은 규모 

로， 서부인 양천동-임평리일대에서 남동향을 이루며 비교적 큰 규모의 대상분포를 이 

루며 주변의 편마암 복합체를 관입한다. 이들은 극히 부분적으로 담홍색을 이루기도 

하나 거의 회색을 띠며 조립질이 우세하며 중립질은 남동부와 북서측 주변부에서 발 

달한다. 각섬석과 스펜이 비교적 큰 결정으로 이루며 전자의 경우 약 l.5cm 정도의 

크기를 이루기도 한다. 암체의 연변부에는 부분적으로 엽리가 관찰되는데 이 는 암체의 

유동관입시에 주변의 변성암의 접촉영향으로 인하여， 평행한 엽리구조를 이루는 것으 

로 해석된다 

흑운모화강암은 연구지역의 중심부에 넓게 분포하며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과는 

점이적인 관계를 이룬다. 부분적으로 반정질， 세립질 또는 조립질을 이루나 전반적으 

로 중립질이 우세한 회색 화강암이다. 유색광물 밀집부가 대상이나 렌즈상으로 자주 

발달하나 전자보다 산출빈도와 크기가 감소한다. 금천 단층은 여기에서 가장 큰 규모 

를 이루며 N700W로 발달된다. 이 화강암내에도 스핀과 각섬석이 국부적으로 소량 산 

출되기도 한다. 

임평리에서 채취된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과 하강리에서 채취된 흑운모화강암의 

흑운모 절대연령 (K!Ar볍)은 각각 197 ::t 3Ma와 200 ::t 3Ma로서 거의 유사한 연령을 가 

지며 모두 쥬라기 초기에 해당한다. 또한 Lee et al. (997)은 김천지역 화강섬록암의 

각섬석과 흑운모 연령 (K-Ar볍)이 각각 194Ma와 177Ma로 발표한 바 있다. 이 각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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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의 연령은 쥬라기말에 해당한다. 

김천화강암의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 장석， 흑운모:t각섬석， 녹니석， 인회 

석， 스펜， 저어콘， 갈염석， 녹염석과 불투명 광물 등이다. 석영은 대체로 파상소광을 보 

이며 일부는 모자이크 소광을 이루며， 최대 5mm 정도의 크기를 이루기도 한다. 곳에 

따라 석영은 사장석과 미르메키틱 구조를 알칼리장석과 그래노피릭 구조를 이루기도 

한다. 사장석은 알바이트나 칼스바드-알바이트 쌍정 일부 페리크린 쌍정을 이룬다. 누 

대구조가 동심원적으로 발달되며 변질부가 중앙부에 밀집 또는 산점상으로 수반된다. 

알칼리 장석은 퍼다이트 마이크로 퍼다이트 미사장석이며 서부지역인 하강리에서는 

부분적으로 최대 1.1 cm정도의 크기를 이루기도 한다. 간혹 사장석이나 흑운모 등을 

함유한다. 흑운모는 부분적으로 쪼개짐면， 주변부 또는 입자전체가 녹리석화 되며 일 

부 만곡된 쪼개짐이 발달한다. 각섬석은 대부분 타형 반자형으로서 녹색 내지 갈색의 

다색성을 보인다. 일부 자형을 이룬 것은 뚜렷한 twin seam이 발달하며 부분적으로 

녹리석화되기도 한다. 인회석은 타형 -반자형을 이루며 흑운모나 각섬석내 미립으로 함 

유된다. 스핀은 타형 -자형으로서 간혹 3mm의 크기를 이루나 대부분 1mm이하의 미립 

이며 불규칙한 쪼개짐이 발달되기도 한다. 저어콘은 대부분 각섬석이나 흑운모에 미립 

으로 함유되며 방사석 색흔 (hal이을 이룬다. 녹염석은 타형을 이룬 미립으로서 국부적 

으로 산출되며， 이들은 마그마 후기 산물로 해석된다. 알라라이트는 갈색을 띠는 미립 

의 타형 자형으로서 누대구조나 흑색 크랙이 발달되기도 한다. 불투명광물은 타형 또 

는 일부 자형을 이룬다. 대부분 1mm 이하의 크기를 이루며 사장석， 각섬석， 흑운모내 

에 자주 함유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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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각섬석 지압계의 이론적 배경 

현재까지 발표된 논문이나 합성실험 자료를 종합해 보면 각섬석 성분은 전암의 성 

분， 압력， 온도， 산소분압에 따라 달라진다 (Herz, 1982; Spear, 1981; Wones , 1981 등) . 

Harnrnasrstrorn과 Zen (1986)은 미국내 칼크-알칼리 계열의 천부 관입처 2곳과 심부 

관업체 3곳 내의 각섬석 성분을 연구하던 중 각섬석의 total alurnina(AlT)와 사면체의 

Si를 치환하는 alurnina (AI1V) 사이에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고 몇가지 

가정과 제한점을 설정하면 각섬석의 AIT양으로 부터 그것이 평형을 이룬 압력을 경험 

적 방법으로 구할 수 있다고 했다.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칼크-알칼리 마그마에 서 의 주화학 성 분은 Si02, Alz03, Ti02, Fe203, FeO, MgO, 

CaO, Na20 , K20 , P205 및 H20로 l17R 이고， 보통 존재하는 광물조합은 사장석 + 알 

카리 장석 + 흑운모 + 각섬석 + 스펜 斗 석영 + 인회석 + 자철석 혹은 티탄철석으로 8 

개 이 므로 여 기 에 silicate rnelt와 vapor phase를 합하면 모두 10 phase7r 존재 한다. 따 
라서 상률에 의 하면 자유도는 “ 11 cornponents - 10 phase + 2 3 degrees of 

freedorn"가 된다.3개의 자유도-온도， 압력， f02-에서 온도와 산소분압을 고정시킬 경 

우 각섬석의 성분은 압력에 대해 열역학적으로 univariant해지게 되는데 위와 같은 8 

개의 광불조합을 갖는 칼크-알칼리 계열의 섬성암체 성분은 화강섬록암-토날라이트 

영역에 속하게 되어 화성암 전체의 성분영역에서 볼 때 매우 제한적이므로 거의 같다 

고 가정 할 수 있다. 각섬 석 의 Ti양과 Mg/(Mg+Fe +2) 값에 영 향을 미 치 는 산소분압의 

경우도 대부분 Ni -NiO와 Fe20TFe304 buffer 사이에 속하므로 각섬석의 성분변화에 

커다란 영향을 미칠 수 없으며， 화강섬록암 토날라이트 성분의 함수 마그마에서의 실 

험 적 결과에 의 하면 (Wyllie， 1977; Kenah와 Hollister, 1983) 용융온도는 압력 과 무관하 

고 700- 900 0C 사이에서 제한된다고 한다. 또한 연구된 5곳의 관입체에서의 사장석 성 

분이 거의 중첩되고 각섬석의 Ti양이 유사한 점으로 보아 거의 같은 온도에서 형성된 

암석으로 생각할 수 있으므로 온도의 영향도 무시할 수 있다. 따라서 위와 같은 8개의 

광물조합과 Ni -NiO와 Fe203-Fe304 buffer 사이 의 산소분압 및 거 의 유사한 온도 영 

역을 갖는 화강암에서 규산염 벨트와 평형을 이룬 각섬석 결정 연변부의 AIT 성분은 

압력에 의해서만 변화될 수 있는 것이다. Harnrnarstrorn과 Zen은 5곳의 관입체 주변의 

접촉변성암에서의 광물조합으로 부터 구한 압력과 각섬석의 AIT 양과의 관계에서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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험적인 검정선을 구했다. 즉 “ P = -3.92 + 5.03 AIT , r = 0.08". 이때 압력 P의 오차는 

:t 3Kbar로 상당히 큰 편이었으나 그후 Hollister( 1987)가 British Columbia의 칼크-알 

칼리 계열 심성암체에 위의 식을 적용해 본 결과 각섬석 지압계가 성공적으로 이용펼 

수 있다는 사실을 보고하면서 2 kb 이상 8 kb 이하 압력 범위에서의 각섬석 성분자료 

를 보충하여 오차가 .::: 1 kb로 줄어든 새로운 검정션을 구하였다. 또한 Johnson과 

Rutherford(1989) , Schmidt (1992)는 합성 실험을 통해 각각 “ P = 3.46( :t 0.25) + 4.23 

(:t 0.13) (AIT )", “ P=3.01 + 4.76AIT의 관계식을 구하였다. Hammarstrom과 Zen 

(1986) , Hollister et al. (1987) , Schmidt (1992)에 의한 각섬석의 압력 계산은 서로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이나 Johnson과 Rutherford (1989)의 실험연구와는 1- 1.5kb의 차이 

를 보인다. 이는 Johnson과 Rutherford (1989)의 연구에서는 마그마를 대표하기 어려 

운 C02가 많은 유체를 사용하여 정상적인 화강암 마그마보다 100 0C 정도 더 높은 온 

도에서 실험을 실시하였기 때문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Schmidt (1992)의 지압계산식을 

이용하여 정치압력을 구하였다. 

이러한 일련의 연구는 모두 온도 의존성의 문제를 배제하거나 거의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는 것을 전제로 하였다. 그러므로 각섬석의 AIT 양이 지압계로서 이용되기 위해 

서는 이러한 온도의 효과에 대한 적절한 설명이 있어야 한다. 이에 대한 논의는 토의 

편에서 간략하게 언급하였으며 자세한 연구는 이차년도에 실시될 예정이다. 

또한 Anderson과 Smith (1995)는 비록 각섬석 지압계에 적합한 광물조합을 보이는 

암체라도 산소분압이 낮은-즉 Fe가 많은 각섬석이 존재하는-암체의 경우 비정상적으 

로 높은 압력이 계산되어 각섬석지압계를 적용할 수 없음을 밝히고 각섬석 지압계토 

의 적용에 적합한 각섬석은 Fe/ (Fe+Mg) 비가 0.65이어야 한다고 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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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섬석의 화학조성 및 지압계로의 적용 

각섬석의 화학조성은 Table 1. Table 2. Table 3 에 요약되어 있다. 한 시료에서 

2-3개의 각섬석 입자를 선택하여 연변부 4-5점 중심부 3-4점 이상을 분석하여 평 

균값을 구하였다. 각섬석의 Ca양은 세 암체 모두 1.5이상의 값을 갖는 calcic 

amphibole군에 속한다. 안동화강암의 각섬석은 Ca값이 1.5이상이며 (Na+K)A값이 대부 

분 0.5이상을 보이지만 일부는 0.5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영주화강암의 각섬석은 거의 

모두 (Na+K)A값이 0.5이상의 값을 나타내나 김천화강암의 경우 (Na+K)A값이 모두 0.5 

이하의 값을 보인다. 그러므로 재개정된 IMA (1997)의 각섬석 분류를 따르면 안동화 

강암은 pargasite, ferropargasite, magnesio-homblende영 역 에 속하며 , 영 주화강암의 

각섬석은 대부분 ferro - pargasite에 속하며 일부 edenite, ferroedenite에 속한다. 김천 

화강암의 각섬 석 은 모두 magnesio- homblende 영 역 에 들어 간다 (Fig. 5). 

각섬석의 Al값이 압력의존성을 보이는 것은 tschermakite방식의 치환에 의한 것이다 

(Ague and Brandon, 1996). 그렇다면 AIV1와 AIIV는 AIT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양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edenite 방식의 치환이 잘 일어난다. 즉， 각섬 

석 에 AIV1보다는 AI1V가 더 잘 치 환된 다 (Holland and Blundy , 1994; Anderson and 

Smith, 1995). 그러므로 광물들이 지압계와는 크게 다른 온도에서 평형을 이룬다면 압 

력 에 오차가 생 기 게 된 다 (Anderson and Smith, 1995). 

각섬석 지압계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주의할 점이 있다. 

첫째， 가장 기본적인 가정이기는 하지만 지압계가 적용되기 위해서는 적절한 광물 

조합이 존재해야 한다. 정치압력은 흑운모， K-장석， 석영， 사장석， 스펜， Fe- Ti 산화광 

물의 평형하에서 계산되어야 한다. K-장석이 없을 경우 있을 때 보다 압력이 매우 높 

게 측정될 수 있다 (Ague and Brimhall, 1988). 연구지역의 화강암에서 지압계 측정을 

위하여 선택된 시료들은 만족할 만한 광물조합을 갖고 있다. 

둘째， 이미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산소분압이 매우 낮은 조건에서 정출된 Fe가 

많은 각섬석은 M2 자리를 점유하는데 있어 AI1V와 치환될 Mg가 적기 때문에 압력이 

매우 높게 나올 것이다. 그러므로 Anderson과 Smith (995)는 각섬석 지압계로의 적 

용에 적합한 각섬석은 Fe/ (Fe+Mg) 비가 0.65이어야 한다고 제시한 바 있다. 이 번 연 

구지역내의 각섬석의 AIIV'와 Fe/ (Fe+Mg) 비는 대체로 정비례 관계를 보여준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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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Classification of the IMA recommended plot for the calcic amphib이e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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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Fe/ (Fe+Mg) 값은 약 0.4에서 0.6까지의 변화를 보여 연구지역의 각섬석은 이 조건 

을 만족하고 있다. 김천화강암의 시료 중에서 KC19와 KC26시료의 Fe/(Fe+Mg)값은 

거의 0.7에 근접한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측정된 정치압력은 각기 4.9kb, 4.2kb로 김천 

화강암의 정치압력과 잘 일치함을 나타낸다. Anderson과 Smith (1995)는 각섬석의 

Fe/(Fe+Mg)비 와 AIIV 값으로 화강암을 산소분압이 낮은 화강암 (low f02) , 산소분압이 

중간정 도인 화강암 (intermediate foz) , 산소분압이 높은 화강암 (high foz)으로 구분하 

고 이 때의 Fe/(Fe+Mg) 값을 각각 0.8 - 0.99, 0.6 - 0.8, 0.6이하로 정하였다. 이들의 분 

류에 따르면 연구지역의 영주-안동 김천의 세 화강암의 각섬석의 Fe/ (Fe+Mg) 값은 

모두 0.6이하의 값 (Fig. 6)을 보여 산소분압이 높은 화강암군에 속한다. 또한 김천화 

강암의 각섬석에서 Fe/ (Fe+Mg) 값이 0.7에 근접하는 두 시료도 산소분압이 중간정도 

인 화강암에 속하여 이번 연구의 화강암체들은 산소분압의 영향은 배제하여도 좋을 

것으로 판단된다. 

셋째， 저온에서 각섬석이 subsolidus 변질작용을 받으면 잘못된 압력이 계산된다. 일 

반적으로 저온에서 변질작용이 일어나면 각섬석의 연변부는 양기석으로 변한다. 이러 

한 것을 전자현미 분석시 back scattered image를 체크하여 봄으로서 쉽게 알 수 있 

다. 이 때 변질 받은 양기석이 나타날 경우 이 양기석은 이미지상에서 변질 받지 않은 

신선한 각섬석에 비해 좀더 짙은 회색으로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저온의 변질작용이 

있었다면 각섬석내에 공존하고 있는 흑운모 역시 녹니석화작용도 동시에 수반되는 것 

이 일반적인 현상이다. 이러한 문제점을 체크하기 위해 전자현미분석시 분석되는 개개 

의 각섬석에 대해 back scattered image를 체크하였으며 연구지역내 화강암들의 각섬 

석은 거의 모두 저온의 변질작용은 받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Fig. 7 의 압력과 온 

도의 함수그림에서 보듯이 모든 화강암 시료들은 화강암의 고상선위에 점시되어 

subs이idus 작용은 없었으며 또한 현미경 관찰에서도 이러한 변질작용의 흔적은 발견 

할 수 없었으며 국부적으로 이러한 변질작용을 받은 암석이 산출되는데 이러한 시료 

는 분석에서 미리 배제하였다. 

넷째， 각섬석의 지압계로의 적용에 있어 가장 큰 논란이 되는 각섬석의 AIT의 온도 

의존성이다 온도가 증가하면 각섬석은 edenite 방식의 치환이 우세해진다. 즉， 각섬석 

내 AIV1보다는 AI1V가 더 많아지게 된다 그러므로 광물들이 지압계의 조건과 크게 다 

른 온도에서 평형을 이룬다면 압력에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그래서 앞에서 언급한 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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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같이 Anderson과 STIÚth (1995)는 Blundy9} Holland (1990)의 각섬 석 사장석 지 온 

계를 이용하여 온도를 구하여 온도와 압력사이의 정비례 관계가 있음을 제시하고 온 

도의 영향으로 압력이 달라질 수 있음을 언급하였다. 그러나 각섬석-사장석 지온계에 

서 보면 각섬석의 알루미나가 적을수록 온도가 낮게 나타나는 경우가 있으므로 엄격 

한 적용이 힘들다. 각섬석의 Al 값이 압력의존성을 보인다는 것은 tschermakite 방식 

의 치환이 우세하기 때문이다. 그러므로 AIV1와 AIIV 는 AIT 이 증가함에 따라 동일한 

양이 증가하여야 할 것이며 반면 온도의존성인 edenite 방식의 치환에서는 AI1V 가 아 

닌 AI1V가 증가하여야 할 것이다. Fig. 8 에서 보면 영주， 안동， 김천화강암의 AI1V
’ 

AIV1값은 AIT값이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다. 이는 이 

들 세 암체의 각섬석은 tschermaki te 방식의 치환이 매우 우세하였음을 지시하며 온도 

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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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oles from the Andong granite. 
YA04 YA07 YA37 YA38 YA39 

U
‘ 

파
‘
 
〔
션
 
잉
 φ
 뼈
 잉
 써
‘
 

P
‘ 

삐
 

s 
T 

셰
 F 
M 
M 
C 
M 

K 

K 

Si 
AI(IV) 
SumT 

nm core 
41.55 41.67 

0.82 0.86 

11 .54 11.03 

19.49 18.94 
8.84 8.95 
0.50 0.45 
11.35 11.42 
1.52 1.51 

1.53 1.49 

97.14 96.32 

nm core 
41 .59 42.76 

0.69 1.00 

11 .7110.21 

18.91 18.80 
9.12 9.69 
0.43 0.44 

11.47 11.46 
1.48 1.57 

1.58 1.39 

96.98 97.33 

6.305 6.382 6.309 6.457 
1.695 1.618 
8.000 8.000 

AI(VI) 0.370 0.374 
Ti 0.094 0.099 

Fe+3 0.703 0.560 
~------. ~-‘ ---;=한--- ‘t770 1865 

Mg 

Mn 

Sum C 

XM1-3 

Ca 

Na 

Sum B 

Na 

K 

SumA 

1.999 2 ‘ 043 
0.064 0.058 
5.000 5.000 

0.000 0.000 
1.846 1.873 
0.154 0.1 27 
2.000 2.000 

0.293 0.321 
0.296 0.292 
0.589 0.613 

1.691 1.543 
8.000 8.000 

0.405 0.276 
0.079 0.113 
0.658 0.603 
1.741 1.771 
2.062 2.181 
0.055 0.056 
5.000 5.000 

0.000 0.000 
1.864 1.855 
0.136 0.145 
2.000 2.000 

0.299 0.316 
0.305 0.268 
0.605 0.583 

nm core 
40.96 41 .69 

0.800.96 

12.10 11.43 

19.82 19.76 
8.19 8.72 
0.52 0.49 
11.51 11 .41 
1.55 1.57 

1.61 1.65 

97.05 97.67 

6.261 6.315 
1.739 1.685 
8.000 8.000 

0.444 0.357 
0.091 0.109 
0.569 0.627 
1.964 1.875 
1.865 1.969 
0.067 0.063 
5.000 5.000 

0.000 0.000 
1.885 1.852 
0.115 0.148 
2.000 2.000 

0.344 0.312 
0.315 0.319 
0.658 0.631 

nm core 
41 .70 41 .55 

0.69 0.89 

11.64 10.62 

19.30 19.42 
9.07 9.10 
0.57 0.58 

11 .31 11 .34 
1.50 1.56 

1.59 1.53 

97.38 96.59 

6.297 6.352 
1.703 1.648 
8.000 8.000 

0.370 0.268 
0.079 0.103 
0.772 0.701 
1.665 1.781 
2.041 2.072 
0.073 0.075 
5.000 5.000 

0.000 0.000 
1.829 1.856 
0.171 0.144 
2.000 2.000 

0.267 0.318 
0.307 0.299 
0.574 0.617 

Mg/(Mg+Fe+2) 0.530 0.523 0.542 0.552 0.487 0.512 0.551 0.538 

AtT 2.065 1.993 2.096 1.819 2.183 2.043 2.074 1.916 

S 6.8 7.0 7.4 6.9 
Depth(km) 23.9 24 .4 25.8 24.0 

nm core 
41.26 43.34 

1.10 1.65 

11 .69 9.20 

22.22 20.97 
6.86 8.50 
0.53 0.65 
11 .15 11.11 
1.48 1.39 

1.41 1.19 

97.69 98.01 

6.301 6.537 
1.699 1.463 
8.000 8.000 

0.408 0.175 
0.126 0.187 
0.679 0.686 
2.159 1.960 
1.561 1.910 
0.068 0.083 
5.000 5.000 

0.000 0.000 
1.824 1.796 
0.176 0.204 
2.000 2.000 

0.261 0.203 
0.275 0.229 
0.537 0.432 

0.420 0.494 
2.107 1.637 

7.0 
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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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oles from the Andong granite. 
YA45 YA46 YA47 YA48 YA71 

μ
i
 

U
‘ 

〔
션
 
잉
 ω‘
 
m 

잉
 밍
‘
 
ρ
‘
 삐
 

S 

T 

셰
 F 
M 
M 
c 

κ
 K 

m 

Si 

AI(IV) 
SumT 

AI (V I) 
Ti 

Fe+3 

Fe+2 

Mg 
Mn 

Sum C 

XM1-3 

Ca 

Na 

Sum B 

Na 

K 
SumA 

nm core 
44.08 44.20 

0.61 0.79 

10.08 9.34 

17.02 16.81 
10.57 10.90 
0.13 0.31 
11.72 11.62 
1.21 1.15 

0.88 0.91 

96.30 96.03 

6.623 6.652 
1.377 1.348 
8.000 8.000 

0.409 0.312 
0.069 0.089 
0.538 0.599 
1.600 1.516 

2.367 2.445 
0.017 0.039 
5.000 5.000 

0.000 0.000 
1.886 1.874 
0.1140.126 
2.000 2.000 

0.238 0.210 
0.169 0.175 
0.406 0.385 

nm core nm core 
44.56 44.90 42.30 43.76 

0.74 1.20 0.58 0.79 

11 .86 11 .12 

15.02 14.80 
11.54 11 .99 
0.18 0.19 
11.19 11 .13 
1.49 1.45 

0.36 0.37 

96.93 97.15 

6.508 6.535 
1.492 1.465 
8.000 8.000 

0.552 0.444 
0.081 0.131 
0.786 0.809 
1.048 0.991 
2.511 2.600 
0.022 0.024 
5.000 5.000 

0.000 0.000 
1.751 1.735 
0.249 0.265 
2.000 2.000 

0.174 0.146 
0.067 0.069 
0.241 0.214 

10.54 9.69 

19.75 18.76 
9.16 9.98 
0.67 0.77 
11.55 11.58 
1.61 1.42 

1.34 1.30 

97.51 98.04 

6.402 6.539 
1.598 1.461 
8.000 8.000 

0.284 0.247 
0.066 0.089 
0.705 0.670 
1.794 1.673 

2.065 2.223 
0.085 0.097 
5.000 5.000 

0.000 0.000 
1.873 1.854 
0.127 0.146 
2.000 2.000 

0.344 0.264 
0.259 0.248 
0.604 0.512 

nm core 
41.94 42.67 

0.94 1.03 

10.60 9.75 

19.63 19.35 
8.42 8.85 
1.03 1.02 

11 .15 11 .09 
1.53 1.50 

1.49 1.42 

96.72 96.66 

6.415 6.512 
1.585 1.488 
8.000 8.000 

0.328 0.268 
0.108 0.119 
0.642 0.637 
1.869 1.832 

1.919 2.013 
0.133 0.131 
5.000 5.000 

0.000 0.000 
1.828 1.814 
0.172 0.186 
2.000 2.000 

0.280 0.256 
0.291 0.275 
0.570 0.532 

m
-뼈
 킨
 

·LF 

i--

core 
45.30 

1.40 

8.11 7.92 

18.30 17.50 
10.1 1 10.88 
1.18 1.27 

11 .18 11.25 
1.41 1.48 

0.99 1.01 

97.46 98.00 

6.714 6.722 
1.286 1.278 
8.000 8.000 

0.147 0.109 
0.154 0.156 
0.643 0.667 
1.648 1.504 

2.257 2.405 
0.150 0.160 
5.000 5.000 

0.000 0.000 
1.794 1.788 
0.206 0.212 
2.000 2.000 

0.205 0.212 
0.189 0.190 
0.393 0.403 

MgI(Mg+Fe깅) 0.597 0.617 0.706 0.724 0.535 0.571 0.507 0.523 0.578 0.615 
AIT 1.7861.659 2.0441 .910 1.8831.709 1.9131 .756 1.4331 .387 

S 5.5 

Depth(km) 19.2 

6.7 

23.5 
6.0 

20.8 

6.1 

21 .3 
3.8 

13.3 

% 

이
 



Table 2. The average 끼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이es from the Youngju granite. 
YA12 YA13 YA17 YA20 YA21 

U
‘ 

μ‘
 [%

잉
 φ
 
m 

잉
 굉
‘
 
ρ
‘
 

S 

T 

계
 F 
M 
M 
C 
M 

K 

nm core nm core nm core 
41.06 41.30 41.26 41.77 42.36 42.92 

'1.16 1.25 

12.06 11.88 

19.33 19.07 
8.08 8.48 
0.41 0.41 
11.41 11.37 
1.48 1.53 

1.76 1.74 

1.13 1.43 1.10 1.13 

11 .48 10.75 10.70 10.21 

20.20 19.66 20.43 20.08 
7.82 8.15 8.40 8.86 
0.47 0.37 0.48 0.61 

11 .17 11.44 11.61 
1.38 1.57 1.63 

1.77 1.57 1.42 

11.57 
1.57 

1.40 

nm core 
42.38 43.02 

0.84 1.18 

10.62 9.72 

21 .67 20.86 
7.62 8.24 

nm core 
43.04 43.73 

”m 

m 

μ씨
 떠
 

、
L
nu 

ns 

、
.
ι

jl1 

‘, .. 

‘,
l, 
‘,
1 

1.04 

9.47 

18.67 
9.60 

0.52 0.47 0.600.66 

6.447 6.542 
1.553 1.458 
8.000 8.000 

0.353 0.285 
0.097 0.135 

11 .58 11.51 
1.45 1.37 

1.31 1.17 

total 96.76 97.03 96.66 96.69 98.13 98.33 97.96 97.51 97.63 97.22 

XM1-3 
Ca 

6.300 6.302 
1.700 1.698 
8.000 8.000 

0.484 0.442 
0.134 0.143 
0.409 0.461 
2.071 1.972 
1.849 1.929 
0.053 0.053 
5.000 5.000 

0.000 0.000 
1.876 1.859 

6.341 6.433 6.417 6.464 
1.659 1.567 1.583 1.536 
8.000 8.000 8.000 8.000 

0.423 0.386 0.329 0.278 
0.131 ' 0.165 0.125 0.127 
0.541 0.300 0.484 0.543 
2.055 2.232 2.104 1.987 
1.790 1.869 1.897 1.988 
0.061 0.048 0.062 0.077 
5.000 5.000 5.000 5.000 

11.54 11.33 
1.46 1.46 

1.30 1.23 

6.502 6.598 
1.498 1.402 
8.000 8.000 

0.330 0.283 
0.110 0.118 

0.562 0.542 0.523 0.535 
2.1942.110 1.9281.821 
1.728 1.866 2.032 2.159 
0.067 0.061 0.076 0.084 
5.000 5.000 

0.000 0.000 
1.880 1.845 

5.000 5.000 

0.000 0.000 
1.874 1.861 

Na 0.124 0.141 0.162 0.112 0.116 0.134 0.120 0.155 0.126 0.139 
Sum B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2.000 

0.000 0.000 
1.838 1.888 

0.000 0.000 
1.884 1.866 

χ
 껄
 빼
 

nu 

nu 

nu 

9 

2 

-

갱
 짚
 닮
 

”u 
nu 

AU 

껴
 영
 샤
녀
 

2 
2 
5 

nu 

nu 

nu 

캔
 젤
 없
 

nu 

nu 

nu 

졌
 댔
 짧
 

nu 

nu 

nu 

원
 낌
 댔
 

nu 

nu 

nu 

웠
 
m …… 

nu 

nu 

nu 

때
 짧
 뾰
 

”u 

nu 

nu 

nu 

ns 

n3 

퍼
 경
 
M 

nu 

nu 

nu 

쩌
 짧
 짧
 

nu 

nu 

n
]

A 

뼈
 
K 

뼈
 

s 

MgI(Mg+Fe‘ 2) 0.472 0.494 
AIT 2.184 2.140 

S 7.4 

Depth(km) 25.8 

0.466 0.456 
2.082 1.953 

0.474 0.500 
1.912 1.814 

0.441 0.469 
1.906 1.743 

6.1 
21 .2 

0.513 0.542 
1.829 1.685 

5.7 
19.9 

6.9 
24.2 

6.1 
21 .3 

Si 
AI(IV) 
SumT 

AI(VI) 
Ti 

Fe+3 

Fe+2 

Mg 
Mn 

Sum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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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이es from the Youngju granite. 

YA32 YA33 YA34 YA35 YA36 

μ‘
 U
‘ 

〔
션
 
잉
 φ
 
m 

잉
 씨
‘
 
ρ
‘
 떼
 

s 
T 

씨
 F 
M 
M 
C 
M 

K 

m 

Si 
AI(IV) 
SumT 

AI(V I) 
Ti 

Fe+3 

Fe+2 

Mg 

Mn 
SumC 

XM1-3 

Ca 
Na 

Sum B 

Na 
K 

SumA 

끼m core 

40.75 41 .67 

0.88 1.16 

11.88 10.96 

21 .1121 .18 
7.53 8.05 
0.31 0.49 
11 .4811.42 
1.48 1.35 

1.71 1.58 

97.13 97.86 

6.264 6.329 
1.736 1.671 
8.000 8.000 

0.418 0.293 
0.102 0.132 

0.559 0.693 

2.155 1.996 

1.725 1.822 
0.041 0.063 

5.000 5.000 

0.000 0.000 
1.890 1.858 
0.110 0.142 

2.000 2.000 

0.330 0.255 
0.335 0.307 
0.665 0.562 

Mg/(Mg+Fe+2) 0.445 0.477 

AIT 2.155 1.964 

S 7.2 

Depth(km) 25 .4 

nm core nm core 

41 .36 41.84 41.05 41 .69 

0.79 0.90 

11.48 10.89 

20.85 21.01 
7.55 7.76 
0.46 0.51 
11 .23 11.22 
1.44 1.56 

1.59 1.63 

96.74 97.33 

0.83 1.04 

12.00 11 .38 

20.44 20.48 

7.63 7.85 
0.51 0.48 
11 .46 11.53 
1.53 1.45 

1.69 1.67 

97.14 97.58 

nm core 
41 .06 41 .80 

0.91 1.33 

12.39 11 .15 

20.40 20.00 
7.78 8.40 
0.35 0.51 

11 .40 11.56 
1.44 1.38 

1.77 1.73 

97 .49 97.85 

6.358 6.404 6.299 6.367 6.257 6.346 
1.642 1.596 1.701 1.633 
8.000 8.000 8.000 8.000 

0.440 0.371 
0.091 0.104 
0.580 0.556 

2.101 2.134 
1.730 1.769 

0.059 0.066 
5.000 5.000 

0.000 0.000 
1.850 1.840 
0.150 0.160 

2.000 2.000 

0.279 0.303 
0.312 0.319 
0.591 0.621 

0.452 0.453 
2.082 1.967 

6.9 

24.2 

0.472 0.417 
0.096 0.120 
0.484 0.449 

2.138 2.165 
1.744 1.787 

0.067 0.062 
5.000 5.000 

0.000 0.000 
1.884 1.886 
0.116 0.114 

2.000 2.000 

0.339 0.316 
0.331 0.326 
0.670 0.642 

0.449 0.452 

2.173 2.051 

7.3 

25.7 

1.743 1.654 
8.000 8.000 

nm core 
40.90 41.02 

0.78 0.99 

12.70 12.32 

19.35 19.49 

8.09 8.10 
0.42 . 0.51 

11.4911 .56 
1.51 1.49 

1.82 1.86 

97.06 97.35 

6.250 6.266 
1.750 1.734 
8.000 8.000 

0.485 0.344 0.540 0.486 

0.105 0.151 0.090 0.113 

0.559 0.505 0.464 0.433 

2.040 2.033 2.009 2.056 

1.767 1.900 1.843 1.845 
0.045 0.066 0.054 0.066 

5.000 5.000 

0.000 0.000 
1.861 1.881 
0.139 0.119 

2.000 2.000 

0.286 0.287 
0.343 0.334 
0.629 0.621 

0.464 0.483 
2.228 1.997 

7.6 

26.6 

5.000 5.000 

0.000 0.000 

1.882 1.892 
0.118 0.108 

2.000 2.000 

0.329 0.334 
0.355 0.362 
0.684 0.696 

0.478 0.473 
2.289 2.220 

7.9 

27.6 

” 
이
 



Table 2.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이es from the Youngju granite. 
YA54 YA55 YA56 YA59 YA60 

μ‘
 

까
 〔
션
 
잉
 ω‘
 
m 

￡
 섹
‘
 

J
‘ 

때
 

s 
T 

셰
 F 
M 
M 
C 
M 

K 

m 

Si 
AI(IV) 
SumT 

AI(VI) 
Ti 

Fe+3 

Fe+2 

Mg 
Mn 

Sum C 

XM1-3 
Ca 

Na 

Sum B 

Na 

K 
SumA 

nm core nm core 
41.31 42.27 40.67 41 .40 

0.79 1.24 0.85 1.10 

11 .65 10 .40 

20.41 19.93 
8.07 8.60 
0.51 0.57 
11.54 11 .48 
1.40 1.48 

1.63 1.55 

97.31 97.50 

6.305 6.433 
1.695 1.567 
8.000 8.000 

0.404 0.300 
0.091 0.142 
0.603 0.503 
2.001 2.033 
1.836 1.950 
0.066 0.073 
5.000 5.000 

0.000 0.000 
1.888 1.871 
0.112 0.129 
2.000 2.000 

0.301 0.309 
0.318 0.301 
0.619 0.610 

12.69 11 .76 

20.82 20.73 
7.39 7.78 
0.39 0.42 
11.35 11.50 
1.51 1.57 

1.79 1.76 

97 .45 98.01 

6.218 6.304 
1.782 1.696 
8.000 8.000 

0.507 0.416 
0.098 0.125 
0.566 0.473 
2.096 2.166 
1.683 1.765 
0.050 0.054 
5.000 5.000 

0.000 0.000 

1.860 1.875 
0.140 0.125 
2.000 2.000 

0.306 0.338 
0.348 0.342 
0.654 0.681 

nm core nm core 
41 .35 41 .72 40.96 41.33 

0.89 1.19 1.05 1.25 

12.17 11 .77 

19.29 19.16 
8.20 8.35 
0.40 0.32 
11.51 11 .46 
1.45 1.53 

1.75 1.73 

97.00 97.22 

6.320 6.363 
1.680 1.637 
8.000 8.000 

0.515 0.481 
0.102 0.136 
0.423 0.352 
2.042 2.092 
1.866 1.897 
0.052 0.042 
5.000 5.000 

0.000 0.000 
1.884 1.872 
0.116 0.128 
2.000 2.000 

0.314 0.324 
0.341 0.336 
0.655 0.660 

Mg/(Mg+Fe+2) 0.478 0.490 0.445 0.449 0.478 0.476 
AIT 2.098 1.867 2.288 2.113 2.195 2.118 

S 7.0 7.9 7.4 

Depth(km) 24.4 27.6 26.0 

12.40 11 .88 

19.31 19.26 
7.89 8.10 
0.34 0.53 
11.53 11 .52 
1.47 1.42 

1.77 1.77 

96.73 97.07 

6.296 6.328 
1.704 1.672 
8.000 8.000 

0.545 0.475 
0.122 0.144 
0.333 0.361 

2.149 2.105 
1.807 1.847 
0.045 0.068 
5.000 5.000 

0.000 0.000 

1.899 1.890 
0.101 0.110 
2.000 2.000 

0.336 0.312 
0.347 0.346 
0.683 0.658 

nm core 
40.94 41 .23 

0.70 0.96 

12.64 11.95 

21.20 20.85 
7.45 7.89 

0.48 0.48 

11.54 11.34 
1.46 1.66 

1.68 1.68 

98.07 98.04 

6.217 6.258 
1.783 1.742 
8.000 8.000 

0.482 0.398 
0.080 0.110 
0.632 0.623 
2.059 2.023 
1.685 1.783 
0.062 0.062 
5.000 5.000 

0.000 0.000 
1.878 1.844 
0.122 0.156 
2.000 2.000 

0.306 0.332 
0.326 0.325 
0.632 0.656 

0.457 0.467 0.450 0.469 
2.249 2.147 2.265 2.140 

7.7 7.8 
26.9 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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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디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oles from the Youngju granite. 
YA62 YA63 YA65 YA68 YA68-1 

U
‘ 

바
 〔
션
 
잉
 φ
 

S 

T 

셰
 F 
M 

nm core 
42.03 42.35 

1.15 1.30 

11 .85 11 .20 

19.82 19.74 
8.00 8.30 

r1m core 
41.52 41 .56 

0.90 1.29 

11 .88 11 .50 

20.04 19.87 
7.77 8.07 

nm core 
40.87 40.93 

0.76 0.97 

12.28 11 .58 

21 .54 21 .19 
7.29 7.47 

nm core nm core 
42.64 42.99 41 .70 41 .97 

0.96 1.12 0.70 1.08 

10.01 9.32 11 .02 10.24 

20.07 20.00 21 .23 20.91 

8.23 8.59 7.60 8.19 
MnO 0.41 0.49 0.40 0.44 0.35 0.46 0.57 0.54 0.55 0.58 o 

ρ
 。

외
 

혀
 써
‘
 
κ
 m 

Si 
AI(IV) 
SumT 

AI(VI) 
Ti 

Fe+3 

Fe+2 

Mg 

Mn 
Sum C 

XM1-3 

Ca 

Na 

Sum B 

Na 

K 

SumA 

11 .55 11 .61 
1.29 1.22 

1.60 1.58 

97.70 97.78 

6.374 6.414 
1.626 1.586 
8.000 8.000 

0.495 0.416 
0.131 0.148 
0.429 0.444 
2.085 2.055 
1.807 1.874 
0.053 0.062 
5.000 5.000 

0.000 0.000 
1.876 1.883 
0.124 0.117 
2.000 2.000 

0.255 0.240 
0.309 0.305 
0.564 0.546 

11.5211 .52 
1.43 1.52 

1.65 1.74 

97.11 97.50 

6.359 6.347 
1.641 1.653 
8.000 8.000 

0.506 0.420 
0.104 0.148 
0.399 0.379 
2.167 2.159 
1.773 1.837 
0.052 0.057 
5.000 5.000 

0.000 0.000 
1.891 1.884 
0.109 0.116 
2.000 2.000 

0.316 0.334 
0.322 0.338 
0.637 0.673 

11 .42 11 .51 
1.41 1.50 

1.79 1.83 

97.71 97.44 

6.243 6.292 
1.757 1.708 
8.000 8.000 

0.456 0.392 
0.088 0.112 
0.621 0.495 
2.129 2.230 
1.660 1.711 

0.045 0.060 
5.000 5.000 

0.000 0.000 
1.868 1.895 
0.132 0.105 
2.000 2.000 

0.287 0.343 
0.349 0.359 
0.636 0.702 

11 .41 11 .42 
1.36 1.45 

1.34 1.27 

96.58 96.70 

6.544 6.590 
1.456 1.410 
8.000 8.000 

0.357 0.275 
0.111 0.129 
0.459 0.447 
2.117 2.117 
1.882 1.961 
0.075 0.070 
5.000 5.000 

0.000 0.000 
1.877 1.875 
0.123 0.125 
2.000 2.000 

0.281 0.306 
0.262 0.248 
0.542 0.554 

11.48 11 .40 
1.37 1.38 

1.44 1.50 

97.08 97.26 

6.395 6.416 
1.605 1.584 
8.000 8.000 

0.389 0.262 
0.080 0.124 
0.594 0.640 
2.128 2.033 
1.738 1.866 
0.071 0.075 
5.000 5.000 

0.000 0.000 
1.887 1.867 
0.113 0.133 
2.000 2.000 

0.292 0.274 
0.283 0.293 
0.575 0.568 

Mg/(Mg+Fe+2) 0.464 0.477 0.450 0.460 0.438 0.434 0.471 0.481 0.450 0.479 
AIT 2.121 2.002 2.146 2.072 2.213 2.100 1.813 1.685 1.994 1.846 

s 
Depth(km) 24.8 

7.1 7.2 
25.2 

7.5 
26.3 

5.6 
19.7 

6.5 
2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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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oles from the Youngju granite. 

YA100 YA102 

nm core nm core 

Si02 41.75 43.01 43.54 44.82 

Ti02 0.69 1.19 0.98 1.15 

AI20 3 10.76 9.71 10.87 9.34 

Fe。 21.82 20.83 18.13 17.40 
Mg。 7.77 8.60 9.59 10.63 

Mn。 0.53 0.68 0.35 0.31 
Ca。 11.59 11.52 11.78 11.70 

Na2。 1.25 1.29 1.24 1.16 

K2。 1.45 1.25 0.99 0.88 

total 97.61 98.08 97.48 97.38 

Si 6.367 6.489 6.518 6.671 

AI(IV) 1.633 1.511 1.482 1.329 

SumT 8.000 8.000 8.000 8.000 

AI(VI) 0.303 0.216 0.437 0.311 

Ti 0.080 0.135 0.110 0.129 
Fe+3 0.734 0.681 0.498 0.529 
Fe+2 2.048 1.946 1.771 1.636 

M9 . 1.766 1.934 2.139 2.356 

Mn 0.068 0.086 0.045 0.039 

SumC 5.000 5.000 5.000 5.000 

XM1-3 0.000 0.000 0.000 0.000 

Ca 1.893 1.862 1.888 1.866 
Na 0.107 0.138 0.112 0.134 

Sum B 2.000 2.000 2.000 2.000 

Na 0.262 0.240 0.249 0.200 

K 0.282 0.240 0.190 0.166 

SumA 0.544 0.481 0.439 0.367 

Mg/(Mg+Fe+2) 0.463 0.498 0.547 0.590 

AIT 1.936 1.728 1.919 1.640 

S 6.2 6.1 

Depth(km) 21 .7 21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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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이es from the Kimcheon granite 
KC6 KC6-1 KC9 KC11 KC13 

U
‘ 

ι‘
 

〔
션
 
잉
 
m

‘ 

뼈
 ￡
 써
‘
 
P
-떼
 

S 

T 

씨
 F 
M 
M 
c 

κ
 K--K 

nm core 
43.22 44.55 

0.99 1.69 

9.89 8.71 

17.59 15.82 
10.56 11.87 
0.33 0.31 
11.79 11.67 
1.31 1.29 

1.22 1.18 

96.89 97.09 

nm core 
43.85 45.32 

0.95 1.10 

9.82 8.17 

16.84 16.25 
10.87 11 .68 
0.48 0.20 

11 .75 11 .71 
1.33 1.19 

1 16 0.96 

97.03 96.57 

nm core 
44.03 44.96 

0.66 1.27 

9.63 8.36 

18.33 17.09 
10.42 11.23 
0.48 0.53 

11.7411.57 
1.38 1.31 

1.12 0.98 

97.78 97.30 

nm core 
43.81 44.82 

0.91 1.28 

9.49 8.63 

17.72 17.09 
10.83 11 .60 
0.35 0.40 
11.68 11.66 
1.28 1.26 

1.19 1.11 

97.25 97.85 

nm core 
43.72 44.36 

0.84 0.98 

10.04 8.87 

19.33 18.74 
9.69 10.23 
0.09 0.24 
11.78 11.74 
1.31 1.24 

1.19 0.99 

97.98 97.37 

Si 6.508 6.636 6.565 6.776 6.569 6.698 6.551 6.630 6.542 6.653 
AI(IV) 
SumT 

AI (V I) 
Ti 

Fe+3 

Fe+2 

Mg 
Mn 

Sum C 

XM1-3 

Ca 
Na 

Sum B 

1.492 1.364 
8.000 8.000 

0.264 0.166 
0.112 0.189 
0.585 0.499 
1.629 1.471 

2.368 2.635 
0.042 0.039 
5.000 5.000 

0.000 0.000 
1.902 1.862 
0.098 0.138 
2.000 2.000 

1.435 1.224 
8.000 8.000 

0.301 0.218 
0.107 0.123 
0.546 0.482 
1.562 1.550 
2.424 2.602 
0.060 0.025 
5.000 5.000 

0.000 0.000 
1.884 1.875 
0.116 0.125 
2.000 2.000 

1.431 1.302 
8.000 8.000 

0.264 0.168 
0.074 0.142 
0.654 0.592 
1.633 1.537 
2.316 2.494 
0.060 0.067 
5.000 5.000 

0.000 0.000 
1.877 1.846 
0.123 0.154 
2.000 2.000 

1.449 1.370 
8.000 8.000 

0.225 0.136 
0.102 0.142 
0.683 0.681 
1.531 1.432 
2.414 2.558 
0.045 0.050 
5.000 5.000 

0.000 0.000 
1.870 1.848 
0.130 0.152 
2.000 2.000 

1.458 1.347 
8.000 8.000 

0.315 0.223 
0.094 0.110 
0.572 0.581 
1.847 1.770 
2.161 2.286 
0.011 0.030 
5.000 5.000 

0.000 0.000 
1.888 1.887 
0.112 0.113 
2.000 2.000 

Na 0.284 0.236 0.268 0.220 0.277 0.225 0.241 0.211 0.267 0.246 
K 0.235 0.223 0.221 0.183 0.212 0.186 0.227 0.209 0.227 0.190 

Sum A 0.519 0.459 0.490 0.403 0.489 0.411 0.468 0.420 0.494 0.436 

Mg/(Mg+Fe‘ 2) 0.592 0.642 0.608 0.627 0.587 0.619 0.612 0.641 0.539 0.564 
AIT 1.756 1.530 1.735 1.442 1.695 1.470 1.674 1.506 1.773 1.570 

s 
Depth(km) 18.721 

5.3 5.3 
18.376 

5.1 

17.699 
5.0 

17.357 
5.4 

18.998 

1 
l 
L 

4 



Table 3./The average ri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oles from the Kimcheon granite 
KC19 KC26 KC27 KC50 KC59 

U
‘ 

U
‘ 

[%

잉
 φ
 

S 

T 

셰
 F 
M 

째
-
@
@
 

M 

m 
%·m 

c-v 

1 

9 

깐
 5 

때
-
쇄
 

% 

m 
“” 

“
씨
 

-
갱
 
1 

9 

%“ 

5 

nm core 
43.31 43.08 

1.37 1.71 

8.72 8.40 

23.88 24.72 
5.54 5.43 

때-
M
 
”
시
 
재
 캔
 져
 

c-% 

1 

8 

재
 π
 

m
-때
 째
 인
끼
 돼
 죄
 

.* 
1 

8 

π
 ‘ 

nm core 
43.99 45.34 

1.00 1.57 

9.10 8.04 

17.28 16.23 
11.08 11.98 

nm core 
44.16 44.78 

0.71 0.92 

9.16 8.23 

18.30 18.26 
10.28 10.59 

MnO 0.57 0.73 0.42 0.49 0.68 0.30 0.47 0.49 0.64 0.67 o 
p 

。
-
외
 

혀
 뼈
，
 
κ‘

-
M
 

때
써
 
R
ω·M
 -
때
 

L
u”υ
 ‘,,
, 

‘
，-
-
-
ν
l
，
.
 

