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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경천사(국보 제 86호)와 원각사(국보 제 2호)에는 1 0층 석탑이 있다 。1들 경천사와 원각사 석탑은 
각각 석회암 그러고 석회암과 석회질 이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는 비균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런 암 
질차이로 인하여 풍화연은 각각 괴상과 충식구조을 보여준다 전자와 후자는 각각 방해석 , 방해석←돌로마이트 
백운모 석 영 활석으로 구성된 재결정질암이다 구성광물 및 화학성분으로 보아 이들은 각각 고칼숨 석회암과 
방해석질 돌로마이트에 해당된다 엽도분석에서 양자는 모두 세립질이 우세하며 경천사는 극세립 -세럽질을， 원 
각사는 세럽칠을 이룬다 전반적인 암질분포로 보아 경천사와 원각사 석탑은 각각 다른 암종의 단일 석회암류 
로 건럽되었으며 ， 경천사는 임계의 정선석회암 정선과 상척의 풍촌석회암 그리고 챙송의 선캠브리아 대리암에， 
원각사는 옥천의 내사리층에 유사하다 

주요어 경천사와 원각사 풍화양상‘ 고칼숨 석회암‘ 방해석질 돌로마이트 엽도분석 

Hylm-Soo Ylm ' , Sei-Swl Hong , Bok-Chul Kim , Hytmg-Tae Kang , Petr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Stonc Pagodas at Gycongcheonsa and Wongagsa, Seo피 'Geo logy Di、'Ì sion ， KIGAM, “ National 

Cultural Property Research Institute, Seoul, Korea. 

ABSTRACT : There is a lO-story stone pagoda each at Gyeongcheonsa and Wongagsa in Seou l. The 
pagoda at Gyeongcheonsa is made of massive limestone. while the pagoda at Wongagsa is composed of 
parallel. thick limestone and laminated shale. 까ley have chemically wea thered appearences of massive 
and worm-eaten textures . respectively. which come from petrologicaJ differences. Mineral composition of 
the former is mainly composed of caJcite. but the latter consists of caJcite. dolomite. muscovite. quaπZ . 

taJc 밍ld chlorite. According to mineraJogicaJ and geoch emical anaJyses. they are classified as 
recrystaJlized high caJcium limestone and caJcitic dolomite. respectively. Grain-size anaJysis suggests 
that both are fine-grained. but that of Wongagsa‘ s pagoda is relatively coarser than Gyeongcheonsa ‘S 

They were constructed from sing:le rock kind of limestone of different locations. 

Key words : Gyeongcheonsa and Wongagsa. weathered appearance. hi밍1 caJcium limestone. caJcitic dolomite. 
g:rain-size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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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고대 석탑은 국내에서 가장 풍부한 암 

종의 하나인 화강암류로 건립된 것이 대부분이 

다. 이와는 달리 서울의 경복궁과 탑골공원내에 

는 석회암류로 건립한 석탑이 그 뛰어난 미려함 

과 예술성을 발하고 있다 전자는 경천사 10층 

석탑(국보 제 86호)이며 후자는 원각사 10층 석 

탑(국보 제2호)으로서， 그 높이는 각각 13.5m와 

12m에 달한다(Fig. 1). 이들은 각각 1348년(고 

문의 e-mail 주소 hyuns@kigarn. re . kr 

려 말， 충목왕 4년)과 1 467년(조선초， 세조 1 3년) 

에 완성되었다(심대섭， 1994; 동아세계대백과사 

전， 1991) 특히 경천사의 석탑은 원래 경기도 

개풍군 광덕면 중연리 경천사지 에 있었먼 것으 

로， 구한말(1909년) 일본에 의 해 불법으로 반출 

되었다가 반환되어 1960년 경복궁내에 재건럽 

된 것이다 최근 문화재 관리국은 산성비의 영향 

으로 인하여 훼손되고 있는 이들 석탑을 세정， 

보수하여 보존하기로 한 바 있으며， 특히 훼손정 

도가 심한 경천사의 석탑은 해체보관 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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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rontal viewes of lO-story stone pagoda at Gyeongcheonsa(left) and Wongagsa(right) . 

이 연구의 목적은 두 석탑의 원암인 결정질 

석회암의 암석학적 특성비교를 통하여 이들 석탑 

원암의 동일성 여부를 판정하는데 있다 그리고 

이들과 국내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석회암류와 

의 비교연구를 통하여 두 석탑의 원암과 가장 

유사한 암층의 출처를 밝혀 ， 두 석탑의 보수시에 

이를 적극 활용하기 위한 기초자료로 제시하였 

다. 또한 산성비 등으로 인한 훼손으로 풍화양상 

에서 큰 차이를 보이는 두 석탑의 원인을 규명 

하여 보았다. 이를 위하여 두 석탑 원암의 암절， 

조직 ， 업도분석， 구성광물 및 화학조성 등을 통 

하여 두 석탑의 암석학적 차이와 특성 등을 연 

구하였다. 그리고 국내의 대표적 석회암류를 암 

층 및 산출지별로 선별하여 두 석탑과 비교하여 

보았다. 야외관찰은 원각사 석탑만을 대상으로 

하였고， 이 미 해체보관된 경천사 석탑은 사진자 

료(중앙일보사， 1992)와 시편의 단면관찰에 의존 

하였다. 

석탑의 암질과 풍화양상 

경천사 석탑은 회색을 띄며 전반적으로 석탑 

의 각 층별로 구조발달이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 

는 괴상구조를 이룬다. 시편상에서 경천사의 것 

은 담회섹 -회색을 띄고 미럽의 방해석 결정이 발 

달하며 ， 원각사의 것보다 다소 더 신선하고 견고 

한 감을 준다. 이로 보아 경천사의 시편은 원각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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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보다 석탑 내측에서 분리된 것으로 보인다. 

경천사 석탑의 주 구성광물은 방해석이다. 
원각사 석탑은 전체적으로 회백색이며， 석회암층 

과 석회질 이암층이 평 행하게 호층을 이루고 있 

다. 석탑은 이런 층리방향에 관계없이 평행， 수 

직 또는 경사를 이룬 방향으로 축조하였다. 이암 

층은 2mm- 1cm 폭을 이루며， 방해석 세맥이 층 

리에 버스듬하게 불규칙적으로 발달된 절리를 따 
라 충진되어 있기도 하다(이상헌， 1994). 전반적 

인 암상으로 보아 경천사와 원각사 석탑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채석된 서로 다른 단일 암종의 
석회암류로 건럽된 것으로 해석된다. 원각사의 

시편은 미약한 담황색을 띄고 백운모의 미정이 
자주 발달한다. 이런 마약한 1감황색은 돌로마이 

트질암의 풍화작용중에 결정구조내 Mg를 치환한 
산화철(Fe +3) 이온이 방출되어 착색되었기 때문 
으로 보인다(Pettijohn ， 19 75; Ehler and Bla tt, 

1982) . 원각사의 주 구성광물은 돌로마이트 

(dolomite)와 방해석이다. 

두 석탑의 풍화양상은 다음과 같은 특성을 가 
진다. 경천사 석탑에 발달하는 괴상구조는 풍화 
작용에도 그대로 영향을 주어 빗물과 대기와의 
오랜 접촉환경이 단일광물로 구성된 석탑 전체에 
걸쳐 고르게 진행되어 형성된 것드로 해석된다. 
경천사의 각 층별 수직 벽 에 조각된 탑신(珞身)의 

원형도 전반적으로 풍화마모된 경향을 보인다 

(Fig. 2) . 이와 달리 원각사 석탑의 풍화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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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층이 융식되고 이암층이 약간 돌출부을 이 

루고 길게 발달하여 충식구조에 가까우며. 이런 

경향은 석탑의 내측보다 외측인 처마부분에서 더 

뚜렷하다. 즉 석탑의 가장 내측인 수직벽에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호상조직이 잘 보존되나 외 

19 55; Winkler , 1966; Kra u sk opf, 19 67; 

Winkler , 1973), 두 석탑의 구성광불과 구성암 

(층)에 따라 균질 및 차별적 화학적 용해작용을 

일으켜 상기한 괴상구조와 충식구조를 각각 형성 

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들 불순물이 용존된 빗 

Fig, 2. Weathering appearances of stone pag어a at Gyeongcheonsa(left) and Wongagsa(right). 