”” 
”s 

”s 
-”
h 

μ
 5 

j 

-
낀
 

L”
”
「4l 

‘
1, 
-vi

’ 

””” 

。
。
nu 

-
「h

H 
5 

-
-
끼
 

ι
p
 4l 

4, 
-ws 

깨
 겼 % 

-
때
 

4l 

4
l 

---9 
때
 닮
 % 

-
깨
 

• 

1 

o 
-g 

때
 쩌
·
%
 
-
패
 

• 

4l 

o 
-E 

11.6611.6211 .5111.78 
1.36 1.41 1.38 1.26 

1.16 0.91 1.04 1.02 

97.10 97.60 97.16 97.52 

Si 

AI(IV) 
SumT 

AI(VI) 
Ti 

Fe+3 

Fe+2 

Mg 
Mn 

SumC 

XM1-3 

Ca 
Na 

Sum B 

Na 
K 

Sum A 

6.561 6.541 
1.439 1.459 
8.000 8.000 

0.215 0.218 
0.170 0.146 
0.641 0.664 
2.669 2.710 
1.230 1.166 
0.075 0.096 
5.000 5.000 

0.000 0.000 
1.764 1.772 
0.236 0.228 
2.000 2.000 

0.243 0.247 
0.236 0.266 
0.479 0.513 

6.766 6.711 
1.234 1.289 
8.000 8.000 

0.374 0.255 
0.161 0.201 
0.201 0.313 
2.919 2.908 
1.289 1.260 
0.056 0.064 
5.000 5.000 

0.000 0.000 
1.868 1.813 
0.132 0.187 
2.000 2.000 

0.255 0.288 
0.215 0.218 
0.469 0.507 

6.625 6.684 
1.375 1.316 
8.000 8.000 

0.137 0.149 
0.161 0.192 
0.594 0.478 
1.513 1.407 
2.509 2.737 
0.085 0.037 
5.000 5.000 

0.000 0.000 
1.856 1.838 
0.144 0.162 
2.000 2.000 

0.278 0.290 
0.187 0.177 
0.465 0.467 

6.586 6.710 
1.414 1.290 
8.000 8.000 

0.194 0.114 
0.113 0.175 
0.639 0.565 
1.524 1.443 
2.471 2.641 
0.060 0.062 
5.000 5.000 

0.000 0.000 
1.870 1.842 
0.130 0.158 
2.000 2.000 

0.263 0.247 
0.222 0.172 
0.485 0.419 

6.625 6.706 
1.375 1.294 
8.000 8.000 

0.246 0.160 
0.080 0.104 
0.670 0.583 
1.625 1.704 
2.297 2.364 
0.082 0.085 
5.000 5.000 

0.000 0.000 
1.850 1.890 
0.150 0.110 
2.000 2.000 

0.250 0.257 
0.199 0.195 
0.449 0.452 

Mg/(Mg+Fe+2) 0.315 0.301 0.306 0.302 0.624 0.660 0.619 .0.647 0.586 0.581 

AIT 1.654 1.677 1.608 1.544 1.512 1.465 1.608 1.404 1.622 1.454 

s 
Depth(km) 17.017 

4.9 4.6 
16.252 

4.2 
14.660 

4.6 
16.257 

4.7 

16.4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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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The average 끼m and core compositions of amphib이es from the Kimcheon granite 

KC61 KC64 
nm core nm core 

Si02 43.86 45.52 43.89 44.55 

Ti02 1.00 1.58 1.04 1.45 

AI20 3 9.19 7.80 9.19 8.30 

Fe。 17.68 16.35 17.46 16.50 
Mg。 10.58 11 .57 10.85 11 .60 
Mn。 0.39 0.42 0.47 0.48 
Ca。 11 .71 11.60 11 .73 11 .57 

Na2。 1.14 1.20 1.31 1.38 

K2。 1.13 0.91 1.16 1.05 

total 96.68 96.94 97.11 96.88 

Si 6.604 6.788 6.582 6.663 

AI(IV) 1.396 1.212 1.418 1.337 

SumT 8.000 8.000 8.000 8.000 

AI(VI) 0.238 0.160 0.207 0.128 

Ti 0.114 0.177 0.117 0.163 
Fe+3 . 0.604 0.471 0.606 0.576 
Fe+2 1.621 1.568 1.584 1.488 

Mg 2.373 2.571 2.426 2.585 

Mn 0.050 0.053 0.060 0.060 

SumC 5.000 5.000 5.000 5.000 

XM1-3 0.000 0.000 0.000 0.000 

Ca 1.888 1.853 1.884 1.854 

Na 0.112 0.147 0.116 0.146 

Sum B 2.000 2.000 2.000 2.000 

Na 0.220 0.201 0.264 0.253 

K 0.218 0.173 0.222 0.201 

SumA 0.438 0.373 0.487 0.454 

MgI(Mg+Fe‘ 2) 0.594 0.621 0.605 0.635 

AIT 1.634 1.372 1.625 1.465 

S 4.8 4.7 

Depth(km) 16.679 16.5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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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화강암의 고결압력 

각섬석의 연변부의 평균 AIT함량과 계산된 압력을 Table 4 에 제시하였으며 이에 

대한 지리적인 압력분포를 Fig. 9과 Fig. 10 에 나타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가 

장 적절한 관계식을 나타낸다고 생각되는 Schmidt (1992)의 식을 이용하여 압력을 계 

산하였다. 또한 지각의 평균밀도를 2.8g/cm2으로 가정하고 정치압력을 깊이로 환산하 

였다 전체적으로 볼 때 영주화강암은 5.6kb내지 7.9kb의 압력을 보이며 안동화강암은 

5.4kb내지 7.5kb의 압력을 그리고 김천화강암은 4.2kb내지 5.4kb의 비교적 고른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이러한 정치 깊이는 기존의 연구 (조등룡과 권성택， 1994)와도 잘 일 

치한다. 기존의 연구에서 국내 남한의 화강암체 중 가장 압력이 높은 암체는 영주화강 

암이며 예천전단대를 경계로 이 암체 남부에 분포하는 안동화강암 역시 영주화강암과 

비슷한 압력분포를 보이고 있다. 특징적인 현상은 영주화강암은 예천전단대 인근의 남 

동쪽 경계부에서 북서쪽 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정치압력이 점차 적은 값을 보이며 김 

천화강암의 정치압력값은 거의 일정하다. 안동화강암은 각섬석이 대체로 암체의 남동 

부에서만 관찰되어 전체적인 분포 양상을 알기는 어렵지만 대체로 7kb 내외의 정치압 

력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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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A verage rim tota1 Al of hornblendes 없ld estimated pressure from 

Youngju , Andong , Kimcheon granites 

(A) Y oungju granite 

YA12 YA13 YA17 YA20 YA21 YA32 YA33 YA34 YA35 YA36 YA54 

AIT 2.184 2.082 1.912 1.906 1.829 2.155 2.082 2.173 2.228 2.289 2.098 

H&Z 7.1 6.6 5.7 5.7 5.3 6.9 6.6 7.0 7.3 7.6 6.6 

Ho et a1 7.6 7.0 6.0 6.0 5.6 7.4 7.0 7.5 7.8 8.2 7.1 

]&R 5.8 5.3 4.6 4.6 4.3 5.7 5.3 5.7 6.0 6.2 5.4 

S 7.4 6.9 6.1 6.1 5.7 7.2 6.9 7.3 7.6 7.9 7.0 

(km) 
24.2 21.3 21.2 19.9 25.4 24.2 25.7 26.6 27.6 24.4 

YA55 YA56 YA59 YA60 YA62 YA63 YA65 YA68 YA68-1 YA100YA102 

AlT l2 288 2 195 2 249 2 265 2 m 2 146 2 213 1 813 1.994 1.936 1.919 

H & Z I 7.6 7.1 7.4 7.5 6.7 6.9 7.2 5.2 6.1 5.8 5.7 

Ho et al 8.1 7.6 7.9 8.。 7.2 7.3 7.7 5.5 6.5 6.2 6.1 

]&R 6.2 5.8 6.1 6.1 5.5 5.6 5.9 4.2 5.0 4.7 4.7 

S 7.9 7.4 7.7 7.8 7.1 7.2 7.5 5.6 6.5 6.2 6.1 
Depth 

27.6 26.0 26.9 27.2 24.8 25.2 26.3 19.7 22.7 21.7 21.4 
(km) 

(B) Andong granite 

YA04 YA07 YA37 YA38 YA39 YA45 YA46 YA47 YA48 YA71 

AIT 2.065 2.096 2.183 2.074 2.107 1.786 2.044 1.883 1.913 1.433 

H&Z 6.5 6.6 7.1 6.5 6.7 5.1 6.4 5.5 5.7 3.3 

Ho et al 6.9 7.1 7.6 6.9 7.1 5.3 6.8 5.9 6.0 3.3 

]&R 5.3 5.4 5.8 5.3 5.5 4.1 5.2 4.5 4.6 2.6 

S 6.8 7.。 7.4 6.9 7.0 5.5 6.7 6.0 6.1 3.8 
Depth 

23.9 24.4 25.8 24.0 24.6 19.2 23.5 20.8 21.3 13.3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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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Kimcheon granite 

KC6 KC6-1 KC9 KCll KC13 KC19 KC26 KC27 KC50 KC59 KC61 KC64 

AIT 11.756 1.735 1.695 1.674 1.773 1.654 1.608 1.512 1.608 1.622 1.634 1.625 

H&Z 4.9 4.8 4.6 4.5 5.0 4.4 4.2 3.7 4.2 4.2 4.3 4.3 

Ho et a1 5.1 5.0 4.8 4.7 5.2 4.6 4.3 3.8 4.3 4.4 4.5 4.4 

J&R 4.0 3.9 3.7 3.6 4.0 3.5 3.3 2.9 3.3 3.4 3.4 3.4 

S 5.3 5.3 5.1 5.0 5.4 4.9 4.6 4.2 4.6 4.7 4.8 4.7 
Depth 

18.7 18.4 17.7 17.4 19.0 17.0 16.3 14.7 16.3 16.5 16.7 16.5 
(km) 

H & Z : Hammarstrom 때d Zen (1986) , P(+j-3Kb) = -3.92 + 5.03*Al(T) 

H et a1 : Hollister et 외(1987) ， P( +j-1Kb) = -4.76 + 5.64*A1 (T) 

J & R : Johnson and Rutherford(1989), P(+j-0.5Kb) = -3.46 + 4.23*A1 (T) 

S : Schmidt(1992), P( +j-0.6Kb} = -3.01 + 4.76*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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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 의 

이들 세 화강암체에 대한 고결 압력의 지리적인 분포를 Fig. 9과 Fig. 10 에 제시하 

였다. 먼저 김천화강암은 북동一남서 방향으로 장경 약 40km, 단경 약 lOkm에 달하는 

장방형의 화강암체이다. 김천화강암은 5kb ::t 0.5kb, 즉 약 17km의 지하 심부에서 정치 

되었음을 보여주며 북서쪽 연변부의 압력과 남서쪽 연변부의 압력은 모두 4.7kb, 

4.8kb, 5kb등 거의 일정하며 장축의 북동쪽 암석의 압력은 4.9kb, 장축의 남서쪽 암석 

의 압력은 5kb로 역시 고른 분포를 보이는 등 암체 전반에 걸쳐 압력의 두드러진 변 

화는 보이지 않는다. 이는 김천화강암이 장축방향인 북동-남서 방향이나 단축 방향인 

북서 -남동방향으로 정치 이후 tilting 이 전연 일어나지 않은 상태로 현재의 지표에 노 

출되었음을 지시한다 (Fig. 10). 

그러나 영주화강암의 경우 매우 흥미로운 압력의 분포를 보여준다. 영주화강암의 남 

쪽 연변부에서 측정된 정치 섬도는 7.4kb ::t 0.5kb이나 점차 북서 방향으로 올라가면서 

압력이 낮아져 북서 연변부에서의 정치 심도는 6kb ::t 0.5kb의 압력을 보여 대략 1-

1.5kb의 압력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Fig. 9). 영주지역의 해발고도는 대체로 100-

600m이므로 분석된 암석시료들의 지표에서의 지형의 고도 변화에 따른 압력의 보정은 

0.2kb를 넘지 못한다. 그러므로 고도차에 의한 영향은 배제하여도 큰 무리는 없을 것 

으로 생각된다. 

예천전단대와 접하는 영주화강암의 남측 경계에서 북동쪽 경계까지의 직선거리는 

약 25km이다. 양쪽 경계에서의 압력차가 1.5kb 정도 나타나므로 이를 깊이로 환산하 

면 약 5km의 정치성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남쪽 경계부가 북쪽 경계부 보다 

5km 정도 더 심부에서 정치되었음을 의미하며 정치이후 단층운동이나 조산운동등과 

같은 지구조적 환경에 의해 남쪽 부분이 더 상승하여 현재 지표변에 노출되었을 것이 

다. 단순 계산으로 기울어진 경사각도를 계산하면 이의 주향방향은 정확히 알 수 없으 

나 영주화강암은 대체로 북동방향으로 약 100정도 기울어져 있음을 의미한다. 

영주 지역은 한반도 남서부에서 북동방향으로 발달한 호남전단대와 예천전단대가 

지나가고 있다 Yanai et. al. (985)에 의해 처음 정의 된 호남전단대는 목포에서 영주 

에 이르는 길이 약 400km에 달하는 연성전단대이다. Cluzel et. al. (991)은 호남전단 

대의 전단운동으로 북중국 대륙에 속하는 영남육괴와 남중국 대륙에 속하는 옥천 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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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distribution of emplacement pressure (kb) of Youngju-Andong granite based on 
the calibration of Schmidt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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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대가 트라이아스기에 병치 (justaposed)되었음을 제시하였다. 또한 권성택과 이진한 

(1997)은 호남전단대내의 엽리상 비엽리상 화강암체에 대한 절대 연령 자료들을 종합 

하여 호남전단대의 우수향 연성전단운동시기는 183 ::t 8Ma 이후이며 최종 운동시기는 

남원 북서부 화강암의 고화시기 (적어도 18η1a 이후， 혹은 176Ma)와 일치할 것이라고 

제안하였다. 

예천전단대는 예천 남동부에서 춘양을 가로지르는 북북동 방향의 길이 약 100km 

너비 약 3.5km의 연성전단대이다 (Chang , 1991). 이 전단운동에 의해 생긴 압쇄암의 

엽리는 대체로 N520E 방향이며 경사는 700NW로 밝힌 바 있다 (Chang , 1991). 또한 

이 전단대의 시기는 쥬라기 구조운동과 동시에 화강암이 정치된 후 비교적 고온 상태 

에서 생성된 것으로 보았다 (Chang , 1991). 또한 진명식과 장보안 (1999, 투고중)의 절 

대 연대 측정결과를 보면 영주화강암의 Rb- Sr 전암연대 218 ::t lOMa를 정치 시기로 보 

았고 측정된 K- Ar 연대는 대부분 160Ma를 보이는데 이들은 이를 전단작용이 일어난 

시기로 보았다. 

이러한 사실들을 종합해보면 영주화강암은 트라이아스말 내지 쥬라기초에 관입정치 

되었으며 정치된 깊이는 약 7kb정도의 심부이었으며 진명식과 장보안 (1999)이 제안한 

160Ma의 쥬라기 중기에 예천전단대를 형성시킨 우수향 연성운동에 의해 영주화강암 

체는 북서방향으로 약 100 정도 기울어지게 되었다. 또한 영주화강암체는 북동-남서방 

향의 장축방향으로는 춘양근처에서 예천에 이르는 약 90km의 직선거리를 보임에도 불 

구하고 암체의 남쪽경계에서는 약 7.5kb 암체의 북쪽 경계에서는 약 6kb로 거의 압력 

의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사실은 앞서 기술한 김천화강암의 압력 분포와 같은 

양상이다. 영남육괴내에 관입한 대부분의 화강암체들은 지나 방향으로 길게 대상분포 

하고 있다. 정치 심도의 분포 결과를 볼 때 적어도 영남육괴내 화강암은 북동 남서방 

향으로는 비록 화강암체가 전단대와 접하더라도 tilting 이 전연 일어나지 않았음을， 즉， 

조구조운동에 의한 암체의 고결 후 동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전단 

대의 영향을 받은 영주화강암체에서 보듯이 전단력이 작용하여 전단대(예천)를 형성시 

키면서 그 전단력은 북서방향으로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전단력에 의해 영주 

화강암의 tilting이 일어났으며 남동부의 암체인 안동화강암에는 암체에 영향을 줄 정 

도의 전단력이 띠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 안동화강암의 고결압력은 약간의 오차는 

있시만 7kb이내이다， 이 러 한 사실은 정 치 깊이의 차이 는 있지만 대체로 5kb내외 압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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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남원화강암 역시 우수향 전단대(호남)의 남동부에 위치하며 압력의 분포변 

화가 거의 없다는 것과 잘 일치한다. 

김광호 등 (199이의 고지자기 연구에 의하면 영주화강암과 김천화강암은 북동쪽의 

편각에 아래로 향하는 방향을 보여 준다고 하였다. 지금까지 화강암의 고지자기 측정 

에 있어서는 화강암체의 경사를 결정할 수 없어 지층의 보정을 할 수 없었지만 (황재 

하외， 1999) 각섬석 지압계가 적용될 수 있는 화강암체의 고지자기 연구에 각섬석지압 

계를 이용하여 화강암의 경사도 여부가 결정된다면 좀더 정량화된 고지자기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 것이다. 

지압계에서 온도에 의한 영향을 완전히 배제할 수 없다. Blundy and Holland 

(1990) , Holland and Blundy (1 994)는 각섬석과 사장석의 평형관계를 이용하여 각섬석 

과 사장석에 의한 평형온도의 식을 유도하였다. 처음의 연구에서 이들은 edenite + 

quartz = tremolite + albite 의 반응식을 기초로 각섬석 -사장석의 지온식을 유도하였 

다. 이 때 각섬석은 이상적인 거동을 하며 사장석은 비이상적인 거동을 한다고 가정하 

였다. 그러나 그 후 이들은 위의 식 이외에 S pear (1980)의 각섬석 -사장석 지온계에서 

이 용 한 tschermakite + albite glaucophane + anorthite 의 반응식 을 변 형 시 킨 

edenite + albite richterite + anorthite 의 반웅식 도 고 려 하 였 다. 이 때 의 두 식 의 각 

섬석과 사장석은 모두 비이상적으로 거동한다고 가정하였다. Holland and Blundy 

(1994)의 첫번째 식은 석영을 포함한 식이며 두번째 식은 석영을 포함하지 않은 반응 

이다. 그러므로 실리카 불포화인 암석에도 적용될 수 있다. 이들 식에 의해 계산된 각 

섬석과 사장석의 평형온도를 Table 5 에 제시하였다. 

현재까지 연구된 각섬석 지압계의 식과 이를 이용한 정치압력은 온도의 보정없이 

보고된 결과가 대부분이다. 그래서 Anderson과 Smith (1995)는 Johnson과 Rutherford 

(1989) , Schmidt (1992)의 관계식을 온도가 포함된 식으로 재유도하기도 하였다. 이 식 

을 이용하면 100 0C 증가시 1.3kb-2kb의 압력이 더 높아지게 된다. 각섬석 지압계는 

마그마의 고화시기 또는 바로 그 근처시기의 압력을 나타낸다. 지압계에 펼요한 완충 

역할을 하는 광물들은 고상선 근처에서 대부분 안정하므로 압력 평형을 위한 온도상 

한선은 고상선 근처이다. chain silicate에서 Al의 확산현상은 느리게 진행되므로 650 0C 

이하에서는 지압계 완충광물들의 평형이 이루어지지 않으므로 온도하한선은 이 정도 

의 온도값일 것 이 다. Fig. 11 은 Schmidt (1992)에 의 한 압력 값과 Anderson과 Smi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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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5) 의 온도의 효과를 고려하여 재계산된 압력값을 서로 비교한 그림이다. 양자간은 

거의 1:1의 정비례관계를 특히 5kb이상의 값에서 잘 보이고 있다. 그러므로 압력이 높 

을수록 온도에 의한 효과는 미약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Fig. 7 에서 보는 바와 같 

이 연구대상 화강암들의 압력과 온도사이에 뚜렷한 관계를 보여주지 않는다 영주， 안 

동화강암은 663 0C -708 oC 의 대체로 좁은 범위의 온도변화를 나타내며 김천화강암은 

이보다는 넓은 634 0C -72TC 로 약 lOOOC 정도의 온도 범위를 보이고 있다. 

각섬석을 이용하여 화강암의 압력을 추정할 수 있다는 연구발표는 비록 아직까지는 

각섬석 지압계에 적용된 여러 가정과 조건 중 현재의 지식으로는 증명하기 힘든 것도 

있지만 기존의 연구로는 가장 밝히기가 어려웠던 화강암의 고결압력 (즉， 고결심도)을 

정량적으로 추론할 수 있는 획기적인 연구사례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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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osition of coexisting plagioc1ase 킹ld hornblende 때d 

thermobarometry from the Youngju-Kimcheon 따ea. 

Pluton Sample no. Xab Al 1 P(Kb) TA Ct) TB (t) 

KC6-1 0.609 1.74 5.3 745 709 

KC9 0.727 1.69 5.1 729 680 

KC11 0.628 1.67 5.0 758 727 

Kimcheon KC13 0.677 1.77 5 .4 727 682 

KC26 0.717 1.61 4.6 671 634 

KC59 0.728 1.62 4.7 725 686 

KC61 0.655 1.63 4.8 737 696 

KC64 0.613 1.63 4.7 769 727 

YA7 0.695 2.10 7.0 733 703 

Andong YA39 0.714 2.11 7.0 724 708 

YA46 0.450 2.04 6.7 794 689 

YA33 0.686 2.08 6.9 716 697 

YA34 0.674 2.17 7.3 734 692 

YA35 0.681 2.23 7.6 723 700 

Youngju YA36 0.658 2.29 7.9 731 693 

YA54 0.687 2.10 7.0 736 695 

YA62 0.631 2.12 7.1 709 689 

YA68 0.724 1.81 5.6 703 663 

Xab Mole fraction of albite in plagioclase. 
AIT : Total Al in hornblende. 
P (kb) : Pressure estimated using the Schmidt (1992) calibration. 
T A Ct), TB (t) Temperature computed using plagioc1ase-hornblende 
thermorneters A and B of Ho l1and and Blundy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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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Aluminum-in-hornblende barometer pressure (P) estimates 
computed using calibrations of Schmidt (1992) and Anderson 
and Smith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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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결 론 

이 연구에서 분석된 김천， 영주， 안동화강암의 각섬석 화학성분의 특정과 각섬석지 

압계를 이용한 화강암의 정치심도 및 그 지구조적 의미는 다음과 같다. 

1) 재개정된 IMA (1997)의 각섬석 분류를 따르면 안동화강암은 맹rgasite， feπopargasi te, 

magnesio-homblende영역에 속하며， 영주화강암의 각섬석은 대부분 feπ0맹rgasite에 속하며 

일부 edenite, ferr∞denite에 속한다. 김천화강암의 각섬석은 모두 magnesio-homblende 영 

역에 들어간다. 영주 안동 김천화강암의 AIIV. Alv1값은 AIT값이나 압력이 증가함에 

따라 정비례 관계를 잘 나타내고 있으며 이는 이들 세 암체의 각섬석은 tschennakite 

방식의 치환이 매우 우세하였음을 지시하며 온도의 영향은 거의 없었다는 것을 의미 

한다. 

2) Schmidt (1992)의 식을 이용하여 각섬석 연변부의 AIT을 정치 깊이로 환산하면 영 

주화강암은 5.6kb내지 7.9kb의 압력 (평 균 7kb 25km)분포를 보이 며 안동화강암은 

5.5kb내지 7.4kb의 압력 (평균 6.5kb : 23km)을 그리고 김천화강암은 4.2kb내지 5.4kb 

(평 균 5kb : 18km)의 비 교적 고른 압력 분포를 나타낸다. 

3) 영주화강암의 북서쪽 경계와 남서쪽 경계에서의 압력차이는 1.5kb 정도 보이며 깊 

이로 환산하면 약 5km의 정치심도 차이를 보이게 된다. 이는 남쪽 경계부가 북쪽 경 

계부 보다 5km 정도 더 심부에서 정치되었음을 의미하며 단순 계산으로 기울어진 경 

사각도를 계산하면 이의 주향방향은 정확히 알 수 없으나 영주화강암은 대체로 북동 

방향으로 약 10。정도 기울어져 있음을 보여준다. 이는 정치이후 단층운동이나 전단운 

동 등과 같은 지구조적 환경에 의해 남쪽 부분이 더 상승하여 현재 지표면에 노출되 

었음을 의미한다. 

4) 김천화강암과 영주화강암은 북동 남서 방향으로 선장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장축 

방향으로 압력의 차이는 거의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정치 심도의 분포 결과를 볼 때 

적어도 영남육괴내 화강암은 북동←남서방향으로는 비록 화강암체가 전단대와 접하더 

라도 tilting 이 전연 일어나지 않았음을， 즉， 조구조운동에 의한 암체의 고결 후 동적 

변화가 전혀 없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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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치모델렁에 의한 시추공 언공완전파형 합성연구 

황세호 

Numerical microseismograms computation of acoustic full-wave 

propagation in fluid filled boreholes 

Hwang , Se Ho 

ABSTRACT 

Synthetic microseismograms ofaxisymmetric logging tool for isotropic solid are 

computed and illustrated. All quantities are expressed in terrns of appropriate scalar 

and vector potentials. The displacements and stresses with the amplitude 

coefficients deterrnined by boundary conditions are expressed in terrns of these 

potentials. The waveforrns are calculated by numerical evaluation of Fourier 

transforrns. The numerical integrations in wavenumber domain are straight 

forward by inserting the lossy parameters into the stress- strain relations. 

The computed microseimograms propagating along the fluid - filled borehole are 

analysed for the relations between traveltime and amplitude of waves and a) axial 

or source- to - receiver, b) radial distance and c) Poisson' s ratio. The depth of 

penetration of P wave may be more than a wavelength , and the depth of 

penetration of shear wave may be approximately a wavelength. The amplitudes of 

tube wave decrease with the Poisson' s ratio increasing , the amplitudes of P wave 

increase with the Poisson' s ratio increasing , and the amplitudes of shear wave are 

almost constant for the Poisson' s rati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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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장 서론 

완전파형 음파검 층(Full waveform acoustic logging)은 in-situ 종파 및 횡 파의 속도를 산출하 

는데 매우 효과적인 방법으로 알려져 있으며 Tube파를 이용하여 상대적인 투수율의 추정에도 

매우 유용하다. 재래의 음파검층은 주로 종파의 속도에서 공극산출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으며 

현재는 완전파형자료의 모든 특성을 이용하는 단계로 발전하였다(Paillet， 1991; Paillet, et al 

1992). 현재까지 국내에서 완전파형음파검층에 대한 연구 결과가 발표된 사례가 보고된 적은 

없으며 지반조사를 위한 분야에서 in-situ 종파 및 횡파속도 산출에 활용된 사례가 있다(이희 

일 외， 1998; 황세호 외， 1998) 

시추공내에서 monopole 음원(방위각에 따라서 변하지 않음)을 이용한 수치모델링에 대한 연 

구는 White와 Zechman(968) , Tsang과 Rader(979) , Cheng과 Toksoz(981), Schoenberg et 

aI.( 1981), Paillet과 White(982) , Baker(984) , Tubman et aI. (984) , Schmitt와 Bouchon (1985) 

등에 의해 발표됐으며 균질하고 등방성인 모텔에 대한 연구가 주를 이루었다. 그리고， 횡파(또 

는 dipole 음원)을 이용한 모델링(Kitsunezaki ， 1980; Kurtjian과 Chang , 1986; Winbow , 1988, 

Schmitt, 1988) , 공 극 지 층 에 대 한 모 델 링 (Rosenbaum, 1974; Cheng et al., 1987; Schmitt, 

1989) , 시추공 축을 대칭축으로 하는 이방성(또는 횡적둥방성) 매질에 대한 모델링 (White와 

Tongtaow , 1981; Chan과 Tsang , 1983)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었다. 좀더 복잡한 시추공 모델에 

대한 연구는 시추공경이 변하는 경우(Stephen et al., 1985; Bouchon과 Schmitt, 1989) , 타원형 

시추공인 경우(Liu와 Randall , 1991; Ellefse, 1990)에 대한 연구가 발표됐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파수영역에서의 모델링이며 복잡한 모델에 대한 적용은 어렵지만 계산 시간이 작게 소요된다 

는 장점을 가진다 복잡한 모형에 대하여 유한차분법을 이용하는 2차원 모델링은 

Bhashvanija(983) , Stephen et aI.(985) , Kostek(991), Randall( 1991), Leslie와 Randall (992) , 

Yoon과 McMechan(992)에 연구됐으며 현재 3차원 모델링에 대한 연구(Cheng ， 1994)가 활발 

히 진행중이다 

본 연구에서는 등방성， 균질매질에서 monopol 음원을 이용한 인공완전파형 모델링을 수행하 

였다. 원통형 좌표계에서 변위 포텐살을 이용하여 파동방정식의 해를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구 

하여 인공완전파형을 작성하였다. 수치계산 시 안정성을 위하여 감쇠모델을 적용하였으며 계산 

된 인공완전파형 합성자료에 대하여 음원-수진기 거리 방사방향 거리 및 Poisson 비의 변화에 

따른 특성을 고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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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장 원통형 좌표계서의 파동방정식 

2.1 변위， 변위 포텐잘 및 운동방정식 

원통좌표계에서 변위( 깅， displacement)는 스칼라 포텐살( ψ ) 및 벡타 포텐살( τ)을 이용하 

여 유도할 수 있다(Morse and Feshbach , 1953; White and Zechman , 1968; Gerkens , 1989). 즉， 

μ \.l rp + \l Xtþ (2. 1) 

이며 벡터 포댄살은 두 개의 스칼라 포텐살로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 X az + \l X (ì' âz ) (2.2) 

여기서 az는 Z축 방향의 단위 벡터이다. 

식 (2.2)를 식 (2 .1 )에 대입하면 변위의 각 성분을 포텐살로 나타낼 수 있다. 

μ r 휘
%
 
요
%
 석ψ
 

효
%
 냉서
 
표
%
 

(2.3) μ 。

Uz 

원통좌표계에서 변위와 변형 및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는 다음과 같으며 응력과 변형과의 관계 

는 직 교좌표계 와 동일하다(Takeuchi and Saito, 1972) . 

é rγ = 
à U r 

àr 

Au 

--QU 
μ
 -

a 
-a 

1
-y + ”t 

y 
--“

U 
“
U ζ

」

é " zz 
à U z 

àz 
(2 .4) 

ε rO 
a μ 。 μ o , 1 à U r ------------
à r r ’ r à e 

é ()z 

1 à Uz , à α 。
γ à e ' à z 

g 
u 



é zr 
a U r , a U z - -- ---a z ' a r 

Prr ( ,1 +2μ) é γ+ ,1 é 00 + ,1 é zz 

P o 。 ,1 é η +( ,1 +2μ) é 0 () + ,1 é zz 

Pzz ,1 érr+ÀéOO + ( ,1 十 2μ) é zz 

P Oz μé 0 z. Pzr μé zr PrO μé rO 

원통좌표계에서 

a 2U r 

P 피강-

a 2uo 
P 피강-

a 2Uz 

P 그휴-

운동방정 식 은 White(983)에 서 

흐_P rr + l a_ P rO + a _Pzr + l y 피--+7깅-+ y(Pπ- Po 0) 
v 

a P rO , 1 a P 0 0 , a P 0 z , 2 
-τ~+ →~ +-=τ-죠 +~P“’ d r r d UO d Z r ’ g 

ap ‘ 1 aPn , ap" 
~+ →:L~스 + ---~~+ →~ P" 

ar r ae aZ 'r~zz 

(2.5) 

(2.6) 

(2.7) 

(2.8) 

이 며 식 (2.6) - (2.8) 에 식 (2.5)와 (2.4)를 대 입 하여 

과 같이 나타낼 수 있으며 공내수인 경우는 

정리하면 

μ =0 이다. 

운동방정식을 변위를 이용하여 다음 

a 2U … / a 2Zι dU … u “ d Un \ 
P---.삼 = (,1 +2μ) l 」-」 + 4 4」 - -4 - -L 」-L | + ( A + μ) f -, 1\ I LJ f-4/ \ γ ar μ μ a e J μ 

( ~햄+철L“(;z첼-~흐프~+현) r a ra 6 a ra z l l μ\? a e 2 ? a e I a Z2 J 

(1 a Ur , 1 a 2U 0 , 1 a 2U r \ , I , , J 1 a 2uz \ p4걱뜨 = (,1 +2μ)( --+----+-----|+( A +μ)( ~ ..., u_ "U~ \? a e I ? a e 2 I r Ò rò e J I \ 11 I fL' \ r Ò z a e J 

+ / l a 2Z4 0 + l a uo μ ~+~ 브쓰 L~낌: + 르흐니 
μl μ a l'껴 r a r r μ a 6 r a ra 6 a z2 l 

p걷쌓 = (,1 +2μ)강쓰 + À (보깥ζ+l보짝~+l 흐뜨ζ)+μ/걷쌓 f ''"' ~r-/ a e z ' '" \ a z a r ' r a z a e . r a z J 이 γ 

1 a ztz 1 a 2Ztz a 2Ztr 1 a z4r 1 2 l 
+~-~ -< +-'"누 ---τ + ~ ~ +~-~-'+ 노 V I 

r ar' Ý" ae ι a ra z ' r ò z . r ò e z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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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변위 포텐살을 이용한 운동방정식의 해 

식 (2 .1 )과 (2.2)에서 정의펀 변위 포텐살이 파동 방정식， 식 (2.1 2) ， (2.13) 및 

성럽하면 식 (2.9) ， (2.10) 및 (2.11)의 관계가 성립한다. 

? 2 l A호 
￠ = Q2 a% 

τ7 2 X 

'\1 2 r 

위 식에서 

2 '\1 " 

_l_~ 
β 2 a f 
_l_~ 
ß 2 a f 

a 2 , 1 a , 1 a 2 , a 
a? ’ r a r ’ γ2 a e 2 ' a Z2 

(2.1 4)의 관계가 

(2.1 2) 

(2 .1 3) 

(2 .14) 

(2.15) 

이고 a (=이 (." + 2μ)/ p) 및 ß (=V고/ p) 는 각각 종파 및 횡파의 속도를 나타낸다 

포텐살 ψ x 및 y 에 대한 해는 변수 분리법을 이용하면 다음과 같다. 

ψ ( r , 6 , z , ” = -4-? l ∞ | ∞ [A(/, ω )Kn(mr)+A ’ (1, ω )ln (mr)]e ilz e iω tdldω (2.16) 
(2π)~ J- ∞ J- ∞ n " .. ",. / ...... " .. , ..... ,- n 

x (r , e , z , t) = ,,, 1 ,? ( ∞ | ∞ [C( 1, ω )Kn(쩌 +C (l, ω )1 n( kr) ]e ilz e iω tdldω (2 .17) 
(2π)~ J- ∞ J- ∞ n ". "', / ' - " .. , ...... / ... n 

r (r , e , z , t) = ,,, 1 , 2 ( ∞ | ∞ [B( 1, ω )Kn (kr) + B' (/, ω )ln (kr)]e ilZ e씨dldω (2 .18) 
ιπ)~ J- ∞ J- ∞ 

여 기 서 , 방사방향 파수(radial wavenurnber)인 m과 k는 각각 

m=JP- ω 2/ a 2’ k=J P- ω2/β2 (2 .19) 

이며 축방향 파수(axial wavenumber) 1과 각 주파수 ω 에 대한 이중 Fourier 변환인 것을 알 
수 있다. 위식에서 A , A , B , B ， C 및 C 는 각각 상수이며 경계조건을 이용하여 계산한다. 

In과 Kn은 modified Bessel 함수이며 1n는 원점으로 갈수록 일정한 값을 갖지만 무한대로 갈 

수록 값이 증가하며 Kn은 이와는 반대의 특성을 가지기 때문에 식 (2 .1 6) ， (2.17) 및 (2 .1 8)에서 

r 값의 범위에 따라서 다음과 같이 적용한다. 

o ::;; r < ∞ 인 경우는 Kn=O이고 In만 이용하며， 0 < r 드 ∞ 인 경우는 In= 0이고 

Kn만 이용하며， 0 < r < ∞인 경우는 Iη 및 Kn을 이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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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장 시추공내 인공완전파형 합성 

3.1 인공완전파형 합성을 위한 모형 

완전파형음파겁층은 사용하는 음원의 종류에 따라서 2가지로 분류할 수 있다. 보통 많이 이 

용하는 음원은 원통좌표계를 기준으로 할 때 방위각 방향( e ) 에 따라서 변화가 없는 축 대칭 
(monopo!e)이며 다른 하나는 음원이 방향성 (dip이e)을 갖는 경우이다. 현재 국내에 도입되어 운 

용되고 있는 음파검층기는 음원이 축 대칭이며 본 연구에서도 이를 중심으로 한다. 

시추공내 인공완전파형 합성을 위한 모형은 Fig. 1 과 같으며 그림에서 rOl. r12 및 r23은 시 

추공 중심에서 검출기 시추공벽 시추공 주변 암반까지의 거리를 나타낸다. 아래첨자 0은 검출 

기， 1은 공내수， 2는 시추공 주변의 암반에 대한 것을 의미한다. 음원은 검출기 표면에서 변위 

의 형태로 주어지며 무한히 길며 강성체인 원통으로 간주한다. 수진기 역시 검출기 표면에서 

Zo 거리에 떨어져 있으며 압력의 변화에 민감한 것으로 가정한다. 검출기와 공내수는 점탄성 

(viscoe!astic) ~ 경우도 있으며 시추공 주위의 암반은 등방성이며 탄성 또는 감쇠매질로 가정 

하기 도 한다(White ， 1983) 

3.2 검출기， 공내수 및 시추공 주변에서의 변위 포텐살 

3.2.1 수진기에서 변위 포텐살 

점탄성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밀도는 p 0, 종파속도는 a 0, 

횡파속도는 β0 ， 손실 매개변수(Jossy parameter) 및 점성은 tÌ 0, μ 。이며 tÌ 0, μo에 비하여 매 

우 작다. 

검출기에서 변위 포텐살의 Fourier 변환은 

φ 。(r， e , 1, ω) = Ao(l, ω )In( mo r)e inO 

x o( r. e , 1, ω) = Bo (l, ω )In(kor)e ，no 

r o( r. e , 1. ω ) = Co (l, ω )In( ko r)e znO 

(2.20) 

(2.21 ) 

(2.22) 

이 고(부록 A 참조) Ao , B。 및 c。는 상수이 며 방사방향 파수 mo. ko는 각각 다음과 같다. 

mo=Ý p- ω 2/{aÕ+ i’ω ( tÌ ~ + 2 μ ~) / p o} 

ko=V p- ω 2/{ β 8 + z-ω μ ~/ p o} 

(2.23) 

(2.24) 

1 ’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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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OPEN HOLE 

ROD 

b. CASED HOLE 

c. INVADED ZONE 

Fig. l. Geometry of idealized logging tool and boreholeCWhite and Zechman, 1968), 

η
 
/]

1 
l L 



3.2.2 공내수에서의 변위 포텐살 

점탄성 유체인 경우를 고려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정의한다. 즉， 밀도는 P 1, 종파속도는 

a 1, 손실 매개변수(Jossy parameter) 및 점성은 À 1, μ l 이며 À 1, μ l 에 비하여 매우 작다. 

탄성체 유체인 경우는 À 1, μ l 가 0이 되며 실제 계산에서는 À 1 올 0으로 하였다. 

공내수에서 변위 포텐살의 Fourier 변환은 

φ I( r , e ,1, ω )=[A1 (I, ω )In(ml γ-) +A; (I, ω )Kn(mlr)]e'nO 

x I( r , e ,1, ω )=[B1 (I, ω )In(kl r) + B1 (I, ω )Kn(kl r)]e inO 

r I( r , e ,1, ω )=[C1 (I, ω )In(kl r) + C1 (1, ω )Kn(kl r)]e inO 

(2.25) 

(2.26) 

(2.27) 

이고(부록 A 참조) A l, AI' BI' BI' C1• 및 C1는 상수이며 방사방향 파수 ml. kl 는 각각 

다음과 같다. 

ml={l~ ω 21 { a î +iω (À ; +2 μ ;)1 p d 
k l = Y 12 + iω p 11 μ i 

(2.28) 

(2.29) 

3.2.3 시추공 주변암반에서의 변위 포텐살 

시추공 주변 암반의 밀도를 P 2, 종파속도를 a 2, 횡파속도가 β2일 때 변위 포텐살의 Fourier 

변환은 

ø 2( r. e .l, ω ) = A 2(1. ω )Kn( m2 r)e inO 

x 2( r , e , 1. ω) = B 2(1, ω )Kn(k2 γ-)e znO 

r 2( r. e , 1. ω) = C2(l. ω) Kn( k2 r)e inO 

(2.30) 

(2.31) 

(2.32) 

이 며 (부록 A 참조) 방사방향 파수 m2 , k2는 다음과 같다 

m2= 이 z2- ω 21 { a ~ +iω (À ;+ 2 μ ;) 1 p 2} 

k2=Y P+ iω p 21 μ g 

(2.33) 

(2.34) 

매질의 감쇠 를 고려하기 위하여 Qg= > og(1+a+ib) 및 βg=〉 β ~ (1 +c+i，이로 치환하 

며 a , b, C 및 d는 주파수의 함수이고 매우 작은 값을 갖는다. 점탄성이고 주파수가 작은 경 

이
 
J 1 

4 



우에는 a= 0, b= ω ( À 2 + 2μ2)/ ( À 2 + 2μ2) ， c= 0 및 d= ωμ2/μ2 이다. 주파수에 따른 

감쇠 는 a p = bp I ω I , a s = bs I ω | 이 며 모두 주파수의 함수로서 a , b, C 및 d는 다음과 

같다(White， 1983) 

a=(4bp o/ π ) ln ( I ω I / ω M) 

b=2bp o sgn ω 

C= (4bsß / π ) ln ( I ω I / ω M) 

d=2bsβ sgn ω 

위 식에서 ωM은 일반적으로 음원의 주 주파수이다. 

3.3 경계 조건 

지금까지 언급한 식들에 대한 해를 구하기 위한 경계조건은 다음과 같다. 

1) 검출기 표면( rOJ)에서 방사방향 변위의 불연속을 음원으로 정의하며 음원의 Fourier 변환은 

U r( rOJ , e , 1， ω) = G(!)F( ω)cosη8 이며 G( !) 및 F( ω)는 각각 파수 및 주파수 영역에서의 

음원함수 이다. 

2) rOJ 에서 Uo , Uz , P rr’ Pro 및 Prz의 연속성 

2) rJ2에서 μr， μ o , μz ， Pγ， Pr () 및 Pη의 연속성 

따라서 12개의 미지수(Ao ， Bo ， Co , AJ , B l, BJ , CJ.CJ, A 2 , B2 및 C2 )를 갖는 방정식으로 다음과 

같은 행렬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A ,.i (i, j= 1, 12) 

A 
B 
CA 

A 
B 
B 
C 
CA 

B 
C 

G( !)F( ω) 
O 
O 
O 
O 
O 
O 
O 
O 
O 
O 
O 

(3.35) 

행렬식 (3.35) 의 Al， l는 점탄성 검출기 및 탄성 공내수인 경우는 8x8 행렬， 강성체 검출기 및 

M 
d 



점탄성 공내수인 경우는 9X9 행렬， 강성체 검출기 및 탄성 공내수인 경우는 5x5 행렬이 되며 

A'.i에 대한 자세한 계산과정은 부록 B에 기술하였다. 

3.4 음원 

수치모형에 이용한 음원은 보통 ‘White & Zechman 파형’이라 명명되는 음원을 이용하였다 

(White & Zechman , 1968). 음원은 검출기에서 방사방향의 변위로 정의되며 음원의 Fourier 변 

환은 

U r( rOl , e , 1, ω )= UO G( l)F( ω )cos ne (3.36) 

이며 UO는 음원 상수이다. G( l) 은 축방향 파수 영역에서의 음원함수이고 F( ω)는 주파수 영 

역에서의 음원함수이다. 음원은 실제 시험을 통하여 결정 할 수 있으며 White & Zechman의 
파형은 해석적인 형태를 가지면서 국부적인 음원 Oocalized source)을 나타낸다. 

파수 및 주파수 영역에서 음원함수 G( l) 과 F( ω)는 

G( l) [ α l+lmax)- αμmax)]낼폼 sin (퓨옳) (3.37) 

g( z) 츄[Si( lmax z+ π )- Si( lmax z- π )] (3.38) 

F( ω)= 

π sin ( π ( ω + ω 。)/ ω c) 
2 ω cSi( π )[ ( ω + ω 0)/ ω CJ 

π sin ( π ( ω - ω 0)/ ω c) 
2ω cSi( π) [ (ω - ω0)/ωc] 

0 

ω 。- ω c < ω < - ω 。+ ω C 

ω 。 -ωc <ω 〈 ω 。+ ω C (3.39) 

otherwise 

Si( ω ct+ π ) - Si( ω ct - π ) f( t) = ~.， - C. • C)C'.'f _ \ c. .., cos( ω ot) 2Si( π ) vVv \ lU U (3.40) 

이며 U는 단위계단함수(unit step function) , lmax 는 음원의 최대파수， ω max 는 최대 각주파수 

로 ωmaxω0+ωc이고 최소 각주파수는 ωminω 。 -ωC 이며 ωC는 음원의 주 주파수이 

다. 

Fig. 2는 식 (3.39) 및 (3 .40)을 나타낸 것이며 주파수 범위는 31뼈에서 21 kHz이고 최대 파수는 

1.5/cm 이다. 

며
 ω 



-- -77"강'2ωc Si (77") 

ω
c
 

+ 
% 

% 
μJ 

k 

Fig. 2. Source as [unction of frequency and of time(White and Zechman ,1 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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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언공완전파형 합성 

3.4절에서 음원， 즉 ， u rC rOl , e , 1， ω) = Uo G( ()F( ω )cosne 에서 η=0 인 경우는 방위각 

에 따라서 음원이 일정한 축 대칭의 음원이 되며 n=l 인 경우는 shaker 형태의 음원으로 

cos e 에 따라서 음원이 변한다. 이와 같은 형태의 음원은 Whìte(967)에 의해 처음으로 제안 
됐으며 Kitsunezaki(980)에 의 해 상업 적 인 용도로 제 작되 기 도 했다 

탄성 공내수인 경 우， 음원에서 Zo 만큼 떨어진 수진기가 검출기 표면 ， ro , 에 위치 할 때， 압력 

은 식 (3.41)과 같다. 

P( ro 6 zo , t) = -4-τ ( ∞ ( ∞ P( ro , e , 1, ω )eilzOe iω tdldω (3.41 ) 
u' ..... , ..... u ιπ) t: J- ∞ J- ∞ U 

P( ro, e , 1, ω) = P 1ω 2[A 1 U， ω )In(ml ro) +A;U, ω )Kn(ml ro)]cosη e (3 .42) 

여기서 ， rOl 드 ro 르 r12. η= 0, 1. 

공내수가 점탄성인 경우는 

η rr( κ , e , ZO , t) = - 1(') 1 ,2 ( ∞ | ∞ P rr( ro , e , 1, ω)etizo etω tdldω 
(2π)2 J- ∞ J- ∞ ” (3 .43) 

이며 ， Prr의 자세한 식은 부록 B의 식(B.20) 이며 여기서， rOl ~ ro 드 r12. η= 0, 1. 

rl2 드 ro. η=0 ， 1 인 경우의 Prr은 부록 B의 식(B.26) 이다. 

ro 는 r12. η=0 ， 1 인 경우， 시추공 주변 암반에서의 방사방향 변위， 
」

U"'t '"C 

μ r( γ'0 ， e , Zo , t) = 녔F 효 J-~∞ Ur< ro , e , 1, ω )e’Izo e iω tdldω (3.44) 

이며 Ur은 부록 B의 식 (B.23)이다. 

식 ( 3.41)， (4.43) 및 (4 .44 )에서 변위 포텐살의 계수인 A o. A l. Bo. Bl' . 

서 결정한다. 

」. -
‘- 행렬식 (3 .35)에 

3.5 수치 적분 

압력 ， 방사방향 응력 및 방사방향 변위인 식 (3.42) ， (4.43) 및 (4.44)의 적분 구간은 -∞에서 

” I 1 
l 
A 



∞이기 때문에 

각 주파수의 

일정 파수 및 주파수 구간에 제한 할 펼요가 있다. 적분 구간은 음원의 파수 및 

최대 및 최소구간으로 설정한다 따라서 파수는 -/max 에서 Imax 까지， 각주파수 

」-」 - ω max 에서 ω max 가 적분구간이 된다. 식 (3.42) ， (4.43) 및 (4.44)을 정적분 형태로 바꾸면 

p(ro , 8 , zo , t)= 찮)2 J펴 J펴 p( ro , 8 , 1 ω)elkoelω 'dldω 

η rr( ro , 8 , zo , t) = -화)2 J펴 더불(ro ， 8 , 1, ω)elkue쐐dω 

μrC ro , 8 , Zo , t) = 찮뉴 J_W파 J]XI Ur( ro , 6 , l, ω )elkoe돼dω 

식 (3.37)은 축방향 파수의 원점에 대한 대칭이기 때문에 다음과 같이 

p( ro , 8 , zo , t) = fr요 \2 ω 쩌， (~P( ro , 8 , 1, ω ) cos Izo e'ω 'dldω (2π)2 )_ω ~， J 0 

표현할 수 있다. 

---요\2 ω ~， (m~ P rr( ro , 8 , 1, ω ) cos Izo e'ω 'dldω η , .... , ...... v' .. / (2 π )2 J- ω ~， Jo 

μ r( ro , 8 , zo , t) = 눴F frL Llm Ur(γ'0， 8 , 1, ω) cos Izo e'ω 'dldω 

(3.45) 

(3.46) 

(3.47) 

(3.48) 

(3.49) 

(3.50) 

파수 l축에 대한 적분은 。 。끼 

"6" τ::!. ， U r( rOl , 8 , 1, 띠 ), 에 Dirac 함수(즉， 식 (3.51 )의 좌변)를 곱하여 

합하는 것이며 

Fourier 변환을 

공간영역에서는 식 (3.51 )의 

의미한다. 

우변과의 convolution에 해당한다. 식 (3.51 )에서 
」•• 
」

KZ δ (1- K6 !) 6 1 
∞ 

•• KZ δ (z-2 π K/6 !) 
=- ∞ 

(3.51 ) 

여기서， 6 1 Aω는 캠플링 간격이며 ω 축에 대한 적분도 위와 유사하다. 

j흐∞ ô ( ω -J6 ω ) 6 ω •• lX∞ ô (t-2 π J/6 ω) (3.52) 

이와 같은 샘플링의 효과는 Z축을 따라서 2π /6 1의 간격으로 무한히 많은 가상(ghostl 음원을 

2π/6 ω 의 간격으로 

적용하여 정리하면 

더하는 것을 의미하며 시간영역에서 

과 (3.52)를 식 (3.48), (3.49) 및 (3.50)에 

p( ro, 8 , zo , t) = 값 l뿔 { [ 뚫 P( ro θ 0,]6 ω ) 

음원이 반복함을 의미한다. 식 (3.51) 

다음과 같다. 

(3.53) 

+추 짧Rη ， 8 ’처뿔 ω) cos (K6 Izo) ]얘 e* OJ IA ω 



η rr(ro ， e , zo , t)=-옳 l뿔J[값 Pγ(ro ， e ， 0 ，]6 ω) (3.54) 
K … 、

+츄 힐lPrr(yo ， 6 ， KA l，jAω) COS (K6 IzO) I에 eiJ^ ω t6 ω 

μ r( rO , e , ZO , t) = 윤 J=활{ [값 U rC rO , e ,0,]6 ω ) (3.55) 
K_.. 、

+츄 'J;l Ur(rO , e ， K61，]6 ω) COS (K6 IzO) I에 el/̂ ω t6 ω 

여기서 Jma 

이상의 식을 이용한 인공완전파형을 합성은 먼저 파수( l) 영역에서 적분을 먼저하고 후에에 

에 각주파수 영역에서 적분을 실시하면 된다. 그런데 파수 영역에서 적분시 행렬식 (3.35)의 

계산에서 행렬 A ij의 determinant가 어떤 특정 주파수에서 singular~ 경우가 있다. 따라서，트 

특이점 부근에서 해가 무한히 커지게 된다. Fig. 3은 모형 A에 대한 압력함수를 나타낸 것이 

다(모형 A에 대한 것은 제4장 참조) . 검출기는 강성체이고 검출기 및 시추공의 크기는 각각 

5cm , 10cm이다. 수진기는 음원에서 250cm 떨어져 있으며 음원의 주파수는 3-21kHz이고 최대 

파수는 1.5/cm 이다. Fig. 3의 (a)는 압력의 실수부로 하나의 pole을 가진다. (b)의 경우는 압력 

의 허수부로 파수 1= ω /ß 2 또는 0.575에서 0이 되며 0.335에서의 peak는 1= ω / a 2 이다. 그 

림과 같이 pole을 포함하는 경우는 주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축방향 파수의 적분은 

실시한다. 

(a) 특이 치 를 제 거 하는 방법 (Removal of Singularities method: RA) 

(b) 복소 주파수 방법 (Complex Frequency method CS) 

(c) 감쇠 를 더 하는 방법 (Addition of Attenuation method AA) 

특이 치 를 제 거 하는 방법 은 White와 Tongtaow(981)에 의 해 발표 됐으며 복소 주파수주파수 

Rosenbaum (l974) , Tsang와 Rader(l979) , Cheng과 Toksoz(l981)에 발표뒀다. 본 연구에서는 

모델에 감쇠를 더하는 방법을 채택하였 Q(White. 1983) 공내수나 점탄성인 경우 즉， 이 À , μ 

매우 작은 경우는 적분결과가 충분히 완만한 형태를 가진다. 그리고 시추공 주변 암반에 대한 

감쇠를 고려하면 완반한 형태의 압력(실수부)을 계산할 수 있다. 탄성 공내수인 경우， 암반의 

손실 매 개 변수를 b=O.Ol , d=O.l로 하여 계산한 결과를 Fig. 4에 나타냈다. Fig. 4에서 보듯이 

Fig. 3에 비하여 peak가 완만한 형태인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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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Pressure function of Model A a) real part and b) imaginary p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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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장 결과 및 고찰 

인공완전파형 합성을 위한 프로그램링 언어는 Fortran 77로 작성됐으며 개인용 컴퓨터 를 이 

용하여 계산하였다 음원은 White & Zechman의 파형이고 수치모형인 모형 A는 밀도가 2.3, 

종파 속도는 4000m/ sec , 횡 파속도는 2300rn/sec이 다. 손실 매 개 변수는 b=O.Ol , d=O이 고 자세 한 

입력은 다음과 같다. 

rOl 5cm 

r12 lO cm 

1 max 21 kHz 

1 min 3kHz 

6 1 = O .4 k뻐 

Imax 1. 5/cm 

I min O/cm 

6 1 = 0.005/αη 

UO = 1cm3 

4.1 수진기 거리에 따른 주시 및 진폭 변화 

적분과정의 안정성을 위하여 시추공 주변 암반에 대한 손실 매개변수를 적용하였다. 손실매 

개변수는 a=O , b=O.O l, c=O 및 d=O.l 이다. 음원과 수진기 사이의 거리가 50, 100, 150, 

200, 250cm인 경우， 모형 A에 대한 인공완전파형 합성 결과를 Fig. 5와 Fig. 6에 나타냈으며 

두 그림의 차이는 진폭의 크기만 다르다. 음원과 수진기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횡파의 도 

달이 잘 구분되며 1차 정상모드는 많이 감쇠 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 7은 Fig. 6에서 종파와 횡파의 파워 스팩트럼으로 주 주파수가 각각 약 17kHz 및 12kHz 

정 도인 것을 알 수 있다. Fig. 8은 Fig. 6에서 종파와 횡파의 도달시간와 진폭을 나타낸 것이 

다 종파와 횡파의 속도는 정확하게 모형 값과 일치했으며 이는 시추공벽에 굴절되어 도달한 

파형이다. 

진폭의 변화는 지수적인 감소를 보이나 정확한 근사식은 아직 계산하지 못하였다. 일반적으 

로 종파와 횡파의 진폭은 거리 (z)에 따라서 l/z 및 1/ z2 로 감소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4.2 방사 방향 거리에 따른 진폭 변화 

수진기의 거리를 고정하고 중심축에서의 거리를 5cm, 7.5cm, 8.75cm , lOcm , 15cm, 20cm 및 

30cm 이 동할 때의 인공합성파형 합성 결과를 Fig. 9과 Fig . lO에 나타냈다. 

Tube파의 진폭은 시추공 내에서는 시추공벽으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증가하여 시추공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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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T he computed microseismogram of Model A: T he lossy parameter added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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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The computed microseismogram of Model A: The same as the Fig. 5 but the 

gains of amplitude increas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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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he computed microseismogram of Model A according to the radial distance with 

the fixed the source- to-receiv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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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의 진폭을 나타내며 암반속에서 급격하게 감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30cm 지점에서는 

Tube 파의 진폭이 거의 소멸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종파의 진폭은 공내수에서 감소하다가 시추공 주변 암반에서 진폭이 다시 증가하며 20cm 지 

나 30cm 부근에서 감소한다. 횡파도 이와 비슷한 진폭 변화형태를 보이며 시추공벽에서 진폭 

이 최소가 되는 특징을 나타낸다. 

횡파의 경우， 종파의 진폭변화에 비하여 진폭 감소가 더 빠른 것올 알 수 있으며 20cm를 지 

나면서 진폭의 감쇠가 크다는 점에서 횡파의 투과심도(penetration depth)는 약 20cm 정도이며 

이는 횡파의 1 파장(약 19cm)과 거의 일치한다. 종파의 경우 1파장의 거리가 약 23.5cm 이나 

진폭의 감쇠가 30cm에도 작은 점에서 투과심도는 1파장 이상인 것을 알 수 있다. 

4.3 Poisson벼의 변화에 따른 진폭 변화 

종파의 속도를 4000m/sec로 고정 하고 횡 파의 속도를 2300m/sec, 2250m/sec, 2140m/sec 및 

2000m/sec에 해당하는 Poisson 비 즉 0.253. 0.270. 0.300 및 0.333으로 변경하여 인공완전파형 

을 합성하였다(Fig . 11 , Fig. 12). 수진기의 위치는 음원에서 250cm 떨어져 있으며 검출기 표면 

에 수진기가 위치한다. 

Tube 파의 진폭은 Poisson 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하며 종파의 진폭은 이와는 반대로 Poisson 

비가 증가할수록 완만히 증가한다. 종파의 속도를 고정했기 때문에 Fig .에서 종파의 도달시간 

은 변하지 않지만 횡파의 경우는 Poisson 비가 증가 할수록 즉， 횡파의 속도가 감소， 도달시간 

이 지연되는 것을 알 수 있으며 진폭은 Poissson 비의 변화에 민감하지 않은 것을 알 수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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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5장 결론 및 향후연구방향 

시추공 내에서 인공완전파형 합성을 위하여 파수-주파수 영역에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고 

인공완전파형을 작성하였으며 연구의 주요 결과 및 향후 연구방향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완전파형 합성자료에서 picking 한 종파와 횡파의 주시자료가 모형의 속도와 정확히 일 

치하였으며 이는 시추공벽에서 굴절파로 전파됐음올 의미한다. 

2) Tube 파는 시추공 내에서 거의 진폭 감쇠를 보이지 않는다. 

3) 종파는 시추공내 에서 검출기 부근에서 최대의 진폭올 나타내고 시추공벽으로 갈수록 진폭 

이 감소 · 증가한다. 암반 내에서는 진폭이 증가하며 약 1파장을 지나면서 진폭이 완 만히 

감소한다. 따라서， 종파의 투과심도는 1파장 이상이다. 

4) 횡파는 종파와 비슷한 진폭 변화를 보이며 시추공벽에서 최소의 진폭을 나타내는 특정을 보 

인다. 진폭감소에서 투과 심도는 l파장과 거의 일치한다. 

5) 종파의 진폭은 Poisson 비 가 증가할수록 증가한다. 

6) 횡파의 진폭은 Poisson 비에 거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7) Tube 파의 진폭은 Poisson 비가 증가할수록 감소한다. 

앞으로의 연구 방향은 다음과 같다. 

1) 파수 영역에서 특이치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에 대한 연구. 

2) 복잡한 모형에 대한 인공파형합성이 가능한 유한차분법， 유한요소법 등에 대한 연구. 

3) 비대칭 음원을 이용하는 인공완전파형 합성에 대한 연구 

4) 현재 보유하고 있는 완전파형음파검층자료와의 비교(현재 음원에 대한 자료가 없으며 

제조회사에 파형자료를 요청). 

5) 시추공 주변 암반의 속도(종파， 횡파)， 밀도， 공내수의 물성， 시추공의 크기 등의 변화에 

따른 완전파형음파검층자료의 특성 분석.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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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동방정 식 (White and Zechman, 1968) 

점탄성(또는 Voigt 고체)에 대한 웅력과 변형의 관계는 다음과 같다. 

점탄성 매절에 대한 

원통좌표계에서 

A 록
 

부
 
• 

(A.1l 

(A.2) 

[표+쓰+l쩔+브쓰1+2μ?흐쓰 ar ' r'rae azl'~ r- ι ar 

+ A;4[호쓰+좌ζ+l흐쓰+보쓰1+2u ↓~r흐쓰 1 
latlar'r'rae azl ’ “「 ι a t I a r I 

[ l a ztr a zta μa --+---] rae' ar r 
+ U ; a [ 1 a μ r . a U a α ~l 

“ ~ I -"- --;;--;!- + -_ -" _ -" I 
r- latlr ae' ar r I 

Æ 2 Prγ= 

μ2 PrO = 

(A.3) 
r a U~ a zι ，;J raZι a α ， , 

Prz= μ21 --aτ+7τ1+ μ2화|피-:: + ar~ j 

μ2는 손실 매개변수이다. Æ 2, μ 2는 매질의 Lame 상수이고 Æ 2 , 여기서 

(A.4) 

있다. 벡터의 항으로 나타낼 수 

a 2과 
= P 2깅강-

고체에 대한 운동방정식은 다음과 같이 변위 

U+ U)- μ2 VXVX 

a • _"_,, a • 
(Æ 2 + 2μ2)V ( V 김 μ)-μ2V XVX화 μ 

( Æ 2 +2 μ 2) V ( V . 

점탄성 

식 (A.4)의 포텐살은 파동 방정식， 식(A.5) ， 의 관계가 성립하면 식 (2 .1 )과 (2 ，2)에서 정의된 변위 

관계가 성립한다. 

(A.5) 
_1_ 보호요 
a ~ a f 

?2 ￠ +r A2+ 2μ ~1 ? V 2cp 
'fI 2 '1 Æ2+ 2 μ 21a t V 'fl 2 

_1_ 부약요 
β ~ a? 

2 μ 2 a _2 
V “ X 2 十고5 긍fV ‘ X 2 (A.6) 

(A.7) _1_ 르간요 
β ~ a f 

2 μ 2 a _2 V “ 'y 2 十-- ---V ‘ 'y 2 
’ μ 2 a t 

속도이다. 종파와 횡파의 β2는 매질의 a 2 , 여기서 

변수 분리법으로 구할 수 있으며 다음과 같은 형태로 표현된다. 

ψ 2(r , e , z , t)= {.-, l \2 r ∞ l ∞ [C1 (1, ω )K n ( m2 r) + C2 (1, ω )In (m2 r)]e ilze ’ω le inO dldω 
(2π)2 J- ∞ J-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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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8) 

X2(r. e.Z.t)= {l) ~\2 r ∞ | 잉 [C3 (1. ω )Kn ( 한 r) + C4(1. ω )In (k2 r)]e'lze iω le 뼈 dldω 
(2π)2 J- ∞ J- ∞ 

(A.9) 

Y 2( r. e . z. t) = 화yJ파 J휴[Cs (1. ω )Kn (k2 r) + C6 ( 1. ω )In (강)]eilze썽o dldω 

(A.lO) 

여기서， 방사방향 파수 m2. k2는 

m2=V f 」 ω 2/ a ~[1 + iω (,,1;+ 2 μ ;)/( ,.1 2 + 2 μ 2)] 

k2 = V t2- ω 2/ ß ~(l + iω μ ;/ μ 2) 

(A.ll) 

(A.l2) 

점탄성 유체인 경우는 ,.1 2=> ,.1[. μ2=>μ 1=0. ,.1 2=> ,.1 1 및 μ2=>μl이며 다음과 같 

다. 

\7 2rpl+[~캡μL]옮 \7 2rpl 

격-:;( \7 2 X 1) at" "'1 

보-:;(\7 2 y1 ) a t' V , 1 

1 a 2 X 1 

ß ~' a r 
1 a 2 Y 1 

강피T 

_1_ --.i.호L 
a ~ a r (A.13) 

(A. 14) 

(A.15) 

여기서 ,.1 1 은 유체의 체적탄성률이고 al은 종파 속도， β 1= μ 1/ p 1 은 점탄성 유체의 횡파 

속도이다. 점탄성 유체에 대한 포텐살의 해는 식(A.8) ， (A.9) 및 (A.1O)과 같은 형식을 가지며 

방사방향 파수 ml . k1는 다음과 같다. 

ml=V t2- ω 2/ ( a i +iω (,.1 ~ + 2 μ ~) / p 1) (A.l6) 

k1 = V t2 + ip 1 ω / μ i (A.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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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록 B: 방정식 (3.35)의 행렬 A ，:;의 유도 

검출기 표면에서 방사방향의 변위로 표현되는 음원이 cosη6 에 따라 변한다면 포텐살 

φ , r 는 cosη8 에 따라서 변하며 포텐살 X는 sinn8 따라서 변하는 것으로 가정할 수 있 

다 

따라서， 검출기， 공내수(또는 이수) 및 암반에 대한 변위 포텐살의 Fourier 변환은 다음과 같 

다. 

φ 。(r， 8 , 1, ω ) = Ao(l, ω )In(mor)cosn8 

x o( r , 8 , 1, ω ) = Bo(l, ω )In(k。 γ)sinη8

r o( r , 8 , 1, ω) = Co (l, ω )I n( ko r) cosη6 

<B.l) 

<B.2) 

<B.3) 

φ I( r , 8 , 1, ω )=[A1(l, ω )In(ml r) + A1(l, ω )Kn(mlr)]cosn8 

x I( r , 8 , 1, ω )=[B1 (l， ω )In(kl r) + B1 (l, ω )Kn(kl r)]sin n8 

r 1 (r, 8 , 1, ω ) = [C1 (l, ω )In(kl r) + C1 (l, ω )Kn(k1 r)]cos η 6 

<B.4) 

<B.5) 

<B.6) 

φ 2( r , 8 , 1, ω ) = A 2(1, ω )Kn(m2r)cos η6 

x 2( r , 8 , 1, ω) = C2(l, ω )Kn(k2 r)sinη6 

r 2( r , 8 , 1, ω ) = B 2(l, ω )Kn(k2 r)cos η6 

<B.7) 

<B.8) 

<B.9) 

다음에 나오는 식은 Bessel 함수의 관계가 복잡하여 다음과 같은 관계식을 이용하여 정리하였 

다， 

쩌(X) = μ 1 (x)- 쯤 Iη(X) 

η( η +1) ~(X)= 낀환l..L In(x) - 1η -1 (X) 

_Æ.깐.:tll T (_\_1 W3(x) = n , n d 1./ In(x)- τ In-I(x) 
x λ 

~(X)= μ-I(X)-략관(X) 

r, , 2η(η+1) 1 
따(X) = τ In-I(x) -11 + ... n , '~21 1./ IIn(x) 

λ X-

Y1(X) = Kn-I (X) + 쯤 Kn(x) 

η( η +1) 
Y2(X) = ~뚱...!.L Kn(x) + Kn-I(x) 

<B.10) 

1 
1 
1 
A 

4 
‘ 



J긴.::tll T/" ( .. \ L 1 Y3(X) = ,,. ~ 1. 1 Kn(x) + τ Kn-j(x) 
x λ 

(η+ 1) 
Y4(X) = Kn-j(x) + 와쉰ι Kn(x) 

r 1 , 2η(η+1) , Ys(X) = τ K n- j(x)+11+ ':'''''.2' 1. 1 IKn(x) 
λ X-

검출기에서 변위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 

Ur( r , e , 1, ω ) = I mO wí ( mO r)Ao + 죠 In(ko r)Bo + ilko Wí (ko r)CO Icos η e (B.ll) r "1 

U 0 (r, e , 1, ω) = r - ~ 1 n( mo r)Ao - ko wí (ko r)Bo -따 In(kor)Colsinne (B.l2) r ‘ r V J 

Uz ( r , e , 1, ω ) = [illn( mo r)Ao - kð1n(ko 서Co]cos η e (B.l 3) 

검출기에서 응력의 성분은 다음과 같다. 

P rr( r , e ,1, ω )={{[[(A o+2 μ 0) + iω (A ~+2 μ i)]m3 - ( A o+ 1·ω A ~)P]In(mo γ) 

+ 짱( μ 0+ iω μ ~) Wz( mO 서}Ao-2빼( μ 0+ iω μ ~) ~(kor)Bo (B.l4) 

+2짜 μ o+iω 매)[째(ko서+뽕 Wz(빼]Co}cosη6 
2n’”’-

PrO (r, e , 1, ω )=~- τ~( μ 0+ iω 야)~(mor)Ao+ 해( μ 0+ iω μ ~) Ws( ko r)Bo (B.l5) 

2ilηkr、 , - , _ ~";"U ( μ 0+ iω μ 0) ~(ko r)CO fsin η 8 

Prz(r, e , 1, ω) = {2ilmo( μ 0+ iωμ~) 쩌(mor)Ao+딴(μ 0+ iω 야)In(ko 서Bo (B.16) 

- (t2+ k2)ko( μ o+iω μ ~) wí (ko r)CO} cos n e 

점탄성 유체에 대한 방사방향 및 접선방향의 변위는 다음과 같다. 

UrC r , e , 1, ω ) = ~ mj wí (mj r)A 1 - ml Y 1 (ml 서Ai + 1ι In(k1 샤Bl + 1I kn(kl Y)Bi r 
+ ilk j Wí (k j r)C j - ilk1 Yj(k j r)Cj}COSη8 

(B.l7) 

Uo( γ， e , 1, ω )={ - ~ μ(mj 서A l - f Kn( ml 샤A; - kj Wí (k j 서Bj +kj κ (k j 서Bj (B.18) 

-딴 In(kj 서 C1 - i뼈n( kj 샤 C;}sinη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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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z(r, e , 1, ω ) = {illn(ml r)A l + ilKn(ml r)A;- 샘In(kl r)Cl - 혀Kn(kl γ)C;} 
(B.19) 

cosne 

점탄성 유체에서 방사방향 및 접선방향의 응력은 다음과 같다. 

P rr( r , e , 1, ω ) = { {[ [(Æl+ iω ( Æ ; +2 μ i)]mf - ( A l+ 1·ω A i)f] · In( ml r) 

+ 2ZQJ Z l??2l %(ml 서}A l +{[[(Æl+ iω( 시 +2시)]mî 
2iω f.1. 1m 1 __ • , ) 

-(Æl+ iω A i)F1- K ”(mlY)+ ; l l Y2(ml 서 fA; 

-2ηz ω μ ikfwg(klY)Bl-2%Z·ω μ ;Y3(kl 서BI -21ω μ ;[ kI 

μ(kl 서+환 Wz(kl 샤]CI -21ω μ ;[ kî Kn(kl 서+환 
Y2(k l r)]C;]COS η 8 

2nml . ’ 2ηml 
P rO (r, e , 1, ω)=----1ω μ 1~(ml γ)Al+--- iω μ ; Y4(ml 서Ai+돼iω μ i r r 

? 2lnkl 
Ws (k l r)B l - 쩌Zω μ 1 YS(k l r)B l +-=-구::..!.. ω μ 1 ~(kl r)Cl -

2/:ηkl 
τ4 ω μ 1 Y4(k l r)C l 

(B.20) 

(B.21) 

Pπ(r， e , 1, ω) ={ - 2lm l ω μ 쩌(ml 서A l +2lml ω μ ;Yl(ml 서A l -꽃맡 
In(kl r)B l - 꽃암 K n(kl r)B; - iω μ 꺼1(쐐 + P) Wí (k l r)Cl (B .22) 

+iω μ 꺼l (%+ l2)Yl(klr)ci}cosη8 

시추공 주변 암반에 대한 변위는 다음과 같다. 

U r( r , e , 1, ω ) = j- m2 Y l (mzr)A z + ~ι Kn(kγ)Cz - ilk2 Yl (kz r)Bz ’ cosη e (B,23) 
l ‘ “ ν r “ “ “ “ ‘’ 

U 0 (r, e , 1, ω)={- 간 Kn( mZr)A2 + k2 Y l (k2r)C2 - il ~ K샤2r)B2lsinn8 (B.24) r r ~J 

Uz( r , e , 1, ω ) = { ilK n( mZ r)A 2 - k2K n( kz r)Bz} cos n e (B .25) 

시추공 주변 암반에 대한 응력은 다음과 같다 

Pγ(r， e , 1, ω )={{[(Æ2+ 2 μ z)깨 - Æ 2P]Kn(mz서+뀔딴 κ(m2샤}A2 
(_ ... L_ __ • ..2 “ ?k? __ .. . , 

-2μ 2nk~Y3(k2 서C2+~2μ 2ilk~Kn( k2 r) + il-=-폭삼 Y2(k2끼 
B 2}cos η6 

(B.26) 

꺼
 
% 



( 2μ 2 nm2 T T / \. A , ? T T 1', '\ ,..., ., 2 “ →”ι PrO (r , e , 1, ω ) = { ----- Y4( m2 Y)A2 - μ zk~ Y S( kz r)CZ + il "',... A~"'''2 
r 

Y4(kz γ)Bz}sin η 8 

P 17.( r , e , 1, ω )=1-2ilμ 2m2 Y 1 (m2 r)Az +판잎Kn(k2 r)C2 + μ Zk2(k~ + P) r 

Y1 (kz r)B2} cos η 6 

다음은 행렬 A.;의 요소를 나타낸 것이다. 

A l.l =-moltí(mOrOl); A 1.2=- ~n In(ko γ01); A 1.3 =-ilko ltí(kOrOl) 
rül 

A 1.4 = ml 쩌(ml rOl); A 1,5 =- ml Yl(ml rOl); A 1.6 = 뜬 In(k1 에) 
'01 

A 1.7 = ~n Kn(k1 rOl); A 1,8 = ilkltí(k1 γ'01); A 1.9=- ilk1 Y 1(k1rOl) 
ι01 

A l.lO = A l.l l = A l.lz= 0 

A2 . 1 =--::각-In(mOrOl); A2.2=koltí(korOl); A 2.3= 땀 I n(korOl) 
'01 ι01 

A 2,4 = - ~n In( ml rOl); A 2.S = - ~n Kn( ml r，이); AZ.6=-klltí(klrOl) 
rOl v ’ rOl 

A 2.7 = k1 Y 1(k1 rOl); A Z.8 = - ~따 I n(k1rOl); A2.9=-~띤 Kn(k1 η1) rOl .. ' . v" rOl 

A Z.1O = A Z. ll = A Z.12 = 0 

A 3.1 =- il In(morl이); A 3.Z = 0; A 3.3 = kÕ1n(ko γ'01); A 3.4 = il In( ml η1) 

A 3.S = ilKn(ml rOl); A 3.6=A3,7 =0; A3.8=-kIln(klrOl) 

A3 ,9 = - 돼Kn(k1 rOl); A 3.1O =A3.11 =A3.1Z =0 

A4,l = [ [ ( ,1 0 + 2 μ 0) + iω (，1 ~+2 μ 6)m8 - ( A o + 1·ω ,1 ~) P]I n( mo rOl) 

+ 껄묘( μ 0+ iω μ ~) Wz( mo rül) 
‘ .' 01 

A 4,2 = - 2η빼( μ 0+ iω μ 0) W:J( k。 γ01)

A 4.3 = 2il( μ 0+ iω 매)1 째(ko η1)+흰 Wz (korol)l ,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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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4,4 = - { [ [ À 1 + iω ( À ; +2 μ i)]mf - ( A l + 1·ω À ;)12]In(ml rOI) 

+쏠L iω μ ; Wz(ml r01) , 01 

A 4.5 = - [ [ À 1 + iω (À ; +2μ i)]m?- ( A l + z·ω À ;)P]Kn(mlrOI) 

+껄L iω μ ; Y2( ml rOI) 
ι01 

A 4.6 = 2iω μ 꺼샘 ~(kl rOI); AU = 2iω μ 꺼샘 Y3(kl γ'01) 

A 4.8 = 21ω μ ;1 kf1n(kl η1)+받 Wz(k l rOI) 1 
l ι01 

A 4.9 = 21ω μ i|kfKn(kl 에)+받 Y2(k l rOI) 1 , 01 

A 4.10 = A 4.11 = A 4.12 = 0 

A 5.I =A5.2=A5,3=O; A 5.4 =ml Wí (mlrd; A 5.5=-mI Y1(mlrI2) 

A 5.6=:: I n(k1r I2); A 5,7=:: K n(k1r I2); A 5.8 =ilkWí (k1r I2) 
rl2 ... . .~. rl2 

A5.9=-ilkIYI(klrI2); A5. 1O =m2YI(m2rI2); A 5.11 =- ~n K n(k2r I2) , 12 

A 5.12 = ilk2 Y1 (k2 r12) 

A 6.I =A6,2 =A6.3 =O; A 6,4=- ~ι μ(mlrI2); A 6,5=- ~n K n(mlrI2) 
rl2 ’ rl2 

A 6,6 = - k l Wí( kl rI2); A 6,7 = kl Y1 (kl rI2); A 6.8 =-깎 In(제12) , 12 

A 6,9=- ~~ K n(k1r I2); A 6.1O = :. K n(m2 r I2); A6.11=-k2YI(k2rI2) 
rl2 ’ rl2 

A 6.12 = 땀Kn(k2 r12) , 12 

A7 l =-갤엠( μ o+iω μ ~)Wj (morOI); A 7.2= 쇄( μ o+iω 야)따(korol) , 01 

2il:ηkn , ’ 2ni … ml 
A7.3=--τ-ι( μ 0+ iω μ 0) Wj(ko η1); A 7,4= ~"'-"'l μ I Wj (mlrOI) , 01 ' 01 

A7 5=-잭퓨깐 μ ;Y4(k1rOI); A7.6 =-iω μ 해따(k1rol) , 01 

-h 
u 

j ‘ ‘ 



A 7.7 = z싸 혜 Ys(kl γ01); A 7,8 = - 21씌 ω μ ~ W4 (kl γ01) , 01 

21nkl 
A7 9 = -τ:.=.:!.. ω μ 1 Y 4(kl r O!); A 7.J0 = A 7.J I = A 7.J2= 0 

ι01 

A 8.1 = A 8.2 = A 8.3 = A 8.6 = A 8,7 = A 8.11 = 0 

A 8.4 = il In( ml rI2); A 8.S = ilKn( ml rI2); A 8.8 = - k~In(kl r12) 

A 8.9=- 혀Kn(k1rd; A 8.JO =-ilKn(m2 r I2); A8.12=k~Kn(k2rI2) 

A 9.1 = 2ilmo( μ 0+ iω μ b) %(mo YOl); A9 ,2 = i쁘 ( μ 0+ iω μ ~)In(korol) 
rOI 

A 9,3 = - (P+ k~)ko( μ o+iω μ ~)Wí(korO!); A 9•4 =21ml ω μ ~ Wí (ml rOI) 

A 9.s=-21ml ω μ 1 Y1(ml r，이); A9 6 = 」쁜인 In(kl rOI); 
ι01 

A9 7 = 」쁜안 Kn(kl rOI); , 01 

A 9•8 = z ω μ ~ k l ( P + kÏ) Wí (kl rOI); A 9•9 =- ω μ 내1 (12+ 혀) Y 1 (kl rOI) 

A9. JO = A 9.11 = A 9.12= 0 

A JO •1 =A JO •2=A JO •3=O 

A JO •4 =[[ À I+iω ( À ~ +2μ i)]mf- ( A i+ ω À ~)P]In(mlrI2) 

+2iω μ ? %(mlYl2) , 12 

A JO •s=[[ À I+iω ( À ~ + 2μ ~)]mî-( À ~+ ω À ~) P]K n( ml r12) 

+2iω μ ? Y2( ml Yl2) , 12 

A JO ， 6=-2iω μ 꺼샘 ~(klrI2); A JO • 7 =-2iω μ l '쐐 Y3(kl rd 

A JO .g = - 2iω μ ~ 1 샘In(kl r12) +환 J.f2( kl rlZ) 1 , 12 

A 10 . 9 =-2iω μ i!kfKn(klYl2)+받 Y 2(k l r12) 1 , 12 

A JO • JO =-{ [( À 2+2 μ 2짧 μ 2 總

r _ . __ ~ __ ,_ 2 “ ? ilk? __ , _ , , 
A JO . ll =2 μ 2짧Y3(k2 rI2); A JO • 12 =-12μ zil，한Kn(k2 rI2) +-=-닫"'2 Y 2( k2 rlZ) 1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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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zω μ l nm l 
All .I=All .2 =All .3 =O; A ll .4=- ‘ !.:.:.:..:..:.! ~(mlrI2); , 12 

All 5 = 2 z ω f.L InmL Y4(ml r I2); A I1 •6 = iω μ i쩌 따(kl r12) 
, 12 

2/:ηL 
A ll . 7 =-iω μ 쐐 Y5(k1 rd; A ll .8 =--=τ」 ω μ 1 ~(kl r12) 

'12 

2 Inkl ω 
A ll .9=- ν L Y4(k l rI2); A ll . lO =-효퓨씬 Yi m2 r12) 

，~ ，~ 

9 “ nkι • Allι띠1.μ’」씨ll= μ i넓k쩍~Y5(k하2 rηrI2); All씨1.1’. 1η2=--쓴1 "'''2 Y4( k하2 r끼yη12 , 12 

AI2.I=AI2.2=AI2.3=O; AI2.4=-2/ml ω μ 1 Wí( ml r12) 

A 12 .5 = 2/ml ω μ 펴(mlγ12); A 12 .6 =-꽃간 In(kl r12) , 12 

A 12 .7 =-꽃걷 Kn(kl rI2); A 12.8 = - iω μ 꺼I(쩌 + t2) wí (kl r12) , 12 

A때 =zω μ Ikl (쩌+ P) Y1(k1 rI2); A 12.1O = 2ilμ 2m2 Y1 (m2 r12) 

A I2 .11 =-첼엎Kn(k2 rd; A I2 .12 =- μ 2 k2(책+ P)κ(k2 r12) ,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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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U se of Parallel Virtual Machine 

for Prestack Reverse Time Migration 

-Determination of optimum finite difference stars for 

seismic forward modeling 

Seong-hyung Jang 

Abstract 

A pre-stack migration reverse time migration that is directly imaging 

subsurface from seismic data need large computing time and core mem

ory when we find out wavefield using finite difference method. In order 

to calculate wavefield using FDM it need to determine which optimum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 are proper. If optimum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 are determined properly, it can be applied to pre

stack reverse time migration. Since 1997 parallel super computer with 

128 CPU has been operating at Super computing center. It can be pos

sible to apply to pre-stack reverse time migration by code parallelization. 

Much computing time and large computer memory are needed to solve 

wave equation in a large complex subsurface layer using finite difference 

n ‘ u 



method. The time and memory can be reduced by decreasing the number 

of grid points per minimum wave length. However, decrease of grid may 

cause numerical dispersion and poor accuracy. In this study, 1 present 

rotated finite operators which are 81 , 121 and 169 points weighted av

erage methods to save computing time and memory and to improve the 

accuracy. 

By this method, the numerical errors in phase velocity less than 1 % 

for accuracy solution in 81 points could be archived 2.5 grid points per 

wavelength and in 121 points could be archive 2.3 points. However, in 

169 points there were no solution because of oscillation of dispersion 

curves in group velocities. The computing time in 81 points compared 

to conventional 5 points difference stars could be reduced to (2 .5/ 13)3 

and core memory could be saved (2.5/13)4. In 121 points those could be 

saved (2.3/13)3 and (2.3/13)4 . According to grid dispersion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grid points, 1 have shown that the more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s, the less grid points. However, the more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s are needed the more complex difference equation 

terms. 

4 -



요 지 

탄성파 탐사자료로 부터 직접 지하 지질구조를 영상화하는 선 중합 구조 

보정은 파동 방정식의 해를 유한 차분법을 이용하여 구할 경우 많은 컴퓨 

터 계산시간파 기억용량이 필요하다. 따라서 파동 방정식 해를 구하는 유 

한 차분법을 최적화하는 가중평균 방법을 우선적으로 결정할 필요가 있 

고 이를 바탕으로 선 중합 구조보정을 위한 병렬 코드화가 필요하다. 국 

내에서도 1997년 부터 128 CPU를 장착한 병렬 컴퓨터가 슈퍼 컴퓨터 센 

터에 도입되어 운용되고 있어 선 중합 구조보정 병렬코드화가 가능하게 

되었다 

복잡한 지층구조 해석을 위한 탄성파 모댈령은 파동방정식의 해를 해석 

학적으로 구하는것이 어렵기 때문에 유한 차분법 및 유한 요소법등 근사 

식을 이용하여 근사해를 구한다 이와같은 방법은 지하 지질구조를 불연 

속 격자로 근사화 하여 해를 구하기 때문에 해의 정확도에 오차가 발생하 

기 마련이다. 따라서 파동 방정식의 정확도를 유지하면서 파장당 격자수 

를 줄여 컴퓨터 계산시간과 기억용량을 줄이는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파장당 격자수를 줄이는 방법으로 이용되고 있는 가중평 

균법을 169점 까지 확장하여 최적 가중평균 격자수를 결정 하고자 하였 

다. 정확도를 유지하기 위한 최소한의 파장당 격자수를 확인하기 위해 격 

자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파 일반적인 5점을 이용하는 경우 파장당 

격자수가 13개이상이 필요하고 9점에 의한 가중평균법의 경우 9개， 25점 

에서는 3개， 49점에서는 2.77H 이상이 필요하다.81점에서는 2.57H , 121점 

에서는 2.37H 그리고 169점에서는 오차 한계를 벗어나 가중평균 계수를 

구할 수 없음을 알았다. 지층 모형실험에서는 81점까지의 가중평균 격자 

F ” u 



수에 대해 최소 파장당 격자수를 2.3개로 하여 인공합성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으며 그 결과 격자의 분산정도가 1 % 이내에 들어가는 허용오 
차 범위에서 81점 가중평균법이 가장 정확함을 알 수 있었다. 81점 가중 

평균법의 경우 파장당 격자수는 2.37>> 까지 줄일 수 있었으나 파동방정식 

을 차분화 할 때 차분식 자체가 지나치게 방대해진다. 따라서 가중평균에 

적용되는 격자수가 증가할수록 정확도는 증가하지만 차분식도 증가하여 

더욱 복잡해짐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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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1 

Introduction 

Because of the great difficulties to obtain analytical solution of wave equa

tion for complex subsurface geometries, the solution to wave propagation 

problems by finite-difIerence methods are popular nowadays. To find the 

solution of wave equation using FDM is that approximate a continuous 

semi-infinite earth to finite coarse meshes. 80 the approximation of a 

continuum by a discrete grid leads to errors in accuracy. The accuracy 

of FDM to difIerential equation is a topic of primary concern in numeri

cal modeling. The comparison of finite-difIerence results with analytical 

results for a simple acoustic wave propagation example was presented by 

Alford et at. (1974). 

Grid dispersion is used as a means of analyzing numerical error. The 

accuracy analysis based on grid dispersion can be found for 2nd and 4th 

order finite-difIerences in Alford et. al. (1974) and Kelly et. al. (1976) , 

for high order finite difIerence in Dablain (1986) and for the spectral 

method in KoslofI and Baysal (1982). Bamberger et. al. (1980) intro

duced the quantitatively comparing the numerical accuracy of 2nd or

der finite-di fIerence and finite element method. Belytschko and Mullen 

(1978) studied the 1-D acoustic analysis of high order finite elements and 

Marfurt (1984) extended the idea of Bdlytschko and Muller to 2-D elas

ticity. The mesh size needed to solve a given model in 2-D finite-di fIerence 

modeling is proportional to the square of the maximum frequency desired 

1 
l i 

1 ’ 4 



in the solution. Explicit schemes that used widely in the finite difference 

s solution of wave propagation are computationally expensive , requiring 

large amounts of computer memory to model exploration scale problems . 

The means of reducing central processing unit (CPU) time and direct

access memory requirements in finite-difference methods are to use high 

order finite-difference approximations to spatial and temporal derivatives 

(Dablain , 1986) and to use weighted average method which was developed 

by Jo , et. al. (1996). The conventional method to obtain the solution 

of finite difference modeling of wave propagation is to use neighboring 5 

points. If we reduce the grid points per minimum wave length to save 

computing time and memory the grid dispersion becomes large and the 

solution of wave field may have great error. To overcome this problem for 

keeping the accuracy and reducing the grid point. Jo, et. al. (1996) de

veloped the new method that reduce the grid points per minimum wave 

length. This method is to weight finite difference equation from conven

tional 5 points and the difference equation from transformed coordinate 

to 0, 450 . With this method the grid point per minimum wave length 

reduced to 4, however conventional 5 points method need 9 grid points. 

Shin & Sohn (1995) extended this 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to 

25 points which was transformed coordinate to 0, 45 in 5 points and to 

0, 22.5, 45 , 62.5 in 25 points. They reduced the grid points per minimum 

per minimum wave length to 3 and show the good accuracy with saving 

computing time and memory. According to this weighted average meth

ods we can deduce that if we get more finite difference stars we could 

reduce the grid per minimum wave length keeping accuracy and resolu

tion. Can we get reduce the grids to 2 ? In this study 1 worked 81 , 121 

and 169 finite difference stars weighted average method and dispersion 

analysis. And 1 will show which weighted average methods are optimum 

between the accuracy and saving computing time and memory. 

n 4 --4 



Chapter 2 

Problem formulation 

2.1 FDM formulation using weighted average method 

In Cartesian coordinate system, the scalar wave equation in frequency 

domain can be written 

양μ+ \72μ =0 
U‘ 

(2.1) 

where μ is the pressure of wave field , ω is angular frequency and v is veloc

ity of medium. The conventional finite difference expression of equation 

(2.1) by the explicit second-order difference scheme can be written 

Ui+l,j - 2Ui ,j + μi-l~+ μi"j-l - 2μi ，j + μi，j+~+ 얀μi ，j = 0 (2.2) 
6x2 6z2. v2 -',J 

where μi ，j is compressional field at 원 = xo+(i-1)6x , Zj = zo+ (j -1)6z , 

6x , 6z is grid distance and 띠 is angular frequency. If we want to get 

accurate solution for equation (2.2) , it need 15 grids per minimum wave 

끼
 
J ‘ , 4 



length (Alford et all , 1974). Due to many numbers of grids it needs huge 

computing time and memory to fi.nd out wavefi.eld for large and complex 

geological model. To overcome this problem, rotated fi.nite difference op

erators method was developed by Jo, et. al (1996). They used 9 points 

weighted average fi.nite difference stars that rotated coordinate system for 

45 degree. This method could be reduced number of grids per minimum 

wave length to 5 keeping accuracy and resolution. After that 25 and 49 

points weighted average fi.nite difference stars were developedto reduce 

computing time and memory for complex geological model. Since the 

weighted average methods for many fi.nite difference stars have very log 

terms difference equations, 1 developed difference equation to 81 points. 

It can be seen in Table 1 transformed angles each weighted average meth

ods. 

Table 1. 1노ansformed coordinate according to several fi.nite difference 
stars. 

Finite difference 5 9 25 49 81 121 169 
starr points points poínts poínts points points points 

0 0 0 0 0 0 0 
45 45 45 45 45 45 

26.56 18.43 14.04 11.30 21.8 
Coordinate 63 .44 33.69 26.57 21.80 18 .43 

transformation 56.30 36.87 30.96 26.56 
angle (degree) 71.56 53.13 38.66 33.69 

63 .43 51.34 39.80 
75.96 59.04 50.19 

68.20 56.31 
78.69 63 .43 

71. 57 
80.75 

NO. of coeffs. 2 5 13 25 41 61 85 

To reduce the numerical anisotropy 1 rotated the coordinate system to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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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5 , 22.5 , 33.75 , 45 , 56.25 , 67.5 and 78.25 in 81 points difference stars 

shown Figure 2.1 - Figure 2.6. 

After summing the finite difference equation by the conventional 5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and the finite difference equation by the 81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1 can obtain new Laplacian term of equation (2.3) 

The new Laplacian term by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is 

r, \17, μ + r? \17 1 v (0 ,9) U -, '2 v (45 ,9) 

+ T3?&,25)U + T4?&o，25)μ + r5 \1(45 ,25)U + r6 \1(60 ,25)U 

+ T7?k，49)μ + r8학18 ，49)μ + r9 \1 (36 ，49)μ + r1 0\1 (45 ， 49) μ 
+ r1 1 \1(54 ， 49) μ + r1 2학72 ，49) + r13학'0 ， 81) + r14학45 ，81)μ 
+ r15 \1(1l .25 ， 8애 + r1 6\1 (22.5 ， 81) μ +r17학33 75,81)U + T18?%6 25 ，81)μ 
+ r19학67 . 5 ， 81) + r20학78.75 ，81)U (2.3) 

where r1 , r2 , r3 , r4 , r5 , r6 , r7 ,r8 , r9 , r10 ,rll , r12 , r13 , r14 , r15 , r16 , r17 , r18 , r18 ,r19 

,r20 are weighted average coefficients for the Laplacian operator in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and 

찍:0 ，9)U I(xμZj) 

약:45 ，9)U I(x; ,zj) 

?fo，25)μ l(x; ,Zj) 

\1L "., U I (45 ，25)μ I(x‘’Zj) 

\17~{\ 'l~' U I (30,25) μ I(x‘ ’Zj) 

약60 ，25)μ I(x‘’Zj) 

약:0 ，49)U I(x‘’Zj) 

U i+1,j + μi-1 ，j - 4μi ，j + μi ，j+1 + μi ，j-1 

6 2 

Ui-1 ,j +l + Ui+l, j-1 - 4μi ，j + μi ，j+ 1 + μi ，j- 1 2 

(ν26) 
μi，j+2 + μi ，j-2 - 4μi ，j + μi+2 ，j + Ui-2 ,j 2 

(26) 
μi-1 ，j+2 + μi+2 ，j-2 - 4μi ，j + μi+2 ，j+2 + μi-2 ，j-2 2 

(186) 
따-1，j+2 + μi-l ，j-2 - 4Ui ,j + U i+2,j +l + Ui-2 ,j-1 2 

(ν56) 
μi-2，j+ 1 + μi+2 ，j-1 - 4μi ，j + Ui+1 ,j+2 + μi- 1 ，j 2 2 

(ν56) 
μi，j+3 + Ui ,j-3 - 4μi ，j + μi+3 ，j + μi-3 ，j 

(6)2 

{ 
「
니
 

’ ’ i 



젠관? 

Figure 2.1: Computational stars of Laplacian operator have conventional five 
point stars with grid distance of 6 and grid distance of ν26 in 450 rotated 
coordinate system. 

ili+2 

," 1,,' 

, ' , " 
1- .:ú :: .. i+2j .... .... 

" . -, ' , • 

" ' ',1 " 

i!i-2 

Figure 2.2: Five points stars with grid distance of 26 , grid distance of ν56 
in the 26.560 rotated coordinate system, grid distance of ν86 in 450 and 
grid distance of 얘6 in 6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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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3: Five point stars with grid distance of 36, grid distance of ν106 
in 18 .430 , grid distance of ν쿄6 in 33.69。’ grid distance of ν굉6 in 45。’
grid distance of ν굉6 in 56.300 and grid distance of ν피6 in 71 . 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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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 , ' 

, , , , 

, [' 
:1 : ', 1', 

: 1: '[ 

ili-4 

Figure 2.4: Five point stars with grid distance of 46 , grid distance of ν규4 
in 14.040 , grid distance of ν밍6 in 26 . 57。’ grid distance of 56 in 36.870 , 
grid distance of ν옆6 in 45 0 , grid distance of 56 in 53.130 , grid distance of 
ν밍6 in 63 .43。’ and grid distance of νi김6 in 75.96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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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5: Five point stars with grid distance of 56 , grid distance of ν굶A 
in 11.300 , grid distance of ν296 in 21.800 , grid distance of ν팝6 in 30.960 , 
grid distance of ν최6 in 38.660 , grid distance of 506 in 45。’ grid distance 
of ν표6 in 5 1. 35。’ grid distance of ν닮6 in 59.040 , grid distance of ν형A 
in 68.200 , and grid distance of ν젊6 in 78.69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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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6: Five point stars with grid distance of 66 , grid distance of ν늄A 
in 9.460 , grid distance of ν꾀6 in 18 .430 , grid distance of ν캠6 in 26.56。’
grid distance of ν헌6 in 33.690 , grid distance of ν616 in 39.800 , grid dis
tance of 검26 in 450 , grid distance of 애뇨 in 50.19。’ grid distance of 
냉26 in 56.31 0 , grid distance of 얘56 in 63 .43。’ grid distance of 얘06 in 
71 .5 7。’ and grid distance of ν굵6 in 80.5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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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45 ,49)U l(x; ,Zj) 

학30 ，49)μ I(x‘’Zj) 

약60 ，49)μ I(x‘’Zj) 

\77'~An\U I (15 ,49)U I(x‘’Zj) 

\7 (75 ，49)μ l(x; ,Zj) 

\7 7n 01\U I (0 ，81)μ l(x; ,Zj) 

\77A~ 01\U I (45 ，81)μ l(x; ,Zj) 

\7~\， '"lr:: 01\U I (11.25 ，81)μ l(x; ,Zj) 

약22 .5 ， 81 )μ I(x‘’Zj) 

\77,>,> '7r::. 01\U I (33 .75 ,81)U I(x‘’Zj) 

약56 . 25 ，81)μ l(x; ,Zj) 

\77"" ~ 01\U I (67 .5 ,81) U I (x‘’Zj) 

\77707" 01\U I (78.75 ,81)U I(x‘’Zj) 

and 6. = 6.x = 6. z . 

μi-3，j+3 + Ui+3 ,j-3 - 4μi ，j + μi+3，j+3 + μi-3 ，j-3 

(ν186.)2 
μi-2，j+3 + 따+2 ，j-3 - 4Ui ,j + μi+3 ，j+2 + μi-3 ，j-2 

(ν36. )2 
μi+2 ，j+3 + μi-2 ，j-3 - 4따，j + U i+3 ,j-2 + μi-3，j+2 

(ν136. )2 
μi-l ，j+3 + μi+1，j-3 - 4μi ，j + μi+3 ，j +1 + μi-3 ，j - l 

(ν피6.)2 
U i+ l ,j+3 + Ui-l ,j-3 - 4μi ，j + μi-3 ，j+1 + μi+3 ，j-l 

(ν106. )2 
μi ，j +4 + μi ，j-4 - 4μi ，j + μi-4 ，j + μi+4 ，j 

(ν166. )2 
μi- 4 ，j+4 + μi+4，j - 4 - 4Ui ,j + μi-4 ，j-4 + Ui+4, j +4 

(ν326. )2 
μi-l ，j +4 + U i+ l ,j-4 - 4μi ，j + μi+4 ，j+ l + μi+4 ，j+l 

(ν1주6.)2 
Ui-2 ,j +4 + μi+2 ，j-4 - 4Ui ,j + μi-4 ，j-2 + μi+4，j+2 

(ν206. )2 
μi-3 ，j +4 + μi+3 ，j-4 - 4Ui ,j + μi-4 ，j-3 + Ui+4,j+3 

(ν256. )2 
μi-4，j+3 + Ui+4,j-3 - 4μi ，j + μi-3 ，j-4 + Ui+3 ,j +4 

(ν256.)2 
μi-4，j+2 + μi+4 ，j-2 - 4μi ，j + μi-2 ，j-4 + μi+2 ，j +4 

(ν206.)2 
μi+l ，j +4 + μi-l ，j-4 - 4μi ，j + μi-4 ，j +1 + μi-4 ，j-l 

(ν1주6. )2 

The mass accelation term of equation (2.1) can be rewritten by μ 

ru* + (1 - ，)[μJ. That is 

\72μ \72u ω2 ω2 

τ2+ τ2+'걷:-:; + (1- ')~2 [띠 =0 
• ι WU T V~ 

(2 .4) 

where , is the argument that the mass accelation term is determined b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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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point collocation term and the average term, u* is point collocation 

term, [μis average term. The average term is composed with finite 

difference approximation of Laplacian term. The point collocation term 

which inc1ude average term can be represented with weighted average 

term in 5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 

[따，j] = ，μ십 + (1 -，)[μi ，j] 
aμi ，j + b(μi+ l + Ui-l ,j + μi ，j +1 + Ui ,j-l) (2.5) 

The new mass accelation term by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is 

[따，j] aμ2 ，) 
+ b(μi+1，j + μi-l ，j + μi ，j +1 + μi ，j-d 
+ c(μi-l ，j+ l + μi+1，j-l + 마+1，j+1 + μi-l ，j-l) 
+ d(μi ，j+2 + μi ，j-2 + μi+2 ，j + Ui-2 ,j) 

+ e(μi-2，j+2 + μi+2 ，j-2 + μi+2 ，j+2 + Ui-2 ,j-2) 

+ f(μi-l ，j+2 + μi+ l ，j-2 + μi+2 ，j +1 + Ui-2 ,j-l) 

+ g(μi-2 ，j+l + μi+2 ，j-l + μi+ l ，j+2 + μi-l ，j-2) 
+ h(μi ，j+3 + μi ，j-3 + U i+3,j + μi-3 ，j) 
+ i(μi-3，j+3 + μi+3 ，j-3 + Ui+3 ,j +3 + μi-3 ，j-3) 
+ j(μi-2，j+3 + μi+2 ，j-3 + μi+3 ，j+2 + μi-3 ，j-2) 
+ k(μi+2 ，j +3 + μi-2 ，j-3 + 따+3 ，j-2 + μi-3 ，j+2) 
+ l(μi-l ，j+3 + Ui+l ,j-3 + Ui+3 ,j +1 + μi-3 ，j-l) 
+ m(μi+ l ，j+3 + μi-l ，j-3 + μi-3 ，j +1 + μi+3 ，j-l) 
+ η(μi ，j +4 + μi ，j-4 + μi-4 ，j + μi+4，j) 
+ o(μi-4 ，j +4 + 꾀+4，j-4 + μi-4 ，j-4 + μi+4，j +4) 
+ p(μi-l ，j +4 + Ui+1, j-4 + Ui-4 ,j-l + μi+4，j +1) 
+ q( Ui-2 ,j+4 + μi+2 ，j-4 + Ui-4 ,j-2 + Ui+4,j+2) 

+ r( Ui-3 ,j +4 + μi+3 ，j-4 + μi-4 ，j-3 + 따+4，j +3) 
+ s(μi-4 ，j+3 + μi+4 ，j-3 + μi-3 ，j-4 + μi+4，j+3) 
+ t(μi-4，j+2 + μi+4 ，j-2 + μi-2 ，j -4 + 꾀+2 ，j+4) 
+ u( Ui+l ,j +4 + μi-l ，j-4 + μi-4 ，j +1 + ui+4,j-d 

(2.6) 

where a , b, ... t , μ are weighted average coefficients for the mass term 

in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Substitution equation(2.3) and 

equation(2.6) into equation(2.1) yiel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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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 , μi+1，j + μi-1 ，j - 4μi ，j + μi ，j +1 + μi ，j-1 
~ 6 2 

U i-1 ,j +1 + μi+1，j-l - 4μi ，j + Uï+1,j +1 + μi-l ，j-1 + r2 
(ν26)2 

+ r~ μi ，j+2 + μi ，j-2 - 4Ui,j + U i+2,j + μi-2 ，j 2 

~ (ν46) 

μi-2 ，j+2 + μi+2 ，j-2 - 4μi ，j + μi+2 ，j+2 + Ui-2 ,j-2 2 + r4 
(얘6) 

μi-1 ，j+2 + μi+1j-2 - 4μi ，j + μi+2 ，j +1 + Ui-2 ,j l2 + r5 
(ν56) 

U i-2j+1 + μi+2 ，j-l - 4μi ，j + Ui+1,j+2 + μi-1 ，j-2 2 + r6 
(ν56) 

+ r7 μi ，j+3 + μi ，j-3 - 4μi ，j + μi+3 ，j + Ui-3 J 2 

’ (ν96) 
μi-3，j+3 + μi+3 ，j-3 - 4μi ，j + μi+30 ，j+3 + μi-3 ，j-32 + rg 

(ν186) 
μi-2 ，j +3 + μi+ 2 ，j-3 - 4μi ，j + μi+3 ，j+2 + μi-3 ，j 22 + rg 

(ν굉6) 
μi+2，j+3 + μi-2 ，j-3 - 4μi ，j + μi+3 ，j-2 + 따 3,j+22 + r10 

(ν굉6) 
따-1 ，j+3 + μi+1，j-3 - 4Ui ,j + 따+3 ，j+1 + 따 3,j-1 + rn 

(ν106)2 
μi+1，j+3 + μi-1 ，j-3 - 4μi ，j + 따 3,j+1 + μi+3 ，j-1 + r12 

(이06)2 
+ rl~ 따+1，j+4 + μi ，j-4 - 4μi ，j + Ui-4 ,j + μi+4，j-1 

ω (ν166)2 
μi-41 ，j +4 + μi+4，j-4 - 4Ui ,j + μi-4 ，j-4 + μi+4，j+4 + r14 

(ν326)2 
μi-1 ，j+4 + μi+ 1 ，j-4 - 4μi ，j + μi-4 ，j-1 + μi+4 ，j +1 + r15 

(ν규6)2 
마 2,j +4 + μi+2 ，j-4 - 4μi ，j + μi-4 ，j-2 + μi+4 ，j+2 + r16 

(ν206 )2 
따 3,j +4 + U i+3,j-4 - 4μi ，j + μi-4 ，j-3 + μi+4 ，j+3 + r17 

(냉56)2 

1 
! , ‘ 

n 
끼
〕
 



T μi-4，j+3 + U i+4,j-3 - 4μi ，j + μi-3 ，j-4 -f- Ui+3 ,j +4 
18 == 

(ν256)2 
T μi-4，j+2 + μi+4 ，j-2 - 4Ui ,j + Ui-2,j-4 + U i+2,j +4 

19 ~ 
(ν206)2 

T μi+l，j+4 + μi-1 ，j-4 - 4μi ，j + μi-4 ，j +l + μi-4 ，j-1 
20 r-= 

(ν176)2 

+ 

+ 

2 
μr 

lau; v2 l""""t ,J 

b(Ui+1,j + μi-1 ，j + Ui ,j+1 + Ui ,j-1) 

c(μi-1 ，j+1 + μi+ 1 ，j-1 + 따+l，j+l + μi-1 ，j-d 
d(μi ，j+2 + Ui ,j-2 + μi+2 ，j + μi-2 ，j) 
e( Ui-2 ,j+2 + U i+2,j-2 + μi+2 ，j+2 + μi-2 ，j-2) 
f(μi-1 ，j+2 + μi+l，j-2 + μi+2 ，j +l + Ui-2 ,j-1) 

g(μi-2，j+ 1 + μi+2 ，j-1 + μi+1 ，j+2 + μi-1 ，j-2) 
h(Ui,j+3 + μi ，j-3 + μi+3 ，j + μi-3 ，j) 
i(μi-3，j+3 + μi+3 ，j-3 + μi+3 ，j+3 + Ui-3 ,j-3) 

j(μi-2，j+3 + μi+2 ，j-3 + μi+3 ，j+2 + Ui-3 ,j-2) 

k(μi+2 ，j+3 + μi-2 ，j-3 + μi+3 ，j-2 + μi-3，j+2) 
l(μi-1 ，j+3 + μi+ 1 ，j-3 + μi+3 ，j +l + μi-3 ，j-1) 
m(μi+ 1 ，j +3 + μi-1 ，j-3 + μi-3 ，j +l + μi+3 ，j-d 
η(μi ，j +4 + μi ，j-4 + μi-4 ，j + μi+4 ，j) 
o(μi-4 ，j+4 + μi+4，j-4 + μi-4 ，j-4 + μi+4，j+4) 
p(μi-1 ，j+4 + μi+1 ，j-4 + Ui-4,j-1 + Ui+4,j+1) 

q(μi-2 ，j +4 + Ui+2 ,j-4 + Ui-4 ,j-2 + U i+4,j+2) 

r( Ui-3,j +4 + Ui+3 ,j-4 + Ui-4 ,j-3 + μi+4，j+3) 
s(μi-4，j+3 + 따+4，j-3 + Ui-3 ,j-4 + μi+4，j+3) 
t(μi-4，j+2 + μi+4 ，j-2 + Ui-2 ,j-4 + U i+2,j +4) 

μ(μi+1 ，j +4 + μi-1 ，j- 4 + μi-4，j+ 1 + μi+4，j-1)] 
0 

+ 

+ 
+ 
+ 
+ 
+ 
+ 
+ 
+ 
+ 
+ 
+ 
+ 
+ 
+ 
+ 
+ 
+ 
+ 
+ 
+ 
+ 

(2.7) 

And let ’s substitute the plane harmonic wave μ = e-(KIZ+Kzz) , kz = 

k sin e and kz = k cos e into equation (2.7) , where e is the propergation 

angle to the normal, then 1 get the following equation. 