측으로 갈수록 돌출현상이 뚜렷하여 탑신부의 지 

붕부분에서 풍화작용의 영향이 가장 심한 편이 

다. 또한 각층별 수직벽에 조각된 탑신의 원형도 

경천사보다 원각사에서 대체로 더 잘 보존되는 

편 이 다(Fig. 2) . 

대기와 빗물 등은 석재부식의 가장 큰 요인이 

며， 이들내에는 CO2, S0 2, S0 3, N02와 Clz 등 

의 불순물이 용존되어 있으며 (Schultz & Cleaves , 

물 등에 의한 영향이 이암， 돌로마이트， 방해석의 

순으로 그 용해정도가 증가된 것으로 보인다. 

구성 광물 

이들 석탑 원암의 구성광물 차이를 비교하기 

위하여 시편을 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고(Fig . 3 ) 

또한 XRD 분석 (Figs. 4 , 5)을 하였다. 

Fig. 3. Photomicrographs of Gyeongcheonsa sample(Jeft) and Wongagsa sample(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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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사 시편은 방해석 반정이 발달하며， 기질 

은 세립질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구성광물 

은 방해석과 극소량의 불투명광물이 며， 국부적으 

로 일부 미세열극을 따라 미약하게 붉은 색으로 

착색되기도 한다. 방해석은 취편 쌍정(polysynthetic 

m따1)과 능면체의 쪼개점(rhombohedral cleavage) 

이 뚜렷히 발달한다(Fig . 3). 

원각사 시편은 전반적으로 등럽질이 우세하며 

부분적으로 반정 질을 이룬다(Fig. 3) 구성 광물은 

대부분 방해석이지만 백운모， 석영과 활석 등이 

소량 함유된다. 특정적으로 방해석은 능면체 쪼 

개점이 경천사의 것보다 덜 투렷하며， 활석은 섬 

유상 조직을 이룬다. XRD 분석결과 경천사 석 

탑은 방해석， 원각사 석탑은 돌로마이트， 방해석， 

백운모， 석영 ， 활석 그리고 녹니석으로 구성되어 

두 석탑의 구성광물은 큰 차이를 보인다(Figs . 

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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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XRD ar뻐lysis of Gyeongcheonsa 잃mpJ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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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 XRD anaJysis of Wongagsa sampJe. 

두 석탑 원암의 출처를 알기 위해 국내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석회암류와 그 구성광물， 업 

도 및 암색 등을 산출지별로 비교하여 보았다 

(Table 1). 이들 중에서 임계의 정선석회암은 백 

색을 띄는 조립질암으로서 모두 방해석으로 구성 

되어， 세럽-극세럽을 이루는 경천사의 원암과 입 

도 외에는 매우 유사하다. 그 외 영월의 입탄리 

층， 임계의 풍촌석회암， 현동의 장군석회암과 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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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리의 내사리층 등은 회백색을 띄며 방해석， 돌 

로마이트， 백운모와 석영 등으로 구성되어 암석 

광물학적으로 원각사 석탑의 원암과 유사하다 

입도분석 

두 석탑 원암의 암석학적 차이를 규명하기 위 

하여 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두 석탑의 시편시 

료에서 각각 500점을 점셈하였다. 업도는 입자 
크기 (cþ)를 기준으로 0- 1, 1- 2 , 2-3과 3-4는 각 

각 조럽질 . 중럽질 ， 세럽질 및 극세럽질로 구분 

된다. 석탑을 이루는 구성광물의 업도특정은 경 

천사와 원각사 석탑의 중앙값(Median)이 각각 

3 .90과 2 . 71이고， 평균값(Mean)이 각각 3.60과 

2.77로서 원각사가 경천사보다 조럽질로 구성된 
다(Table 2; Inman, 1952) . 그러나 분급도는 조 

럽질의 원각사 시편이 세럽질의 경천사 시편보다 

양호하다(Figs. 6 , 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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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emical and petrological compositions of representative domestic timestones (wt.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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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버뻐gsann 