(2.8) 
ω2 B 
v2 6 2A 

” “ 



a + 2b cos(sin 82πG) + 2b cos( cos 82πG) 
4ccos(2πG sin 8) cos(2πG cos8) 
2dcos(4πG sin 8) + 2d cos( 4πG cos8) 
4e cos(4πG sin 8) cos( 4πG cos8) 
21 cos(2πG sin8 - 4πGcos8) + 21(4πG sin8 + 2πG cos 8) 
2gcos(4πG sin8 - 2πG cos 8) + 2g(2πG sin8 + 4πG cos8) 
2h cos(4πG sin8 - 2πG cos 8) + 2h cos( cos 86πG) 
4i cos (sin 86πG) cos( cos 86πG) 
2j cos(4πG sin8 - 6πG cos 8) + 2j cos( 6πGsin8 + 4πG cos 8) 
2kcos(4πG sin8 + 6πG cos 8) + 2k cos(6πGsin8 + 4πG cos8) 
2l cos(2πG sin8 - 6πG cos8 + 2l cos(6πG sin 8 + 2phiG cos 8) 
2m cos(2πGsin8 + 6πG cos 8) + 2m cos(6πG sin 8 - 2πG cos8) 
2n cos(8πG sin 8) + 2n cos(8πG cos8) 
20 cos(8πG sin 8) cos(8πG cos 8) 
2pcos(2πG sin8 - 8πG cos 8) + 2p cos( 8πG sin8 + 2πG cos8) 
2qcos(4πG sin8 - 8πG cos 8) + 2q cos(8πG sin8 + 4πG cos8) 
2r cos(6πG sin8 - 8πG cos 8) + 2r cos(8πG sin8 + 6πG cos8) 
2r cos(6πG sin8 - 8πG cos 8) + 2r cos(8πG sin8 + 6πG cos 8) 
28 cos(8πG sin8 - 6πG cos 8) + 28 cos( 6πGsin8 + 8πG cos 8) 
2rcot(8πG sin8 - 4πG cos 8) + 2t cos( 4πGsin8 + 8πG cos8) 
2u cos(8πG sin8 - 2πG cos 8) + 2u cos(2πG sin8 + 8πG cos8) 

+ 
+ 
+ 
+ 
+ 
+ 
+ 
+ 
+ 
+ 
+ 
+ 
+ 
+ 
+ 
+ 
+ 
+ 
+ 
+ 

A 

where 

rl (2 cos(2πG sin 8) + 2 cos(2πG cos 8 - 4)) 
2r2 cos(2πG sin 8) cos(2πG cos 8) - 2r2 
1/4r3(2 cos(4πG sin 8) + 2 cos( 4πG cos8) - 4) 
r4/2 cos(4πG sin 8) cos( 4πG cos 8) - r4/2 
rs/5(2cos(4πG sin8 - 2πG cos 8) + 2 cos(2πG sin8 + 4πG cos8) - 4) 
r6/5 (2cos(2πG sin8 - 4πG cos 8) + 2 cos( 4πG sin8 + 2πGcos8) - 4) 
r7 /9(2 cos(6πG sin 8) + 2 cos(6πGsin8) + 2cos(6πG sin 8 - 4)) 
rs /18( 4 cos(6πG sin 8) cos(6πG cos8) - 4) 
r9 /13(2 cos( 4πG sin8 - 6πG cos 8) + 2 cos(6πG sin8 + 4πG cos8) - 4) 
r lO /13(2 cos(4πG sin8 + 6πG cos 8) + 2 cos(6πG sin 8 - 4πG cos8) - 4) 
ru /10(2 cos(2πG sin8 - 6πGcos8) + 2cos(6πG sin8 + 2πG cos8) - 4) 
r12/ 1O(2 cos(2πGsin8 + 6πG cos 8) + 2 cos(6πG sin8 - 2πG cos 8) - 4) 
r13 /16(2 cos(8πG sin 8) + 2 cos(8πGcos8) - 4) 
r14 /32 (4cos(8πG sin 8) cos(8πGcos8) - 4) 
rlS /17(2 cos(2πG sin8 - 8πG cos 8) + 2 cos(8πG sin 8 + 2πG cos8) - 4) 
r16/20(2 cos(4πG sin 8 - 8πG cos 8) + 2 cos(8πG sin8 + 4πG cos8) - 4) 
rl7/25(2 cos(6πG sin8 - 8πG cos 8) + 2 cos(8πG sin8 + 6πG cos8) - 4) 
rls/25(2 cos(8πG sin 8 - 6πG cos 8) + 2 cos(6πG sin 8 + 8πG cos8) - 4) 
r19 /20(8 cos(2πG sin 8 - 4πG cos 8) + 2 cos( 4πG sin 8 + 8πG cos8) - 4) 

% “ 

+ 
+ 
+ 
+ 
+ 
+ 
+ 
+ 
+ 
+ 
+ 
+ 
+ 
+ 
+ 
+ 
+ 
+ 

B 



+ r2o/17(2 cos(8πGsinB - 2πG cos B) + 2 cos(2πG sinB + 8 piG cosB) - 4) 

and G = 6/ À , which is number of grid per wavelength and v is velocity 

of the medium. Since phase velocity "Vph is 움 and group velocity Vgr is 

앓 , normalized phase velocity for the 81 points weighted average is 

흙 2싫(뀔 (2.9) 

and the normalizes group velocity Vgr for the 81 points weighted average 

1S 

Vgr 

% 
1 Vo AB'-BA' 

4πG Vph A2 
(2.10) 

where A and B are the same equation (2.8) , A' and B' are the partial 

derivative of A and B to the wave number and V is velocity of the 

medium. 

2.2 Determination of coefficients for finite differ-

ence stars 

Assume normalized phase velocity is unity in equation(2.8) and let ’s de

fine the 41 weighted average coefficients like that 

강
 



rl + r2 + r3 + r4 + r5 + r6 + r7 + r8 + r9 + rl0 + rll + r12 

+r13 + r14 + r15 + r16 + r17 + r18 + r19 + r20 = 1 

a + 4b + 4c + 4d + 4e + 4f + 4g + 4h + 4i + 4j + 4k + 4l + 4m 

(2.11) +4n + 40 + 4p + 4q + 4r + 4s + 4t + 4μ =1 

Under the assumption the normalized phase velocity is unity, the equa-

tion (2.8) becomes 

(2.12) 4π2G2A+B = 0 

Substitution of the constraints defined by equation (2.11) into equation 

(2.12) yields 

(2.13) 4π2G2A + BB = 4 

where A is the same in equation (2.8) , and 

rl (2 cos(2πG sin 8) + 2 cos(2πG cos 8)) 
r2 cos(2 + 2πG sin 8) cos(2πG cos8)) 
r3 (3 + 0.5 cos( 4πGsin8) + 0.5cos(4πG cos 8)) 
r4(3.5 + 0.5cos(4πG sin 8) cos( 4πG cos 8)) 
r5(16/5 + 2/5 cos(4πG sin8 - 2πGcos8) + 2/5cos(2πGsin8 + 4πGcos8)) 
r6(16/5 + 2/5 cos(2πG sin8 - 4πG cos 8) + 2/5 cos( 4πGsin8 + 2πG cos8)) 
r7(32/9 + 2/9 cos(6πG sin 8) + 2/9 cos(6πGsin8) + 2cos(6πG sin8)) 
rs(68/18 + 4/18 cos(6πG sin8) cos(6πG cos 8)) 
rg(48/13 + 2/13cos(4πG sin8 - 6πG cos 8) + 2/13 cos(6πGsin8 + 4πGcos8)) 
r 10(48/13 + 2/13 cos(4πGsin8 + 6πG cos 8) + 2/13 cos(6πG sin8 - 4πGcos8)) 
r 1 1 (36/10 + 2/10 cos(2πG sin8 - 6πGcos8) + 2/ lO cos(6πG sin8 + 27rG cos8)) 
r12(36/10 + 2/10 cos(2πG sin8 + 6πG cos 8) + 2/10 cos(6πG sin8 - 2πG cos 8)) 
r13(60/16 + 2/16cos(8πG sin 8) + 2/16 cos(8πG cos8)) 
r14(124/32 + 4/32 cos(8πG sin 8) cos(8πGcos8)) 
r15(64/17 + 2/17 cos(2πG sin8 - 8πG cos 8) + 2/17 cos(8πGsin8 + 2πG cos8)) 
r16 (76/20 + 2/20 cos( 4πG sin8 - 8πG cos 8) + 2/20 cos(8πG sin8 + 4πG cos8)) 

A 

니
 

? 
“ 

+ 
+ 
+ 
+ 
+ 
+ 
+ 
+ 
+ 
+ 
+ 
+ 
+ 
+ 
+ 

BB 



+ r17(96/25 + 2/25 cos(6πGsinB - 8πG cos B) + 2/25 cos(8πGsinB + 6πG cosB)) 
+ r18 (96/25 + 2/25 cos(8πGsinB - 6πG cos B) + 2/25 cos(6πGsinB + 8πG cosB)) 
+ r19(76/20+2/20cos(2πGsinB - 4πGcosB) + 2/20cos(4πGsinB + 8πG cosB)) 
+ r2o(64/17 + 2/17 cos(8πGsinB - 2πGcos B) + 2/17 cos(2πGsinB + 8πG cos B)) 

Since A and BB are the function of the number of grid points per wave 

length equation (2.13) can be represented in matrix form 

al 

a2 

an - l 

an 

Ul 

μ2 

r1 1 

r1 2 

Un- l r1n-l 
μn r1n 

r201 

r202 

r20n - 1 

r20n 

Q 

μ 

r1 

r20 

4 

(2 .14) 

4 

Equation (2.14) is over-determined matrix which is dependent on the 

number of the grid points and propergation angle. To obtain the accurate 

solution for the problem optimum values for the 41 coefficients have to 

be found . 

Let the error of normalized the phase velocity be 

_ r Vph(B , k* ; a, .. , μ ， r 
E(B, k* ; a , ... , U , rl , ... , r써) - [ 1 r -1]2 (2 .15) 

then total error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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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a , ... , u, r I, ... r20) = ! ! E(B, k* , a, ... , μ ， r I, ... , r씨)d뼈 (2.16) 

and it is the object function for optimization, where 

k* = ~으 - 으 1 
2π À G (2.17) 

To minimize E in equation (2.15) , it can be use the steepest decedent 

method. We can calculate x to accept \1 E(x) 0, where \1 E(x) is 

gradient of E. That is 

E E .'7' 

\1E(x) = [~ ... ~t 
U/20 

where x is up grade value from 센) by x(m+1) = x(m) - 캘 It will be 

determined by iteration until 

11 \1 E(x(m)) ~II 151 

11 X(m+1) - X ~ 11 152 (2.18) 

, where m is iteration number ,ð1 and 152 are very small number. The 

optimum weighted average coeffi.cients are shown in Table 2. 

M 

μ
 



Tab1e 2. The coefficients for weighted average methods using steepest 
descent method. 

points 
rl = rl = U. rl = rl = U. 

r2 = 0.1797 r2 = 0.0311 r2 = 0.03576 
r3 = 0.2589 r3 = 0.1192 r3 = 0.0494 
r4 = 0.0402 r4 = 0.0793 r4 = 0.0376 
r5 = 0.1825 r5 = 0.0905 r5 = 0.0413 

r6 = 0.0892 r6 = 0.0443 
Lap1acian r7 = 0.1658 r7 = 0.0845 

term r8 = 0.0397 r8 = 0.0402 
rg = 0.0510 rg = 0.0497 
r lO = 0.0776 rlO = 0.0563 
ru = 0.1154 rn = 0.0750 
r12 = 0.1285 r12 = 0.0770 

r13 = 0.0847 
r14 = 0.0041 
r15 = 0.0732 
r16 = 0.0600 
r17 = 0.0255 
r18 = 0.0309 
r19 = 0.0515 
r20 = 0.0755 

a= a= a= a= a= 
b=0.06175 b=0.1019 b=0.087910 b=0.073073 
c=0.01560 c=0.0457 c=0.053107 c=0.042993 

d=0.0035 d=0.019470 d=0.021329 
e=0.0003 e=0.006955 e=0.008912 
f=0.0021 f= 0.01393 f=0 .019637 

Mass h g=0.O16162 h g=0.O19850 
term =0.002180 =0 .007380 

h=0.000381 i=0 .000943 
i= O.001137 j = O.003707 
kj==00 .. O[ OO542 k=0.003546 

001668 1=0.004773 
1=0.000583 m=0.004693 

n=0.000123 
0=0.000001 
p=0.000540 
p=0.000055 
r=0.000165 
s=0.000082 
t=0.000185 
u=0.0004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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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Dispersion analysis in frequency domain 

In order to find out which weighted average method is optimum 1 calcu

lated the normalized phase and group velocity curves for these weighted 

average methods. The dispersion means numerical dispersion errors 

which it can be determined by number of grids per wavelength. Let 

μ in equation (2.1) be plane harmonic wave, it can be obtained, 

82μ 4 _, __ 2 kx 6 v ... __ ~ ,,;n 2 "'x L.> o-ikx(x+ L'> )-ikz 

8x2 6 2 --“ 2 
(2.19) 

82μ 4 _, __ 2 kz 6 v ... __ ~，，;n2 "'z L.> o-ikx-ikz(z+ L'>) 
8z2 6 2 ---- 2 (2.20) 

Substitution equation (2.19) and (2.20) into equation (2.1) makes 

” ” Z 
L “ 

상
 

z 
-K / 

「

2 

r2 ω
 -U 4 .? kx 6 

--- 이n2 "'x L.> o-ikx(x+ L'> )-ikzz) 
6 2 ---- 2 

4 .? kz 6 - - sin2 --e-1kfIkz(z+A) (221) 6 2 ---- 2 

, where kx is wave number to x direction, kx k sin e and kz is wave 

number to z direction and k is wave number, k = 감 If G , number of 

grids per wavelength, define 6/>., it can be obtained normalized phase 

velocity from equation (2.21) 

Vnh 1 
꽉 = _ ~ FY [sin 3 (πG sin e) + sin2 (πG cos e)야 (2.22) 

π/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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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here () is the angle between z direction and wave propagation direction. 

To get normalized group velocity from equation (2.21) , taking partial 

derivative to k about equation (2.22) resu1t 

Vgr Sin () sin ()(2πG sin ()) + cos () sin(2πG cos ()) 

v 2[sin2 (rrG sin ()) + sin2 (πG cos ())] ~ 
(2.23) 

Dispersion curves for the set of parameter defined in the equation (2.22) 

and (2.23) are shown Figure 2.7 and Figure 2.8. Figure 2.7(a) and Figure 

2.8(a) show that numerical errors in the phase velocity of less than 1 % 

can be archived with 13 grid points per wavelength, with 15 grid points 

for the group velocity. Figure 2. 7(b )-(g) and Figure 2.8(b )-(g) show dis

persion curves of phase and group velocity to several weighted average 

methods. According to Figure 2.7 and Figure 2.8, it can be determined 

minimum grids per wavelength to several weighted average methods (Ta

ble 3) . 

Table 3. The needed number of grids per minimum wave length to be 
less than 1 % numerical dispersion error . 

5 9 25 49 81 121 169 
points points points points points points points 

13 5 3 2.7 2.5 2.3 

The numerical errors in the phase velocity of less than 1 % for accuracy 

solution 49 points can be archived 2.7 grid points and for 81 points c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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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7: Normalized phase velocity curves for finite-difference solution of 
2D scalar wave equation in frequency domain using (a) conventional 5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b) 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c) 25 points, 
(d) 49 points, (e) 81 points, (f) 121 points and (g) 169 poi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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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done 2.5 grid points. In group velocity of 49 points error to vertical 

propagation direction is more than 3 %. However, 81 points have less 

than 1 % numerical errors both phase and group velocities. In 121 dif-

ference stars, it need only 2.1 grid points for accuracy in phase velocity 

and 2.3 grid points in group velocity. However, in group velocity of 161 

points, it shows it cannot be found accurate coefficients. As a results 

of dispersion analysis, the more weighted average points, the less grid 

points per wavelength, it was good working to 161 points (Figure 2.9) . 

In 121 points method, the grid points per wavelength can be reduced to 

2.3 with accuracy solution less than 1 % numerical errors . This is min-

imum grid points per wavelength which have ever studied in frequency 

domain finite difference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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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3 

N umerical examples 

In this study, 1 solve scalar wave equation using weighted average method 

in frequency domain and 1 tried numerical modeling to verify efficiency 

to conventional weighted average method. It was studied that weighted 

average method for solving the partial differential equation in finite dif

ference method was to reduce the numerical anisotropy and computing 

time and core memory. In this study, 1 tried numerical experiment to 

look out computing time and dispersion according to several weighted av

erage methods and verified which weighted average method is optimum 

for accuracy and reducing computing time and core memory 

3.1 2 layers geological model 

In order to find out which weighted average methods are optimum for • 

solution of scalar wave equation in frequency domain finite difference 

method, the numerical model test were performed for 2 horizontal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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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logical model (Figure 3.1). The geological model have 2000 m to the 

horizontal and 2000 m to the vertical direction. The recording time for 

this model is 4 sec and maximum major frequency is 20 Hz. Grid have 20 

m x 20m size and number of grids to x direction is 101 and the same to 

z direction. The total time step is 1002. The velocity of the first layer is 

1000 mjs and the second layer is 1500 mjs. In numerical model test there 

is artificial refiection because the half infinite earth medium become finite 

section. To avoid this artificial refiection from model boundary applied 

sponge boundary condition (C.S , Shin, 1995). The sponge for reducing 

artificial refiection was 200 m for left and right boundary and 400 m 

for bottom boundary. In this model test the grids point per minimum 

wave length we used were determined 2.3. The source location was at 

400 m on the model surface and used receivers were 1201. The results 

of the modeling, synthetic seismograms, are shown in Figure 3.2(a) - (e) 

Figure 3.2(a) is the result of numerical modeling for scalar wave equation 

in frequency domain using conventional 5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It 

was shown very severe numerical dispersion like multiples. Figure 3.2(b) 

is the synthetic seismogram using 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Though the numerical dispersion is less than conventional 5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it shows still dispersion errors. Figure 3.2(c) is the case 

using 25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It shows that the numerical 

anisotropy are little and there is no multiples under the model interface. 

Figure 3.2( d) is synthetic seismogram when 4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was applied. It may account for good resolution. The comparing 

to refiectian of Figure 3.2(c) and Figure 3.2(d) at the model interface 

shows that Figure 3.2(d) is more clearer refiection bandwidth than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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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c). It can be verified from dispersion curves in Figure 2.7 and 2.8, 
too. Figure 3.2(e) shows synthetic seismogram after numerical modeling 

applied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It shows similar result to 

Figure 3.2 ( d). 1 think re fl.ection above model interface is artificial. That 

is unwanted refl.ection to be studied in the future . The difference of 

synthetic seismograms between Figure 3.2(d) and (e) is mlmlC. The 

dispersion errors for these tell that weighted average method using 81 

points finite difference stars have good resolution according to 49 points. 

However, in 81 points the difference equation for wave equation have 

very long terms according to 49 points. And difference equation in 49 

points have more long term than 25 points. Though it could be shown 

that 81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have less numerical dispersion 

error in phase and group velocity analysis than 49 points , in the case 

of fl.at layered model the cpmputed wavefield of 81 points was shown 

more numerical disperssion error tha 49 points. It will be studied in 

the future. Because there were no coefficients for 121 and 16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s, 1 could not find out synthetic sesimograms. 

3.2 Complex geological sa1t dome model 

To verify 49 points weighted average method for finding wavefield , 1 ap

pled this to complex geological model with salt dome (Figure 3.3) . This 

model was developed SEG- EAGE salt dome model sine 1994 to address 

data quality issues encountered around the types of salt features found 

on US Gulf Coast. The geological salt dome model have 10 km to the 

horizontal direction and 5 km to the depth. Velocities in the model a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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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presented in Figure 3.3. The major frequency of source is 20 Hz and 

recording time is 6.5 sec. Source are located at every 2 km on the surface 

and 334 recevers are located at every 30 m. 

Grid have 30 m x 30 m size and number of grids to x direction is 334 

and to y direction is 167. The used grid points per wavelength, G , is 

2.5. To avoid artificial reflection from model boundary applied sponge 

boundary contion. The used sponge zone is 3 km around slat dome model 

except surface. This experimental modeling was performed in Crayc90 

machine which have 16 CPU and 512 MW memory. It took 38 ,783 sec 

CPU time and requird 57 MW core memory for finding wavefield to this 

salt dome model. The numerical modeling results are shown in Figure 

3.4(a)- (b) . These are shot gathers when source was located every 2 km 

on the surface. These shot gathers will be applied to making stack section 

and reverse time migration using parallel virtual machine techniqu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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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pter 4 

Conclusion 

The objective of the research described in this report was to develop and 

implement a sequence of improvements in numerical seismic modeling 

that would allow efficient simulation of large scale to apply the resultant 

method to a number of some geological models. And other objective of 

the research was to use the resulting modeling code as the basis for a 

pre stack reverse time migration. For the purpose, 1 tried to find out 

optimum weighted average method for solution of scalar wave equation 

in frequency domain and conclusions are followed: 

• 1 have shown that several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 and 

lumped mass terms can increase accuracy without any siginification 

increase in computing time and core memory . 

• New weighted average methods, 81 , 121 and 169 points difference 

stars, were studied. The numerical errors in phase velocity less 

than 1 % for accuracy solution in 81 points could be archived 2.5 

grid points per wavelength and in 121 points could be archived 2.3 

points. However, in 169 points there was no solution because of 

oscillation of dispersion curves in group velocities. 

• The computing time in 81 points compared to conventional 5 point 

difference stars could be reduced to (2.5/13)3 and core memory cou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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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 reduced (2.5/13)4. In 121 points that could beredùced (Z.3/13 )3 

and (2.3/13)4 

• According to dispersion analysis for determination of grid points 

per wavelength, 1 have shown that the more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s, the less grid points. However, the more rotated finite 

difference operator are needed the more complex difference equation 

ter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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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alysis of Fluid Flow Characteristics in 

U nderground Media 
1) Se- Joon Kim 

Abstract 

The analysis of fluid flow characteristics have focused on the efficient and 

robust way of handling the heterogeneity of media, its spatial variability and the 

nature of fractured systems. 

The final objectives of this study is to develop a tool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media and for the analysis of fluid behaviors in naturally heterogeneous or 

fractured systems in field scale. To get a basic quantitative clue and insight of the 

characteristics of heterogeneous media, this study aims to make geostatistical and 

stochastic realization of the media, which could be applicable to the development of 

advanced inverse techniques and complicated analytical tools. 

This study describes techniques to generate multiple reservoir models and 

geostatistical parameters quantifying spatial variability. A stochastic technique is 

used to model reservoir heterogeneity. Permeability often varies spatially by three 

or more factors of 10 in a typical formation. The variation of permeability seriously 

influences reservoir behavior. Geostatistics provides a means for studying the 

inherent heterogeneity and variability in space and for evaluating the uncertainty of 

any method of estimation. One of the characteristics of geological data sets is 

spatial continuity. The spatial correlation length for each direction quantifies the 

level of spatial dependence observed in a stochastic field. 

1) 석유해저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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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is study, several sets of permeability field are generated by the 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 which can answer for the variogram model, heterogeneity and 

anisotropy of media. On the basis of these permeability fields , some forward 

modelings are performed. 

The results show that the geostatistical sets of permeability fields can be a 

useful way for understanding the inherent heterogeneity. The results from this 

study can be directly applied to the development of further advanced analytical 

tools for characterizing the underground med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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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rr -3 : ÀD = 1.0 ( VDP = 0.6, 뀔 = 1.0) 
Aα 

Fig. 3- 11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rr - 4 : ÀD = 2.0 ( VDP = 0.6, 휴 = 1.0) 
Aα 

Fig. 3- 12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 

Case ill - (a) V DP = 0.2 (b) VDP = 0.4 (c) VDP = 0.6 (d) V DP = 0.8 

( ÀD = 0.5, 휴 = 1.0) 
/'Dx 

Fig. 3- 13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ill - 1: VDP = 0.2 (À D = 0.5, 합 = 1.0) 
Aα 

Fig. 3- 14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ill - 1 V DP = 0.4 (À D = 0.5, 휴 = 1.0) 
끼α 

η
 
0 



Fig. 3- 15 Pressure variatioñ in monitoring wells 

Case III-1 VDP = 0.6 (À D = 0.5, 딸 = 1.0) 
"Dx 

Fig. 3- 16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III - 1 V DP = 0.8 (À D = 0.5, 뀔 = 1.0) 
끼α 

Fig. 3- 17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 1)., À 
Case W- (a) 2& = O l (b) -& = 0.2 (c) -& = 0.5 (d) 2& = 1.O ÀDx \LJ/ ÀDx v. 1.J \\".,/ À [).x V.'-' ,"'-', À lJx 

( VDP = 0.6, ÀD = 0.6) 

Fig. 3- 18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1 폭 = 0.1 ( VDP = 0.6, ÀD = 0.6) 
끼& 

Fig. 3- 19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1 뀔 = 0.2 ( VDP = 0.6, ÀD = 0.6) 
끼& 

Fig. 3- 20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1 찔 = 0.5 ( VDP = 0.6, ÀD = 0.6) 
I'I Dx 

Fig. 3- 21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l 뀔 = 1.0 ( VDP = 0.6, ÀD = 0.6) 
끼 Dx 

Fig. 3- 22 Water flooding grid blocks (4 production wells, 1 injection well) 

Fig. 3- 23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1 - (a) Co=O.O (b) Co=0.2 (c) Co=0.5 (d) Co=0.8 

( VDP = 0.6, ÀD = 0.6, 뀔 = 1.0 ) 
I'IDx 

Fig. 3- 24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 - (a) ÀD = 0.1 (b) ÀD = 0.5 (c) ÀD = 1.0 (d) À D = 2.0 

( VDP = 0.6, 뀔 = 1.0) 
I'I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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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5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I - (a) VDP = 0.2 (b) VDP = 0.4 (c) VDP = 0.6 (d) VDP = 0.8 

( A D = 0 5, 4흐~ = 1.0) 
끼 Dx 

Fig. 3- 26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1 f)" • IÌ 
Case IV - (a) 쓰호 = 0.1 (b) ~ = 0.2 (c) ~ = 0.5 (d) 쓰& = 1.0 ÀDx V. L.J \'-'1 ÀDx v.u \U/ ÀDx 

( VDP = 0.6, IÌ D = 0.6) 

Fig. 3- 27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1 - (a) Co=O.O (b) Co=0.2 (c) Co=0.5 (d) Co=0.8 

( V DP = 0.6, IÌ D = 0.6, 뀔 = 1.0 ) 
/\Dx 

Fig. 3- 28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 - (a) IÌ D = 0.1 (b) IÌ D = 0.5 (c) IÌ D = 1.0 (d) IÌ D = 2.0 

( VDP = 0.6, 폭 = 1.0) 
끼 Dx 

Fig. 3- 29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I - (a) V DP = 0.2 (b) V DP = 0.4 (c) V DP = 0.6 (d) V DP = 0.8 

( IÌ D = 0.5, 품 = l.0) 
/\Dx 

Fig. 3- 30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1 n., IÌ 
Case IV - (a) 으보 = 0.1 (b) ~ = 0.2 (c) ~ = 0.5 (d) 쓰호 = 1.0 ÀDx v . ...L \LJ/ ÀL)x V. L.J \'-'1 À.ox v.U \.'-'1 ÀDx 

( VDP = 0.6, IÌ D = 0.6) 

표 R-, 차 

Table 2- 1. Dimensions of reservoir and grid block 

Table 3- 1. Basic parameters for simulation study 
g 
u 



제 1 장 서 론
 

석유 저류층 및 지하수 유동해석에 있어서 지하 매질내에 발달된 불균질 이방성 특 

성 및 발달된 균열체계를 분석하는 문제는 매질내의 유체유동특성을 파악하는데 매우 

중요한 과제로 대두되어왔다. 지하매질내의 유체거동을 해석하는 것은 복잡한 지구과 

학적 자연상태와 다양한 물성을 다루기 위한 수치모형화 연구와 복잡한 수리공학적 

현상에 대한 해석모델의 확립이 요구된다. 

이 연구는 궁극적으로 지하매질의 불균질성과 균열특성에 따른 석유자원 및 지하수 

의 유동체계 분석법을 구축하는데 최종 연구목표를 두고 있으며 그 기초 연구의 일환 

으로서， 지구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저류층 특성화 및 석유생산모텔에 적용한 

forward modeling 시 율 레 이 션을 수 행 하였 다. 

지구통계학적 방법으로서， variogram 모형과 이방성 모형， 상관거리 등을 통한 공간 

적 변화를 분석하였으며， 추계학적 모델링에 의한 유체투과율 場을 생성하였다. 불균 

질 이방성 유체투과율 場을 생성하기 위해 순차적 가우시안 모사법 (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을 이용하여 정규분포 확률변수로부터 로그정규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매개변수의 여러 가지 특성 요인들이 불균질 유체투과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파악하고자， v때ogram 모형， 불균질 정도， 이방성 比 둥을 변화시켜 각 

각의 경우에 대한 유체투과율 場을 생성시켜 그 특성을 비교하였다. 생성시킨 유체투 

과율 場은 지하매질을 특성화하는 효과적인 방편이 되며 그 적용성 및 유체유동에 미 

치는 영향권을 분석하고자 석유생산 시스템에 적용하여 유동 전산시율레이션을 수행 

하였다. 

이 연구의 결과를 통해 지하매질의 불균질 이방성 특성을 정량화하는 forward 

modeling 기초자료를 확보하였으며， 이 결과를 토대로 역해기법으로의 확장 뿐 아니 

라， 지하매질내의 유체거동을 해석하는 전통적 연속체 모델 또는 복잡한 균열모델의 

현장 적합성을 판단할 수 있는 정량적 기준과 해석모델의 개선을 추진하는 기본자료 

를 제공하는데 기여하는 바 있다고 생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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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지구 통계학적 방법을 이용한 

저류층 특성화 

이 장에서는 저류층의 특성화를 위한 지구통계학적 분석 방법과 공간적 이방성 특성 

에 대한 이론을 고찰하였고， 실제 추계학적 모델링에 의해 유체투과율 場을 생성시켜 

모사시험하였다. 

제 1 절 지구통계학적 분석 

1. 일 변 량 통계 분석 (Univariate Statistical Analysis) 

주어진 자료를 정리하여 그림으로 나타내거나 자료의 특성을 표현하는 여러 가지 통 

계량의 값을 구하는 기술 통계학 분야에서， 한 변수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것이 일 

변량 기술 통계 분석 (univariate descriptive statistics) 이다. 일변량 기술 통계 분석은 

크게 자료의 위 치 (measures of location) , 자료의 산포(measures of spread) , 자료의 형 

Ell (measures of shape)로 나누어진다 (Isaak과 Srivastava, 1989) , 

가. 자료의 위 치 (Measures of Location) 

자료의 위치 는 자료분포의 각 위치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것으로 가장 대표적인 

평균(mean; m)은 식 (2-1)로 계산한다. 이것은 자료값들의 산술 평균을 의미한다. 

m=융별Xi (2- 109) 

여기서 n은 자료의 개수이며 Xi는 i번째 자료의 값이다. 중앙값(median; M)은 자료 

들을 크기에 따라 오름차순 또는 내림차순으로 정리할 때 중간 위치에 해당하는 값이 

다 일단 자료들이 크기에 따라 Xl~X2~… ~Xn와 같이 정리되어지면 중앙값은 식 

(2 ← 2) 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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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 X J'!.:!:.l 
M=l 2 

t (X 끄 +X 융 +1)-:-2 

if η is odd 

if η IS even 
(2-2) 

이 밖에 자료 중 가장 큰 값인 최대값， 가장 작은 값인 최소값， 자료를 오름차순으로 

정리할 때 자료의 μ위치에 해당하는 위 사분위수(upper quartile) , %위치에 해당하는 

아래 사분위 수(Iower quartile) 등이 있다. 

나. 자료의 산포 (~easures of Spread) 

자료의 산포는 자료의 변동 정도를 나타내며 분산， 표준편차 둥이 이에 속한다. 분산 

(variance; (J 2)은 자료와 평 균간 편차들의 제 곱 평 균을 의 미 한다. 

앙=웅 휠(Xi- m)2 (2-3)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J)는 분산의 제곱근으로 계산된다. 

다. 자료의 형 태 (~easures of Shape) 

자료의 형태는 분포의 대칭성을 나타내는 왜도(skewness) L.} 자료분포의 꼬리부분의 

길이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변동계수(coefficient of variance; CV) 둥으로 나타낸다. 

왜도 계수는 식 (2-4)와 같이 계산되어진다. 

관 ~(Xi- m)3 
coefficient of skewness = ~ ‘ 냉 

(2 - 4) 

대칭인 자료의 경우 이 값은 0을 가지게 되며 오른쪽으로 큰 값을 나타내는 긴 꼬리 

를 갖는 히스토그램의 형상인 경우에는 양의 값을 나타낸다. 변동계수는 평균과 표준 

편차의 비로 식 (2 -5) 와 같이 계산된다. 

1 
4 

1 
l 
i 



(2 - 5) cv= ..2...
η2 

이상 미치는 큰 중요한 영향을 있어 분석에 바
 
다
 

값을 가진 

자료가 존재를 의미한다. 

변동계수가 1이상의 

함수 (Distribution Function) 2. 분포 

가지고 개 의 매 개 변수(parameter)들을 며 
~ 단지 전체 확률분포를 사용은 분포함수의 

가지게 되는 분포 변수들이 저류층 특성 었다. 대체로 이점을 가지고 있는 나타낼 수 

알아보 는 크게 정규분포와 로그정규분포로 표현할 수 있다. 이들 분포에 대해 간단히 

고자 한다. 

가. 정 규분포 (Norrnal Distribution) 

사용 가장 많이 통계학에서 분포(Gaussian distribution)는 가우시안 디:느二 
~'-정규분포 

이 함수는 종모양(bell- shaped) 곡선 형태를 가지고 있다. 정규분포의 확 

률밀도함수(probability density function; p빼는 식 (2-6)과 같다. 

함수로 느
 」

디
 「

(2- 6) -∞ <x< ∞ 뼈= 꿇e-J짧~ 

확률 (2-7)과 같이 새로운 

변수 Z를 정의하면 식 (2-6)의 확률밀도함수는 식 (2-8)으로 변환되게 된다. 

분산이다. 식 ;은 분포의 μ는 분포의 평균이고 여기서 

(2 - 7) 

(2- 8) -∞ < z < ∞ f{z)= -v월 e 중， 

모 

변환할 수 있다. 누적분포와 

의해 (2-7)에 된다. 변환식 가지게 

든 정규분포는 평균 0과 분산 1을 갖는 표준정규분포로 
-1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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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률밀도함수와의 관계식은 식 (2-9)와 같이 표현할 수 있다. 

F(z) = 7월 f∞e 짧 (2- 9) 

여기서 F(z)는 누적확률밀도함수kumulative density function; 0빼를 나타낸다. 정 

규분포는 평균( μ)과 분산( ;)만을 가지고 분포를 표현할 수 있게 된다. 

저류층 변수에 있어 특성 변수가 정규분포를 가지는 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충분한 

양의 표본 자료가 확보되 어 야만 한다. 일 반적 으로 확률용지 (probability paper)에 표본 

의 누적분포함수를 그렸을 때 직선을 나타내면 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판단할 수 있다. 

일단 표본이 정규분포를 따른다는 것이 결정되면 평균과 분산을 이용하여 정규분포 

식에서 분포 식을 결정할 수 있게 된다. 

나. 로그 정 규분포 (Log Normal Distribution) 

확률변수에 자연로그를 취한 값들이 정규분포를 나타낼 때 이 변수를 로그정규분포 

를 따른다고 정의한다. 이 관계를 그림으로 나타내면 Fig. 2-1과 같다. 주어진 표본이 

로그정규분포인지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로그확률용지를 이용한다. 로그확률용지에서 

분포가 직선형태로 나타나면 이 표본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수 있다. 일반적 

으로 저류층의 유체투과율(permeability) ， 사암의 업자 크기 둥이 이 분포를 따르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정규분포와 비슷하게 로그정규분포도 평균， 분산을 매개변수로 하여 표현할 수 있다. 

평균 μ와 분산 d2을 가진 어떤 변수가 로그정규분포를 따른다고 할 때 이 변수에 로 

그를 취 한 값들의 평 균과 분산은 식 (2- 10), (2-11)로 나타낼 수 있다. 

얘= ln( 1 +싫) 

μx= ln싸 

(2- 10) 

(2- 11) 

식에서 μx， (Jx는 로그를 취한 변수의 평균과 분산을 나타낸다. 

이
 
J , , ‘ 



f(x) 

x 

{꼬 
f (logx) 

logx 

Fig. 2- 1 Transformation of log- normal to nomal distribution 

” 
d 



3. 불균질도 측정 (Measures of Heterogeneity) 

석유공학에서 유체투과율의 불균질성을 나타내는 가장 일반적인 측정방법은 

Dystra- Parsons 계수( VDP)를 이용하는 방법이다. 이 방법은 유체투과율이 로그정규분 

포를 따른다는 가정하에서 사용된다. VDP는 다음 식 (2-12)와 같이 정의된다. 

L
κ
 
--

-
따
 

j-
’k 

h-
--

아
 

V 
(2-12) 

여기서 kO.5는 유체투과율 분포의 중간값이며 kð는 로그확률지에서 표준편차 1에 

해당하는 곳에서의 유체투과율 값이다. VDP가 0이라는 것은 유체투과율 값들의 변화 

가 전혀 없는 균질한 매질을 의미한다. VDP가 증가할수록 유체투과율 값들은 평균값 

에서부터 벗어나게 되고 불균질한 매질을 나타내게 된다. VDP가 1이라는 것은 가상적 

인 무한 불균질 매질을 가진 저류층을 의미한다. 일반적으로 현장 유체투과율 자료의 

V DP 값은 0.6에서 0.8정도로 알려져 었다. 

제 2 절 공간적 변화 분석 

1. Variogram 모형 

지구통계학에서 자료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분석하는데 가장 많이 사용되는 도구는 

vanogram이 며 식 (2- 13)과 같이 정 의 된다. 

2써)=파y 뿔[ V(Xi) - V(섬 h)]2 (2-13) 

여기서 r( h) 는 semi -variogram을 의미하며 ， N(h)는 자료 쌍의 수이며 ， h는 lag 거 

리이다. V(ι) ， V(Xi+ h) 는 각각 Xi. Xi+ h 위치에서의 자료값이다 variogram 값이 
-15 -



일 정 해 지 는 h값을 상관길 이 <Correlation length) 또는 영 향반경 (range of influence) 이 

라 하며 이 때 의 variogram 값을 sill 이 라고 한다. 

일반적으로 많이 사용되는 variogram 모형은 nugget 영향 모형， 구형 모형 (spherical 

modeD , 지 수 모형 (exponentia1 modeD , 가우시 안 모형 (Gaussian mode) , 선 형 모형 

Oinear modeD 등 이 다. 

가. Nugget 영향 모형 

많은 variogram 모형이 원점에서 불연속이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h=O인 

곳에서 variogram 값이 0인 경우에 원점에서 아주 작게 떨어진 곳에서의 값은 O보다 

상당히 큰 값을 나타날 수 있다. 이러한 불연속적인 증가를 식 (2-14)와 같은 nugget 

영향 모형으로 표현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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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4) 
, otherwise 

이 모형은 h가 0일 때만 0의 값을 갖고 나머지 경우에 대해서는 C。의 값을 갖는 

것 을 의 미 한다 (Fig. 2-2) 

나. 구형 모형 (Spherical modeD 

variogram 모형 중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하는 모형으로 표준화된 식으로 나타 

내면 식 (2- 15)와 같다. 

)= I1 5펀 5(융) 펴e魔 l (2- 15) 

여기서 a는 range이다. 이 모형은 원점 근처에서는 직선의 형태를 보이고 먼 거리 

에 서 는 평 평 한 모양을 갖으며 a에 서 sill 값을 갖는다 (Fig. 2- 3). 

다. 지 수 모 형 (Exponential modeD 

식 (2 - 16)은 지 수모형 의 표준화된 식 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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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 1- exp(- 뽕) (2- 16) 

이 모형은 실질적으로 정의된 a에서 sill의 95% 값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하며 구형 

모형과 같이 원점 근처에서 직선 형태를 갖지만 급속히 증가하다가 점차적으로 평평 

해지 는 형상을 보인다(Fig 2- 3). 

r(h) 

Co + Cl ~ ..... _--------

Co 

Q 

Fig. 2- 2 Variogram model with nugget effect 

라. 가우시 안 모형 (Gaussian modeD 

가우시안 모형은 연속적인 현상을 나타낼 때 주로 사용되며 그 식은 다음과 같다. 

써) = 1- exp(-황) 
a 

(2- 17) 

이 모형은 지수 모형과 같이 정의된 a에서 sill의 95% 값으로 점진적으로 접근한다. 

그리고 원점 근처에서 포물선 형태를 보인다 (Fig 2-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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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3 The three most commonly used variogram mod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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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이방성 모형 (Anisotropy ModeD 

불균질 저류층의 유체투과율 이방성은 공간적 상관관계의 이방성 여부에 따라 광역 

적으로 정해진다. 상관관계 이방성에는 모든 방향으로 분산은 같고 상관거리만 다른 

기 하학적 이 방성 (geometric anisotropy)과 방향에 따라 분산과 상관거 리 가 모두 다른 

지 역 적 이 방성 (zonal anisotropy)이 있다. 

가. 기 하학적 이 방성 (Geometric anisotropy) 

기 하학적 이 방성 모형 은 장축(major axis)방향과 단축(minor axis) 방향의 

vanogram이 다른 range에서 같은 sill을 가지게 된다. 이 형태는 Fig. 2-4와 같다. 그 

림에서 볼 수 있듯이 연속성이 가장 크게 나타나는 장축방향의 range가 al , 가장 작 

은 연속성을 나타내는 단축방향의 range가 a2이다. 양 방향 모두 같은 sill 값을 가진 

다. 이러한 형태는 주로 평면적 방향 자료를 분석할 때 많이 관찰된다. 

나. 지 역 적 이 방성 (Zonal Anisotropy) 

지역적 이방성은 기하학적 이방성보다 일반적인 형태를 가진다. 지역적 이방성은 최 

대， 최소 연속성 방향에서의 range와 sill 값 모두가 다르게 될 수 있다(Fig . 2- 5). 이 

이 방성 형 태 는 전 형 적 으로 수직 (시 추공) 방향의 vanogram과 평 면 방향의 V따lOgram 

이 비교될 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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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4 Geometric aniso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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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5 Zonal anisotro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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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관길이 (Correlation Length) 

공간적 상관관계를 표현하기 위해서는 주로 variogram의 상관길이( À L )를 사용한다. 

실제 계산에 있어서는 식 (2- 18)과 같이 저류층의 크기와의 비인 무차원 상관길이 

( À D)로 나타낸다. 

Àn= ÀTL ---
D- L (2-18) 

여기서 L은 저류층의 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이방성 정도를 나타내기 위해서는 최대 연속성 방향의 상관거리와 최소 연속성 

방향의 상관거 리 비 인 상관거 리 비 ( ÀDx/ À [)y) 또는 이 방성 비 (anisotropy rati이를 이 

용한다. Fig. 2-6은 평변에서 variogram 구조의 기하학적 이방성를 나타내는 모식도이 

다. 

제 3 절 추계학적 모델링에 의한 유체투과율 場 생성 

불균질 이방성 유체투과율 場(pe1TI1eability field)을 생성시키기 위해 추계학적 모델 

링 방법 중 순차적 가우시안 모사법 (sequential Gaussian simulation)을 이용하여 정규 

분포 확률변수로부터 로그정규분포를 생성하는 방법을 이용하였다. 

여러 가지 특성 요소들에 의한 불균질 유체투과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ariogram 모형， 불균질 정도， 이방성 비 둥을 변화시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유체투과율 場을 생성시켜 그 특성을 비교하고자 하였다. 

1 , 
i i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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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6 Geometric anisotropy of a variogram structure in 2-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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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체투과율 분포를 생성하고자하는 저류층의 크기 및 각 격자의 크기는 Table 2- 1 

과 같다. 모든 경우의 유체투과율의 평균값은 30 md로 일정하게 주어 분포를 생성하 

였다. 

Table 2-1 Dimensions of reservoir and grid block 

Parameter Data 

Reservoir Dimension (x,y,z) 2,500ft x 2,500ft x 10 ft 

Number of Grid Block (x,y,z) 50 x 50 x 1 

Grid Block Dimension (x,y,z) 50ft x 50 ft x 10ft 

1. Variogram 변화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 

먼저 Variogram의 요소들이 변화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 

다. 이 분석을 위해 사용된 vanogram 모형은 nugget 영향을 고려할 수 있는 구형 모 

형을 사용하였다. 

가. Nugget 영 향에 따른 분포 

Variogram 모형에서 Nugget 영향이 변할 때 각각의 경우에 대한 유체투과율 분포 

를 생성시켜 보았다. 모든 경우의 V DP 값은 0.6이고 ÀD는 0.6, Àα/Àα의 값은 l.0이 

다. 각 경우에 분포의 분산에 대한 nugget 영향 값은 다음과 같다. 

CASE 1 - 1 : Co = 0.0 (Fig. 2- 7) 

CASE 1 - 2: Co = 0.2 (Fig. 2-8) 

CASE 1 - 3 : Co = 0.5 (Fig. 2- 9) 

CASE 1 -4: Co = 0.8 (Fig. 2-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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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nugget 영향 값이 커질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적어짐을 알 

수 있다. 작은 nugget 영향 값을 갖는 경우 유체투과율이 큰 구역과 작은 구역에 구분 

이 분명하게 나타나면 전반적으로 연속적인 분포를 나타내는 반면 비교적 nugget 영 

향 값이 큰 경우에는 분포가 엄의적으로 나타남을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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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상관길이 변화에 따른 분포 

Variogram 모형에서 무차원 상관 거리가 변할 경우에 대해 각각의 유체투과율 분포 

를 생성시켜 보았다. 모든 경우의 VDP 값은 0.6이고 Àf)y/ À Dx의 값은 1.0이다. 각 경우 

에 무차원 상관 거리의 값은 다음과 같다. 

CASE 11 -1 : À D = 0.1 

CASE 11 - 2 : ÀD = 0.5 

CASE 11 -3 : ÀD = 1.0 

CASE 11 - 4 : ÀD = 2.0 

(Fig. 2- 11) 

(Fig. 2- 12) 

(Fig. 2-13) 

(Fig. 2- 14)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관 거리가 커질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커짐을 알 수 있다. 

작은 상관 거리 값을 갖는 경우 유체투과율 분포가 임의적으로 나타나며 큰 상관 거 

리 값을 갖는 경우는 유체투과율 값의 크기에 따른 구역화가 확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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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불균질 정도에 따른 유채투과율 분포 

분균질 정도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를 생성시키기 위해 Dystra -Parsons 계수 

( VDP)를 이용하였다. 일반적으로 VDP와 정규분포에서의 표준편차( ðx)와는 다음 식 

(2 -- 19)와 같은 관계가 있다. 

VDP = 1- exp( - ð x) (2- 19) 

이 관계식을 이용하여 원하는 불균질도 VDP에 해당하는 정규분포에서의 분산정도 

를 나타내는 ðx를 구하게 된다. 다음 단계로 원하는 μ값과 ðx를 이용 식 (2- 10)에 

대입하여 μx를 구한다. 이렇게 구한 μx， ðx를 입력자료로 하여 순차적 가우시안 모 

사법을 실행하여 정규분포 확률변수를 얻고 이 변수에 지수함수를 취하여 원하는 로 

그정규분포를 가지는 유체투과율 장을 생성하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분균질 정도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의 변화를 알아보기 위해 4가지 

값의 VDP에 대해 분포를 생성시켜 보았다. 

CASE III - 1 : VDP = 0.2 

CASE III -2: V DP = 0.4 

CASE III - 3 : VDP = 0.6. 

CASE I11 -4: V DP = 0.8 

(Fig. 2- 15) 

(Fig. 2- 16) 

(Fig. 2- 17) 

(Fig. 2- 18)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불균질 정도 ( VDP )가 커질수록 꼬리가 상당히 긴 분포를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같은 평균값에서도 상당히 큰 값들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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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이방성 바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 

이방성 비에 따른 영향을 고찰하기 위해서 이 연구에서는 기하학적 이방성만을 고려 

하였다 Variogram 모형에서 최대 연속성 방향의 상관거리와 최소 연속성 방향의 상 

관거리의 비가 변화되는 경우에 대해 각각의 유체투과율 분포를 생성시켜 보았다. 모 

든 경우의 V DP 값은 0.6이고 ÀD의 값은 0.6이다. 각 경우에 상관 거리 비의 값은 다 

음과 같다. 

CASE N - 1 : À [)Y/ ÀDx = 0.1 (Fig. 2- 19) 

CASE N - 2 : ，1α/，1α = 0.2 (Fig. 2- 20) 

CASE N - 3 : À [)Y/ ，1 α = 0.5 (Fig. 2- 21) 

CASE N - 4 : À [)Y/ ÀDx = 1.0 (Fig. 2- 22) 

그림에서 볼 수 있듯이 상관 거리 비가 작을수록 분명한 유체투과율 구역이 주방향 

으로 형성됨을 알 수 있으며 상관 거리 비가 커짐에 따라 이러한 이방성이 없어짐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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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유채투과율 場을 이용한 

시율레이션 분석 

이 장에서는 저류층 매질의 불균질 이방성에 의한 유체거동 특성을 분석하고자， 추 

계론적 모델링에 의해 생성된 유체투과율 장을 이용하여 유동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 

다. 

제 1 절 단일정 생산모델 

저류층 특성화의 일환으로 매질의 불균질 및 이방성 영향을 고찰하고자 forward 

modeling을 수행하였다. 유동체계 분석을 위한 저류층 모텔은 일종의 5-spot에 근거한 

생산정을 선정하였다. 단일 생산정을 중심으로 4개의 관측정을 위치시켜 압력 전이 및 

변화 양상을 파악하였다. 유동 시율레이션 조건은 Table 3-1과 같다. 

Table 3-1. Basic parameters for simulation study 

Parameter Data 

Reservoir Dimension (x,y,z) 2,5ooft x 2,5ooft x 10ft 

Number of Grid Block (x ,y,z) 50 x 50 x 1 

Grid Block Dimension (x,y,z) 50ft x 50ft x 10ft 

A vg. Porosity 30 % 

Oil Saturation avg. 70.8% 

Minimum bottomhole pressure 700 psia 

전산모델의 유동계에서는 식 (3-1)과 같은 3相 유통 수치 방정식을 이용하였다. 

첼휠Tc.Pj </J p. j - </J p.J 
(3- 1) 

찮[(Mc)n+l - (Mc)n] + Qc.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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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lheye, Tc. PLl = tya%smissjbz·lity betul. %odes i aηdj 

= (/cAkkrpωc， pj LμpL， j 

/c transmissibility coγγ-ection /actor 
k : absol;μte permeability 
μþ v싫cosψ 0/ phase p 
k r relative peηneability 
ifJ : poteηtial 
L : distaηce betw. g까dpoints 

Mc mαss 0/ c 찌 block 
N j number 0/ conηected blocks 
N i : number 0/ phases 

p : phase index 
Qc : /low γate /rom well 

L1 t: time step 
V b block volume 

ωc， þ concenstratil。η 0/ c in 뼈ase p 
i : block /or which eQuatioη is writteη 
j : block connected to i 

단일정 생산모델의 공별 상대 위치는 Fig. 3- 1과 같다. 

#1 #2 
O O 

• 
#3 #4 
O O 

Fig. 3- 1 Production grid blocks 
(1 production well(e) , 4 monitoring wells(O )) 

단일정 생산모델의 적용 목적은， 유체투과율 장으로 표현되는 저류층 매질의 불균질 

특성이， 압력전이 양상과 시간적 추이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이다. 이러한 

효과는 공들간의 간섭시험 (interference test) 뿐만 아니라 일반적인 유정시험에 있어 

서도 압력개방에 의한 전이 양상이 매질의 특성에 대한 간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는 

점에서 forward modeling의 의미가 크다고 할 수 있다. 

생산모텔에 적용한 유체투과율 장은 제 2장에서 전술한 지구통계학적 접근방법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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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고 공간적 변화를 고려한 것이다. 불균질 이방성 유체투과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anogram 모형， 불균질 정도， 이방성 비 둥을 변화시켜 각각의 경우 

에 대한 유체투과율 장을 생성시켜 그 특성을 생산모텔에 적용 비교하고자 하였다. 불 

균질 이방성 유체투과율 장을 생성하는데 있어서는 추계학적 모댈링 방법 중， 순차적 

가우시안 모사법을 이용한 것이다. 

먼저 vanogram 변화에 따른 유체투과율 분포 영향을 분석하기 위한 것으로서， 

nugget 효과를 고려한 Case 1 경우와 vanogram 모형에서 무차원 상관거리의 영향을 

보기 위한 Case II 유체투과율 장을 이용하였다. 

또한 매질의 불균질 정도에 따른 유체투과율 변화로서， 석유공학 분야에서 대표적으 

로 사용되는 Dystra - Parsons 계수를 이용한 Case m, 기하학적 이방성 효과를 분석하 

기 위한 Case N의 유체투과율 장을 이용하였다. 이방성 비에 따른 Case N의 경우는， 

varlOgram 모형에서 최대 연속성 방향의 상관거리와 최소 연속성 방향의 상관거리 비 

가 변화되는 경우에 대해， 유체투과율을 생성시킨 것이다. 

매질의 불균질 이방성을 특성화하기 위해 상기 4 가지 효과를 토대로 전산 유동 시 

율레이션을 한 결과는 Fig. 3-2 - Fig. 3-21과 같다. 

Nugget 효과를 분석코자 한 결과는 Fig. 3- 2 - Fig. 3-6이다. 물성 변화분포에 있 

어서， nugget 영향값이 작을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커지므로， 유체투과율의 국부적 특 

성이 강하게 나타난다. 즉， 유체투과율이 큰 구역과 작은 구역의 구분이 비교적 명확 

하여 이에 따른 압력전이의 구역적 차이가 발생한다. Fig. 3-2는 생산개시 후 5년일 

때의 전체적 압력분포 양상을 도시한 것이다. 국부적인 유체투과율 효과가 강하게 나 

타나는 Case 1 - 1, 1 - 2의 경우에 생산에 따른 구역적 압력차이를 명확히 볼 수 있다. 

Fig. 3-3 - Fig. 3-6은 생산개시부터 15년까지 4개 관측정에서의 시간적 압력 추이곡 

선이다. 비교대상 곡선은 평균 유체투과율 값으로 전체가 동일한 균질 저류층의 경우 

이다. 이 결과에서도 nugget 영향값이 작은 Case 1 - 1 ， 1 -2의 경우가 국부적 영향권 

내에 들어가서 상대적인 차이가 다소 크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상관거리에 따른 Case II 의 결과는 Fig. 3- 7 - Fig. 3- 11과 같다. 무차원 상관 거 

리가 커질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커지므로 유체투과율 값의 크기에 따른 구역화가 확 

실히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전체 압력 분포도(Fig. 3-7)에서도 볼 수 있듯이， 

상관 거리가 작은 경우에는 임의적인 크기의 유체투과율이 나타나나， 그 효과는 구역 

화 특성보다는 작아서 전체적으로는 균일 저류층에서의 압력 전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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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고 있다. 

Case 1 , Case n 의 분석결과에서 볼 때， 균일 저류층， 또는 불균질 저류층， 더 확장 

하여 균열(fracture) 저류층의 문제에 이르기까지， 기본적인 분석방법의 적용 측면에서 

정성적인 기준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고 생각된다. 어느 정도까지의 불균질성이 분포 

문제와 연계되어 고려할 경우에는， 보다 이용하기 손쉬운 전통적인 유동 분석법으로도 

단일 물성의 단순 수정에 의해 비교적 정확히 해석할 수 있다는 점을 확인할 수 있다. 

유동 시스템내에서 전체적인 불균질도를 가늠하는 Case III 의 경우에는 그 효과가 

더욱 명확히 나타난다. Dystra - Parsons 계수가 0인 Case III - 1 과， 소위 전체적인 불균 

질성이 크다는 Case III -4의 경우를 비교해 볼 때 (Fig. 3- 12 (a) , (d)) , 압력전이 현상 

자체는 균일 저류층의 경우와 매우 유사함을 볼 수 있으나， 상대적인 압력 차는 크게 

나타나고 있다. 저류층 전체의 유체투과율 평균치에서 멀어지고 불균질해질 때 상대적 

으로 압력전이는 더욱 늦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유체투과율의 이방성을 분석한 결과는 Fig. 3- 17 - Fig. 3-21과 같다. 상관거리비가 

작아질수록 분명한 유체투과율 구역이 주방향으로 형성되며 이에 따라， 압력전이도 동 

일한 양상으로 나타난다. 관측정의 경우， 유체투과율의 주방향 형성과 영향권에 따라 

압력전이가 보다 빨리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제 2 절 水攻法(Water Flooding) 생산모델 

석유 생산에 있어서， 회수증진을 위한 2차 생산(水攻法， water flooding)이나 3차 생 

산 등은 인위적인 추가적 유체를 압력 보상용으로 지하 매질내에 투입하는 방식이므 

로， 그 성공 여부는 지하 매질의 정확한 특성 규명에 달려있다. 투입 유체의 sweep 

efficiency를 높이는 것이 가장 큰 목표가 되며， 저류층 특성 파악은 유체 유동경로 및 

압력전이 양상을 결정해주므로 가장 기본적인 선결과제이다. 

이 연구에서는 석유생산의 가장 일반적인 회수증진법인 水攻‘ìt 생산모델을 대상으로 

저류층 특성화에 대한 forward modeling을 수행하였다. 추계론적으로 생성시킨 유체투 

과율 장을 특성화 모델로 근거하여 전산수치 시율레이션을 수행하였다. 전산 시율레이 

션의 기본 격자체계 및 자료는 Table 3- 1과 동일하며， 주입정의 운영조건은 저류층 압 

력을 고려하여 3000 psia를 최소 주업압력으로 설정하였다. 물 주입은 생산개시 1년 

후부터 시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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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Case 1 - (a) Co=O.O (b) Co=O.2 (c) Co=0.5 (d) Co=O.8 

( VDP = 0.6, ÆD = 0.6, 함 = 1.0 ) 
끼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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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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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5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1 - 3 : Co=0.5 ( V DP = 0.6, 사 = 0.6, 휴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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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7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Case II - (a) "D = 0.1 (b) "D = 0.5 (C) "D = 1.0 (d) "D = 2.0 

( V DP = 0.6, 찜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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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9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II - 2 : t1 D = 0.5 ( VDP = 0.6, 휴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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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0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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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II -4 : ÀD = 2.0 ( VDP = 0.6, 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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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2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Case Ill - (a) VDP = 0.2 (b) VDP = 0.4 (C) VDP = 0.6 (d) VDP = 0.8 

(ÆD = 0.5, 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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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m -1 : V DP = 0.2 ( À D = 0.5, 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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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4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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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6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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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7 Pressure distribution in 1 well production fiel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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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18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1 휴 = 0.1 ( V DP = 0.6, ÆD = 0.6) 
끼 Dx 

- 83-



Monitoring Well #1 Monitoring Well #2 
3000.0 

KField 
3000.0 

KField 

n”v 

n”v 

m 

삐
 

m-mg 

-
m
」
그
m
m
@
」
α
 

2000.0 --기 

1000.0 

기 

0.0 -수-←-←←←←-----_._"-- 0.0 ---r---• • •• •••• ←←-~--

0.0 3.0 6.0 9.0 12.0 15.0 
Year 

0.0 3.0 6.0 9.0 12.0 15.0 
Year 

Monitoring Well #3 Monitoring Well #4 
3000.0 •••••••• 3000.0 ---, 

KField 

2000.0 
””
v 

n”‘ 

m 

뼈
 

m-”g 

-
@
」
그
m
m
m
」
α
 

1000.0 

0.0 ••••• • 00 • 

M ~ M ~ 1~ 1~ 

Year 
00 3.0 6.0 9.0 12.0 15.0 

Year 

Fig. 3- 19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2 쏟 = 0.2 ( VDP = 0.6, ÆD = 0.6) 
ι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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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 Pressure variation in monitoring wells 

Case N - 4 : 환 = l.0 ( VDP = 0.6, ,.1 D = 0.6) 
Aα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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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상 

및 주입정의 배치는 Fig. 3- 22 

이방성 매질을 위치는 전통적인 5-spot 배치이나， 불균질 

으로 하고 있으므로 전체 유동계를 분석하였다. 생산정 

및 주입정의 생산정 

와 같다. 

바
 다 

크게 4 가지 기준으로 생성시킨 유체투과율 장에 대해 유동모델을 분석한 압력 

및 물 포화도 분포 결과는 Fig. 3- 23 - Fig. 3-30과 같다. 도시된 모든 결과는 생산개 

시 후 4년， 물주입 개시 후 3년째인 시점이다. 

#1 
-#2 • 

A 

#3 #4 • • 
Fig. 3- 22 Water flooding grid blocks 

(4 production wells(e) , 1 injection well(6)) 

유체투과율 구역 경우， nugget 영향값이 작을 때 I 의 Nugget 효과를 고 려 한 Case 

있다. 달라지고 정도가 01 
^ 양상 주입정에 의한 압력전이 형성되므로， 분명하게 권이 

속도 측면에서 떨어지나 압력전이 연속성은 변수간 상대적 때 nugget 영향값이 커질 

는 더 빠르게 확산되고 있다. 

상관거리에 대한 저류층 특성인 Case II 의 경우에도， 상관거리가 짧은 경우， 상관성 

효과는 더 빠르게 나타났다. 반면， 은 떨어지는 것을 의미하나， 주입정에서의 압력전이 

보 전이 구역이 있어서는 지역적인 선별 유체투과율 구역이 형성되는 부분에 국부적 

이고 있다. 

의한 계수에 Dystra- Parsons 의미하는 불균질도를 대한 평균치에 전체의 저류층 

Case m의 경우， 계수가 0일 때의 전형적인 5- spot 수공법 압력전이를 보이며， 불균질 

도가 상승될 경우에는 지역적 전이 차이를 나타내고 있다. 

효율에 가장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유체투과율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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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공법을 포함한， 증진회수법의 



이방성이라 할 수 있다. 투입 유체의 sweep efficiency를 높게 유지하기 위해서는 유체 

의 주 유동방향이 되는 유체투과율 주 방향을 정확히 파악하고 있어야 한다. Case N 

의 경우에서 볼 수 있듯이， 이방성이 커질 경우， 분명한 유체투과율 주 방향이 형성됨 

으로써 압력전이 및 유체 이동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치는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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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3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1 - (a) Co=O.O (b) Co=O.2 (c) Co=0.5 (d) Co=0.8 

( V DP = 0.6, IÌ D = 0.6, 갤 = l.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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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4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 - (a) ...t D = 0.1 (b) ...t D = 0.5 (c)...t D = 1.0 (d) ...t D = 2.0 

( VDp = 0 6, 4k = 1 0) 
/\D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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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5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I - (a) VDP = 0.2 (b) VDP = 0.4 (c) VDP = 0.6 (d) VDP = 0.8 

(À D = 0.5, 설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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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6 Pressure distribution in water f100ding field 
1 n" À 

Case IV (a) :팍 = 0.1 (b)':';호 = 0.2 (c) -k = 0.5 (d) 2k = 1.O À l)x , ..... , À l)x V.~ ,'-', À l)x V.V ,'-<, À l)x 

( VDP = 0.6, ÀD = 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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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7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1 • (a) Co=O.O (b) Co=0.2 (c) Co=0.5 (d) Co=0.8 

( VDP = 0.6, ÀD = 0.6, 쩔 = 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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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8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II - (a) ÆD = 0.1 (b) ÆD = 0.5 (C) ÆD = 1.0 (d) ÆD = 2.0 

( VDP = 0.6, 함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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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29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Case m - (a) V DP = 0.2 (b) V DP = 0.4 (c) V DP = 0.6 (d) V DP = 0.8 

( ,1 D = 0.5, 뀔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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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0 Water saturation distribution in water flooding field 

" n., IÌ Case IV - (a) 2k = 0.1 (b) -호 = 0 2 (c) -4 = 0.5 (d) f호 = 1.0 Àlli "_0 1Ì1Jx v. l..J , ...... / ÀDt- ,-,. \.J \\...1. / À .l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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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장 4 제 

@ 추계학적 모델링 방법 중 순차적 가우시안 모사법 (sequenti떠 Gaussian simulation)을 

이용하여 불균질 이방성 유체투과율 場(perrneability field)을 생성시켰다. 

@ 불균질 유체투과율 분포에 미치는 영향을 분석하기 위하여 V강iogram 모형， 불균질 

생성시켜 

그 특성을 비교하였 

수행한 연구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c+
'--정도， 이방성 비 둥을 변화시켜 각각의 경우에 대해 유체투과율 場을 

일정 생산모델 및 水攻法 생산모델의 유통 시율레이션을 통해 

다. 

@ nugget 영 향값이 작을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커지므로， 유체투과율의 

강하게 나타난다. 즉， 유체투과율이 큰 구역과 작은 구역의 구분이 비교적 

이에 따른 압력전이의 구역적 차이가 발생한다. 

@ 상관거리에 따른 Case II 의 경우， 무차원 상관 거리가 커질수록 공간적 연속성이 

커지므로 유체투과율 값의 크기에 따른 구역화가 확실히 나타나며， 상관 거리가 작 

임의적인 크기의 유체투과율이 나타나나 그 효과는 구역화 특성보다 

전체적으로는 균일 저류층에서의 압력전이와 매우 유사한 양상을 보이고 

특성이 

명확하여 

국부적 

경우에는 

는 작아서 

있다. 

으
 」

멀어 @ 불균질도를 가늠하는 Case III 의 경우 저류층 전체의 유체투과율 평균치에서 

지고 불균질해질 때 상대적으로 압력전이는 더욱 늦게 발생됨을 알 수 있다. 

비가 작아질수록 분명한 이방성을 분석한 Case N의 경우， 상관거리 

구역이 주방향으로 형성된다. 관측정 

@ 유체투과율의 

유체투과율 유체투과율의 rI 。
'ô T , 주입정의 

주방향 형성과 영향권에 따라 압력전이가 보다 빠르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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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정보 시스템 개발 

송원경I 이현주 

Development of Borehole Log Information System 

W.K. Song, H.J. Lee 

ABSTRACT 

The software, titled GeoScope, has been developed to systematically store and 

reutilize the borehole log data produced during geotechnical investigation or 

resources development works. 

GeoScope l.0 can proceed about 30 attributes of borehole data corresponding two 

third of data to be treated in most type of logging sheet. These attributes are 

divided for the convenience of description on the logging sheet into three groups: 

heading , body and footing. 

Borehole data have three dimensional structure of x , y, z as spacial data. 

However, a concept of 2.5 dimension has been adopted in GeoScope to avoid 

minimize the necessary resources of the storage, in which x and y represent the 

attributes and z a parameter. The attributes of borehole are managed in the 

independent tables so that unnecessary multi - registrations of data can be prevented 

and their integrity can be maintained. 

Windows 95/ 98 or NT Workstation was selected as the basic operation system 

for GeoScope, which are the most largely available for the users. Visual Basic 5.0 

of Microsoft was used as the development tool of the program and Microsoft 

Access as the engine of database. 

The performance of GeoScope has been tested through input and output operation 

of the real data obtained from a borehole and it was seen that every function is 

satisfied to be done, while some defects were exposed in respect of window design 

and help function. Visualization of log sheet as well as these elements should be 

improved in the future 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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론
 

서 장 1 

연구배경 1.1 

수많은 시추가 이루 

한 지반조사가 수행 

등 토목 구조물 건설 시 지반조사를 위하여 

또는 지하수 탐사에서도 시추를 근간으로 

도로，터널， 다리 

어진다. 또한 지하자원 

된다. 

연간 시추연장은 약 500km에 우리 나라의 지반조사 전문업체는 200여개에 이르며 

연간 약 500공의 시추조사가 경우만 하더라도 달한다(구호본， 1995). 한국 도로공사의 

규모는 연간 약 500억 있다(장병욱 외， 1997). 이에 따라 국내 시추시장의 이루어지고 

원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구호본. 1995) 

시추조사에서 발생되는 사용되고 해당 사업에서 지반정보들은 /- pJ. 。
.1.:ð" τ 이와 같은 

기관 

간 자료 공유는 더더욱 기대하기 어렵다. 이는 자료를 효과적으로 저장하고 관리할 수 

있는 데이터베이스 시스템이 마련되어 있지 않기 때문이다. 

않을뿐더러 이루어지지 공사 완료와 함께 사장되며 - 이들 자료의 재활용이 나면 

지 분야에서도 지반조사 국가정보시스템 (NGIS)과 더불어 추진되는 범국가적으로 

초기단계 

있으며， 이보다 진보된 형 

현재 지반정보 시스템의 

DB를 위한 상용 프로그램이 개발되어 

태의 지반정보 시스템을 개발하기 위한 작업이 진행되고 있다. 

인식되면서 대한 필요성이 정보화에 

시추공 자료의 

반조사 자료의 

로서 

있으 사용되고 개발한 UNDERGROUND가 가장 많이 플러스사에서 미디어 현재 

이들 있다. 판매되고 프로그램으로서 상용 개 발한 DRILLOG도 태백캐드캠사에서 며 

신속 작성을 자동화하여 작업의 시추주상도 진행되어오던 수작업으로 과거 제품들은 

있는 프로그램으로 손색이 없다. 그러나 이들 프로그램들 /-‘ • 
시추공 자료를 단순 저장하고 출력하는데 그치기 때문에 자료를 가공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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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 정확성을 향상시킬 

은 개개의 



활용할 수 있는 정보시스템으로서의 기능은 갖고 있지 않다. 

한국도로공사는 고속도로 건설 현장에서 생산되는 막대한 양의 지추자료들을 체계 

적이고 종합적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고속도로 지반정보시스템(HGIS)을 개발중에 。) 。
<‘ -

며 그 기본 작업으로 시추자료 DB 프로그램인 GEOLOG를 제작하였다(장병욱， 1997, 

우철용， 1998). 

l.2 연구목적 

지반정보 시스템은 자료의 저장과 관리에서부터 자료의 가공 및 활용이 internet을 

기반으로 하는 network상에서 이루어지도록 하는 것을 목표로 한다.그림 1.1은 지반 

정보가 시스템상에서 이동하는 경로를 개략적으로 보여주고 있다 현장에서 생산된 시 

추자료가 DB server에 집 적 되 면 이를 가공 처리하여 다시 최종 사용자에게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은 모두 mternet을 통하여 이루어진다. 

“‘ 、、

협램홈 
、、

data 

廳훨를 
그림 1.1 지반정보 시스템의 구성 

지반정보 시스템의 구축은 다음과 같이 세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 시추조사 자료의 DB화 

P 자료의 가공기술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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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network 구축 

저장 관리할 수 연구는 지반정보 시스템 개발을 위한 첫 단계로서 시추자료를 본 

사용되고 

아니라 

현재 

있을 뿐만 

Geoscope를 개발할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Geoscope는 

시추주상도에 기재되는 요소들에 대한 자료를 관리할 수 

이
L
 

래
n
 

그
 

로
 
든
 

프
 ·

모
 

는
 
느
」
 

이
사
 이
샤
 

대한 정보들을 결과에 르i처 .., 。
다:느二 
-'- '--실험 모

 
수행되는 대해서 시추코아에 01 

^ 
시흐고 

1, 。

일반적인 문자정보뿐만 아니라 지질도， 코아 있어야 한다. 이러한 정보에는 

사진， 코아 스캐닝 자료 등 그림정보도 포함된다. 

1 
l 
4 

1 
1 
4 

저장할 수 



2 장 시추자료 분석 

평면상에서 보면 하나의 점인 시추공 하나가 그 인근의 지반 상태를 대표한다는 

점과， 비용상의 문제 때문에 시추를 통해 지반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 문제가 되기는 

하지만 비교적 직접적인 방법을 통해 확실하게 지하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다는 매력 

때문에 아직까지는 시추자료를 통한 지반조사에 많이 의존하고 있다. 그러므로 시추를 

통해 얻어진 자료를 통해 건설현장에서 의사결정에 필요한 정보를 얻어내기 위해서는 

시추 자료를 체계적으로 관리하여야 한다. 

체계적 관리를 위해서는 우선 체계적으로 관리하고자 하는 대상， 즉 시추 자료의 

특성과 성격을 파악하는 것이 중요한데， 이 장에서는 시추자료의 분석을 통하여 그 특 

성을 파악하고， 본 연구에서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어떤 기법을 사 

용하는지를 밝히도록 하겠다. 

2.1 시추자료의 종류 

시추를 통해 얻은 지반 정보는 주상도라는 형식(그림 2.1)을 통해 기록으로 남게 

된다. 이때 주상도는 일정한 양식을 가지고 있어 보는 사람이 지반의 상태를 한눈에， 

쉽게 이해 할 수 있도록 해준다. 

η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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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자료를 담고 있는 주상도는 공사의 성격상 중요한 정보를 담고 있어야 한다. 

그러므로 주상도의 형식으로 남게되는 시추 자료는 건설 계획의 특성에 따라 여러 가 

지 종류가 존재 할 수 있다. 

하지만， 하나의 시추공에서는 다시 같은 자료를 얻을 수 가 없으므로 주상도를 통 

해 시추자료를 남기고자 할 때는 각별한 주의가 요구된다. 즉 필요한 속성 (attribute)과 

정확한 속성값(attribute value)을 담고 있어， 이후에 다른 건설계획에서 정보로서 활용 

될 때 그 가치를 충분히 지니고 있어야 함을 염두에 두어야 한다. 

그러면 이런 시추자료를 담고 있는 주상도에 대해 살펴보겠다. 현재 국내에서는 

대략 10여 종류의 주상도가 사용되고 었다. Park둥(1998)이 그 중 몇 종류의 양식을 

비교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사용하고자 하는 목적에 따라 여러 가지 양식이 사용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표 2.1). 

표 2.1을 보면 기존에 사용되고 있는 양식들은 토양에 대한 속성은 잘 나타내고 

있는 반면， 암석에 관한 속성이 부족함을 볼 수 있는데， 불연속체로서 해석되어야 할 

암석의 경우 중요한 절리에 대한 정보가 잘 반영되지 않고 있다. 또한 공사 기간， 혹 

은 그 이후에도 지하수위에 대한 관측을 하여야 하는데， 이런 점에 있어 아직 부족한 

점이 많은 것을 볼 수 있다. 

이러한 점을 보완하지 위하여 최근 암반 내의 절리에 관한 속성을 비교적 상세하 

게 나타내려는 시도가 진행되고 있다. 경부고속철도공사의 경우 가 이에 해당되는데 

이곳에서 사용되는 주상도에는 절리에 대한 정보가 비교적 많이 반영되고 있다(한국철 

도기 술협 력 회 , 1993). 

그러므로 계속된 연구를 통해 건설 목적에 필요하고 지반특성 파악에 있어 필수 

불가결한 속성을 파악하고 이를 주상도 형식에 반드시 명시하도록 명문화하는 것이 

시급한 과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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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1 국내에서 사용중인 시추 주상도 비교 (Park 외 I 1998) 

경부고 
속철도 

서울지 
하철공 
사 

도로공 고 
" 도로공 

(렐오 (시싫굴) 
도로공 
사 

(터널) 

도로공 
사 

(교량) 

고
깅
 
}
배
이
 

갑
 λ 
토
 

도로공 
사 

(암반) 

주택공 
사 

강:λ4 
「 。

--------
• • 

• 

--------
θ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O 

O 

O 

O 

• 

• • 

• 
。••• 

--• 

• 
~ 

• 
O 

• • • • 

• 
O 

심도 
층 두께 
지하수위 
지하수위 
(모니터링) 
토양/ 
암석심벌 
토양/ 
암석종류 
색상 

절리 형태 
절리간격 
기술 

케이싱/ 
샘플방법 
시료번호 
시료형태 
(교란여부) 
N값 
(βS.P.T.) 

투수계수 
코어 
회수율 
D' 15' IF’ 

점하중 
시험 
베인시험 

함수율 
건조밀도 

단축 
압축강도 

고도 

• • 

0: 잘 못 나타냄 θ : 보통으로 나타냄 

{ 
「υ
 

1 
4 

. : 잘 나타냄 



2.2 시추자료의 속성 

하나의 시추공(hole)에는 여러 가지 속성이 따라붙게 된다. 즉 이차원 혹은 삼차원 

의 공간에서 주어진 하나의 시추공에는 각 심도에 따라 암석이나 토양의 종류가 있을 

것이고， 색상이 있을 것이다. 한편 절리 간격을 비롯한 여러 지반 정보에 관련된 정보 

를 담고 있을 것이다. 이때 이런 것을 우리는 속성 (attribute)라고 한다. 한편 특정한 

공간의 지점에셔는 각각 그 지점에서의 암석과 로양의 종류 색상 절리간격에 해당되 

는 구체적인 값을 가지게 된다. 이때 우리는 이것을 속성값(attribute value)이라고 한 

다(그림 2.2). 

공간 혹은 평댄상메 
셔 하나의 시추공 

5.23 

‘ 7.21 

9.81 
색상 갈색 

절리간걱 13-13 

RMR 115 

그림 2.2 시추자료의 속성l 속성값 

하나의 시추공은 대략 40에서 50개의 속성을 가질 수 있는데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b, c), 편 의 상 시 추 주상도 상에 서 나타나는 형 식 과 

비교를 쉽게 하기 위하여 머리말， 몸말， 꼬리말로 나누어(그림 2.1 참조) 살펴보고， 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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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성의 특성과 그 속성을 데이터 베이스로서 구축하고자 할 때 어떤 특성이 있는 지 

를 보도록 하겠다. 

2.2.1 머리말 

머리말은 시추공에 대한 일반적인 정보를 담고 있다. 건설 계획/사업명， 시추공번 

호， 일자， 목적， 발주처， 위치(좌표)등이 여기에 속한다. 시추 주상도는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하나의 머리말만을 제시하고 있는 경우가 많으므로 이 부분은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하나의 속성값만을 가지고 있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하지만 다른 시추공과 같은 

속성값을 공유할 수도 있다. 예를 들면 하나의 시추공에 대해 발주처가 두 개일 수는 

없지만 두 개의 시추공에 대한 발주처가 하나일 수는 있다. 그러므로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체계(RDBMS)에서 테이블을 구성하고자 할 때는 이런 점을 고려하여 설 

계를 해야한다. 이에 관련해 본 연구에서 구현한 결과에 대해서는 2.3절 자료처리에서 

다루도록 하겠고，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체계에 대해서는 3장에서 다루도록 하겠 

다. 

본 연구에서는 머리말 부분에 대해 표 2.2와 같은 속성을 설정하여 그 성질을 파 

악하고 그것에 맞는 변수타입을 설정하였다. 특히 국가 지리정보 시스템 등에서 활용 

되기 위해 만들어져야할 표준 주상도 양식에서 꼭 펼요로 하는 속성에 대해 고려했는 

데 각각 표에서 기호를 사용하여 포함 되야 하는 것 <e)과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한 것 

(() )으로 구분하여 표시를 하였다. 

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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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머리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례 :. 포함돼야 함 ‘ ]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깅:λ4 
「 。 정 의 및 특 성 표준양식 변수 타입 

프로젝트명 

목적 

시추공번호 

발주처 

시추회사 

시추공위치 

시추시작고도 

시추년월일 

지하수위 

시추자 

조사자 

지질조사자 

사용장비 

시추구경 

시추를 하게된 공사의 이름. 여러개의 시추 

공에 걸쳐 같은 값을 가질 수 있다. 

조사의 목적 표기 예) 실시설계 지반조사 

데이터 파일의 단위가 될 시추공 번호 

공사를 발주한 회사 

시추를 담당한 회사 

좌표계에 의한 시추공 위치 

시추를 시작한 지점의 고도 

시추를 한 일자/ 시추 완료일로 기재되기도 함 

머리말 부분에 표기되는 지하수위/ 몸말에서 

도 나타난다. 

시추를 담당한 사람. 전 프로젝트에 걸쳐 같 

을 수도 있다. 

시추 주상도를 점겸한 사람. 전 프로젝트에 

걸쳐 같을 수도 있다. 

미국에서는 명시해 놓았지만 우리나라에는 

없는 항목 

시추에 사용된 기계/ 형식 

시추에 사용된 드릴 구경 NX, BX동 

• 
• -----

• 
• 
• 
• 
• 
• 
•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λ1 각二혀 E • r 。

λ1 카-혀 
21 '0 

날자 

실수형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문자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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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2 (계속) 

&:::.λ4 ..., 。 정 의 빛 특 성 

하나의 시추공에 따른 전체 주상도중 몇 페 

주상도번호 이지에 해당되는 가를 나타내는 번호 예) 

시추방향 

날씨조건 

2.2.2 몸말 

Sheet 1 of 1 

수직 시추가 아니면 명시 

작업시 우기둥 영향을 주는 날씨 

표준양식 변수 타입 

• 

ι 

해당 없음 

문자형 

문자형 

몸말에서는 시추심도에 따른 속성값들이 본격적으로 기재된다. 크게 다음과 같은 

내용으로 나누어 볼 수 있다(표 2.3) 

@ 위치와 관련된 정보 : 해수면으로부터의 높이， 시추 심도， 층의 두께， 지하수위 

에 관련된 정보를 담고 있다. 

@ 각 층에 관련된 지질학적 정보 : 시추공은 지반공학적 지질공학적으로 비슷한 

성질을 지닌 층으로 구분될 수 있는데 이런 층에 따라 변화하는 토양의 종류， 암석의 

종류 그리고 그에 따른 층의 색상 변화， 각층에 대한 기술， 절리에 대한 정보， 풍화도 

등이 나타나있다. 표기법이나 기술법은 각종 기준에 따른다(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1993a) 

@ 시료채취에 관한 정보 : 시추코어의 구경 및 종류， 시료 번호， 시료상태(교란 혹 

은 비교란)등에 대한 정보가 나타나 있다. 

@ 현장/실내 시험값 . 현장에서나 실내에서 수행된 각종 시험 결과가 담겨 

데， 하나의 지점에 대한 값일 수도 있고 구간에 대한 값일 경우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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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폼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례 : . 포함되야 함 I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죠二λ4 -, 。

주
 
) 표

 정 의 및 특 성 변수 타입 
양식 

표척 
시추지점으로부터 어느 정도 깊이에 놓여 있 

는가를 알게 해주는 기준척도. 
해당 없음 

표고 

해수면으로부터 얼마만큼 높이에 있는가를 

알려주는 값. 시추가 진행됨에 따라 값이 작 

아진다. 깊이값과 표고를 통해 환산한다. 
• 해당 없음 

깊이 • 시추 지점에서 시추가 진행된 정도. 실수형 

、두께 구간에 따른 층의 두께. • 해당 없음 

토양혹은 

암석종류 

그 층에 대한 토양의 종류와 암석의 종류를 

나타낸 것 기호화 시켜 나타낼 경우 토양은 

통일 분류법을 따르면 될 것이다. 실제 주상 

도에서는 기호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이름 

으로 나타난다. 

• 문자형 

주상도 

심도에 따른 지층의 변화를 기호로서 나타낸 

것. 이것에 따른 변수를 따로 할당할 필요는 
해당 없음 • 없고 토양이나 암석 종류에 따른 심벌을 나 

타내주변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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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3 (계속) 

강:λ4 .., 。 정의 및 특 성 션
 
훤
 양식 

변수 타입 

절리 형상 

절리의 모양을 방향과 간격을 고려하여 표 

현. 가능하다면 각도와 간격을 입력하면 그 

림으로 나타나도록 함. 단지 간격빈도만 보 

자면 아래의 절리 간격을 통계적으로 표현. 

I 실수형 

절리 간격 절리간격의 최대/ 최소/ 평균값을 입력 • 실수형 

코어 스켄 사진 삽입하는 형식으로 표현 OLE 개체 

해당되는 층에 대한 기술로 다른 속성에서 

다루어 주지 못한 부분을 적 어 놓는다. 주로 

기술 풍화 정도r 조직 l 작업상태들을 적는다. 내용 

이 상당히 많아 질 수 있으므로 충분한 공 

간을 확보한다. 

• 
문자형 

은
 

호
 
「

메모형 

심도에 따라 케이싱 타입이 변하는 것을 기 

케이싱 종류와 술하고 코어시료인지 관입시료인지를 기술 

샘플링 방법 한다. 몇가지 유형중에서 선택하여 고르게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 문자형 

1 
l 
L 

q 
/ 
i 



표 2.3 (계속) 

z r -표
 죠二 λ4 -. 。 정 의 및 특 성 
양식 

변수 타입 

층의 색상 문자형 층의 색상을 기재함 

표준관입시험을 통해 얻은 30cm당 타격 횟수 

N 값/ 를 숫자로 나타내는 경우/ 그래프로 나타내는 

표준관입시험 경우l 둘다 나타내는 경우둥이 있다. (연약 

암반을 만날 경우 둘다 필요) 

• 정수형 

현장투수계수 

cm/sec.의 단위를 보통 가지며I 그래프로 나 

타내는 경우가 대부분이고 흔히 N값과 같은 

칸을 사용하여 상부 토양부분에서는 N값을 

하부 암반에서는 투수계수를 기재한다. 

• λ1 까‘혀 2.. 。

T.c.R./R.Q.D. 
%단위를 가지는 값으로 두개의 값을 보통 같 

은 난에 기재 • 실수형 

D’ /S’/F’ 
Rock Quality parameter로 D는 

Decom position, S는 Strength, F는 

Fracturing를 의 미 
• 정수형 

풍화도 

6개의 둥급에 맞추어 R, C, H, M, S, F로 표 

기하고 적당한 숫자를 할당.D’/S’/F'의 D항 

과유사 
• 정수형 

점하중시험 
대표심도구간에 관계없이 어느 지점의 시료 

에 대한 시험값을 명시 • 실수형 

。

흩
 

스
 
’ 함

 
실수형 주로 실내 시험을 통해 함수율 기재 

건조 단위 중량 
현장 혹은 실내 시험을 통해 얻은 값을 기재. 

시험구덩이에서 얻음 
실수형 

이
 

/ “ η
 
/ 
]



표 2.3 (계속) 

• 

순
 

표
 3:::. λ4 .. 。 정 의 및 특 성 변수 타입 
양식 

탄성파 속도 P파와 S파의 속도를 측정 ι 실수형 

시료 번호 시료 채취를 한경우 시료의 번호를 기재 • 문자형 

시료 형태 교란시료인지 비교란 시료인지동을 기재 . • 문자형 

단축 압축 강도 
실내 시험을 통해 강도， 비배수 전단강도/ 

마찰각을 알아냄. 단위는 kg/ cm' 
ι 실수형 

현장 베인 시험을 하거나 시료에 대해 실내 

전단강도 시험 시험값을 기재 . 단위는 점착력l 강도는 kg/ 

cm', 각도는 degree. 

ι 실수형 

실내 시험을 통해 강도l 비배수 전단강도l 

삼축 압축 강도 마찰각을 알아냄. 단위는 점착력은 kg/ cm', 

각도는 degree. 

I 실수형 

액성한계 액성을 나타내는 한계에서 함수비 실수형 

2.2.3 꼬리말 

여기서는 범례와 각종 기호의 설명이 들어가는 부분이다. 하지만 지하수위의 변화 

등을 기록하는 경우도 있고 머리말에서 다루지 못한 내용 회사명칭 등을 담고 

경우도 있다. 표 2.4에 자세한 사항이 나와있다. 

。1 느: 
M '--

m 

ω
 



표 2.4 시추자료에서 사용하고 있는 속성중 머리말 부분 (표준양식에서 포함되어야 

할 사항의 범례 : . 포함되야 함 I 포함되는 것이 바람직) 

표준 
강「:A 。4 정 의 및 특 성 변수 타입 

양식 

회사에 대한 회사 이름이나 주소. 사용자 설정때 입력한 • 문자형 
정보 자료가 표시되도록 함 

지하수위 변화 
기간동안 관측한 지하수위 변화를 표의 형 • 날자형 
식으로 표현 실수형 

비고 
시추 장비에 관련된 사항/ 발생한 문제등 

I 문자형 
본문에서 다루지 못한 부분을 기재 

2.3 자료처리 

시추자료는 시추자료가 가지는 고유한 성질 때문에 정보시스템을 구축하는데 나름 

대로의 특성을 고려한 설계가 펼요하다. 여기서는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시스템이 충 

족시켜 줘야할 조건을 살펴보고 그것을 위해 가져야할 구조를 본 후 실제 프로그램에 

서 사용하고 있는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관리 체계가 어떤 구조로 이루어 졌는지를 살 

펴본다. 

2.3.1 공간상의 정 보 

시추자료는 일반적인 공간상의 자료와는 다른 특성을 가진다. 그림 2.2에서 보듯이 

평면상에 존재하는 하나의 지점에 대해 수직적으로 다른 속성값을 가지는 구조이다. 

그러므로 기존의 2차원적인 접근으로 문제를 풀면 곤란하며 3차원적인 구조로 접근해 

들어가야 된다. 

하지만 3차원 구조를 가지려면 X , Y의 구조에 Z라는 개념이 들어가야 되므로 결국 

변수를 하나 더 할당하는 꼴이 되므로 더 많은 자원을 요구하게 된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 2.5차원이라는 개념을 생각할 수 있다. 즉 X, Y좌표와 z좌표 

를 곧바로 연결하는 것이 아니라 전자를 변수로 삼고 후자를 그에 속성으로 삼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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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니면 전자를 속성으로 후자를 변수로 삼는 방법을 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두 

번째 방법을 사용하였고 이를 통해 펼요한 자원을 최소화 하고자 하였다. 

반면 이 방식은 평면 공간상에 나타나는 좌표를 통해 검색하고자 할 때 많은 시간 

이 요구되는 단점을 초래 할 수 있다. 

2.3.2 자료 구조 

그림 2.2에서 볼 수 있듯이 시추 자료는 일정한 구간에 대해 토양과 암석의 성질， 

그 밖의 여러 가지 속성 값들을 가지게 된다. 그러므로 일반적으로 시추 주상도 프로 

그램에서는 표 2.5와 같은 입력형태의 입력과정을 거치게 된다. 즉 정해진 구간에 대 

해 그 구간이 가지는 속성값을 입력하는 것이고 이러한 구조로 내부에 저장된다. 

하지만 이런 구조를 택하는 경우 문제가 발생 할 수 있다. 속성 값이 정해진 구간 

에 따라서 변하지 않는 경우， 이러한 구조를 가지는 데이터 베이스로는 지반의 상태를 

올바로 나타낼 수 없는 것이다. 예를 들면 표 2.5에서 나타나 있는 것과 같은 데이 

터 구조를 가진 자료에서 지하수 위를 입력한다고 해보자. 그때 지하수위는 반드시 정 

해진 구간에 따라 존재하는 것이 아니다. 예를 들어 833.56지점에 지하수위가 존재한 

다고 할 때 이것을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른 독특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야 한다. 

표 2.5 일반적으로 시추자료를 구축하기 위해 사용하는 데이터 구조 (Park외 I 1998) 

충상부 
암석I토양 

색상 형태 시료번호 τ三ri-。1「-H「 케이싱종 ... 
τ;gs-T ET 

832.80 833.14 BX shnw 갈색 충적토 H-12 ... 

833.14 833.26 BX shl 갈색 풍화대 H-13 ... 

짙은 흑운모 
833.33 833.45 BX shld H-14 ... 

회색 편마암 

833.74 834.90 OP rzd 
짙은 혹운모 

H-15 ... 
회색 편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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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은 이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도록 제안된 자료 구조이다. 그림에서 보는 

것과 같이 각각의 속성은 그 나름대로의 심도구간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지하수위와 

같이 공통적으로 심도를 가지고 있지 않은 경우에도 쉽게 지반의 상태를 표현할 수 

있다. 이런 구조는 구간 값이 아니라 하나의 지점으로 나타나는 단축압축강도나 다른 

시험 값들을 쉽게 표현하는 방법을 제시해 줄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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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상부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BX 

833.14 833.26 BX 

833.33 833.45 BX 

833.74 834.90 OP 

π 흐rλ ~1님「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shnw 

833.14 833.26 shl 

833.33 833.45 shld 

833.74 834.90 rzd 

충상부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갈색 

833.14 833.26 갈색 

833.33 833.45 짙은 회색 

833.74 834.90 짙은 회섹 

충상부 충하부 속성값 

832.80 833.14 충적토 

833.14 833.26 용화대 

833.33 833.45 흑운모 편암 

833.74 834.90 혹운모 편암 

속성값 

지하수 

하나의 ; ,41- JL 。j 케이싱 

시추공 1 ξ。죠 '* 

죠-1=A 。3 암석/토 

2 양종류 

죄;1=λ 。꺼 
색상 

3 

강)1:λ 。4

형태 -
4 

L 

자료 구축하기 위해 제안되는 2.3 시추 자료를 데이터 베이스로 

구조 (Park 외 I 1998) 

M 

μ
 

그림 



그런데 이와 같은 구조를 택하게 되면 한가지 불편함이 발생하게 된다. 그것은 같 

은 구간에 따라 속성값이 변하게 되는 대부분의 것을 어떻게 처리하는 가의 문제이다. 

이를 해결하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공통 심도라는 개념을 도입하여 입력단계에서 

같은 구간에 따라 같은 속성 값을 가지는 속성들을 미리 선택하여 입력단계에서 불편 

함이 없도록 하였다(그림 2.4). 

그림 2.4 입력단계에서 같은 심도에 따라 속 

성값이 변하는 속성을 선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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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3 프로그램에서 사용하는 구조 

본 연구를 통해 개발된 프로그램에서는 이상과 같은 조건을 만족시키고자 그림 

2.5와 같은 구조를 택하였다. 이 구조는 마이크로 소프트사에서 제공하는 엑세스를 이 

용하여 디자인하였으며 관계형 데이터 베이스 관리 체계에 따라 불필요한 중복기입을 

막고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해 여러 테이블로 나누어 관리하고 있다. 시추공의 속성에 

해당되는 것들은 각각 테이블로 독립시켜 그림 2.3에서 구현하고자 하는 구조를 만족 

시켰다. 

그림 2.5 프로그램에서 채택한 자료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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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시추회사， 발주회사 정보 역시 다른 테이블로 독립시켜 국가 GIS사업에 활용 

이 가능하도록 설계하였다. 

각 테이블은 관계를 가지고 연결이 되어 있으며 키를 통해 각 테이블안에서는 무 

결성을 유지하고 중복성을 막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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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 프로그래밍 

3.1 절계 환경 

컴퓨터 상에서 사용하는 프로그램의 작성에 필요한 환경으로는 일반적으로 운영체 

제와 개발 도구(각종 언어 및 라이브러리 동)가 있다. 여기에 데이터베이스 응용 프로 

그 램 을 작성 할 경 우에 는 DBMS (Data Base Management System) ct 하여 세 부적 인 파 
일 처리까지 담당하는 프로그램이 추가적으로 필요하게 된다. 

3.1.1 운영 체제 

운영체제 (OS Operating System)는 개발 환경에서 일차적으로 고려해야할 요소 

이다. 개발된 프로그램을 어떤 운영체제하에서 사용할 것인지를 사전 단계에서 결정해 

야 한다. 이는 개발된 프로그램을 이용할 사용자들이 주로 사용하는 운영체제가 무엇 

인지를 사전에 파악해야 하기 때문이다. 현재 대부분의 일반 사용자들은 MS-Windows 

95, 98, NT workstation을 사용한다. 이 외 에 도 개 인 사용자로서 Linux나 OS/2 , Mac 

os 등을 사용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국내에 가장 널리 보급된 PC 운영체제인 

MS - Windows 95, 98, NT workstation( 이 하 Win32)을 기 본 운 영 체 제 로 정 하였 다. 

1) 운영체제 (Operating System) 컴퓨터 장치를 운영하는 시스템 프로그램 . 각종 입출력장치와 사 

용자의 명령을 처리하는 기능을 제공한다 많이 사용되는 운영체제로는 DOS , Windows , OS/2, 

Unix, linux 등 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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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2 개발 도구 

Win32 상에 서 사용할 수 있는 개 발 도구로는 Microsoft사의 Visual C++ , Visual 

Basic, Visual Fortran과 Borland 사의 Borland C++ , Delphi 등이 있으며 그 외 에 데 이 

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개발을 위주로 하는 Power Builder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Visual Tool 중에서 사용이 편리하며 많은 제3자 라이브러리를 제 

공하고 데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 제작에도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 Visual Basic 

5.0 Enterprise Edition(이하 VB)을 주 개발 도구로 정하였다. VB는 운영체제 개발회 

사인 Microsoft의 제품으로서 안정적인 개발 환경을 제공한다. 

VB의 주요 특징 및 제공환경은 다음과 같다(주경민 외，1998) . 

@ 이벤트 처리방식 프로그래밍(Event-driven programming) 

ø VBA(Visual Basic for Application) 언 어 지 원 

@ 오브젝트 중심 프로그래밍 지원(Object oriented programming) 

@ OLE 자동화 도 구 제공 

(5) DAO(Data Access Object) 및 Jet 데 이 터 베 이 스 엔진 제 공 

@ 인터넷 관련 개발도구 제공 

3.1.3 데이터베이스 엔진 

데이터베이스와 관련된 작업인 자료의 효율적인 저장 및 검색을 위해서는 전문적 

인 관리 시 스템이 펼요하다. 물론 개발자가 이 부분까지 직접 코딩을 설시하여 자신의 

용도에 맞게 개발할 수도 있으나 이 경우 개발 기간이 장기화되며 프로그램의 개정 

및 수정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으로 저수준(하드웨어 수준)에 관련된 작업을 

효율적으로 처리해 주는 DBMS를 사용하게 된다. PC 수준에서 사용되는 DBMS로는 

Microsoft사의 Access, Lotus사의 Approach, Borland사의 Visual dBase 등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Microsoft사의 Access를 데이터베이스 엔진으로 정하였다. 이는 

VB에서 직접적으로 Access database file(MDB)을 지원하며 이후 다중 사용자 환경으 

로의 전환도 비교적 용이하기 때문이 q(Microsoft， 1997). 

Access의 주요 특징 은 다음과 같다(Jennings， 1996; 김 권식 , 1996). 

@ 관계 형 데 이 터 베 이 스 엔진(Jet DB eng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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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멀티미디어형 자료 형식 사용 가능 

@ 테이블 (Table) , 질의 (Query) , 폼 (Fonn) , 보고서 (Report) , 매크로(Macro) ， 모 

률 (Module) 개 체 로 구성 

@ 각종 마볍사 기능 제공 

@ 인터넷 관련 개발 환경 제공 

3.2 프로그램 설계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을 설계하는 경우 크게 데이터베이스 설계와 응용프로그램 

설계로 나눌 수 있다. 데이터베이스 설계 단계에서 효율적으로 설계를 마쳐야만 응용 

프로그램 설계가 용이해지며， 이후의 유지 보수에도 여러 가지 장점을 제공하게 된다 

(이 석 호， 1992; 전 병 선， 1996) , 

본 연구에서는 지질 주상도와 관련된 자료의 효율적 저장 및 처리를 담당하는 데 

이터베이스 응용프로그램을 작성하는 것이므로 데이터베이스 및 프로그램 설계 기준 

에 준하여 작성하였다. 또한 이후에 언급되는 데이터베이스 및 DBMS는 관계형만을 

언급한다. 

3.2.1 데이터베이스 및 DBMS 

데이터베이스란 어느 한 조직의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용할 수 있도록 통합， 저 

장한 운영 데이터의 집합이며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이하 DBMS DataBase 

Management System)은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종속성과 중복성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으로 

정의할 수 있다， (이석호， 1992), 현재 가장 널리 사용되는 DBMS는 관계형 모벨에 기 

초한 것들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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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1.1 관계형 데이터베이스 

데이더베이스는 앞서 정의한 내용에 의해서 다음과 같은 함축적 의미를 지닌다. 

먼저 데이터베이스는 통합된 데이터Cintegrated data) 이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같은 데 

이터가 중복도어 있지 않다는 것을 뜻한다. 둘째， 데이터베이스는 저장된 데이터 

(stored data) 이다. 이것은 책상이나 파일 캐비넷에 들어있는 자료가 아니라 테이프나 

디스크와 같이 컴퓨터가 접근할 수 있는 저장 매체에 저장된 데이터를 말한다. 셋째，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데이터는 운영 데이터 (operational data) 이다. 어떤 조직 

도 그 고유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해 반드시 유지해야 할 데이터가 있기 마련인데 이 

것을 운영 데이터라고 한다. 넷째 데이터베이스는 공용 데이터 (shared data) 이다. 이것 

은 하나의 응용 프로그램이나 응용 시스템을 위한 데이터가 아니라 한 조직에 있는 

여러 응용 시스템들이 공동으로 소유하고 유지하며 이용하는 공용 데이터라는 것이 

다. 

이러한 데이터베이스는 크게 개체 (entity)와 관계 (relationship)로 구성된다. 개체란 

데이터베이스가 표현하려고 하는 유형 무형의 정보 대상으로 존재하면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을 말한다. 주상도의 경우 주상도에 기록되는 모든 자료가 개체가 될 수 있 

다. 개체는 컴퓨터의 입장에서는 레코드에 대응한다. 하나의 개체는 하나 이상의 속성 

(attribute)으로 구성되며 각 속성은 그 개체의 특성이나 상태를 기술해 준다. 예를 들 

어， 시추공이라는 개체는 공사명， 시추업체 이름， 시추공 이름， 위치， 심도， 심도에 따른 

각종 물성치 등의 속성으로 구성된다. 속성은 보통 필드(field)라고도 한다. 해당 속성 

또는 필드가 가질 수 있는 모든 값을 총칭해서 도메인(domain)이라 한다. 

각 개체 집합간에는 여러 가지 유형의 관계 (relationship)가 존재할 수 있는데 이 

관계도 데이터베이스 표현에 포함시켜야 한다. 왜냐 하면 이 관계도 어떤 의미를 나타 

내는 것이고 따라서 정보의 대상이 되어 개체와 다름이 없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시 

추공 개체에서 “00공구에서 시추를 담당한 시추업체를 검색하라” 고 하면 공사명과 

시추업체간의 속성 관계를 나타내는 것이며 또 다른 시추업체라는 개체가 있다고 할 

경우 “00공구를 시추한 업체의 대표자를 검색하라”의 경우 시추공과 시추업체간의 

“작업” 이라는 관계가 존재하며 이것이 개체 관계가 된다. 이 경우 ”작업”이라는 관계 

가 없다면 위의 질의에 대해서 검색을 할 수 없기 때문에 관계는 데이터베이스를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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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하는데 중요한 요소로 취급된다. 

따라서 사용자의 관점에서 볼 때 관계데이터 베이스(relational database)는 시간에 

따라 그 내용이 변할 수 있는 테이블 형태로 데이터베이스를 표현한 것이라고 정의할 

수 있다(이석호， 1992). 

3.2.1.2 관계형 DBMS 

DBMS는 과거의 파일 시스템에서 야기된 데이터의 중복성과 종속성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제안된 시스템으로서 응용프로그램과 데이터의 중재자로서 모든 응용 프로 

그램들이 데이터베이스를 공용할 수 있도록 관리해 주는 소프트웨어 시스템 (software 

system)으로 정 의 할 수 있다. 

이 DBMS의 기능에 대한 기본적 아이디어가 그림 3.1에 표현되어 있다. DBMS를 

이용하는 프로그램은 데이터베이스의 생성， 접근방법， 처리 절차， 보안， 물리적 구조 등 

에 대해서 자세히 관련할 필요없이 원하는 데이터와 처리 작업을 DBMS에 요구만 하 

면 된다. 그렇기 때문에 DBMS는 데이터베이스를 종합적으로 조직하고 접근하며 전체 

적으로 통제할 수 있는 프로그램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 러 한 DBMS의 특성 상 DBMS는 정 의 기 능(definition facility) , 조작 기 능 

(manipulation facility) , 제 어 기 능<Control facility)을 가진 다. 정 의 기 능은 응용 프로그 

램과 데이터베이스가 서로 인터페이스 할 수 있는 수단을 제공하는 것이다. 즉， 하나 

의 물리적 구조의 데이터베이스를 가지고 여러 사용자들이 요구하는 다양한 형태의 

데이터를 지원해 줄 수 있도록 데이터베이스 구조를 정의하는 기능을 말한다. 조작 기 

능은 사용자와 데이터베이스 사이의 인터페이스를 위한 수단을 제공한다. DBMS는 데 

이터베이스를 이용하는 사용자의 요구에 따라 체계적으로 접근하고 조작할 수 있어야 

한다. 이것은 데이터의 검색 갱신 삽입 삭제 등 데이터베이스 연산을 지원하는 도구 

를 통해서 구현된다. DBMS는 공용 목적으로 관리되는 데이터베이스의 내용에 대해 

항상 정확성과 안전성을 유지할 수 있는 제어 기능을 가지고 있어야 한다. 이 정확성 

은 데이터 공용의 기본적 가정이며 관리의 제약 조건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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웅용프로그햄 n 

그림 3.1 응용프로그램과 DBMS 

3.2.1.3 관계 데이터 제약 

관계 데이터 모댈의 제약 조건은 키 (Key)로부터 유래되는 개체 무결성 (entity 

integrity) 제 약과 참조 무결성 (referential integrity) 제 약이 있다. 

먼저 키란 테이블 내의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있는 필드 집합을 말한다. 

키가 되기 위해서는 유일성과 최소성 조건을 만족해야 한다. 즉 키는 해당 테이블의 

자료를 다른 자료와 구분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그 중 하나의 필드라도 제외되면 

유일성이 만족되지 않아야 한다. 이러한 후보 키들 중에서 테이블 내의 자료를 구분할 

수 있는 것이 기본 키 (primary key, 개체 식별)이며 외래 키 (foreign key, 개체 참조) 

는 유일하게 개체 참조를 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관계 모델은 이러한 키를 기본으로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 제약이 존재한다. 

개체 무결성은 기본 키에 속해 있는 필드는 언제 어느 때고 널(nul!) 값을 가질 수 없 

다는 제약이다. 관계 모델의 테이블이 포함하는 레코드들은 현실 세계의 개체를 나타 

내는 것이다. 그런 이 개체들은 본질적으로 서로 구별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것을 기 

본 키 를 통해 식별하게 된다. 만일 기본 키 값의 일부 또는 전부가 널값(정보 부재)을 

가지게 된다면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어 키의 정의에 위반된다. 또한 

레코드를 유일하게 식별할 수 없게 되면 서로 구분할 수 없는 개체가 존재한다는 뜻 

이므로 개체의 정의에도 어긋난다. 따라서 기본 키는 유일한 식별성을 잃게 하는 널값 

을 포함해서는 안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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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조 무결성이란 테이블이 대응이 안되는 외래 컷값을 가질 수 없다는 것이다. 여 

기서 대응이 안되는 외래 킷값이란 널이 아니면서 목표 테이블의 키값으로 존재하지 

않는 외래 키값을 말한다. 어떤 테이블의 레코드 1이 다른 어떤 레코드 2를 기본키를 

통해 간접적으로 참조했다면 실제로 레코드 2는 데이터베이스 속에 반드시 존재해야 

한다. 이 때 레코드 l이 레코드 2를 참조한다는 것을 표현하는 것이 외래 키이기 때문 

에 그 값의 레코드 2의 기본 키값이 된다. 만일 이 외래 키의 값이 널이라면 참조할 

레코드가 결정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하여 합법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외래 키 값이 

명시되었지만 이 값을 기본 키로 하는 레코드는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가 

공의 레코드를 참조하는 것이 되므로 문제가 된다. 

만일 데이터베이스가 이 두 가지 제약을 만족하지 못할 경우 데이터베이스는 현실 

세계를 정확히 표현하지 못하는 것이다. 이 제약은 데이터베이스가 설계 구현되는 초 

기단계에서부터 이후 삽입， 삭제， 변경되는 단계에서도 계속해서 만족해야만 하는 조 

건이다. 데이터베이스의 상태변화에 따른 무결성 제약의 유지는 고도의 시스템 설계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조화를 이루어야만 이루어질 수 있다. 

3.2.2 데이터베이스 설계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은 그림 3.2와 같다. 여기에서는 목표 DBMS 및 

기타 사항들이 결정된 상태이므로 이러한 상황에서의 설계를 다음과 같은 단계를 걸 

쳐 실시하였다(전병선， 1996). 

정보 요구 처리 요구 

HjW 및 os 
f드 >~ 
=1 'δ 

그림 3.2 일반적인 데이터베이스 설계 과정(이석호I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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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데이터베이스를 구성하는 테이블과 필드 결정 

데이터베이스가 어떤 작업을 위한 정보를 저장할 것인가를 검토하는 단계이다 테 

이블을 결정한 뒤에는 각 테이블이 포함해야 하는 펼드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는 여 

러 종류의 시추주상도에 기록되는 자료들을 모두 검토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테이블을 

결정하였고 해당 테이블에 펼요한 필드들을 정의하였다. 또한 이후 추가적으로 생성되 

는 새로운 형의 시추자료가 있을 경우 용이하게 이를 적용할 수 있는 구조로 하였다. 

@ 정 규화(nonnalization) 과정 검 토 

테이블과 펼드가 결정되면 정규화 과정을 거쳐야 한다. 정규화는 필요 없는 자료 

가 저장된다던가 중복되는 것을 방지하는 과정이다. 또한 여러 테이블에 중복되는 자 

료를 가지고 있을 경우 해당 자료가 변경될 때마다 관련된 모든 테이블의 자료를 변 

경해야 하는 부담을 없애주며 이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에러를 없앨 수 있다. 

@ 테이블의 기본 키 결정 

정규화 과정을 거친 후에는 각 테이블의 기본 키를 결정한다. 

@ 테이블 사이의 연관 관계 결정 

모든 테이블이 생성되고 기본 키가 결정되면 각 테이블에서 효율적으로 정보를 꺼 

내오기 위해 테이블 사이의 연관 관계를 결정해야 한다. 이러한 관계에는 1:1 , l:n , n:n 

의 관계가 있으며 가장 일반적인 관계는 l:n 관계이다. 

@ 데이터 무결성 결정 

데이터 무결성은 앞서 언급한 개체 무결성과 참조 무결성을 결정하는 것이다. 이 

외에도 업무 규칙을 통해 무결성을 강화하기도 한다. 업무 규칙이란 예를 들어， 은행 

계좌에 예금액이 남아 있는 고객은 삭제할 수 없다는 등의 규칙을 말한다. 

'Q; 설계물 평가 

데이터베이스 설계가 끝나면 완성된 설계물은 평가되어야 한다. 이때 다음과 같은 

젤문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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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 각 테이블은 하나의 주제를 표현하는가? 

P 모든 필드는 테이블과 관련이 있는가? 

P 정보가 완전한가? 

P 테이블이 사용하지 않는 펼드를 가지는가? 

P 중복된 데이터가 테이블에 입력되는가? 

b 업무 규칙이 강화되었는가? 

@ 설계물 원형 생성 및 테스트 

데이터베이스 설계과정이 완료되면 간단한 원형 어플리케이션을 작성하여 테스트 

한 후 다시 설계에 반영한다. 

2장에서 논의된 자료들은 위와 같은 과정을 거쳐서 생성된 원형이다. 

3.2.3 응용 프로그램 설계 

응용 프로그램은 앞절에서 설계된 데이터베이스를 용도에 맞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다. 데이터베이스 프로그램은 일반적으로 자료의 입력(추가， 수정， 삭제) , 처 

리(검색， 계산) , 출력(보고서， 주상도)으로 이루어진다. 

GeoScope도 마찬가지로 입력부， 처리부， 출력부로 구성된다. 

GeoScope 

\\\、

그 림 3.3 GeoScope 기 본 설 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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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2 .3.1 업력부 

입력부는 시추 주상도 자료의 입력， 수정， 삭제를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입력 단 

계에서는 사용자의 입력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많은 부분에서 직접 입력하는 것 

을 피하고 콤보 박스나 리스트 박스 형태로 선택항목을 제공해서 입력하도록 하였다. 

또한 테이블 형태와 폼 형태로 입력을 할 수 있도록 설계하였다. 

3.2.3.2 처리부 

처리부는 주상도 자료의 검색과 계산 등을 담당하도록 설계하였다. 현재 검색은 

단순한 검색만 할 수 있도록 했으며 이후 버전에서 검색 부분을 강화하여 GIS에 응용 

할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2.3.3 출력부 

현재 버전에서 중점을 둔 부분으로서 사용자가 자료만 입력하면 각종 양식의 주상 

도를 자동으로 작성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후 버전에서는 기존의 주상도 양식을 모두 

제공하도록 하고 또 사용자가 정의해서 쓸 수 있도록 할 예정이다. 

3.2.3 .4 사용자 인터페이스 설계 

사용자 인터페이스는 프로그램의 기능과 더불어 프로그램을 전체적으로 평가하는 

중요한 기준이다. 아무리 기능이 많고 좋은 프로그램이라도 사용하기가 어렵거나 복잡 

하다면 전체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이라고 할 수 없다. 현재의 GeoScope는 tab 형식 

을 주된 인터페이스로 설정하여 손쉽게 자료의 입력 검색 출력을 할 수 있도록 하였 

고 각종 단축키와 메뉴 버튼을 통해서도 사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 외의 것들은 

일반적인 윈도우 프로그램과 동일한 인터페이스를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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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프로그램 구성 

3.3.1 메뉴 

앞 절의 설계를 바탕으로 구성된 메뉴는 그림 3.4와 같다. 

데이터버이스 피일 얼기 11 오려 내기 

더|이터베이스 저장 11 붙이기 

데이터베이스 틸기 

주상도인쇄 

프린터 설정 

최근피일 

프로그램 종료 

시추업처| 관리 

빌주업체 관리 

토앙및임석심블 

그 림 3.4 GeoScope 메 뉴 

이러한 주 메뉴 외에도 작업 위치에서 마우스 오른쪽 버튼을 누르면 나타나는 팝 

업메뉴도 정의해 놓아서 사용의 편이성을 도모하였다. 팝업메뉴는 그림 3.5에 나타나 

있다. 

그림 3.5 Popup 메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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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일] 메뉴는 데이터베이스를 새로 만들거나 열기， 저장 닫기 등의 작업과 주상도 

인쇄 및 프린터 설정을 할 수 있으며 [최근 파일]에는 최근에 작업한 파일이 표시되어 

저장 경로에 관계없이 이전 작업하던 파일을 신속히 불러 올 수 있는 기능이다. 

[편집] 메뉴는 텍스트나 그림 등을 복사하거나 오려서 붙일 수 있는 기능과 테이 

블 형태의 자료 입력 및 편집과 폼 형태의 입력을 전환하는 단일 레코드 편집이 있다 

(그림 3.6). 

그림 3.6 테이블 형식 •• 폼 형식 입력 전환 

[검색] 메뉴에는 프로젝트 검색 및 복잡한 검색이 있으며 현재는 프로젝트를 키워 

드를 사용해 검색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후 버전에서는 검색부분을 강화할 예정이 

다. 

[참고 자료 관리] 메뉴는 시추 주상도 참고 자료를 관리하는 것으로 공통 섬도， 발 

주처， 시추업체， 토양 및 암석 심볼을 관리한다. 토양 및 암석 섬볼은 현재 편집 기능 

은 제공하지 않고 만들어 놓은 표준 심볼을 사용하도록 하고 있다(그림 3.7 - 3.9). 

[도움말]은 도움말과 로고를 보여주는 About이 있으며 도움말 기능은 아직 지원하 

지 않고 있다. 이 부분도 앞으로 보완해야 할 내용들이며 부가되는 기능과 함께 계속 

해서 갱신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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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7 공통 심도 관리 

그림 3.8 시추회사 정보 관리 

그림 3.9 발주업체 정보 관리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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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VB 프로젝트 

VB에서 프로젝트는 폼과 모률로 구성된 한 단위로서 프로그램을 이루고 있다. 폼 

은 윈도우에 해당차며 코드를 가질 수 있다. 모률은 순수하게 변수나 상수， 코드로만 

구성된 부분을 말한다. 폼이나 모률은 변수 및 상수， 프로시저와 함수를 정의할 수 있 

다. 프로시저에는 이벤트 프로시저와 일반 프로시저가 있으며 함수의 경우 리턴 값을 

가진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프로젝트 구성요소는 그림 3.l0과 같다 

를 
; ... 1::1. frmAbout (frmAboutfrm) 
‘ 1::1. frmClìent (Client.!rm) 

1::1. frmDriller <Driller.frm) 
: .. 1::1. frmHoleForm (frmHoleForm.frm) 
; ... 1::1. frmMain (GeoScope.frm) 
... 1::1. frmPrint (lrmPrintfrm) 

1::1. frmSelectltem (Select~em. frm) 
; 1::1. frmSplash (’rmSplash.frm) 

딩 훌훌모톨 
‘쩌 comModule (comModule. bas) 

그림 3.10 GeoScoope 프로젝 트 구성 요소 

frrn으로 시작하는 것이 폼이며 팔호 안은 각 폼의 파일 이름이다. 모률에는 프로 

그램에서 전반적으로 사용하는 변수 함수 프로시저를 정의하였다. frrnAbout은 도움 

말의 About을 선택한 경우 보여주는 폼이며 그림 3. 11 에 있다. frrnClient와 frrnDriller 

는 발주처 및 시추업체 관리 폼이며 frrnHoleF orrn은 자료를 테이블 형식이 아닌 폼 

형식으로 입력할 때 사용하기 위한 폼이다. frmMain은 프로그램의 주된 부분으로서 

각 폼들을 관리하게 된다. frrnPrint는 프린터 설정 및 인쇄 담당 폼으로서 그림 3.l 2와 

같다. frrnSelectItem은 공통심도를 관리하는 폼이다. frrnSplash는 프로그램 시작시 나 

타나는 로고를 가지고 있다(그림 3.l3). 마지막으로 comModule은 앞서 정의한 각 폼들 

이 공통적으로 사용하는 것들을 정의한 것이다. 그림 3.l4는 VB에서의 개발 환경 모 

습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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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3.11 About 폼 

그림 3.12 프린터 설정 및 인쇄 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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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3 프로그랩 시작 로고 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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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4 VB 개발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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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 프로그램 검증 

GeoScope의 성능을 검증하기 위하여 실제의 시추공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해 보았 

다. 이를 통하여 GeoScope가 정상적으로 작동되는지 여부를 확인하고 기능상의 문제 

점이 무엇인지를 검토하였으며 이에 대한 개선점을 찾고자 하였다. 여기에 사용된 자 

료는 어떤 한 연구사업을 수행하면서 발생된 시추공 자료이다(권광수 외， 1998). 

4.1 적용 시추공 개요 

지금은 폐광된 한 광산 지역 부근에 채굴공동으로 인한 지표침하의 우려가 발생 

하여 이에 대한 대책을 수립하기 위하여 채굴적 상부에 대한 지반조사가 실시되었 

다. 지반조사에는 지표로부터 채굴적을 관통하는 시추작업이 포함되었다(사진 4. 1). 

시추 목적은 채굴공동의 확인뿐만 아니라 지층구성 상태와 암질의 변화를 파악하고 

암석물성 시험용 코아를 회수하는데 있었다. 

그림 4.1과 4.2는 각각 문제가 된 채굴공동 주변 지반의 평면과 단면 모습을 보 

여주는 그림이다. 그림 4.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채굴공동은 거의 수직으로 나 있기 

때문에 이를 관통하기 위하여 수평면과 80도 각도를 이루는 경사 시추를 수행하였 

다. 시추공이 채굴공동을 관통했을 때의 시추공 연장은 143.9m였으며 이를 수직 심 

도로 환산하면 14 1.7m이 다. 

시추에 사용된 장비는 회전수세식 YT- 1200형 유압식 시추기이며 시추공의 구 

경은 NX( ø 7.6cm)이다. 그리고 코아 회수율을 높이고 시료의 교란을 최소화하기 위 
하여 더블 코아배럴을 사용하였다. 사진 4.2는 75m 부근에서 채취된 시추코아의 모 

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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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1 시추작업 전경 

g 채굴공동 

~ 

o 10 20m 

그림 4.1 채굴공동의 형태와 시추공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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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h 

F*
• 

! 

o 10 i 20m 

시추흙 

채굴공동 

A 

그림 4.2 시추공 단면 

A’ 

시추코아 모습 사진 4.2 지하 70m 부근에서 채취된 

실시하였 표준관입 시 험 (SPT)을 세 심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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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4.1 표준관입 시험결과 

4.2 자료입력 

4.2.1 일반자료 

심도 

Om 

1.5m 

4.5m 

SPT(회 /cm) 

16/30 

50/25 

50/5 

시추공 자료의 입력은 그림 4.3의 초기화면에서 일반 자료의 입력으로부터 시작된 

다. 일반 자료의 입력은 ‘프로젝트 정보’와 ‘머리말 정보’ 랩에서 이루어진다. ‘프로젝트 

정보’창에서 이 시추공과 관련된 프로젝트명을 입력하였으며 발주처와 시추회사에 관 

한 정보는 ‘머리말 정보’ 랩에서 입력하였다. 그림 4.3은 이들 사항에 대한 입력이 완료 

된 후에 나타나는 화면으로서 기능상에 아무런 문제점도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4.3 일반자료중 프로젝트정보에 관한 입력화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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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회사와 발주처와 관련된 사항은 그림 4.4에서 보는 바와 같이 ‘참고자료 관리‘ 

메뉴의 ’시추회사 정보’ 및 ‘발주처 정보’ 창에서 입력을 하였다. 이렇게 입력된 시추회 

사와 발주처명은 초기화면의 발주처와 시추회사 목록에 추가되므로 이를 선택하여 그 

림 4.3에 보이는 화면과 같이 프로젝트에 관한 정보를 구성하였다. 

그림 4.4 일반자료중 발주처와 시추회사에 관한 자료 입력화면 

1 
1 4 

-
[

니
 



일반자료중 시추공과 관련된 정보들은 메인창의 머리말 정보랩에서 직접 입력이 

가능하나 그림 4.5의 머리말 입력창을 이용하였다. 이 창을 이용하여 시추공 번호， 시 

추위치， 조사자와 함께 시추기와 관련된 자료 등을 입력하였으며 이를 등록했을 때 그 

림 4.6의 메인창에 나타나는 화면을 얻을 수 있었다. 이러한 입력창을 이용함으로서 

입력 작업이 보다 간편하게 이루어질 수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4.5 머리말 자료 입력창 

그림 4.6 머리말 자료 입력 후 화면 

4.2.2 시추공자료 

그림 4.7과 같이 공통심도 이용항목 설정창을 이용하여 공통항목을 지정하고 그 

심도를 입력하였다. 공통항목으로는 절리정보， 코어회수율， 토양암석정보， DSF 등 네 

낀
 ι 



가지를 선택하였으며(그림 4.7.a) 각 대표 구간의 시작과 끝 심도를 그림 4.7.b와 같이 

입력하였다. 

(a)공통심도 이용 항목 설정 (b)공통심도 입력 

그림 4.7 공통심도 이용 항목의 설정과 공통심도 입력 

설정된 공통항목들은 그림 4.8과 같이 본 화면의 공통심도 이용항목 상자에 나타 

나게 되며 각 항목을 순서대로 선택하여 관련 자료를 입력하였다. 그림 4.9는 이 가운 

데 절리정보와 관련된 자료입력 화면이다. 좌측 화변에서 미리 입력된 공통심도가 정 

상적으로 출력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자료의 입력은 우측화면에서 이루어지는데 각 심 

도에서 조사된 코아의 절리 자료들을 입력하였다. 

그림 4.8 공통심도를 이용하는 자료 입력 항목의 선택 

며
 ω 



그림 4.9 절리와 관련된 자료 입력 

암석 코아중에서 일부 구간의 시료에 대해서 수행된 실내시험 결과는 독립형 자료 

랩에서 항목을 선택하여 입력하였다. 그림 4.10은 세 개의 시료에 대한 단축압축 시험 

결과 입력화면으로서 시료 채취 심도와 단축압축강도 탄성파 속도를 입력하였다. 

여기서 단위중량， 강도， 투수계수 등과 같은 요소들의 단위가 입력과 출력 화면 모 

두에서 표시되지 않으므로 그 크기를 알 수 없다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따라서 입력과 

정에서 단위를 지정해줄 수 있어야 하며 이를 출력 화면에도 표시해 주어야 할 것이 

다. 이 때 지정된 단위를 임의의 원하는 단위로 변환해 줄 수 있는 기능이 추가된다면 

더욱 좋을 것이다 

그림 4.10 단축압축 시험결과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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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출력 

입력이 완료된 후 시추공에 대한 주상도를 출력하기 위하여 우선 주상도 양식을 

선택하였다. 양식의 선택은 그림 4.1 1에서 보는 바와 같이 주상도 보기 랩의 우측 콤 

보 박스에서 할 수 있다. 현재 제공되는 주상도 양식은 네 종류에 지나지 않으므로 앞 

으로 사용자가 요구하는 모든 종류의 양식을 얻을 수 있도록 계속적으로 양식을 추가 

하여야할 것이다. 그림 4.1 1은 자원연구소 양식을 선택하였을 때의 화면이다. 

그림 4.11 시추 주상도 양식 선택 

자원연구소 양식에 의하여 작성된 주상도 출력 결과는 그림 4.1 2와 같다. 입력된 

지층 두께에 따라 정확하게 지층구분이 이루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각 지층란에 

는 입력된 암석의 종류에 해당하는 암석 심볼이 올바로 표현되고 있으며 지층설명， 암 

질특성 그리고 절리에 대한 정보들이 정확하게 표시되고 있음을 볼 수 있다. 

다만 주상도 확대 또는 축소 비율이 한정되어 있어서 임의의 크기로 변환할 수 없 

었으며 축소 시 글자가 그림과 동일 비율로 축소되지 못하여 칸을 벗어나는 결함이 

발견되었다. 이러한 점은 다음 버전에서 개선되어야할 것이다. 

그러나 인쇄된 결과에서는 이러한 겹쳐짐이 없이 정상적으로 출력되었다. 그림 

4.1 3은 주상도 화면에 있는 인쇄 버튼에 의하여 본 주상도를 hardcopy한 결과로서 인 

쇄기능이 정상적으로 작동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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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목 구조물 건설을 위한 지반조사나 지하자원 탐사 등을 목적으로 수행되는 시추 

공 조사에서 발생되는 다량의 지반정보를 효율적으로 저장 관리함으로서 지반정보의 

사장을 방지하고 그 정보로부터 새로운 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도구를 마련하기 

위하여 시추정보 프로그램인 GeoScope 개발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GeoScope는 시추공 정보를 단순 저장하고 시추주상도를 출력하는 기능만을 갖고 

있는 기존의 국산 상용 프로그램과는 달리 정보의 지구통계학적 가공과 응용 도구로 

서의 시스템 개발을 최종 목표로 삼았으며 그 첫 단계로서 시추자료의 DB화를 위한 

프로그램을 제작하였다. 

이를 위하여 우선 DB 프로그램의 관리 대상인 시추자료의 특성과 성격을 분석하 

고， 그 특성에 맞는 관리 시스템을 만드는데 필요한 적정 기법을 선정하였다. 

시추 자료의 속성은 40-507H 인데 GeoScope Ver. 1.0에서는 30여 가지의 으
 
E 서

。
 

소
 「

입력할 수 있으며 나머지 속성들에 대해서는 upgrade를 통하여 포함시킬 예정이다. 이 

들 속성들은 다시 시추 주상도에 표현이 쉽도록 하기 위하여 편의상 머리말， 봄말， 꼬 

리말의 세 단위로 구분하였다. 시추자료는 공간정보로서 X , y , z의 3차원 구조를 갖고 

있으나 GeoScope에 서 는 X , Y를 속성 으로 하고 Z를 변수로 하는 2.5차원 개 념 을 채 택 

하여 필요한 자원을 최소화하였다. 

시추자료의 속성은 각각의 심도에 따라 다른 값들을 갖게되며 입력단계에서 정해 

진 심도 구간에 대해 그 구간이 갖고 있는 속성값을 입력 저장한다. 이러한 입력작업 

은 매우 번거롭기 때문에 많은 입력시간을 필요로 하므로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 공통 

섬도 개념을 개발하였다. 이는 통일한 심도 구간을 갖는 속성들을 미리 선택할 수 있 

도록 해주는 기능으로서 각 속성값에 해당하는 심도구간을 매번 입력해야하는 번거로 

움을 없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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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불필요한 중복기입을 막고 자료의 무결성을 유지하기 위하여 모든 시추공 속 

성들은 독립된 테이블에서 관리되며 모든 자료들은 관계형 데이터 체계에 따라 관리 

되도록 설계하였다. 

GeoScope 개발에는 일반 사용자들이 쉽게 접근할 수 있도록 국내에 가장 널리 보 

급된 PC용 OS인 Windows 95/98 또는 NT Workstation을 기본 운영체제로 선정하였 

다. 개발도구로서는 Microsoft사의 Visual Basic 5.0 Enterprise Edition을 사용하였다. 

그리고 데이터 베이스 엔진으로는 Visual Basic에서 직접적으로 Access Data 

File(MDB)을 지원할 수 있고 이후 다중 사용자 환경으로의 전환이 용이할 수 있도록 

MS Access를 사용하였다. 

실제의 시추공에서 얻은 자료를 입력하고 출력하는 과정을 통해서 GeoScope의 성 

능을 시험하였으며， 그 결과 모든 기능들이 만족할 만한 수준으로 작동함을 확인하였 

다 단지 화면 구성이 매끄럽지 못하고 도움말 기능이 제공되고 있지 않다는 결점이 

있는데 이는 다음 버전에서 해결해야할 과제이다. 다음 버전에서는 또한 주상도 

visualizing이 완벽하게 구현될 수 있도록 개선해야 할 것이다.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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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고령화 사회의 진전에 따른 골다공증 등과 같은 뼈조직에 관한 각종 질병이나， 자동 

차의 증가 등에 따른 사고로 인해 뼈조직의 손상을 입는 경우가 증가하고 있다. 생체 

뼈의 무기성분이 칼숨과 인을 주성분으로 하는 아파타이트인 것을 생각하면 각종 질 

병이나 사고로 인하여 손상된 뼈조직의 일부분을 수복하는 재료로서 무기고체물질이 

유망하다고 생각된다. 그러나 소결 알루미나(Ab03)와 같은 무기 고체 물질을 생체 내 

에 매입하면 두터운 섬유성 피막이 그 주변을 둘러싸서 주위의 뼈로부터 격리시키려 

하므로， 인공재료를 뼈에 확실하게 고정하는 점에서는 바람직하지 못하다. 따라서， 손 

상된 뼈조직의 일부분을 수복하기 위하여는， 체내에 매입하였을 시， 섬유성의 피막을 

만들지 않고 주위의 뼈와 직접 강하게 결합하는 물질이 요구되고 있다. 

무기물질인 세라믹스는 종래에는 우리 몸(생체)과는 아무 관계도 없는 것으로 인식 

되어 왔다. 그러나， 1970년 프랑스의 정형외과 의사인 Boutin은 처음으로 소결 알 

루미나를 인공 고관절의 골두와 소켓부위에 사용하여， 이것에 의해 관절의 마찰 

계수와 마모속도를 현저하게 저감시킬 수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같은 해， 미국 

의 Hench는 Na20-CaO-Si02- P20S계의 유리를 사용하여 인공재료 중에서도 살아 있 

는 생체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재료가 있다는 것을 밝혀 내었다. 

이 결과들은 세라믹스가 생체기능의 수복에 있어서 다른 재료로서는 할 수 없는 역 

할을 할 수 있다는 것을 분명하게 한 것이다. 이후 생체 기능의 수복에 초점을 맞춘 

세라믹스의 개발이 행해져 바이오 세라믹스라고 불리우고 있으며， 현재에는 손상된 뼈 

조직의 수복뿐만 아니라 치아 수복에 있어서도 더욱이 암 치료에 있어서도 귀중한 역 

할을 담당할 수 있게 되었다. 

1. 바이오 세라믹스 종류 및 특성 

생체용 재료를 생각하는 경우 재료의 특성을 파악하고 임상 응용의 적응과 그 한 

계를 빨리 발견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바이오 세라믹스로서 알려진 재료들을 성분 

을 중심으로 대별하면 알루미Y.(Alumina， Ab03) , 지르코니아(2irconia ， 2r02) , 아파타 

F 

이
 니
 



이트(hydroxyapatite， CalO(P04M OH)z)나 TCP (Tricalcium Phosphate, 3CaO. P2α)와 

같은 인산칼숨(Calicium Phosphates) 계 세라믹스， 유리 (Glass) 혹은 유리 matrix 속에 

열처리에 의해 결정을 석출시킨 결정화 유리 (Glass - ceramics) 등으로 나눌 수 있다. 

가. 알루미냐 세라믹스 

알루미나 세라믹스는 고강도， 뛰어난 내마모성을 지니며， 화학적으로도 안정한 재료 

로서， 생체 조직에 대해서는 불활성 (bioinert)인 특성을 나타낸다. 이러한 특정 때문에 

인공관절， 인공골， 인공 치근 등의 생체의 경조직 (hard tissue)을 기능적， 형태적으로 

수복하는 임플란트(implant) 재료로서 가장 오랜 기간의 엄상 실적， 많은 임상 응용 예 

를 가지고 있다. 

특히， 인공관절 구동면에 초고분자량 폴리에틸렌(Ultra High Molecular Weight Poly 

Ethylene, UHMWPE)과 조합하여 사용하는 경우， 금속과 폴리에틸렌의 구동조합의 경 

우와 비교하여， 폴리에틸렌의 마모량이 적고， 인공관절 그 자체의 내구성의 향상이 기 

대될 뿐만 아니라， 폴리에틸렌의 마모분이 가져오는 유해성을 경감할 수 있다는 것이 

임상적으로 알려져 있다. 

나. 지르코니아 세라믹스 

지르코니아 세라믹스는， 알루미나처럼 bioinert한 재료로서 알려져 있고， 최근 그 고 

강도， 고인성의 특징 때문에 클로즈 업 되고 있다. 그러나， 알루미나에 비해 아직 생체 

재료로서의 역사가 짧고， 공학적인 연구는 되어 있지만 생체적인 연구 데이터는 알루 

미나만큼 많지 않아 금후 알루미나를 대체할 수 있다고 기대되는 재료이다. 

다. 언산칼슐계 세라믹스 

생체재료로서 사용되는 인산칼숨계 세라믹스는 대부분이 인체의 결손조직의 대체 

재료로서 조직기능의 회복을 목적으로 이용되고 있다. 특히， 인체의 뼈， 상아질， 에나멜 

질 등의 경조직을 구성하는 무기성분이 칼숨과 인으로 이루어진 화합물이라는 사실에 

착목하여， 최근에 여러 종류의 형상을 가지는 인산칼슐계 세라믹스가 개발되어 왔다. 

결정성의 수산아파타이트(CaJO(P04 )β(OH2 )) 소결체는 뼈 성분 이외의 것은 함유하지 

않는다는 점을 살려 골 충전재로서 ， 결 정성의 β -3CaO . P20S 소결체도 뼈와 대체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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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는 점 때문에 골 충전재로서 HA 단독으로 바이오 세라믹스로서의 용도는 기 

계적 강도가 낮아 고강도가 요구되지 않는 골 충전제로서의 이용 예가 많다. 

라. 유리 및 결정화유리 

일반적으로 인공 재료를 뼈의 결손부에 매입하면 생체는 이것을 섬유성의 피막으로 

둘러싸 주위의 뼈로부터 격리시키려 한다. 그러나， 무기고체물질 중에는 이러한 섬유 

성의 피막을 만들지 않고 주위의 뼈와 직접 강하게 접하여 그것과 강한 화학결합을 

만든다. 이런 종류의 세라믹스는 생체활성 세라믹스라 불리고 있다. 

지금까지 앞서 언급한 Na20 - CaO- Si02- P20S계 유리(Bioglass@) 외에， 여 러 종류의 

유리 및 결정화 유리가 뼈와 결합하는 것이 알려져， 그 중의 Bioglass@는 단시간에 뼈 

와 결합하는 특성을 살려 인공 중이골과 치주 충전제 둥으로 유리 중에 산소-불소아 

파타이트((셰O(ro)6( O，F2))와 ß -wol1asto미te(CaO . SiQ)를 석출시킨 뼈o--cao-SiOrPi)s--{닙F2계 

결정화 유리 A-W가 기계적 강도(215MPa의 곡강도)와 골 결합 속도가 뛰어난 점을 

살려 인공 추체， 추간판， 장골， 충전제 둥으로 이미 실용화되어 있다. 

그 후 Ceravital@이 라고 불리 는 유리 matrix 속에 아파타이 트(CalO(P04M 0 ,F 2))를 석 

출시킨 Na20- K20 - MgO- CaO- Si02- P20S계 결정화유리， A-W와 약간 조성이 다른 아 

파타이트와 wol1as뼈않를 석출시킨 hBplant-L1@, 아파타이트와 금운모( (Na,K)Mg3(AlSiO lO)F2) 

를 석 출시 킨 Na20 - KzO- MgO- CaO- Al20 r SiOz-P20 S-F계 결 정 화 유 리 Bioverit@, 유 리 

중에 magnetite (Fez03)와 ß -wollastonite를 석출시킨 결정화 유리 등이， 섬유성의 피 

막을 만들지 않고 뼈와 직접 강하게 결합하는 성질 즉 생체활성을 나타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여러 가지 바이오 세라믹스의 성분， 결정상， 기계적 특 

성 등을 Table 1 에 정리하여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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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Bioactive ceramics for clinical uses. 

Bio링assι Glass
ceramic A-W 

Glass
cerarruc 

Ceravital 

Qass
cerarruc 

Dmaplant L1 

Qa똥 

cerarruc 
Bioverit 

빼
 뼈
·
뼈
 

빠
 빼
 뼈 

Sintered 
β-TCP 

Compositions(wt% ) 

Na20 5-10 3-8 
24.5 0 

0.5 - 3.0 
4.6 cas(떠)3(1α치z β Ca3(FD4)2 

K20 0 
0 0 0.2 

MgO 0 4.6 2.5 - 5.0 2.8 2-21 

CaO 24.5 44.7 30-35 31.9 10-34 

Ah03 
0 0 0 0 8-15 

45.0 34.0 
40-50 

44.3 
19-54 Si02 

6.0 16.2 11.2 
P20 S 0 0.5 10 - 50 5.0 2-10 

CaF2 0 3-23 

Phase apatíte apatite apatite apatite 

wollastonite wollastonite phlogopite 

glass glass glass glass glass 

[농nsiη(g/cm 26 3.07 2.8 3.16 3.07 

Vicker's 
뼈rdness(Hv) 

460 680 닷m 500 600 460 - 687 

Compressive 
1081 500 

Stren방1(애'a) 
500 500-1αm 

Ben며ng 42 220 100 - 150 160 115 - 200 
Stren햄1α1Pa) (tensile) 100 - 160 140 - 145 

Young'’s 
35 118 105 

mod띠us(GPa) 
70-88 86-110 33 - 90 

Fracture 
toughness(K1c) 

20 -80 2.5 0.5-1.0 1.0 

Slow crack growth,n 33 12-27 

n 
。



2. 연구의 목적 및 펼요성 

지금까지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라믹스는 생체 내에서 현저한 표면 분해 

를 나타내는 결정성 천연 방해석과 결정성의 ß -3CaO . P20S를 제외하고， 결정성 수산 

아파타이트 소결체를 포함한 모든 재료가 생체 내에서 그 표변에 아파타이트 층을 형 

성하여， 이것을 통해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파타이트 층은 세포나 

단백질을 포함하지 않는 무기 이온 농도만을 사람의 체액과 같게 한 수용액(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 SBF)속에서 그 세라믹스 표면에 형성된다. 그 구조해석에 의 

하면 이 아파타이트는 탄산(col ← ) 이온을 함유하며 CaIP비가 수산아파타이트 

(Ca lO(P04M OH2))의 그것 0.67)보다 작고， 미 립자로 형성되어 있는 점에서 생체 골의 

아파타이트와 비슷하다. 더욱이 이 아파타이트의 표면에서는 섬유성 피막을 형성하는 

섬유아 세포보다 뼈를 생성하는 골아 세포가 증식 분화하기 쉽다. 그 결과， 주위로부 

터 뻗어 온 뼈는 표면 아파타이트와 직접 접할 수 있게 된다. 이것이 생기면 뼈의 아 

파타이트와 표면 아파타이트 사이에 화학결합이 생겨 인공 재료와 뼈가 결합하게 된 

다. 따라서， 인공재료가 생체 뼈와 결합하기 위한 조건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생체 

뼈와 비슷한 특성을 가지는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본 연구자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해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여 생체의 뼈와 강한 결합을 하므로써 골 결손부를 대체할 수 있는 재료로서 

(Na20 혹은 CaO)-Si02계 유리 혹은 결정화 유리가 가장 유력한 후보임을 밝혀 내 

었다. 특히， CaO-Si02계 재료는 Na20-Si02 계 재료에 비해 생체 적합성， 석출 결정 

의 종류 및 양， 기계적 특성 등을 조절하기 쉬운 이점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CaO-Si02계를 중심으로 한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를 개발하려 한다. 또한， 종래 

의 생체재료는 대부분이 결정분말을 1000 0C 이상의 고온에서 소결하는 방법에 의해 

만들어져 왔으나， 본 연구에서는 에너지 절약적인 측면과 재료의 표면 반웅성을 조 

절하기 위하여， 낮은 온도에서 제조가 가능한 졸 겔 법을 이용하여 분말원료를 제조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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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험방법 

1. CaO-Si02 겔의 합성 

Table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여러 가지 조성의 CaO-Si02 겔을 flowsheet 1 에 냐타 

낸 것과 같은 졸 겔(Sol-GeD법을 사용하여 Tetraethoxysilane (TEOS)을 수용액 중에 

서 가수분해(hydrolysis)시킨 후 중축합(polycondensation) 시 켜 제작하였다. 먼저 분자량 

10，000의 폴리 에 틸 렌 글리 콜(Polyethylene glycol, PEG)과 Ca(N03h . 4H20을 .:-<. 근 거‘ o ìT T 

속에 용해시킨 후， 촉매로서 질산(띠tric acid, 62 wt%)을 첨가하였다. 상기의 용액을 

격렬하게 각반(stirring)하면서 TEOS를 첨가하여 투명한 용액이 얻어질 때까지 각반 

한 후， 다시 5분 동안 각반하였다. 이 용액을 플라스틱 용기에 옮겨 넣은 후， 뚜껑을 

테이프로 밀봉하여 40 0C 의 오븐 속에 넣어 습윤 겔(wet geD을 만든 후， 계속해서 18 

시간 동안 40 0C 의 오븐 속에서 agmg시켰다. 이렇게 하여 얻어진 습윤 겔을 1N- HN03 

용액으로 6시간 동안 세척하여 습윤 겔 속의 수용성 polymer~ PEG를 제거하였다. 이 

때 1N-HN03 용액은 2시간마다 교환하였다. 1N- HN03 용액으로 세척한 습윤 겔을 4 

OoC 오븐 속에서 7일간 건조한 다음， 실리코니트 발열체를 사용하는 로(fumace)속에서 

열처리를 행하였다. 이때의 승온 속도는 100 0C씨로 설정 온도까지 올린 후 그 온도에 

서 각각 2시간 유지시켜 열처리를 행한 후， 로냉하여 로의 온도가 상온에 도달한 후 

시료를 로에서 꺼내어 데시케이터 속에 보관하였다. 

Table 2. Starting composition for various CaO-Si02 gels. 

Cornponent 
Sarnple 

TEOS Ca(4NHO23O2 · PEG HN03 H20 

10S0C 6.51g - 0.7g 0.81g 8g 

9S1C 6.51g 0.73g 0.7g 0.81g 8g 

8S2C 6.51g 1.46g 0.7g 0.81g 8g 

7S3C 6.51g 2.20g 0.7g 0.81g 8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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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10wsheet 1. Flow chart for the preparation of various CaO-Si02 gels 
by sol-gel metho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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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겔의 특성 평가 

건조하여 열처리한 겔의 파단면을 Au-Pd로 증착시킨 후， 주사 전자 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SEM: S- 2500CX, Hitachi Ltd. , Tokyo, japan)으로 관찰하여 미 세 

구조(rnicrostructure)를 살펴보았다. 열처리한 겔의 실라놀 기 (silanol groups , SiOH)의 

분석은 프리에 변환 적외선(Fourier transforrned infrared , FT - IR) 확산 반사 분광 분 

석 볍 (diffusive reflection spectroscopy, FT- IR5M, jASCO, Tokyo, japan) 에 의 해 측 정 

하였다. FT- IR 확산 반사 분광분석법을 사용한 경우 시료를 agate mortar로 분쇄한 후 

KBr과 시료의 비가 1:100이 되도록 잘 섞은 후 측정하였다. 

3. 의사체액을 사용한 in vitro 실험 

실험에 사용한 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은 Table 3에 나타낸 것처럼 사람 

혈장(blood plasma)의 무기이온 농도와 같은 이온 농도를 가지고 있으며 다음과 같은 

방법에 의해 제조하였다. 의사체액 제조에 사용하는 모든 용기는 먼저 lN-HCl용액으 

로 세척한 뒤， 중성 세제로 닦아내고 다시 증류수로 세척하여 건조한 다음 사용하였 

다. 먼저 800m.e 정도의 증류수를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세척한 1 .e 용기의 폴리에틸렌 

비이커에 넣은 후 항온조(water bath)속에서 magnetic stirrer로 각반시켰다. Table 4 

에 나타낸 특급의 시약을 순서대로 상기 폴리에틸렌 비이커의 증류수 속에 각반시키 

며 집어넣었다. 이때 시약은 먼저 넣은 시약이 완전히 녹은 것을 확인한 후 다음 시약 

을 넣었다. 최종적으로 비이커 속의 용액의 pH가 36.5 0C 에서 7.4가 되도록 Tris-완충 

액 (Tris(hydroxymethyl) arninomethane, (( CH20HhCNH2)과 lN-HCl용액을 사용하여 

조절하였다. 최종적으로 pH를 조절한 용액을 폴리에틸렌 비이커로부터 volumetric 

glass flask로 옮겨 넣은 후 표선까지 증류수를 채워 전체 용량이 1 .e 가 되도록 tH "ζ 
5Ç τr 

후， volumetric glass flask를 잘 흔들어 섞 은 다음， 다시 청 결한 폴리 에 틸 렌 병 에 옮겨 

사용할 때까지 냉장고 속에 보관하였다. 이 의사체액은 이미 아파타이트에 대해 과포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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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의 상태에 있지만 36.5 0C 에서 약 4주 동안은 균일 핵생성이 일어나지 않아 준 안정 

상태의 용액임을 알 수 있었다. 

폴리스틸렌 병 속에 30m.e의 의사체액 (Simulated body fluid)을 넣은 후， 열처리한 젤 

로부터 6 x 6 x 1.5 mm3 크기를 가지는 시료를 cutting하여 의사체액 속에 침적하였 

다. 폴리스틸렌 병의 뚜껑을 닫은 후 사람의 체온인 36.5 0C 와 같은 온도로 조절한 인 

큐베이터 Oncubator) 속에 폴리에틸렌 병을 넣어 일정기간 방치하였다. 

4. 시료 표면 구조 분석 

시료를 36.5 0C 의 의사체액 속에 일정 기간 침적한 후， 시료를 꺼내어 증류수로 잘 

씻은 다음 대기 중에서 자연 건조 시켰다. 그 표면을 박막 X선 회절 분석 (Thin film 

X - ray diffraction) , FT - IR reflection spectroscopy 및 주사전자 현미경 (SEM) 관찰을 

행하였다. 박막 X선 회절 분석의 경우 시료 표면은 입사 beam에 대하여 1 。 가 되도록 

고정 시 켰다. FT - IR reflection spectroscopy의 경 우 반사각은 75。 로 고정 시 켰다. 이 

두 가지 측정 기술은 약 1μm 두께의 표면 분석을 가능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Table 3. Ion Concentrations of Human Body Fluid and Sim ulated Body 
Fluid(SBF) 

Concentration( rnM) 

Sirnulated Body Fluid Hurnan Blood Plasrna 

NaT 142.0 142.0 

K T 5.0 5.0 

MgLT 1.5 1.5 

CaLT 2.5 2.5 

cr 147.8 147.8 

HC03- 4.2 27.0 

HP04L- 1.0 1.0 

504ι- 0.5 0.5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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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Reagents for preparing the Simulated Body Fluid 

Order Chemical Amount 

1 NaCl 7.996g 

2 NaHC03 O.350g 

3 KCl 0.224g 

4 K2HP04 • 3H20 O.228g 

5 MgCh.6H20 0.305g 

6 lN HCl 40m.e 

7 CaCh O.279g 

8 Na2S04 O.071g 

9 (CH20H)JCNH2 6.057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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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결과 및 고찰 

제 1 절 Si02 캘의 합성 및 In vitro 평가 

1. CaO-Si02 첼의 특성 

일 반적 으로 Tetraethoxysilane(Si(OC2Hs)4, TEOS)을 산(acid)을 촉매 (cata1yst)로 하는 

수용액 중에 넣으면 (1)식에 나타낸 것처럼 가수분해되어 SiOH가 되며 수용액 속의 이 

SiOH가 다시 (2)식에 나타낸 것처럼 중축합 반응을 하여 Si-O-Si로 이루어지는 

network을 형성하게 된다. 이 network이 계속해서 형성하게 되면 겔화(gelation)가 일어 

나게 되며， 그 결과 고체의 습윤 겔이 형성되며 반응 부산물로 에탄올(C2HsOH)과 물 

(H20)이 생성된다. 이 습윤 겔을 잘 건조하여 에탄올 및 물을 증발시키고， 열처리를 하 

면 소정의 물리화학적， 기계적 특성을 갖는 겔을 얻을 수 있게 된다. 물론， 열처리 온도 

를 변화시킴에 따라 겔로부터， 유리 혹은 결정성 (crystalline) 재료 등을 얻을 수 있게 된 

다. 

S iCOC2H5)4 + 4H20 = Si(OH)4 + 4C2H50H (hydrolysis)' .. (1) 

SiOH + SiOH = Si - O- Si + H20 (polycondensation)' . . . . (2) 

먼저， 상기와 같은 반응을 통하여 합성한 습윤 겔을 건조한 뒤. 600.C 와 1000.C 에서 

열처리한 10S0C겔 파단면의 SEM 사진을 Fig. 1 에 나타내었다. 600.C 에서 열처리한 

겔은 약 2μm정도의 연속된 기공을 갖는 다공성 구조임을 알 수 있었다. 이 구조는 

TEOS를 가수분해시켜 중축합시키는 과정에서 polymer~ PEG를 수용액 중에 첨가함 

으로써 silica(Si02) rich phase와 polymer rich phase를 공존시 키 는 이 른바 spinodal 

decomposition 반응을 이용하여 얻어진 결과이다. 

습윤 겔의 상태에서는 silica rich phase와 polymer rich phase가 공존하였지만 겔의 

제작과정에서 lN-HN03용액으로 6시간 세척함에 따라 polymer rich phase를 구성하였 

ζ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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던 수용성 polymer<{l PEG가 녹아 나오게 되어 PEG가 존재하였던 부분이 2따l정도의 

크기를 갖는 pore로 되고， silica rich phase는 겔화(gelation)7} 진행됨에 따라 식 (2)에 

나타낸 것과 같은 반응에 의하여 겔의 frame을 형성하게 되어 열처리 후에도 다공성 

구조를 유지하게 된 것이다. 또한 Fig. 1로부터 알 수 있는 사실은 micrometer range 

의 겔의 미세구조가 600 0C 와 1000 0C 에서 열처리한 lOS0C겔 모두 커다란 차이가 없다 

는 것이다. 

졸-겔 법으로 합성한 9S1C. 8S2C 및 7S3C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파단면 

의 SEM 사진과 EDS (Energy Dispersive Spectroscopy) pattern을 Fig. 2 - Fig. 4에 각 

각 나타내었다. Figure 2의 결과로부터， 9S1C겔은 CaO를 첨가하지 않고 합성한 

lOS0C겔과 거의 유사한 미세구조를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CaO의 양을 

증가시켜 20 mole%까지 증가시키면 Fig. 3에 보여지는 바와 같이， 2μm 크기의 연속된 

기공을 가지는 구조가 2μm 크기의 구형입자들의 집합체로 변하게 됨을 알 수 있었다. 

Figure 3과 Fig. 4에 나타난 구형입자의 크기를 비교해 보면 CaO의 양을 20mole%에 

서 30mole%로 증가시켜도 구형 입자의 크기는 크게 변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9S1C, 8S2C 및 7S3C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파단면의 EDS pattern을 나 

타낸 Fig. 2 - Fig. 4의 결과로부터 CaO의 양이 증가할수록 칼슐(Ca)에 기 인하는 peak 

의 강도도 증가함을 알 수 있었다. 이 Ca peak의 강도를 측정하여 정량분석을 행한 

결과와 초기 반응을 위해 넣었던 양을 비교하여 Table 5에 나타내었다. Table 5의 결 

과로부터 9S1C, 8S2C 및 7S3C겔의 SVCa 비는 계산된 양의 비율보다 실측된 양의 비 

가 전체적으로 적은 값을 나타내고 있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첨가하는 CaO의 mole 

비를 증가시킬수록 sνCa 비가 점점 작아지는 것을 볼 수 있었다. 이 결과는 합성된 

CaO-Si02계 겔 속의 CaO 함량이 계산된 CaO의 양보다 적다는 것을 말해주는 것으로 

서， 그 이유의 한가지로 합성 시 18시간 정도 agmg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일부 CaO가 

siloxane( Si - 0 - Si)의 network에 충분히 침입하지 못하였기 때문인 것으로 생각된다 

합성한 CaO--Si02계 겔의 sνCa 비가 점점 작아지는 또 한가지 이유로써， polymer<{l 

PEG를 1N一HN03 용액으로 세척하는 과정에서 일부 PEG와 함께 용출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CaO-Si02계 겔을 원하는 조성으로 맞추기 위하여는 계산된 CaO의 

양보다 과잉의 CaO를 첨가해야 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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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 Comparison of chemical compositions for various CaO-SiOz gels. 

Calculated content Estimated content Si/Ca ratio 

Si02 CaO Si02 CaO Calculated Estimated 

9S1C 100 10 100 2.80 10.00 35.67 

8S2C 100 20 100 14.32 5.00 6.98 

7S3C 100 30 100 23.33 3.33 4.29 

Figure 5에 SiOz 겔을 400 0C 에서 1000 0C 까지의 각종 온도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FT- IR 확산 반사 스펙트럼을 나타내었다.470과 810 cm 1에서 볼 수 있는 IR peaks는 

Si - 0 - Si bending vibration에 의 한 peak이 며 , 1100 cm 1의 peak는 Si • o stretching 

vibration에 기 인한 pe하‘ 그리 고 960 cm 1 의 peak는 Si - OH stretching vibration에 의 

한 것이다. Figure 2로부터 열처리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Si- OH stretching vibration 

에 의 한 pe와〈가 감소하여 900 0C 이 상에 서 열 처 리 한 시 료에 서 는 Si - OH stretching 

vibration에 의한 pe와〈가 소멸된 것을 알 수 있었다. 이 사실은 SiOz 겔의 열처리 온도 

가 높을수록 실 라놀 기 (silanol group, SiOH)의 양이 점 점 감소하며 900 0C 이 상의 온 

도에서 열처리한 SiOz 겔에는 실라놀 기가 거의 존재하지 않게 된다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따라서， 합성한 CaO-SiOz계 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하였으며 그들의 FT-IR 

확산 반사 스펙트럼을 Fig.6에 나타내었다. 600 0C 애서 열처리한 9S1C, 8S2C 및 7S3C 

겔 모두 다량의 실라놀 기를 함유하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Figures 7에 각종 CaO- SiOz 겔을 600 0C 에서 열처리한 시료의 분말 X선 회절 패턴 

을 나타내었다 조성에 관계없이 모두 비정질 (amorphous)의 겔임을 알 수 있었다. 

” t ’ ’ 4 



Figure 1. SEM photographs of fractured surfaces of the 10S0C gel 
heat-treated at 600 뻐d 10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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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2. SEM photograph 없l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9S1C gel heat-treated at 600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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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SEM photograph an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8S2C gel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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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 SEM photograph and EDS pattem of fractured 
surface of the 7S3C geI heat-treated at 600 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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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FT-IR diffusive reflection spectra of the 10S0C gel 
heat-treated at various tempera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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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FT-IR diffusive reflection spectra of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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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 Powder X-ray diffraction pattems of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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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의사체액을 이용한 CaO- Si02 겔의 in vitro 질험 결과 

현재까지 알려진 생체재료(biomaterials) 중에서 생체내에 매식(implant)하였을 경우， 

섬유성의 피막(fibrous tissue)을 형성하지 않고 우리 폼의 뼈와 자연스럽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세라믹스는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생체 뼈와 유사한 결정구조를 가지 

는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고 이 아파타이트를 통하여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강하게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생체내에 매식(implant)한 생체활성 유리나 결정화 유리와 같은 바이오 세라믹 

스의 생체 내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 여부를 이 의사체액을 사용하여 거의 정확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것이 이미 많은 연구결과에 의해 증명되어 있다. 

따라서 본 절에서는 졸 겔법으로 합성한 CaO-Si02계 겔을 생체 내에 매식하면 재 

료 표면과 체액 (body fluid)과 어떤 반응을 일으킬지를 알아보기 위한 전 단계 실험으 

로서， 사람 혈장의 무기이온 농도와 같도록 이온 농도를 조절한 의사체액 중에 

CaO-Si02계 겔을 침적하여 그 표변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는지 여부를 판단하는 ln 

vztro 실험을 하였다. 

먼저 600 0C 에 서 열처리한 여러 종류의 CaO- Si02 겔을 의사체액에 5일간 침적한 시 

료 표면의 SEM 사진을 Fig.8에 나타내었다. 조성에 관계없이 여러 종류의 CaO- Si02 

겔 표면에는 인편상Oeaf-like)의 입자들이 석출되어 시료 표면을 완전히 덮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ure 8에 나타낸 시료의 표면에 나타낸 인면상의 결정이 어떤 광물인지를 알아보 

기 위하여 같은 시료 표면을 박막 X선 회절기로 분석하여 그 회절 패턴을 Fig. 9에 

나타내었다. 모두 아파타이트에 기인하는 pe빼가 관찰되어 시료 표면에 석출한 인편상 

의 결정은 모두 아파타이트임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아파타이트의 peak가 일반적인 

결정성 아파타이트 peak보다 pe삶의 반치폭이 넓게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는데 이 

는 아파타이트를 구성하고 있는 primary particle이 아주 적어져서 생기는 broadening 

effect 때문이거나， 흔히 stoichiometric 아파타이트(CaIP=1.67) 에 비해， 칼숨 결손 아 

파타이트(CaIP < 1.67)인 경우 나타나는 현상으로 설명되고 있다. 

Figure 10에 600 0C 에서 열처리 한 9S1C 겔을， 의사체액에 여러 기간 침적한 후의 

표면을 FT-IR 반사 분광법으로 조사한 결과를 나타내었다. 의사체액에 침적하기 전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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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펙트럼에서는 9S1C겔에 의한 peak만이 관찰되었으나， 3일 후에는 9S1C겔에 의한 

peak는 완전히 사라지고， 아파타이트에 기인하는 peak만이 관찰됨을 알 수 있다. 또한， 

5일간 침적한 시료에서는 아파타이트의 peak분리가 확실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 

는데 이는 생성된 아파타이트의 결정성(crystallinity) 이 침적시간과 함께 좋아진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다. 더욱이 5일간 침적한 시료의 스펙트럼을 보면 1200cm -1 부근에 

탄산 이옹(CO} )에 기인하는 peak의 강도가 커진 것을 볼 수 있다. 이 사실로부터 의 

사체액 중에서 9S1C겔 위에 생성된 아파타이트는 탄산이온을 함유하는 아파타이트임 

을 알 수 있었다. 

Figure 9및 Fig. 10의 결과로부터 CaO- Si02 계 겔은 그 조성에 관계없이 의사체액 

중에서 5일 이내에 그 표변에 생체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아파타이트를 형성하 

므로 생체 내에 매식하였을 경우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 

된다. 따라서 본 졸-겔법에 의해 합성한 CaO- Si02 겔은 골충전제(Bone filler)와 같은 

생체재료용 분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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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8. SEM photographs of the surfaces of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0C an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1 uid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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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9. Thin-film X-ray diffraction pattems of the surfaces the various 
CaO-Si02 gels heat-treated at 600 0C 하ld then soaked in the 
sim띠ated body fluid for 5 day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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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IR reflection spectra of the surfaces of the 9S1C gel 
heat-treated at 600 0C and then soaked in the simulated 
body fluid for different perio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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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제타전위를 이용한 생체재료의 

표면 특성 연구 

1. 서 론 

본 절에서는 여러 종류의 생체 재료들이 나타내는 생체 환경 하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 

이트를 형성하여 생체 뼈와 결합하는 특성인 생체 활성(bioacti띠ty) 발현 mechanism을 알 

아보기 위하여/ 각종 생체 재료 표면의 제타전위를 측정하고/ 생체 환경 하에서/ 혹은 사 

람의 혈장 농도와 유사한 무기이온 농도를 가지는 의사체액(Sim띠ated Body Fluid;SBF) 

중에서의 재료의 표면 구조 변화와 제타 전위와의 상관관계를 비교 조사하였다. 이와 같 

이 제타전위와 같은 물질의 표면상태와 생체 환경 하에서의 재료의 표면 구조 변화와의 

관계를 기초적으로 확실히 하는 것은 새로운 생체재료의 설계지침을 얻기 위해서도/ 또 

뼈의 생체 내에서의 석회화(Calcification) 기구를 알기 위해서도 대단히 중요하다. 

2. 재료 및 설험방법 

가. 각종 분말의 합성 

먼 저 실 리 카(Si02) 겔 은 tetraethoxysilane(Si(OC2H5);TEOS)를 polyethylene glycol 

(PEG M.W. 10，000)을 포함한 수용액 중에서 가수분해/ 중축합 시키는 졸-겔법을 사용 

하여 겔화 시킨 후， 600 0C 에서 열처리하였다. 알루미나(Ah03) 겔도 졸-겔법을 사용하 

여 합성한 후， 450 0C 에서 열처리하였다. 

유리를 만든 후 결정화시키는 방법으로 제작한 Cerabone@ A-W 분말 r - alumina 

(AhÜ3) 분말I active alumina 분말I 공침법에 의해 합성한 후 열처리 한 hydroxyapatite 

및 tricalcium phosphate 분말 둥은 Nihon Electric Glass로부터 제 공받아 사용하였다. 

나. 의사채 액을 사용한 in vitro Test 

Table 3에 나타낸 것과 같이 사람의 혈장의 무기 이온 농도와 거의 유사한 이온 농 

도를 가지는 의사체액을 제 2 장의 실험 방법 기재한 방법에 따라 특급시약의 Na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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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HC03, KCl , K2HP04 . 3H20, MgClz, CaClz 및 Na2S04를 증류수에 녹여 제조하였다. 

이 의사체액은 36.5 0C 에서 50 mM의 tris 완충용액 (Tris-buffer;(CH20HhCNH2)과 45 

mM의 염산(HCD을 사용하여 최종 pH가 7.4가 되도록 조정하였다. 

각종 재료 표면의 의사체액 침적 전후의 표면 구조 변화를 알아보기 위하여 그 표 

면 을 박막 X선 회 절 분석 기 (Thin Film X - ray diffractometer, RINT2000, Rigaku , 

]apan) , 프리에 변환 적외선 (FT-IR) 분광법 (Spectrum 2000, Perkin Elmer, U.S.AJ , 

주사전자현미경 (SEM: S-2500CX, Hitachi Ltd., Tokyo, ]apan) 등으로 조사하였다. 

다. 제타전위 ( ξ - potentiaD 측정 

재료 표면의 제타전위를 측정하기 위하여 전기영동 광산란법 (electrophoretic light 

scattering method)을 이 용한 광도계 (ELS • 800, Otsuka Electronics Co., ]apan)를 사용 

하였으며， 분말 시료인 경우에는 분말의 제타전위를 직접 측정하고， 제타전위 측정시， 

전해질로는 36.5 0C 에서 50 mM의 tris -완충용액과 45 mM의 염산으로 pH를 조절한 용 

액을 사용하였다. 

3. 결과 및 고찰 

지금까지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진 재료들은 생체 내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 

트 층을 형성하여， 이것을 통해 뼈와 결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아파타이트 층 

의 구조 해석에 의하면， 형성된 아파타이트는 탄산(col→ ) 이온을 함유하며， CaIP 

ratio가 수산아파타이트(CalO(P04)6( OH2))의 그것(l.67)보다 작고， 미 립자로 형성되어 있 

는 생체 뼈와 유사한 아파타이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이러한 결과로부터 

인공재료가 생체 뼈와 결합하기 위한 조건은 생체 내에서 그 표변에 생체 뼈와 비슷 

한 아파타이트 층을 형성하는 것이라고 말할 수 있다. 

어떤 재료가 생체 환경 하에서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할 수 있을지를 고려해 

보면， 수용액 중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에 관한 화학반응은 다음 식(1)에 의함을 알 

수 있다. 

10 Ca2+ + 6 pol + 2 OH- = CalO(P04)6(OH)z . (1) 

1 
1 L 

q ‘ u 



수용액 중의 아파타이 트의 이 온 활동도적 Cionic activity product:IP)는 다음 식 (2)에 

의해 결정되며: 

IP=(YCa '. ) lO (YPO/-)6(YOH )[Ca2+] 1O[ P043+]6 [OH치2 (2) 

여기서 y'는 활동도 계수이며， 괄호는 각 이온의 농도이다. 사람의 체액에 대하여 

이온 활동도적 IP를 계산하면 그 값은 2.12 X 10-96 이 된다. 반면에 수용액중의 아파 

타이트의 용해도적 (solubility;Ko)은 3TC 에서 5.5 X 10- 118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 사 

실은 우리들의 체액이 이미 아파타이트에 대해 과포화 되어 있다는 것을 나타내고 있 

는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파타이트의 균일 핵생성 (homogeneous nucleation) 이 

일어나지 않고 어느 특정한 재료 표면에만 아파타이트가 생성되어 그것을 통해 자연 

뼈와 결합한다는 사실은 이들 재료표면이 체액 중에서 아파타이트의 불 균일 핵생성 

을 유기한다고 하는 것을 나타내는 것이다. 

임계 크기의 불 균일 핵 형성에 필요한 자유에너지 L1G**는 다음 식 (3)에 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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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기서 o 는 수용액과 핵사이의 계변에너지이며 ， k는 Boltzmann상수， T는 온도，f{ θ) 

는 기판과 수용액간의 접촉각의 함수이며 Vp 는 결정 성분의 분자량이다. 수용액이 

고정되면 ， Vβ (J 와 Ko는 일정한 상수가 된다. 또한， 체액과 같이 외부로부터의 이 

온의 용출이 없는 경우에는 수용액의 아파타이트에 대한 이온 활동도적 IP도 상수가 

되므로 결국 L1G**는 기판의 종류에 따라 각각 다른 값을 가지는 함수 fθ)에 의존하 

게 된다. 함수 fθ)는 핵과 기판사이의 계면 에너지이므로 제타전위와 같은 전기 화학 

적 특성에 의존하게 된다고 생각된다. 

먼저， 각종 분말에 대해 제타전위를 측정한 결과를 Table 6에 나타내었다. Table 6 

의 결과로부터 알루미나 겔과 Y - 알루미나를 제외한 분말들은 음( - )의 제타전위를 가 

지고 있어 표면이 음의 전하로 하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그러나， 같은 Alz03 성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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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에도 불구하고알루미나 겔과 y - 알루미나는 양(+)의 제타전위를 나타내는데 비해， 

active alumina는 음의 제타전위를 나타내어 분말의 제조방법에 따라 그 표면의 제타 

전위가 크게 상이함을 알 수 있었다. 

상기 실험방법에 언급한 여러 가지 무기 물질 중， 졸-겔 법으로 합성한 후 각종 온 

도에서 열처리 한 실리카 겔을 의사체액에 2주간 침적하면， Figure 1에 나타낸 것처럼 

800 0C 까지 열처리한 실리카 겔 표면에는 아파타이트가 형성되었으나， 900 0C 이상에서 

열처리한 실리카 겔은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 또한 이 실리카 

겔들을 토끼의 대퇴골에 매입한 경우에도 전자만이 그 표면에 아파타이트를 형성한다 

는 것이 확인되었다. 실리카 겔의 표면 구조 분석 결과 800 0C까지 열처리한 실리카 

겔 표면에는 다량의 실라놀기 (silanol groups; SiOH)가 존재하며 ， 따라서 이 실라놀기 

가 의사체액 중에서뿐만 아니라 생체 환경 하에서도 아파타이트의 핵에 대해서 작은 

계변에너지를 제공해 불 균일 핵생성을 유기한 것으로 사료되었다. 

한편， 실리카 겔과 마찬가지로 졸 겔 법에 의해 합성한 알루미나 겔은 그 표면에 다 

량의 수화 층이 존재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의사체액 및 토끼의 대퇴골에 매입하였 

을 때에도 전혀 아파타이트를 형성하지 않았다. 그러나 같은 Ab03의 화학성분을 가진 

알루미나라 하더라도 Nihon Electric Glass로부터 공급받은 active alumina는 생체활성 

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Table 6. Zeta potentials of various kinds of biomaterial powders. 

Sample Zeta potential (m V) Rernarks 

Silica (Si02) gel - 22.15 

Alurnina (Ah03) gel + 5.1 

y - Alurnina (Ah03) + 10.8 

Active alumina (Ah03) - 48.9 

hydroxy apatite -21.7 

Tricalciurn phosphate( β -TCP) - 39.6 

Ceraboneω A-W - 32.7 

% 

ω
 



Figure 1. SEM photographs of the surface of the silica gels 
heat-treated at various ternperatures and then soaked in the sirnulated 
body fluid for 2 wee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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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졸-겔법을 이용하여 CaO-SiOz계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를 제조하고， 제조된 시료 

의 생체활성 발현 가능성 여부를 사람의 혈장의 무기 이온농도와 유사한 이온 농도 

를 가지는 의사체액을 이용하여 in vitro 실험을 한 결과 다음과 같은 결론을 얻었 

다. 

1. 종래의 CaO-SiOz계 생체 재료용 분말원료는 대부분이 1000 0C 이상의 고온에서 제 

조되었으나， 본 연구에서 사용한 졸-겔법을 이용하면 600 0C 에서 제조가 가능하여 

에너지 절감효과를 가져 올 수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2. 본 연구에서 제조한 CaO-SiOz계 겔은 그 조성에 관계없이 의사체액 중에서 5일 이 

내에 그 표면에 생체 뼈와 유사한 구조를 가지는 아파타이트를 형성하므로 생체 

내에 매식하였을 경우 생체 뼈와 화학적으로 결합할 수 있음을 시사하였다. 

따라서 본 졸-겔법에 의해 합성한 CaO-SiOz 겔은 골충전제(Bone filler)와 같은 생 

체재료용 분말로서 사용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3. 재료의 표변 상태를 좌우하는 척도로서의 제타전위와 생체 환경 하에서 생체활성 

발현 기구를 알아보기 위하여， 여러 종류의 생체재료의 제타전위와 그들의 의사체 

액 중에서의 아파타이트 형성 능력의 상관관계를 조사한 결과， 생체 환경 하에서 

아파타이트를 형성하기 위해서는 재료의 표면에 관능기 (functional groups)가 존재 

하여야 하며， 제타전위는 음의값을 가져야 하며 그 절대값이 큰 재료일수록 생체활 

성 (bioactivity) 발현에 유리할 것으로 사료되었다.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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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제 1절 연구개발의 현황 

1. 이규화몰려브덴 발열체 

전열재료는 전기저항에 의한 발열현상을 이용하는 재료로서 금속발열체와 비금속 

발열체로 구분 할 수 있다. 금속발열체에는 흔히 니크롬이라 불리는 니켈을 베이스로 

하여 제조되는 Ni- Cr 계 발열체가 있고 Kanthal선이라 호칭되는 Fe-Cr-Al계 전열선 

이 있으며 일반적인 용도에 널리 사용되고 있다. 그러나 이들 금속 발열체는 고옹에서 

는 견디기가 어렵기 때문에 주로 1200.C 이하의 비교적 저온에서밖에 사용할 수 없는 

약점이 었다. 이러한 금속발열체의 약점을 극복하기 위해 사용되는 것이 비금속발열체 

로서 고온에서 내 산화성 및 고온 강도가 좋고 각종 분위기에서도 안정하다는 장점이 

있어 금속 발열체보다 높은 온도에서 사용된다. 

비금속 발열체로는 SiC, MoSiz, zrOz, KaCr03 둥을 들수 있다. 그중 MoSiz 즉， 이규화 

몰리브덴 발열체는 1956년 스웨멘의 Bulten - Kantha1 사에서 최초로 Kantha1- Super 라 

는 상품명으로 시판을 시작하여 지금은 180<rc 대의 고온에서도 사용할 수 있는 제품을 
판매하고 있다. 최근에는 미국에서도 몇 개 회사에서 유사제품을 생산하고 있다. 그밖에 

러시아， 중국에서도 기술을 개발하였으나 제품 품질면에서는 많이 뒤떨어진다. 

SiC를 사용하는 발열소자는 실리코니트라는 상품명으로 잘 알려져 있으며 그 사용온 

도는 1400.C 대로서 이규화몰리브멘 제품보다 많이 낮다. 또 이규화몰리브댄 발열체와 

는 달리 보호분위기를 펼요로 하며 시간에 따른 전기특성의 변화가 커서 가열로내의 

발열소자중 하나가 파손될 경우 전체를 갈아야 하는 문제점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 

와 같은 단점에도 불구하고 가격면의 유리성 때문에 시장규모는 이규화몰리브멘보다 

오히려 훨씬 더 커서 고옹용 전기저항가열로의 대부분을 접하고 있다 

이규화몰리브멘 발열소자가 고가인 이유중의 하나로서 그 원료인 이규화몰리브멘이 

역시 고가라는 점을 들 수 있다. 따라서 이 발열소자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이규화몰리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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덴을 염가로 제조하는 기술을 개발하는 것이 펼요하다. 이규화몰리브덴을 합성하는 방법 

에는 LS(Low- temperature Synthesis)법과 SHS(Self- propagating High- temperature 

Synthesis)법의 두 종류가 있다. 전자는 노내에서 몰리브댄과 규소의 혼합물을 일정 온 

도로 가열하여 합성하는 방법이며， 후자는 합성반웅 자체가 발열반응이라는 점을 최대로 

이용하는 에너지 절약형의 합성법이다. 

LS법은 Kanthal사에서는 채택하고 있으며 종래부터 사용되어 온 방법이다. 그러나 

이 방법에서는 반응온도인 약 1300 0C까지 온도를 올라는 시간， 그 옹도에서의 보지시 

간， 반응 후 상온까지 온도를 내리는 시간 둥을 합하면 10여 시간이라는 장시간이 소 

요되므로 시간과 에너지의 소모가 매우 크다. 또 합성된 MoSi2는 매우 단단하여 분쇄 

에 오랜 시간이 소요되고 그 과정에서 철분동의 불순물이 혼입되기 쉬운 결점이 있다. 

그에 반하여 SHS법은 반웅의 시초에 텅스텐 휠라멘트 둥으로 반응대상물을 수초간 

가열하여 점화시켜 주기만 하면 자체의 반웅열에 의해 단시간에 반응이 완료되는 전 

혀 새로운 방법으로서 러시아에서 개발되었다. 이 방법은 장시간의 가열이 필요 없으 

므로 전기료가 적게 들고 합성체의 분쇄도 LS 법의 경우보다 용이하여 불순물의 혼입 

도 적은 장점들을 가지고 있다.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후자의 SHS법으로 한국최초로 

MoSiz의 합성기술을 개발한 바 있다. 

이상에서 언급한 발열소자를 사용하여 고온에서 장시간 사용하기 위해서는 적절한 

첨가물의 첨가， 발열체의 가공， 최적의 산화층의 형성 및 고온에서의 안정적인 입자의 

성장억제 등이 필요한 것이다. 물론 이러한 기술들은 외국업체들의 경우 이미 안정된 

수준에 도달해 있다고 할 수 있다. 

2. 국내외 연구사례 및 기술평가 

전기가열로 개발에서 핵심이 되는 것은 발열소자의 제조기술과 노 자체의 제작기술 

이라 할 수 있다. 그중 후자는 상당 부분 국산화가 이루어져 있는 반면 발열소자의 경 

우에는 거의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발열소자에 사용되는 전열 재료는 전기의 

흐름에 저항하여 열을 발생하게 되며 금속 발열재와 비금속 발열재로 구분할 수 있다. 

MoSi2 발열체는 이미 1956년 스웨멘의 Bulten - Kanthal사에서 최초로 Kanthal - Super 

라는 상품명으로 시판을 시 작하였으며 그 후 특허가 해제된 1995년 이후 미국， 일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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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둥에서 비슷한 제품의 개발에 성공하여 제품을 시판하기 시작하였다. 

국내의 경우 실리코니트 발열소자는 과거 요업기술원(국립기술품질원 산하)에서 기 

업체와 공동으로 그 개발을 시도하였으나 상업화에 성공하지는 못하였다. 그 이유는 

무엇보다도 SiC의 합성에 다량의 전기가 필요하기 때문에 전기료가 비싼 우리나라의 

제품이 국제 경쟁력을 갖기가 어려웠던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현재 실리코니트 발 

열소자는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고 이규화몰리브멘 발열소자의 경우 한국자원연구 

소에서 발열체의 원료가 되는 MoSb 의 합성， 소결， 가공동을 연구실 규모로 수년간의 

연구 끝에 그 시제품 제작에 성공한 바 있으나 연구기간 부족으로 내구성 테스트， 특 

성 안정화， 일관공정 확립 등 실용화를 위한 마무리 연구는 끝내지 못하였다. 한국기 

계연구소가 러시아의 기술을 도입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나 실패로 끝난 바 있다. 

제2절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1. 연구의 목적 

많은 금속간화합물들은 복합적인 성질들을 가지고 있다. 가령 고융점， 저밀도 그리고 

좋은 내식성등이다. 이러한 성질 때문에 금속간화합물들이 고온 구조용재료로 각광을 

받고 있다. 따라서 이러한 욕구를 충족시키기 위하여 많은 연구자들이 재료의 합성， 

조직 그리고 기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가 많이 이루어 졌으며 현재도 진행중이다. 

그러나 금속간화합물들을 산업에 웅용하는데 있어서 중요 장애물들은 (1) 저온에서 

의 연성이 낮고 그리고 한정된 항장력을 가지고 있다는 점이다. 다시 말하면 상온에 

서 취성이 크다는 문제이다 금속간화합물중 이규화몰리브멘은 특히 고융접 내열재료 

로 가장 각광을 받고있는 화합물중 하나이다. (2) 이규화몰리브멘은 융점이 20300 C, 밀 

도는 6.3이며 고온에서 SiOz의 생성으로 인하여 내산화성이 좋은 재료이다. (3) 또한 

다른 구조용재료와 비교하여 볼 때 조업조건에서 연성을 가진 다는 장점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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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4) 순수 이규화몰리브덴은 상온에서의 취성과 고온에서의 강도 저하 때문에 구조 

용 재료로서는 적합하지 못하다. 

이규화몰리브댄은 여러 가지 방법에 의하여 제조되어왔다. 가령 아크용융법， 주조 

법， 기계적인 합금법， 소결 그리고 자전고옹합성법둥이다. 고온진공반응 가압법은 합성 

물질을 치밀화하기 위하여 자전고온합성법에 압력을 가하 것이다. 이러한 공정은 다수 

의 장점을 가지고 있다. 즉 생성물의 고순도， 에너지 절약， 다품종 생산가능 그리고 완 

제품의 생산등이다. 이규화몰리브멘의 이용을 극대화하기 위하여 여러 가지의 조성과 

성분들을 첨가함으로써 기계적 성질을 증가시키기 위한 시도가 여러 연구자들에 의하 

여 이루어져왔다. MoSi2에 SiC첨가 zrO입자 첨가 그리고 Nb화이버의 첨가등이다. 

이규화몰리브멘이 고온에서 발열체 및 공업용 구조재료로 사용하기 위하여는 고온 

에서의 열적 내구성 및 고온과 상온에서의 강도의 증가가 필수적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이규화몰리브멘 발열체에 각종 첨가물을 첨가하여 고온에서의 내 

구성을 개선시키는 것이 급선무이다. 또한 제조된 발열체의 조직， 발열특성 및 산화특성 

을 비교 평가하여 상업화하는데 기초자료로 삼고자한다. 

2. 연구의 팔요성 

몰리브댄 관련제품 중 가장 부가가치가 높은 것은 몰리브멘(Mo)과 규소(Si)의 화합 

물인 이규화몰리브덴(MoSiz)을 원료로 하는 제품들이다. 이규화몰리브멘은 고온 전기 

저항 발열체， 산화방지용 코팅제， 고온 열전대， 반도체 집적회로의 전극이나 게이트 재 

료 등 다양한 용도에 사용되는 매우 유용한 재료이다. 그러나 이규화몰리브멘의 용도 

중 첫번째로 꼽을 수 있는 것은 역시 고온 전기저항 발열체로서， 이들 발열체는 세계 

적으로 2-3 개 회사만이 독점적으로 공급하고 있다. 그중 대표적인 회사는 스웨멘의 

칸탈사로서 그 회사 발열체의 상품명인 칸탈슈퍼는 마치 이규화몰리프멘 발열체의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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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사처럼 불리고 있으며 이 제품들은 발열체는 값도 매우 비싸 귀금속의 가격에 필적 

할 정도이다. 물론 제품의 가격을 원료비로만 따질 수는 없고 여러 가지 요소를 고려 

하여야 하겠지만， 칸탈사가 독과점 체제에 의하여 폭리를 취하고 있는 것만은 틀림이 

없다고 할수 있다. 

사실상 이규화몰리브덴 발열체는 값이 비쌀 뿐 아니라 상온취성이 커서 부러지기 

쉽고 취급이 어려운 둥의 단점들을 가지고 있다. 그러나 이와 같은 단점들에도 불구하 

고 이 발열체가 수십년 동안 꾸준히 그 수요를 유지하고 있는 것은 그 단점들을 덮고 

도 남는 다음과 같은 여러 가지 장점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다. 즉， 

특별한 보호조치 없이 대기중에서도 1600-1700 0C 정도의 고온 사용이 가능하다. 

뛰어난 내산화성을 나타내며 표면이 상해도 자연치유되는 기능을 가지고 있다. 

- 고옹에서 안정하므로 단위면적당 에너지 밀도를 높일 수 있어 가열효율이 높다. 

- 승온시간이 타발열체에 비하여 훨씬 짧으므로 장입물 교체시 에너지 절약효과가 

높다. 

- 수명이 길고 보수 및 관리가 용이하다. 

- 시간에 따른 전기특성의 변화가 없어서 파손시 일부만 교체하는 것이 가능하다. 

국내에서도 기계 및 금속공업의 성장과 더불어 산업용 요로의 수요가 나날이 증가 

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노의 핵심부품인 전열재료의 수입량이 크게 증가하고 있다. 아 

직 고온 발열체 분야는 황무지 상태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그러나 근래에는 

세라믹스 공업이 각광을 받게됨에 따라 그의 가공에 필수적인 고온발열체의 수요도 

더욱 늘어가고 있고 이규화몰리브멘은 또 산업용 요로외에도 급속가열의 특성 때문에 

가정용 전기기구 분야에도 수요처를 넓혀가고 있으므로 그 국산화 연구의 필요성은 

매우 크다고 할 수 있다.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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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실 험 

제 1 절 질험재료 

본 실험에서 사용한 MoSiz 분말재료는 일본 고순도화학(주)에서 구입한 시약급 원료 

를 사용하였다. 분말의 입자크기는 325mesh 이하의 크기를 사용하였으며 화학적인 

조성은 아래 <표-1>와 같다. 

Fe Cr Ni Na Al Ca Mg Mn Sb Cu Ti C 

50 15 <5 <10 10 9 10 10 <5 5 5 25 

<표-1> MoSiz 분말의 화학적 조성 

단위 ppm 

가소제로서 사용한 벤토나이트의 주성분은 점토 성분의 montmorillonite로서 8→뻐nesh의 

조대한 입자상으로 되어 있었으므로 실험시에는 습식으로 분급하여 -325mesh 이하의 것만을 

사용하였다. 벤토나이트의 화학적 조성은 주로 Si02(63.02%) , Alz03(21.08%), FeO(3.25%) , 

MgO(2.67%) 그리고 Na20(2.57%) 퉁 이다. 그밖에 첨가물로서는 Si3N4, Th02, B등을 

첨가하였다. 이규화몰리브멘 복합재료에 사용된 원료분말은 Johson Mattey 회사 

제품의 Mo 분말(99.9% ， - 325mesh) , 과 Cerac Co.의 W(99.9% , - 325mesh) , Si(99.9% , 

4-5μ m) 그리 고 WSi2(99.9% , -325mesh)분말을 사용하였다. 

제 2 절 질험방법 

1. 발열체의 제조 

MoSi2(95.8wt.%)분말에 벤토나이트(3wt.%)， ShN4( 1 wt.%), Th02 (O.1 w t.%)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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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Cü.1wt.%) 분말을 Attritor를 사용하여 혼합하였다. 특히 가소제 인 벤토나이 트는 수분 

을 흡수하면 팽창하며 압출 성형시 가소성을 부여함은 물론 공정중에 이규화 몰리브 

멘 입자들을 둘러싸 피막을 형성함으로써 MoSi2의 산화를 방지한다. 벤토나이트(물 

85%, 벤토나이트 15%)에 첨가물을 혼합한 후 슬러리상의 상태로 혼합한다. 슬러리상 

의 시료는 Attritor로 옮겨서 수분 함량이 0.5- 1.5% 정도로 될 때깜지 건조한다. 약 24 

시간이 지나면 고무상으로 변하여 압출작업을 수행할 수 있을 정도로 된다. 이 시료는 

진공압출기를 옮겨 4, 7mm~ 의 구경을 가진 금형을 통하여 압출하였다. 압출된 MoSh 

봉은 매우 약해서 조심스럽게 다루어야하며 균일한 압출봉을 얻기 위하여 압출구에 콘베 

이어를 설치하였다. 압출된 시료는 적당한 크기로 절단하여 건조로로 옮겨서 30- 400 C 

의 온도로 건조하였다. 시료 봉들은 건조 후 다음단계인 소결작업을 행하였다. 소결은 

10500 C 까지는 시료의 내부에 있는 수분 및 가스성분을 제거하기 위하여 분당 40C로 

승온하였다. 그 이후 13000C에서 3시간 유지한 후 상온으로 냉각하였다. 소결이 끝난 

시료는 가공기를 이용하여 15000C에서 U자형으로 가공하였다. 가공이 끝난 시료는 용 

접장치를 이용하여 비발열 부위의 용접을 행하였다. 용접시의 온도는 15000C, 20kg의 

조건하에서 행하였다. 

<그림 - 1> 발열체의 소결에 사용한 관상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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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은 발열체의 소결에 사용한 관상로를 나타낸 것이다. 관상로는 내경이 

60mm의 직경으로서 유효 가열존이 750mm이다. 소결에 사용된 분위기는 수소 

를 사용하였다. 

2. 이규화몰리브덴 복합재료의 제조 

분말의 혼합은 3시간 동안 볼 밀에서 혼합하였으며 혼합된 분말은 매우 충분한 기 

공을 갖도록 하기 위하여 매우 낮은 압력으로 냉간 압축 성형하였다. 성형된 시편을 

Graphite 몰드에(직경30φ) 장입하였다. Graphite 몰드는 반응 중 시료와의 반응을 방 

지하기 위하여 내부를 Graphite foil로 감썼다. 시료와 Graphite사이는 MoSiz와 카본과 

의 반응을 억제하기 위하여 BN를 코팅하였다. 이렇게 준비된 시료는 분당 300 C/ min. 

의 승온 속도로 승온하였으며 동시에 300MPa의 압력을 보지하였다. 반응온도는 각각 

14000 C, 1450oC, 1500oC, 16000C에서 3시간 유지하였다. 반응이 끝난 시료는 시편의 물 

리적 특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적당한 크기로 EDM(Electron Discharge Machine)을 이 

용하여 절단하였다. 합성 후에 (Mo.W)Siz의 합성 여 부， 미 반응 금속(Mo， W, Si) 분말 

의 존재 확인 및 상 분석등은 Cu-Ka를 사용하여 분말 x-선 회절 시험을 하였다. 생 

성물의 미세구조 관찰은 광학현미경과 전자현미경을 통하여 관찰하였으며 광학현미경 

을 통한 미세 조직의 관찰은 1μm 크기의 다이아몬드 paste를 이용하여 연마하였다. 

MoSiz의 경우는 특별한 에칭용액을 사용하지 않고 편광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 

다. 성분분석은 주사전자현미경 (SEM: S.canning Electron 띠icroscopy ， Jeol사， Model 

JCM640이에 부착된 EDS를 이용하였다. 물리적 특성평가의 일원으로서 비커스 경도를 

이용하여 경도 값을 측정하였다. 합성된 시편의 경도측정은 500gf의 하중 하에서 15초 

간 유지하면서 통상 한 시편에 대하여 5개의 측정치의 산술평균값을 취하였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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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정구조 분석 

합성한 합금의 결정구조는 분말 x-선 회절곡선으로부터 결정하였다. 이 때 Tetragonal 

구조를 갖는 Clh형 의 합금은 (002) , (101), (110) , (103) , (0040, (200) 및 (006) 면 지 수 

를 가지고 있다. 상 분석에 있어서 가장 큰 문제점은 MoSi2와 WSiz의 결정구조가 같 

고 격자상수가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이들 두상의 피크들이 중첩하여 분리되지 않는 

다는 것이다. 다행히 MoSiz의 (103) 피크와 WSiz의 (101) 피크의 크기가 증감의 변화 

가 있다는 점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는 이들 피크의 적분강도를 나눈 값 즉 1(03) / 

1(101) 값이 Clh 상의 량과 비례한다는 가정하에 각 시편에 포함되어있는 2 상의 상 분 

율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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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잘험 및 고찰 

제 1 절 상용 발열체의 특성분석 

MoSi2 발열체를 개발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먼저 현재 시판되고 있는 제품들을 

비교 분석할 필요가 있다. 현재 국내에서 시판되고 있는 스웨댄 Kanthal사의 발열체는 

사용온도에 따라 크게 3가지급(1700.C. 1800.C. 1900.C)으로 분류 시판되고 있다. 이중 

19oo.C 급은 최근에 개발된 것으로 사용온도가 점점 향상되고 있다. 이러한 점들을 고 

려하여 온도가 가장 높은 1900.C급을 위주로 ICP분석한 결과를 <표-2>에 나타내었다. 

주요 성분을 보면 1800.C 까지는 텅스텐이 거의 검출되지 않았으며 1900.C 에서는 다량 

의 텅스텐이 검출됨을 알 수 있다. 특히 WSiz는 MoSiz와 동일한 결정구조(TetragonaI)와 

비슷한 격자상수를 가지기 때문에 MoSi2 발열체의 특성을 변화시키지 않으면서 사용 

온도의 대폭 향상이 가능하였던 것이 아닌가 보여진다. 이러한 자료는 1700.C , 1800.C 

발열체의 개발에도 좋은 자료가 된다. 

<표一2> 상용발열체의 성분 분석결과 

(단위: %) 

삶역풋 Mo Si W Fe Mg Ca AI Mn Cr 

Kan따1πthal 

1700.C 
59.5 36.1 0.043 0.185 0.047 0.02 1.848 0.037 0.012 

Kanthal 

1800 .C 
61.3 36.2 0.024 0.189 0.054 0.033 1.865 0.024 0.015 

Kζanthal 

1900.C 
35.6 31.8 32.9 0.028 0.0056 0.05 1.065 0.2 0.012 

KIGAM 59.93 36.76 0.022 0.25 0.12 0.13 1.85 0.005 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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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상용발열체의 격자상수 

숲녁t cell volume 
a(A) dA) c/a 

(A3) 

Pure MoSi2 3.21032 7.86427 2.44969 81.0530 

Kanthal 1700 0C 3.21262 7.86858 2.44927 81.21088 

Kanthal 1800 0C 3.21178 7.86584 2.44906 81.14034 

Kanthal 1900 0C 3.21517 7.86747 2.44698 81.32852 

KIGAM 3.21410 7.87370 2.44974 81.33877 

다량 함유된 W은 MoSb 결정구조에서 Mo를 치환한 상태로 있는 것으로 보여진다. 

WSi2의 격자상수는 a=3.211 A , c=7.868A , c/a=2.45로 MoSb(a=3.20A , c=7.85A , 

c/a=2.453)의 경우보다 약간 크다. MoSi2 격자의 Mo원자의 일부가 W으로 치환되면 격 

자상수가 가장 큰 것을 볼 수 있으며 W이 첨가됨에 따라 MoSb의 격자 상수가 다소 증 

가한 것으로 보인다.<표-3>에 상용 발열체의 격자상수를 나타내었다. 

<표-4>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제조한 발열체와 상용발열체의 물리적 성질을 비 

교한 결과이다. 최고사용온도 및 다른 특성치로 보아서 1700 0C 까지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생각된다. 굽힘강도인 경우는 약간 떨어지나 Kanthal 제품인 경우에도 하한 

치가 226MPa로서 비교적 낮은 값을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표 4> KIGAM 발열체와 상용발열체의 물리적 성질 비교 

-E--E1 성 KIGAM KanthaI Mosilit Super ST 

최고 사용용도 CC) 
1,700 1,700 1,700 

(발열체 표면) 

비 저 항 (20 oC,.uQ-m) 0.35 0.3 0.29 

융 점 CC) ? 2,030 2,030 

밀 도 (g/cm ,j) 5.5 1%< 이하의 기공 5.5 

열팽창계수 (10 b oC) 7-8 7- 8 7.5 

경 도 (20 0C ,Vickers) 1,100 1.200 

굽힘강도 (MPa) 250 323 j: 30%(226-420) 323 j: 30%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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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이규화몰리브덴 발열체의 제조 

1. 재료의 혼합 및 압출 

재료의 혼합듀 이규화몰리브댄 분말에 가소제인 벤토나이트， 기타의 첨가물들과 혼 
합k게 된다 이후 수분이 충분히 증발하여 고무상으로 되면 진공압출기를 사용한 압 
돋 d 형과정을 거치게 된다.<그림 -2>은 진공압출기를 이용하여 4, 7mm$ 직경의 압출 
된 선재를 보여준다. 

<a> 

<b> 
<그 림 • 2> 압출 한 직 경 4mm 및 7mm선 재 의 외 관 (a) 4mm$, (b) 7m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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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U자형 성형 가공 

이규화몰리브덴 발열체는 보통 U자 또는 W자 형태로 사용되기 때문에 성형가공은 

가장 중요한 연구목표중의 하나이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성형가공 장비는 용접기의 

홀더를 이용하여 약15000C의 온도에서 행하였다. 이 때의 온도 측정은 광학온도계를 

사용하여 측정하였으며 제어 전원으로서는 2000A급의 정류기를 사용하였다. <그림 

3>에 U자형으로 가공한 발열체의 외관을 나타내었다. 

<그림 -3> U자형으로 가공한 직경 3mm 및 6mm 선재 

3. 벼 발열부위의 용사처리 

발열부와 비발열부를 용접하기 위해서는 <그림 4>와 같이 단자부의 한쪽끝을 가공 

하여 발열부와 같게 가공하여야 한다. 비발열부는 전기를 연결하기 좋게하기 위하여 

한쪽 끝에 알루미늄을 용사한다. MoSi2 발열체는 11000C이상의 고온에서 가소성을 나 

타낸다. 그러나 이 가소성은 일시적인 것이며 고온에서의 유지시간이 길어지면 그 이 

유는 명확하지 않으나 이 가소성은 소실된다. 용접은 용접대상물의 끝 부분끼리 밀어 

붙이는 butt welding법을 이용하여 용접하였다. 접합 부위에서는 거의 동일한 밀도와 

전기비저항， 그리고 열가소성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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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용접하기 위한 가공 및 알루미늄 용사처리 

<그림 5>는 본 연구에서 제조한 발열체의 시제품을 나타낸 것이다. 발열체는 두 종 

류로서 발열부위가 3mm-6mm와 6mm-12mm이다. 발열부위 길이 (Le 140mm), 비발 

열부위 (Lu:180mm)의 크기를 가지고 있다. 실제로 이러한 사양의 제품이 가장 많이 사 

용되고 있다. 

<그림 -5> 제조한 3mm-6mm의 발열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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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발열시험 

<그림 -6>은 본 연구에서 제조한 발열체의 발열 시험하는 사진을 나타낸 것으로서 

비교적 용접부를 포함하여 발열부 전체가 균일하게 가열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랴나 일부 제품의 경우에는 압출 및 소결 과정에서의 불균일 때문에 일부분의 저항 

이 커서 다른 부분보다 밝게 가열되는 경우가 있었다. 

<그림 -6> 발열체 시제품의 발열시험 

제 3 절 이규화몰라브덴 복합재료의 제조 

1. Mo-W-Si 삼원계 상태도 

그림7은 전율 고용 시 단상조직을 형성한 Mo-W-Si의 삼원계 상태도를 나타낸 것 

이다. [12J MoSi2의 결정구조는 Tetragonal이며 공간 군으로는 14/mm이다. 몰리브멘 

과 텅스텐은 체심입방 구조로서 전기 음성도， 원자반경(몰리브댄 0.201nm， 텅스텐 : 

0.202nm) 및 격자정수(몰리브댄 : a" = 0.3147 A , 텅스텐 : ao = 0.3165A)가 거의 유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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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단상의 합금조직을 만들게 되는 것을 그림에서 알 수 있다. 텅스텐 분말을 

Mo-Si조성 에 첨 가하는 경 우에 는 MoSh와 WSh 사이 에 Clh형 구조의 단상영 역 을 가 

지게된다. 이러한 조직 중에서는 실리콘이 제조공정 중 손실되어 Mo-W이 rich한 조 

성인 제2의 상이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M3i2(C11b) 
Ivb-Si-W 

m 

이
 % 

커

/
 

10 (Mcx l -xlW1Si2 +Si 

s 00 00 70 
MoSi2(C11 b) 

‘ - rrol o/oSi 

<그림 -7> Mo-W-Si의 삼원계 상태도 

2. 상 분석 

그림8은 각 온도에서 Mo/Si 분말과 Mo!W/Si 분말간의 반응결과를 나타낸 X선 회절 

패턴이다. (a)의 경우는 몰리브멘 분말과 실리콘의 분말을 양론적으로 혼합한 후， 14000 C 

에서 고온진공 가압기에서 반응시킨 결과이다. 그림8에서 보면 몰리브덴이나 실리콘의 

미 반응 피크들이 보이지 않고 거의 단일상의 MoSi2가 반웅되었음을 보여준다. 한편 중 

간화합물인 M05SÏ3가 2 fJ 가 41도 근처에서 미미하게 나타남을 보여준다. 중간화합물이 

나타나게 되는 이유는 반응 중 실리콘의 손실로 인하여 Mo-W이 rich하기 때문이며， 한 

편으로는 이 그림에서 분말 x-선 회절 패턴으로 확인이 어렵지만 A. Gomez에 [13J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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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 반응 중 실리콘이 산화물 형태로 바뀌면서 살리콘이 부족한 중간화합물이 (MOsSb) 

생성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본 연구에서도 28 가 41도 근처에서 나타난 피크들이 중간화 

합물(MOsSb)로 확인되었다. (b). (c). (d). (e)의 경우는 Mo!W/Si의 분말을 양론적으로 혼 

합한 후， 각각의 온도에서 반응시킨 분말 x-선 회절 패턴이다. MoSiz와 WSi2의 피크는 

거의 모든 회절각도에서 일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MoSiz : JCPDS # 6-681 , WSi2 : 

# 11 - 195) 분말 x-선 회절에 의한 시험결과는 대부분의 피크들이 (Mo.W)Si2 피크라고 

생각된다. 왜냐하면 중간화합물인 (MO.W)5Sb 피크들이 회절패턴에서 거의 나타나지 않 

음을 보여주며 미 반응된 Mo, W 그리고 Si 피크 등은 분말 x-선 회절 피크에서 전혀 

보이지 않았다. 

(f)의 경우는 각각 50% wt.의 MoSi2 와 50% wt. WSb를 혼합한 후 반응시킨 결과이 

다. 그림에서 보면 상당량의 중간화합물인 (MO.W)5Sh 가 나타남을 보여준다. 이 는 (a) 

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MoS Ï2 나 WSi2 중 실리콘의 일부가 SiOz나 SiO의 형태로 생성되 

면서 Mo←W이 rich한 조성 인 (MO.W)5Sh 상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그림9는 그림8의 2 fJ 를 43도에서 46도까지 확대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경우 

는 순수 MoSi2 분말을 합성한 것이며 (b). (c). (d). (e)는 Mo- W - Si 분말을 양론비로 

혼합한 후 각 온도에서 합성한 것이다. 반응온도가 증가할 수 록 왼쪽으로 즉 저 각 

쪽으로 이동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저각쪽으로 이동하는 것은 원자간의 거리가 증가하 

는 것을 의미한다. 이는 각 원소 분말들이 새로운 상인 (Mo.W)Si2 로 합성되면서 발 

생된 내부의 응력과 새로운 상인 (Mo.W)Sb가 합성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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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8> 각 온도에서 Mo/Si 분말과 Mo!W/Si 분말간의 반웅결과를 나타낸 

X선 회 절곡선 (a) Monolithic MoSb. 14000 C (b) 14000 C (c) 

14500 C (d) l fiXfC (e) laffC (f) 밍%wt. MoSiz + 밍%wt. WSiz, 160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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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림 -9> 반응온도에 따른 X-Ray 강도의 변 화 (a) Monolithic MoSi2 , 14000 C 

(b) (Mo.W)Siz Composites, 14000C (c) 14500C (d) 150(tC (e) 16000C 

3. 격자상수 및 상 분율 

격자상수는 그림8의 XRD 중 (002) , (101), (10) , (03) , (0040, (200) 그리고 (006) 피 

크를 이용하여 최소적분법으로 계산하였다. 그 결과를 그림 10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반응온도가 증가할 수 록 a 및 C축 모두 증가하는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고용 

체 합금이 이루어지면서 발생한 웅력 과 반응 중 생성된 Si02 나 Mo-W이 rich한 조 

성인 (MO.W)5Sh의 상 때문이라고도 생각된다. 

그림 11은 시판 순수 MoSiz 와 WSiz 분말을 혼합한 것과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 

의 분말 X 선 회절 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앞에서도 이미 언급하였듯이 MoSi2와 

” 
ω
 



WSi2 경우 JCPDS가 거의 일치하여 분말 X 선 회절로 (Mo.W)Sh의 합성정도를 분간 

하기가 어렵다. 따라서 이러한 결정 상을 정량 하는데 대한 기본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제조한 합금 중에 있는 (Mo.W)Sh 상의 정량이 펼요하다. 이러한 데이터 

는 향후 이들 합금의 특성을 분석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할 것으로 생각된다. 그 

림 1Ha) 의 경우 시판 MoSi2 분말과 WSi2분말을 혼합한 시편을 분말 X 선 회절곡선으 

로부터 MoSi2(l03)와 WSh(lOl)의 상대 적분강도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순 

수 WSi2 분말의 X 선 적분강도 값은 순수 MoSi2 분말에 비하여 강도 값이 높은 것을 

보여준다. 따라서 MoSi2 분말의 양이 증가 할 수록 거의 선형적으로 적분강도 값이 감 

소하는 것을 알 수 있다. 그림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전체 피크의 총 적분 강도에 대 

한 (103) 적분강도 분율 과 혼합 율(wt.%) 사이에는 다음과 같은 직선 비례관계가 성 

립하며 이로부터 다음과 같은 식을 얻을 수 있다. 

1 [WSi2(lOl) / MoSi2(l03) ] = - 9 .1 x 10 3 1(103) + l.58이 다. 

(Mo.W)Si2 중에서 MoSi2는 무게 비로 53%정도 존재하고 있으므로 그림 1Ha)에서 

보면 적분강도 값이 약 1.1정도이다. 본 연구에서 제조한 시편의 분말 X 선 회절 상대 

강도로서 대체로 반응온도가 증가할 수 록 적분강도 값이 증가함을 보여준다. 즉 

1400"C인 경우에 0.78에서 16000C에서는 약0.88로 증가함을 보여준다. 반응온도가 낮은 

경우는 MoSi2 가 주로 먼저 반응이 이루어지고 텅스텐 분말은 미미하게 설리콘과 반 

응이 이루어진 상태이기 때문에 X-선 상대 강도 값이 낮은 값을 가진 것으로 생각된 

다. 반면에 반응온도가 증가하면서 X- 선 상대 값이 증가하는 이유는 WSh가 생성되 

면서 X 선 회절강도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그림 11 의 (C) , (d)는 1400"C, 

1600()C에 서 합성 한 시 편 을 1780()C에 서 3시 간 열 처 리 한 후의 X • ray 상대 강도를 나타 

낸 것이다. 그럼에서 보면 1400"C에서 합성한 Mo/W/Si 분말의 경우 X- ray 상대 강도 

값이 0.78이나 이를(그림에서 C) 17800C에서 3시간 유지한 후 X- ray 상대강도를 측정 

한 결과 0.87로 증가하였다. 또한 MoSi2 / WSi2 (그람에서 Ð) 분말의 경우도 16000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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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0.62정도이나 같은 조건에서 열처리 한 후 측정결과 0.74로 증가하였다. 이러한 결 

과로부터 반응온도가 증가하면서 텅스텐 분말들이 실리콘과 반응을 이루고 이들은 다 

시 이미 합성이 이루어진 MoSiz 와 치환을 하면서 고용도의 증가가 이루어지며 최종 

적으로 단상의 (Mo.W)Siz 로 합성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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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반응온도에 따른 격자상수의 변화(e a axis , 0 c ax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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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미세조직 

본 연구에서 제조된 복합재료의 반웅 메카니즘은 고체(몰리브댄， 텅스텐) 액체(실리 

콘)의 반응이다. 따라서 이들의 조직이 반웅온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는가를 살펴보 

고자 하였다. 

그림 12는 Mo/끼TV/Si 분말을 혼합 한 후 각각의 반응온도에서 제조한 시편의 미세조 

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에서 보면 편광 현미경을 사용한 조직사진에서 (a)의 경우 

결정입자들이 매우 미세한 것을 볼 수 있다. 이들의 평균 결정입자는 5-6μm로서 본 

실험에서 사용된 분말의 결정입자와 거의 유사함을 보여준다. 결정입자가 미세한 이유 

는 반응온도가 14000C로서 비교적 낮은 온도이므로 결정입자의 성장이 아직 이루어지 

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생각된다. 

(b) 의 경우는 14500C에서 제조한 시편의 미세 조직으로서 텅스텐， 실리콘 분말을 양 

론비로 혼합한 후 고온진공가압기에서 반응시킨 결과로서 일부의 몰리브덴과 실리콘 

분말이 우선 반응이 시작하였고 텅스텐은 결정입자의 성장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음 

을 보여준다. (c), (d)의 경우 반응온도가 증가 할 수록 MoSh 반응이 활발하게 이루어 

지면서 결정입자의 성장이 일어나고 텅스텐 분말도 실리콘과 반응이 이루어지면서 

MoSi2와 치환을 하지 않나 생각된다. 특히 (d)의 경우는 거의 완전하게 치환이 이루어 

지고 결정입자의 크기가 원래의 분말의 크기보다 5-6 배정도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 

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반응 온도에서 Mo/W/Si의 반응은 Mo-W이 고상인 반면에 실 

리콘이 액상인 고체 액체간의 반응이다. 또한 이들의 반응은 고- 액 확산에 의하여 이 

루어지는 것으로 이미 알려져 있다. 열역학적 자료에 의하면 MoSi2의 단열반응 온도 

는 1943K이며 WSi2의 단열반웅 온도는 1512K로 되어있다. [14J 이러한 결과를 보면 

반응초기에는 주로 실리콘의 액상이 Mo와 먼저 반응이 이루어 진 후에 남은 액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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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리콘이 W와 반응하지 않나 생각된다. 

결정입자의 모양은 Monolithic MoSb가 (Mo.W)Si2 복합재료에 비하여 균질함을 보 

여준다. 기공은 Monolithic MoSi2와 (Mo.W)Si2 모두에게서 관찰되었다. 그러나 반응 

온도가 14000 C, 14500C인 경우에는 상당량의 기공이 불균질하게 분포되어 있음을 보여 

준다. 한편 반응온도가 16000 C 경우에는 결정입자가 성장면서 기공이 줄어드는 것을 

보여준다. 이것으로 미루어 보아 단일상의 (Mo.W)Si2 를 합성하기 위하여는 반응온도 

가 최소 16000 C 이상이어야 함을 보여준다. 

<그림 12> 반응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 (a)l400oC (b)l450"C (c)l500"C 

Cd)l600"C, 3hr. 

그림 13은 전자현미경에 부착된 EDS의 스팩트럼을 나타낸 것이다. (a)의 경우는 그 

림 12의 (b) 사진으로서 A구역을 스팩트럼으로서 나타낸 것이다. EDS스팩트럼 결과 

결정입자들이 큰 것은 주로 MoSi2 임을 보여 준다. 그림 12의 (b)의 경우는 그림 12에서 

B구역을 나타낸 것으로서 주로 WSb임을 보여준다. (c)의 경우는 그림 12의 (d)중에서 

C구역을 나타낸 것으로서 몰리브덴， 텅스텐 그리고 실리콘 분말이 서로 확산 반응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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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CMo.W)Si2 복합재료가 합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미세구조의 관찰결과와 EDS 분석결과를 종합하여 보면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들 

은 아래와 같은 반응식에 의하여 합성되리라 생각된다. 즉 반응 온도가 15000 C 까지는 

MoSi2 와 WSi2 상이 따로 공존하다가 16000 C 이상의 온도가 되면 완전히 고용화되어 

아래의 반응식으로 단일 상이 이루어지지 않나 생각된다. 

(1 - x)Mo + X • W + 2Si • (1 - x)MoSi2 + x. WSi2 • (Mo.W)Si2 

-15000 C 까지 16000 C 이상 

결정입자의 크기는 (d)의 경우， 즉 반응온도가 16000C인 경우에는 35-45μm로서 

Monolithic MoSi2보다 6배 이상으로 결정입자가 성장하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결정 

업자의 성장은 주로 MoSi2가 주도적으로 성장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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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Mo.W)Sb 복합재료의 EDS spectrum. Figure (a) , (b) and (c) are 

taken from the positions A, B and C shown in Fig. 12, respectively 

그림 14는 50wt.% MoSi2 + 50wt.% WSi2 분말을 혼합한 후 고온진공 가압기를 이용 

하여 (Mo.W)Si2를 제조한 것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4의 (a)는 1600"C에서 3시간 유지 

한 후의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며， (b)는 이를 다시 17800C에서 3시간 동안 열처리 

한 후의 미세 조직을 나타낸 것이다. 그림 12의 (d) (Mo/W/Si분말을 이용)의 경우는 

비교적 균질한 형태의 결정입자를 가지고 있으나 그림 14의 (a)의 경우는 불 균질한 형 

태의 결정입자를 가지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이유는 아직까지 이 온도에서는 두 

개의 물질이 완전한 고용을 하지 않았다고 생각된다. 반면에 (b)의 경우는 거의 MoSi2 

와 WSb 가 서로 완전하게 고용이 되어서 단상으로 합성되었음을 보여준다. 따라서 

MoSi2/ WSi2의 경우에는 완전 고용체를 얻기 위하여 는 반응온도가 18000 C 정도이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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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 된다고 생각된다. 

<그림 ←14> 반응온도에 따른 미세조직의 변화(50%wt. MoSiz + 50%w t. WSiz 

(a)l6000 C, 3hr. (b)l780oC, 3hr. (Mo.W)Si2 

5. 기계적 성질 

일반적으로 재료의 강도는 결정립의 평방근에 반 비레한다는 Hall -Petch 형태의 관 

계식으로 자주 설명되고 있으며 따라서 재료의 미세구조를 설계하는 하나의 기본이 

되어왔다. 한편 세라믹스의 경우에도 이러한 형태의 강화 기구가 자주 보고되었다. 

고용체에 용질원자의 첨가는 용질 원자와 용매원자의 크기의 차이에 따라 직접적으 

로 경도의 증가를 가져오며 이로 인하여 격자상수의 값을 변화시키면서 순수금속보다 

강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항복 응력을 증가시킨다고 알려져 있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두 입자간의 크기의 차에 의해서만 고용강화 효과를 설명할 수 없고 여러 가지의 복 

합적인 메카니즘에 의하여 강화된다고 알려져 있다. [15, 16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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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5는 반응온도에 따른 제조된 시편의 경도의 변화를 나타낸 것이다. 그림 15에서 

볼 수 있는 바와 같이 경도는 결정립의 크기와 관계가 없음을 보여준다. 경도에 미치 

는 인자는 재료의 치밀화， 즉 기공도 및 결정입자의 크기등의 여러 인자가 영향을 미 

친다고 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도 MoSi2상에 고용되는 합금원소로서 W를 첨가하여 

고용강화 효과를 기대하였다. 그림에서 보면 반응온도가 증가 할 수록 즉 경도가 증가 

하는 이유는 고용도의 증가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편 이러한 경도 변화만 보고서 본 

연구에서 제조된 시편의 고온 강도 및 파괴인성이 향상되었다고는 말 할 수 없다. 따 

라서 이러한 기계적 성질에 관한 연구는 추후에 좀더 조사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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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 1 5> (Mo.W)Si2 복합재료의 반응온도에 따른 경도의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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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결 론 

1. 압출 및 소결 

유효가열장 약 70cm정도의 3-zone 관상로를 사용하여 소결하였다. 1차 소결은 

13500C에서 약 3시간 유지한 후 소결한 결과 상용제품과 거의 유사한 물성치를 얻을 

수 있었다. 

2. 발열체의 성형가공 

용접기 홀더를 이용하여 15000C에서 U자형으로 가공하였으며 그 결과 양호한 형상 

의 모양을 가공할 수 있었으며， 1차 소결 온도， 유지시간이 중요한 변수로 작용하였다. 

3. 발열실험 

17000C까지 비교적 안정한 발열시험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발열시험에 중요한 변수 

는 혼합， 압출， 소결 그리고 가공이 중요하다. 

4. 이규화몰리브덴 복합재료의 제조 

Mo!W/Si 분말을 이용하여 (Mo.W)Si2 복합재료를 고온진공 가압기에서 제조하고자 

하였다. 

• x-선 분석결과 단상의 (Mo.W)Siz 재료를 제조하였으며 미 반응 몰리브댄， 텅스텐 

그리고 실리콘은 발견되지 않았다. 

- 반응온도가 15000C까지는 EDS 분석결과 MoSi2, WSiz 그리고 (Mo.W)Siz 상이 二i!.;;;존 
。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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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였으며 16000 C 이상에서는 단상의 (Mo.W)Siz가 제조되었다. 

- 결정입자의 형태는 반응 온도가 15000C까지는 두 모드로 존재하였다. 하나는 결정입 

자가 큰 MoSi2이었으며 다른 하나는 결정입자가 작은 WSi2 이었다. Mo-W-Si분말의 

반응에서 MoSi2의 반응이 이루어진 후에 WSi2가 반응이 이루어지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러한 결과로 MoSi2의 결정 입자의 성장이 WSi2 입자보다 빨라짐을 알 수 있었다. 

반응온도가 증가 할 수록 경도가 증가하였다. 그 이유는 고용도가 증가하면서 재료 

의 치띨화가 이루어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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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기 동 

A Study on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by the Ion Beam 

Gi Dong Kim 

Abstract 

To investigate the emlsslOn mechanism of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yield 

and energy of secondary electron from Au target is measured by using 0.5 -

3MeV, p, d, He, 0 , CI ions obtained from KIGAM l.7MV tandem van de Graaff 

accelerator. The experimental result is compared with the stopping power and the 

calculation by Stemglassmodel. 

In this calculation, we assume that the secondary electron emission by fast 

ions(>2 x107cm/sec) occurs though three processes consisted of secondary electron 

production by interaction between the incident ions and the electrons of target, 

diffusion of the produced secondary electrons to the target surface and escape from 

the target surface. 

In this experiment, the chamber for obtaining the emission yield and energy of 

secondary electron and the voltage bias supplier are fabricated. 

We know that the effilSSlOn yields and energy is proportional to the energy 

quantities transferring from projectile particles to 떠rget material, but that for heavy 

projectile particles the other mechanisms exsist. Also We know that the secondary 

electron yield by CI is 25 마nes as much as that of proton, independent of the charge of 

incident 며πicles， and dependent of the angle incident particles. In spite of these 

experiment, the more study is need to investigate exactly the emission mechanism of 

the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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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이온빔과 표적과의 충돌에 의한 고체 표면으로부터의 전자 방출 현상은 오래 전부 

터 연구되어져 왔다[1 ，2 ，3，4，5 ，6 ，7] . 여기에는 두 가지 다른 구조가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 

져 있다. 그 중 하나는 입사 업자의 전하와 표적 표면사이 작용하는 potential 에너지 

가 표적 표면 의 일 함수(work function) 보다 2배 이 상 클 때 에 일 어 나는 potential 

emission(PE)이다[8]. 즉 표적 궤도에 존재하는 전자와 입사 이온빔 사이의 potential 

이 표적의 전자를 들뜨게 만들고， 이 potential 의 크기가 표적의 표면장벽 potential 보 

다 충분히 클 때 들뜸 전자가 방출하는 현상을 말한다. 다른 또 하나의 방출구조로는 

입사 이온이 표적 표면의 원자와의 충돌에 의해 직접적인 에너지 전달을 통한 전자 

방출을 말하는데， 이 를 kinetic emission(KE) 이 라 한다[6，7]. 

이온빔과 표적과의 상호작용으로부터 발생되는 전자 방출 현상은 입사 이온빔과 표 

적의 저지능과 상당한 관련이 있다는 Beth[9]의 이론이 발표되면서 이론적으로 체계화 

되기 시작했다. 1957년 Stemglass Model[l]에서는 빠른 속도의 입사 이온빔( 수 keV 

이상)에 의한 전자 방출량은 이온빔과 표적의 전기적 저지능에 비례한다는 사실을 발 

표하였고， Parilis [8]둥에 의해 제안된 potential emission model 에서는 느린 입사 이 

온빔과 표적과의 충돌에 있어서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이 전자의 저지능에 비례하지 

않고 수백 eV 까지는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는 현상 또한 보고하였다. 뿐 만 아니 

라 에너지 수송이론을 이용하여 이차 전자의 두 방출 과정에 대하여 모두를 해석하는 

Model이 1979년에 Schou[6]에 의해서 제안되어，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 및 에너지에 

대해서 계산하였다. 전자와 표적과의 충돌로부터 측정된 이차전자 방출 수율을 이용하 

여 계산하므로서， Al , Cu 둥 표적과 이온빔과 충돌로부터 발생되는 이차전자 방출 수 

율은 설명할 수 있어서나 모든 원소에 대한 적용에 는 실패하였다. 그리고 이온빔의 

충돌에 의해 방출되는 이차전자 에너지에 대해서도 일반적으로 언급하지 못하였다. 

이온빔에 의한 이차 전자의 방출 현상은 이온빔과 고체와의 상호 작용에서 항상 수반 

할 수 있는 기 본적 인 현상으로 plasma - surface 상호작용， electron microscopy 영 역 을 

포함한 물질의 radiation demage 현상에서 많이 연구되어져 왔다. 또한 고진공 기술， 

표면 분석 기 술， 핵 반응시 입사 입자의 정확한 전하량 측정 등에 응용할 수 있다는 

장점 때문에 여 전히 연구되고 있지만， 아직까지 완벽한 결과를 얻지 못하고 있는 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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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특히 고에너지 이온빔에 의한 이차전자 방출 수율은 표적 표면의 조건， 고진공 

정도 등에 상당히 민감하게 의존하기 때문에 아직까지도 실험적으로 많은 자료들이 

필요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고에너지 입사 이온빔과 표적을 이용하여 핵반응을 발생시키 

므로서 이차전자 발생 수율， 이차 전자의 에너지， 각도에 따른 이차 전자의 방출 수율 

변화를 측정하여， 입사 이온빔과 표적과의 전기적 저지능을 이용하여 이차전자 발생 

구조를 규명하고자 한다. 뿐만 아니라 이온빔에 의한 박막표면의 정량 분석시 발생하 

는 표면 오염 원인을 규명하고자 하며， 또한 반도체 박막에 이온 주입을 할 경우 야기 

되는 박막 내 회로 소자 파괴 원인 또한 규명하고자한다.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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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본 론 

제 1 절 기초 이론 

현재까지 알려진 이차 전자 발생 원인으로 알려진 PE는 저속력 C105m/sec)일 때 그 

효과가 주로 나타나며 10 keV 이상의 에너지를 입사입자가 가지는 경우에는 주로 충 

돌에 의한 이차 전자의 발생이 그 주가 된다. 충돌에 의한 이차전자의 발생의 경우에 

는 에너지가 비교적 적은 C< MeV) 곳에서는 전자 저지능에 크게 자극을 받지만 에너 

지가 높은 곳에서는 전자 저지능뿐 만 아니라 퇴팀 원자에 의한 이차전자 발생도 큰 

원인이 된다. 

본 연구에서 주로 kinetic emlSlon 이 주로 일어나는 고에너지 영역에서 일어나는 이 

차 전자의 방출 구조를 취 급하고자 하여 , Sternglass의 model을 이 용하고자한다. 고에 

너지 이온빔에 표적 내에 입사하면 표적과의 이온빔과의 직접적인 에너지 전달을 통 

해 이차전자가 발생하게 하게 되는 Sternglass는 세 단계로 나누어 이 현상을 설명하 

였다. 

1. 입사 이온빔에 의한 표적 내에서 이차 전자의 생성 

2. 표적 표면으로의 이차전자의 이동 

3. 표적 표면으로부터의 탈출 

고에너지 이온빔에 의한 이차전자의 생성은 고에너지 이옹빔이 표적원자와의 원거 

리 충돌과 근거리 충돌에 의해서 전자에게 에너지를 전해줄 수 있는데， 근거리 충돌의 

경우는 원자와의 충돌 혹은 원자핵과의 충돌을 일으킬 수 있는데， 원자와의 충돌의 경 

우에는 원자를 이온화시켜 에너지가 큰 댈타전자가 만들어진다. 델타전자는 여러 번의 

산란과정을 반복하면서 저에너지의 이차전자를 만들어 낼 수 있다. 델타 전자는 입사 

이온빔의 전방 방향으로 만들어지기 때문에 표적표면으로 이동할 확률은 대단히 작아 

진다. 원자핵과의 충돌은 원자핵이 퇴됨 현상이 일어나거나 핵반응이 일어날 수 있는 

데， 이 경우는 표적에 따라 상당한 차이는 존재하지만 입사 이온빔의 에너지가 상당히 

커야 얻어질 수 있는 과정으로 이때 역시 고에너지 이차 전자가 발생할 수 있다. 고에 

너지 이온빔과 표적과의 직접적인 충돌인 원거리 충돌로부터 또한 입사 이온빔 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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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를 잃어버릴 수 있는데 원자를 이온화시키거나 전리 여기 시켜 전자를 방출 할 수 

있다. 입사 이온빔의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전기적 저지능이 감소하는 고에서지 영 

역에서는 표적전자와의 Coulomb 충돌 시간이 감소하여 에너지의 손실량이 l /E 로 감 

소하게된다. 이는 매질내에서 입사 이온빔에 의한 매질의 이온화 정도가 점점 감소하 

기 때문이다. 

1. 입사 이온빔에 의한 표적 내에서 이차 전자의 생성[1，10，11] 

표적내 깊이 x 의 단위층 dx에서 생성되는 이차전자의 수는 직접 상호작용에의해 

생성되는 nd와 텔타 전자에 의해 생성되는 nô 의 두가지로 나누어 계산할 수 있다. 전 

자 하나가 생성되는데 필요한 평균적인 입사 입자의 에너지 손실 량 Eav와 저에너지 

이차전자를 생성하는데 기여하는 단위 길이당 평균적인 에너지 손실 량을 의미하는 

전기적 저지능 [펴묘] 르 사용하여 표적내에서 생성되는 저에너지 이차전자의 수를 
φ〈 dE 

구하면 다음과 같다. 

d (v, x) = ( -L ) [ 펴묘 ] 
Eav / L dx J d 

여기서 v는 입사이옹빔의 속도를 나타낸다. 

뿐 만 아니라 텔타 선에 의하여 만들어지는 이차전자 발생량 또한 다음과 같은 식으 

로 표시될 수 있다. 

na (v, x)=f(v, x) -L [ 펴묘 ] 
ð' , v ,.n../ ..L, v ,.rt../ Eav φ{ ô 

여기서 [맺] 는 8 선을 형성시키는데 필요한 단위 길이당 평균적인 에너지 손실 
Uh d 

량을 나타내는 전기적 저능을 나타낸다. f(v.x)는 깊이 x에서 여러 번의 충돌과정을 통 

한 이차전자의 생성에 기여하는 백분율을 나타낸다. 

Bethe와 Bohn의 이론에 의하면 고속의 입사이온빔에 의하여 발생하는 표적과의 원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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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 및 근거리 충돌 현상은 거의 절반씩 일어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따라서 다 

음과 같은 관계식을 얻을 수 있다. 

dE , rdE , lrdE [ -- ]d = [ -- ] a = - [ - ] dx J <l L dx δ 2 L dx 

여기서 [dE/ dx]t 는 단위 에너지 당 총에너지 손실을 나타낸다. 앞의 세 식으로부터 

입사 이온빔과 표적과 충돌로 인한 표적 깊이 x에서의 이차 전자의 발생 수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다. 

1 '\ 1 r dE (v , x)=( ~)~ [ ~ ]t (1 +f(v , x)) Eav I 2 L clx Jt 

금속 표적 내에서 이차전자를 생성시키는데 펼요한 에너지 Eav는 기체의 경우와 같 

다고 생각해도 무방하다. 왜냐하면 입사업자와 반응하는 전자는 원자핵으로부터 속박 

이 가장 작은 전자와 주로 상호 작용을 하기 때문이다. Sternglass에 의하면 표적마다 

이온화 potential이나 여기 확률의 차이가 큼에도 불구하고， Eav 값은 매질마다 큰 차 

이가 나지 않는다고 가정하고， 금속의 경우에는 실험적으로 측정된 20- 30 eV를 평균 

하여 25 eV 로 이용하였다. 

2. 표적 표면으로 이 동[1] 

생성된 이차전자의 평균 이탈 깊이를 구하므로 표적 표면으로 이동할 확률을 고려 

할 수 있다. 표적 표면 내에서 이차 전자의 에너지 손실 과정을 보면 비탄성 충돌과 

탄성 충돌의 경우로 나누어 생각할 수 있는데 ， 비탄성 충돌의 경우는 표적 내에 존재 

하는 다른 전자들을 여기 상태로 만든다. 이온빔에 의한 생성된 이차전자의 에너지 대 

부분은 표적 원자의 전자를 여기 상태로 만드는 과정에서 손실이 발생한다. 탄성 충돌 

의 경우는 표적 원자를 구성하고 있는 격자들의 열적 운동에 영향을 주어 phonon 이 

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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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생되는 현상으로 여러 번의 충돌과정을 통하여 작은 량의 에너지만이 전달된다. 이 

현상은 입사이온빔과 표적의 전기적 저지능에 무관하게 작용한다. 즉 금속 내부를 이 

동하는 높은 에너지를 가진 이차전자들의 물리적인 상태는 주기적인 격자를 통한 전 

도대 전자의 이동이 아니라 기체 속에서 전자의 확산 형태로 생각되어 확산 이론을 

적용시킬 수 있다. 

이차전자의 운동을 근사시키기 위해 확산 이론(diffusion theory)를 적용하여 평균 

이탈 깊이를 Ds를 구하면 다음과 같은 식을 구할 수 있다. 

~ 

Ds = ( 융 A 싱 sC> 2 

여기서 À 5a 는 흡수 평균 자유 행정으로 다음식으로 표현할 수 있다. 

A 잃 = nc À sc 

여기서 À 5C는 충돌 평균 자유 행정이고 nc은 이차전자의 에너지가 표면 장벽 

potential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의 평균 자유 행정이고， nc는 이차전자의 에너지가 표 

면장벽 potential 이하로 낮아질 때까지의 평균적인 신란 회수로서 2-5사이의 값을 보 

통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평균이탈 깊이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L 

Ds ( 융 nc) 2 A sc 

À sc는 기체사이를 이동하는 저 에너지 전자의 총 단면적으로 부터 얻어질 수 있는 

데， 보통 원자의 최 외각 껍질의 기하학적인 면적( ð g)과 비례한다고 가정하여 다음과 

같이 표시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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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sc aa g 

여기서 Q 는 비례 상수로서 전자의 속도에 따라 매우 완만히 변화하는 값이다. 그리 

고 원자의 기하학적인 면적 ð g는 1.6Z1β X 10-15 cm 로 알려져 있다. 따라서 tl 5c=(N 

ð sc) 1를 이 용하여 Ds를 표시 하면 다음과 같다. 

i 

Ds = ( ( 끊) 2 aNog)--l 

여기서 (3/ nJl12 a 는 실험값으로 대개 금속의 종류와 관계 없이 약 0.25의 값을 갖 

는다. 이로부터 이차전자의 평균 이탈 깊이를 계산할 수 있다. 

3. 표적 표면으로 평균 이탈 확률[1，12] 

표적 표면의 표면장벽으로부터 진공으로 이탈하려는 이차 전자들은 표면 장벽에 의 

한 내부 반사에 의해 평균 이탈 확률이 1/2이하로 낮아진다. 총 운동에너지 Ek를 가진 

전자가 표적 내부로부터 표면 장벽 내로 표적 표면의 수직 방향에 대해 최대 산란 각 

도( 8J보다 큰 각도로 입사할 때 내부 반사를 일으킨다. 여기서 8 c는 COS 1 (Wa!Ek)로 

나타 나는데 8 c 보다 작은 각도로 입사하는 전자는 이탈 할 수 있다. 평균 이탈 확률 

(mean escape probability) r 는 다음과 같이 입체각의 적분에 의해 얻어질 수 있다. 

r(Ek)= -L foc2πsin e d e = ~ (1 - cos e c) = ~ (1 - (빽) 1/2 ) J 0 L.J 1 1. .':::)I..l.l V 2 \ .J. ,",V .:J V v I 2 \ .1. \ Ek 

여기서 표면 장벽의 크기는 Wa는 표적의 일함수와 Fenni energy의 합으로부터 얻 

어질 수 있다. 표적 내에서 이차전자의 확산 및 흡수 과정을 고려할 때 평균 이탈 깊 

이는 Ds와 평균 이탈 확률 r 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지수 함수 모양을 갖는 이차 전 

자의 표적표면으로 부터의 확산 및 표적표면으로 부터의 이탈에 대한 확률 p(x) 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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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p (x) = r A exp(- 숭) 

여기서 A는 이차전자의 각도 분포를 나타내고， X는 이차전자가 생성되는 표적 표면 

으로 부터의 깊이 이다 

4. 이 차전자의 방출 수율[1，12] 

깊이 X의 단위 깊이 층 dx로부터 이차전자 방출 수율 dYsc는 다음과 같이 쓸 수 있 

다. 

dY sc = N(v, x) p(x) φ‘ 

여기서 n(v,x) 는 속도 v를 갖는 입사입자에 의해 깊이 x에서 생성되는 이차전자의 

개수이고， p(x)는 표적표변으로부터 이탈할 확률이다. 따라서 윗 식들을 이용하면 

c= fr ∞ l _1_ ( dE ( ~~ )t (1 +f(v , x)) r Aexp (T츠 )dx 2 Eav \ dx 

여기서 f(v,x) 는 다음과 같은 지수함수의 모양을 갖는다. 

f( v , x) = 1 - exp ( - -..l-흐:-:\) 
ν d ò (v) 

여 기 서 d a (v)는 a 선 의 유효 침 투 깊 이 (effective penetration depth) 에 해 당한다 

표적 표면 적층에서의 총 저지능이 일정하다고 가정하면 다음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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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1 I dE ~ r/ (~~)t (l +f(v , x)) rA (l +F(v)) 
= 2 Eav ' dx /t 

여기서 F(v) =(1 +dô /Dsrl 이다 

윗식에서 11=:; r.-1 (l +f(v , x))rA (l +F(v)) 이라하고 전자에의한 저지능을 
2 Eav 

Se라 놓으면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y sc = 11 Se 

여기서 A 는 p, Ds 및 Eav를 사용하여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여기서 A는 물질의 계수로 정의 되며 표적의 종류， 표적표면의 상태， 실험조건 등 

에만 의폰하는 값이다 

5. 업사 각도에 따른 이차전자 방출 수율 

입사 각도에 따른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 Y sc ( f) )는 다음과 같이 계산할 수 있다 

y sc ( e) = y sc (0) ( 김해) 

여기서 Ysc (O) 은 입사이온이 표적에 수직 입사할 때의 이차전자 방출 수율이다. 

표적에 8 의 각도로 입사하는 입사 입자에 의한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은 입사각도가 

커질수록 점점 증가 한다. 입사각도가 커짐에 따라 표적의 표면 층에서 입사 업자의 

경로가 길어지게 lll 어 평균 이탈깊이 내에서 입사입자의 에너지 손실이 커지게 된다 

이
 
‘ 
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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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질험 방법 

1. 가속기 및 진공 시스댐 

본 실 험 에 이 용된 가속 기 는 Tenninal Voltage가 1.7MV인 Tandem 형 Van de 

Graaff 가속기로， SNICS 및 RF등 두가지 형태의 가속 선원을 갖고 있다. 본 실험에 

이용된 가속 선원과 가속 에너지는 p, d, He 경우는 1가 이온으로 0.5 MeV - 2MeV 에 

너지를 이용하였으며， 0， Cl의 경우는 1, 2가 이온을 병용하여 1- 3MeV 까지 이용하였 

다. 이차전자 방출 효율은 가속기의 진공상태에 따라 상당히 영향을 받으므로 본 실험 

에서는 1x 10 7 torr를 유지하도록 TMP와 cold trap을 이용하였다. 

2. 표적함 제작 

이차전자 수율 및 에너지 측정을 위하여 구형의 표적함을 제작하였다. 이온빔의 직 

접 조사나 이차 방사선에 의한 back ground를 줄일 수 있고， 가공성이 뛰어난 황동을 

이용하여 빔의 입사구멍이 지름 8 mm이고 내경 90 mm 외경 98mm 인 구로 제작하 

였다. 빔 경로 상에서 여러 구조물이나 잔류 기체나 산란된 입자들이 표적함 내로 입 

사하는 것을 방지하며， 방출된 이차 전자가 이온빔이 입사한 구멍으로 방출되는 것을 

막기 위해 표적함의 전단에 직경 6mm 인 원판을 만들어 -150V 전압을 걸 수 있게 

하였다. 외부의 전기적인 noise를 줄이기 위해 Teflon으로 구형 표적함을 둘러쌓다. 이 

때 모든 나사와 연결 부위는 진공이 잘 빠지도록 설계하였다. 또한 표적함의 좌우， 높 

낮이를 조정할 수 있도록 조정 나사를 만들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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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적흘더 

이차전자측정전극 Teflon 

표적 전류측정 전극 

황동 
-150V 전극 

표적합 

Fig. l. Schematic diagram of the chamber for measuring the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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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표적 및 표적 지지대 

입사각 변화에 따른 이차전자 수율 및 에너지 측정을 할 경우 표적이 입사 이온빔 

에 대하여 여러 가지 각도를 가져야하므로 표적을 표적 홀더에 실버 페이스터로 부착 

하여 표적 전류를 측정할 수 있도록 구 표적함 바깥에 연결된 라인에 나사로 고정시 

켰다. 표적 홀더는 입사빔에 대하여 00 ,200 ,400 ,600 네종류를 황동으로 제작하였다. 표적 

홀더의 지름은 6mrn 이다 

4. 디지털 적산 전류계 및 Bias 장치 설계 

표적 및 이차전자 수집 전극에서 전하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EG&G ORTEC model 

의 439 디지털 적산 전류계 (digital current integrator)를 사용하였다. 표적에서의 전하 

량을 측정하는 디지털 적산 전류계는 극성을 양으로 두고， 0.1 nC 당 한 개의 pulse 

가 발생하는 모드로 설정하였고， 이차전자 수집 전극에서의 전하량은 디지털 적산 전 

류계의 극성을 음으로 두고， 역시 0.1 nC 당 한 개의 pulse 가 발생하는 모드로 설정 

하였다. 이온빔에 의해 발생하는 이차전자의 에너지를 측정하기 위해서 표적에 bias를 

걸어야되는데， 일반적인 bias 장치는 자체에 전류를 pass 시키는 회로가 존재하여 bias 

장치 내에서 background 전류가 상당히 많이 흐르기 때문에， 이를 보완하기 위해 절 

연된 bias장치를 전지를 이용하여 그림 15와 같이 제작한 후 측정하였다. 절연 bias 장 

치는 +36V 까지 변화시키면서 측정할 수 있게 제작하였다. 

l 5OV bi.s C。‘이 T_"， 

Fig. 2. Circuit for measuring the secondary electr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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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비 5. 표적 

측정 에 사용된 표적 은 cha1s evans사에 Reactor 선 량 수율 및 에너지 이차전자 발생 

이용된 가장 가 위해 제작된 Au 표적으로， 그 두께는 25μm 였다. 본 실험에 평가를 

벼운 원소인 2MeV 양성자에서 최대 비행거리가 14.8 :!:: 1.14 μm 이므로 표적을 지나 

ξ죠 
'--였고， 잔유 불순물로는 Al, Pb, Ag , Ni 등이 않는다. 또한 순도는 99.992% 치지는 

재한다. 

6.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 측정 

입사 이온의 입사각도에 따른 이차전 1:1.1 
^ 이차 전자의 방출 수율 입사 입자의 따른 

자의 방출 수율을 측정하는 방법에는 여러가지가 있어나 여기서는 전자 c이lector가 부 

충분한 진공 얻기 전에 착된 Quotient Method를 사용한다. 이 차 전자의 방출 수율을 

표적 이차전자 방출 수율이 일정할 때까지 표면의 cleaning을 위해서 을 얻은 후 표적 

표적함 내 표면이 표적 충돌을 일으킨다. 이 때 너무 많은 충돌로 인해 오히려 표변에 

존재하는 C에 의해 오염될 수 있으므로 너무 많은 충돌은 피하여야한다. 측정된 결 에 

얻었다 

[

c이lector 

Shield 

과로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은 다음 식을 이용하여 

Target 

-Qc 
y= ι 

“ Qt+Qc 

’ --, 
4 



여기서 Z는 입사업자의 전하량， Qt 는 표적에서 검출된 입사입자 및 이차전자 발생 

전하량 Qc는 Collector에서 측정된 이차전자 전자 전하량을 나타낸다. 이 때 이차 전자 

발생 수율 y 를 결정할 때 발생하는 최대 상대오차는 다음과 같은 식으로 주어지는 

dQt,dQc 는 Qt, Qc 에 대한 95 % 표준 오차를 이용하여 결정하였다. 

김장=쯤L ( I 빨1. I + I 뿔 I ) 

이런 오차가 발생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다음과 같은 요인들을 들 수 있어나， 추후 

의 보다 면밀한 이론적 연구 및 실험적 검정이 요구된다. 

1) 업사 입자 주변에서의 전자의 공핍 효과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이 클 때 표적 내의 작은 부피로부터 많은 양의 전자들 이 떨 

어져 나오게된다. 결과적으로 입사 업자 주변에는 전자 공핍 현상이 일어난다. 따라서 

이는 입사입자의 평균 에너지 손실 Eav를 증가시키게 되어 이차 전자의 방출 수율을 

증가하게 한다. 

2) 이온 항적 전기장 효과 

이온이 표적을 진행해 갈 때， 입사이온에 의해서 전자들이 이온의 진행 방향 에 90" 

방향의 속도 벡터를 가지고 격자로부터 떨어져 나온다. 전자의 이동으로 인해 이온 뒤 

쪽으로 음전하가 공핍된 항적이 생성된다. 항적을 따라 전하 분리에 의한 전기장이 생 

성된다. 따라서 저에너지의 이차전자들은 향적 주위로 부터 이탈하기가 어려워진다. 

3) 전자포획 효과 

표적 원자로부터 입사 이온의 전자 포획은 이온의 전하상태를 변화시키고 이차전자 

의 방출수율을 줄어 들게 할수 있다 Rasisbeck 과 Yiou는 전자 포획 단면적은 다유과 

같다고 보고하였다. 

n 
。

1 
l 
4 



o z,z l =(5 x 10 2lcm2) Z 표적 2 Z 입사이온 2 exp( -v /5 ,8x108) 

일반적으로 이온 포획에 의한 평균 자유 행정 이차전자의 평균 이탈 깊이 보 

다 큰 경우에 그 영양은 무시할 수 있다. 

4) Secondary ion (positive and negative charges) 발생 효파 

이차 이온의 발생은 sputtering coefficient에 의존한다. 가벼운 원소가 입사할 경우 

에는 sputtering coefficient는 매우 작아 이차 전자 발생 확률을 무시할수 있다. 무거 

운 원 소가 입 사 할 경 우에 는 sputtering coefficient는 커 지 만 clean metal 일 경 우에 는 

이온 형성 확률이 작아서 이차 이온 발생 확률을 줄일 수 있다. 

5) 후방 산란 효과 

후방산란 되는 입사 입자에 의해 표적 및 이차전자 수집 전극에서의 전하량이 영향 

을 받는다. 후방 산란되는 입사입자 수는 logitudinal straggling 에 대한 평균 이온 주 

입 깊 이 의 비 를 이 용하여 가늠해 볼 수 있다， Ziegler 와 Littmark 의 range 와 

straggling 곡선으로부터 Au에 대하여 고려해 보면 평균 이온 주입 깊이가 logitudinal 

straggling의 약 30배 이상이므로 표적으로부터 후방 산란 되는 이온 수는 거의 무시 

할 수 있다. 

6) 표적 표면의 거칠기 

표적 표면이 완전히 매끄럽지 못하면， 입사 이온빔이 여러 각도로 입사되는 경우와 

동일 하므로 이차전자의 방출 효율은 증가 할 수 있게 된다， Stemglass의 이차전자 방출 

모텔를 이용하여 임의의 방향으로 무수히 많은 기울어진 표면 조합으로 계산하면 기 

울어진 각이 최대 f) max을 가질 때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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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 =Y (O)O/ () max) log( tan(( π/4)+( () maxl2))) 

() max이 50일 때 <Y> 와 Y(O)은 약 0.1% 증도 차이 가 난다. 

7) 기체 흡착층이 산화층의 효과 

금속 표면에서의 표면 효과를 논의 할 경우에는 매우 앓은 기체 흡착 층 및 산화 

층이 형성될 경우와 두꺼운 층이 형성될 경우 두 가지로 나누어 다루어야 한다. 전자 

의 경우에는 표적 내에서 많은 양의 이차 전자들이 형성된다. 기체 흡착층에 의해 표 

면 장벽 포텐셜이 변화함에 따라 표면에서 평균 이탈 확률이 작을 것으로 예상된다. 

표면 장벽 포텐셜이 5 eV에서 10 eV로 100% 증가 한다 할지라도 이탈확률의 변화는 

12%정도이다. 이러한 사실은 입사입자의 속도가 큰 에너지 영역에서 측정된 이차전자 

방출 수율이 제한된 진공 조건하에서 피할 수 없는 앓은 기체 흡착층이 폰재함에도 

불구하고 연구자들에 따라 별로차이나지 않는다는 점을 설명하게 한다. 

반면， 후자의 경우에는 표적 표면에서 많은 량의 이차 전자가 생성된다. 두꺼운 기 

체 흡착 층이나 산화층이 존재할 때나 입사입자의 속도가 작은 에너지 영역에서 기체 

흡착층이나 산화층은 이차전자 생성과 이차전자들의 표면으로의 이동에 복잡한 영향 

을 미치게 된다. 표적의 단위 깊이당 생성된 이차전자의 수 는 흡착된 기체와 산소의 

저지능이 순수한 금속의 그것에 비해서 크고 작음에 달려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므로 특히 원자 번호가 작은 원소로 이루어진 금속에 두꺼운 산화층이 형성될 경우에 

는 이런 효과는 더 크게 나타나리라고 생각된다. 이번 실험에서 이런 기체 흡착층을 

가능한 줄이기위해서 1 x 10가orr를 유지하며 실험하였다. 

8) Tertiary Electron (채3의 전자) 

이온충돌에의해 표적으로부터 방출되는 모든 고에너지 입자가 주변의 벽과 충돌하여 

제3의 전자를 방출하는데 이 전자가 다시 표적에 충돌할 수 있다. collector에 bias 전압 

을 걸어주므로서 해결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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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Stray Electron 

주 빔 이 통과하는 slit으로 부터 방출되 는 전자가 표적 과 전자 collector 에 충돌할 

수 있다. slit전후에 적당한 bias를 걸어 주므로서 해결 할 수 있다 

7. 이차전자의 방출 에너지 측정 

이차 전자의 방출 에너지는 표적에 인가전압 걸어 주어 인가전압보다 큰 에너지를 가 

진 이차전자만이 방출할 수 있게 하는 retared field method(RFM)를 이용하여 측정하 

였다. 즉 인가전압이 OV일 때 측정된 에너지 스펙트럼은 1 V 일 때 측정된 스펙트럼 

보다 0-1 eV 사이의 에너지를 더 가지고 있는 전자가 폰재하는 것이므로0-leV의 

에너지가 측정된 것으로 기록하였다. 

제 3 절 결과 및 논의 

1. 이온빔의 에너지 및 이온빔 종류에 따른 이차전자의 수율 

표적 및 이차전자 수집 전극으로부터 측정된 전하량을 이용하여 이차전자 방출 수 

율을 계산하였는데， p과 He의 경우는 기존에 여러 연구자들이 측정한 data 와 5% 이 

내로 잘 일치하며 d. O. Cl의 한 측정자료는 본 실험에서 처음으로 이루어졌다. 측정 

자료는 그림 3과 같다. 그림에서 왼쪽 축의 입사 이온빔과 Au와의 저지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Ziegler data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비교적 S toping power의 변화와 잘 

일치함을 알 수 있다. 즉 표적과 가벼운 입사입자의 경우에는 입사이온빔의 에너지에 

증가함따라 저지능이 감소하는 형태로 변화하고 o Cl 과 같은 무거운 입사입자의 경 

우에는 에너지 증가함에 따라 저지능이 증가하는 형태로 변화 함을 볼수 있으며 

2MeV 양성자에 비해 Cl이 25 배 정도 이차전자 방출을 증가시켰다. 이는 핵자수가 커 

져서 표적과의 반응 속도가 늦어져서 일어나는 효과로 생각된다. 특히 Cl이나 0의 경 

우가 p ,d 보다 저지능 계산값과 차이가 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많은 이차전자가 발 

1 l 
A 

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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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할 경우에 표적 표변에서 발생 이차전자에 의한 순간적 공핍 현상으로 이차전자 방 

출하는 것을 막는 것으로 생각되지만 더 많은 측정이 이루어져 된다고 생각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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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otal electron yield r and stopping power as a function of the ion 

energy for projectile particle on clean Au. 

2. 저지능과 이차 전자 수율 

Au 표적에 대한 이차전자 방출 수율을 이용하여 물질 계수를 측정하였다. 그 결괴 

는 그림 4와 같다. 그림에서의 실선은 측정 data를 1차 fiiting 값을 나타낸다. 일반적 

으로 양성자에 대해서 0.5 - 2MeV 까지는 대개 0.9- 1 정도의 값으로 Sternglass 

model에의해 계산하면 거의 일정한 값을 갖는다고 알려져 있어나[13] 본 측정에서 

0.85 --0.95 값으로 입사입자 에너지가 증가함에 따라 약간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내었다. 

l가 이온의 경우가 거의 비슷한 증가량을 보였으며， 2가 이온의 경우는 더 감소하는 

현상을 나타내었다. 물질 계수의 일반적으로 표적의 종류， 표적표면의 상태， 실험조건 

등에만 관계하는 량으로 나타나야하지만， 입사되는 입사입자 전하량과 상관이 있음을 

나타내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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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he parameter A as functions of the projectile energy and particle 

3. 이온빔의 종류에 따른 이차전자 에너지 

입사입자 에너지가 2MeV 인 모든 입사입자에 대한 방출되는 이차전자의 에너지 <

펙트럼은 다음 5와 같다 대부분의 경우가 2 eV 영역에서 최대치를 가짐을 알 수 있 

다. 이는 방출 이차전자 중 2 eV 부근의 이차전자가 가장 많음을 나타낸다. 방출에너 

지 80%가 모두 10 eV 이내 에너지를 가지고 있으며 30 eV 이상의 고에너지 전자도 

중이온이 입사 될 경우에는 발생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방출되는 이차전자를 3개의 

에 너 지 그룹으로 나누어 (Ee<= lO eV, 1O<Ee<=30 eV, Ee>30eV) 그 증가율을 양성 자 

를 기준으로 표시하면 그림6과 같다. 중이온이 입사하면 고 에너지 전자를 방출시키는 

효율이 저 에너지 전자를 방출시키는 효율보다 증가함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일정한 

방출깊이 내에 존재하는 전자에 입사 입자에 의해 전달되는 에너지의 크기가 상당히 

달라짐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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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이옹빔의 전하량에 따른 이차전자의 ιi‘ 。
T뜯r 

He 입자를 이용하여 같은 에너지에서 전하량 변화에 따른 이차전자의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는데， 그림 7과 같다. 이는 총 이차전자 발생 수율이 17% 정도 He++가 He+ 

보다 증가함을 보였다. 특히 높은 에너지는 감소하는 반면에 낮은 에너지 쪽에서 증가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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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otal secondary electron yield as a functions of the projectile char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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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이용빔의 입사각에 따른 이차전자 수율 

Au 표적에 대하여 1, 2MeV 양성자 양이온에 대해 입사각도에 따른 이차전자의 방 

출 효율을 측정하였다. 그 결과는 그림8과 같은데， 표적 각도 8 에 따라 입사하는 입 

사입자에 의한 이차전자의 방출 수율은 입사 각도가 커짐에 따라 증가함을 볼 수 있 

다. 이는 계산치(점선 :2MeV, 실선:1MeV)와도 잘 일치하는데， 입사각도가 커짐에 따 

라 평균 이탈 깊이 내에서 생성된 이차 전자수가 증가함을 의미한다. 즉 입사각도가 

커짐에 따라 표적 표면 표면층에서 입사업자의 경로가 길어지게 되어 이차전자가 이 

탈할 수 있는 평균 이탈 깊이 내에서의 입사업자의 에너지 손실이 증가함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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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Total secondary electron yield as a functions of the incident ang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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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이온빔의 입사각에 따른 이차전자 에너지 

표적 각도 변화에 따른 이차전자의 발생 스펙트럼 측정은 그림 8과 같은데， 전에너 

지 영역에서 증가 하나 낮은 에너지 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보다 변화 폭이 크게 나타 

났다(tablel 참조) . 이는 이차전자가 평균적으로 이탈할 수 있는 깊이 내에서 입사 입 

자의 에너지 손실량이 크질수록 낮은 에너지보다 높은 에너지에서 더 많은 변화를 주 

는 것을 말하는데， 에너지 손실이 일어날 때 에너지 손실이 클수록 여러번의 충돌에의 

해 고에너지 이차전자를 발생시키는 것으로 사료 된다. 

Table 1. Secondary electron ratio as a functions of the incident angle 

Ee<= lO eV 1O<Ee<=30eV Ee>30eV 

o。 1.00 1.00 1.00 

400 1.30 1.46 1.77 

600 1.87 2.14 2.72 

30 

25 

20 

>“q>‘ .15

10 

05 

000 
o 

」 l t||tl뺑ngle = 60。

tilting angle = 400 

-낮 
.- L 

L 
」

L -'--
1 • -"">-------

target : Au 
projectile particle : H+ 
pr미ectile energy : 2 MeV 

5 10 15 20 25 30 

electron energy [eV] 

Fig. 9. Total secondary electron spl'C lrum as a functions of the incident angk 

꺼
 
“ 



제 3 장 결 론 

1) 이차전자의 발생 수율 및 에너지 측정을 용이하게 하기 위한 구형 표적함을 제작 

하였다 

2) 이차전자의 에너지 측정 방법으로 RFM법을 사용하였으며， 이 때 표적에 일정한 

전압을 가해 주기 위한 전압 공급 장치를 제작하여 디지털 적산전류계와 연결하 

여 사용하였다. 

3) 이차전자의 발생 수율은 Sternglass의 model에서 처럼 비교적 이온빔의 저지능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지만， 많은 량의 이차전자가 발생하는 O- Au , CI-Au충돌 

의 경우에는 단위 길이당 에너지 손실이외 다른 상호작용이 이차전자 발생에 기 

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4) d, He, 0 , Cl등을 입사업자로 표적 Au로부터 발생하는 이차전자에 대한 에너지스 

펙트럼은 처음으로 측정된 량으로서 2 MeV Cl에 의한 이차전자 발생량이 양성자 

에 의한 이차 전자 발생량보다 약 35배 크게 발생하고， 고에너지 이차전자일수록 

발생량이 증가한다. 이는 중이온빔에 의한 산란 단면적 측정시 입사 빔량 측정에 

상당히 중요한 자료로 이용되어질 수 있다. 

5) 물질 계수는 이온빔의 입사에너지에 무관한 일정한 값을 가지는 것으로 Sternglass에 

의해서 계산되어지지만， 본 실험에서 입사 이온빔 의 에너지 및 입사입자의 전하량 따 

라 작은 변화를 가지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6) 이차전자의 발생 수율은 이온빔의 전하량에는 크게 기여하지 않지만 약 20%정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으로 관측되었다. 

7) 이온빔의 입사각이 클수록 표면 주변에 전달해주는 에너지의 양도 커져서 큰 에너 

지를 가진 이차전자가 발생하는 것으로 관측되었으며 이차전자의 발생은 주로 표 

면 가까이 에서 일어나는 현상으로 생각 된다. 

8) 물질에 따른 이차전자 발생량 및 에너지 측정에 대한 보다 많은 실 험자료 들이 

측정되어야 보다 정확한 발생구조를 조사할 수 있어리라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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