dolomitic 1s 
Og:s 

tr 

Iλ pink 

Ca, Mu 
Qz, Op 

빼
빠-빠
 때-뼈
 

Cal, Qz 
Mu, Op 
Cψ 

Very fine
medium 

Buff 

n.a 

Cal, 00 Cal, Qz cal Cal, 00 Cal. Qz Cal, Mu 
Qz, Mu Mu , 00 Mu, Qz Mu, Op Qz, Op 
Op CIy Cly 
Fine- Medium Coarse Medium Coarse Medium-
medium coarse 
U gray, U gray \Vhite Lt gray Gray-dr gray‘ Gray-dr 
U brown U g:ray gray 
Ib때띠 F\.m명lOn 1s Jeongseon 1s J뻐잃un Is Majeorui M에eorui 

n.a ‘ n ‘a ‘ n.a. n‘ a. 

Mineral 
comp 

Grain 
slZe 

Rock 
color 

Forma- Je따斷n 1s 

디on 

Medium 

n.a 

Cal, Qz 
Mu 

Naesart 

Og:s Og:s Og:s Og:s \Vg: Jss Jss Jss Jss 

Hw따199angrt Chungju 

n.a. not an떠ysed. Sp. no 1-5(현전기와 김철주， 1990), 6-9(Lee, 1986), 10(검선억 외 ， 1986); Cal: 
calcite, 00: dolomite, Qz: quartz, Mu: muscovite , Op: opaque , Cly: clay, Tal: talc , Tre: tremolite; Sp. 
no 6(Y-2 , 82), 7(Y-74), 8(N-30 , 58 , 86), 9(N-37); Jss: Joseon Supergroup , Wg: Wonnam Group , Ogs: 
Ogcheon Supergroup; Numbers in parenthesis show the numbers of samples used. 

Ogcheon Ogcheon Boeun Hyeondong inlgye inlgye Locality 메ro~뼈땅 Yeongw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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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wnu\ative diagram of grain size of 
Gyeongch∞nsa sample( dαted line) and WOIlga뚱a 

sample(solid \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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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천사의 시편이 원각사의 것보다 세립질로 

구성되나 분급도가 불량한 이유는 다음과 같다. 

즉 전자는 비교적 넓은 범위의 입도분포 (0-5Ø) 

를 보이면서， 조립질의 반정과 세립질인 기질이 

혼재되어 분포하며 최빈값 구간인 3-4Ø 의 입자 
가 약 40%를 점유한다. 그러나 후자는 소량의 

반정질 및 다량의 등럽질의 업자로 구성되며 최 

빈값 구간인 3-4Ø의 입자가 약 70%를 점유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두 석탑의 시편에서는 3-4Ø 
의 입도를 이루는 업자가 다량으로 분포하는 특 

정을 가진다. 왜도(Skewness)는 양자가 모두 음 

으로 치 우쳐 (negatively skewedJ, 세 럽 질의 업 

자가 우세한 경향을 보여준다. 

한편 원각사 시료는 입자크기 2Ø, 4Ø를 기준 

으로 뚜렷하게 구멸되는 3개의 직선집단으로 구 

성되는 정규분포를 나타낸다. 그러나 원각사 시 

료에서는 이런 투렷한 정규분포를 나타내지 않는 

다(F핑. 8). 



윤현수 / 흥세신 / 김복절 / 깅형 태 

Table 2. Various grain she parameters of the samples. 

Phi16 Medi밍1 Phi84 Mean Sorting Skewness Matrix Grain size 

Gt 

Wt 

2 .39 

2.13 

3.90 

2.71 

4.80 

3 .41 

3.60 

2 .77 

1.21 

0.64 

-0 .25 

0.09 

10.20 fine-very fine 

3.00 fine 

Gt & Wt is the same as Table 1. Median(Md에 ~cþ50 . Mean(M$)~(cþ16+(þ84)/2 ‘ Sorting(o$)~(iþ 16-

(þ84)/2. Skewness(Q$)~(M$-Mdφ)/0φ· 

화학성분 

이들 두 석탑의 시편은 염산(1 0 % 농도) 투여 

시에 즉시 강한 기포를 발생하며 반응하여 탄산 

염암임을 알 수 있다. 두 석탑의 화학성분을 비 

교하기 위하여 1차에셔는 XRF에 의해 석회암 

성분의 대부분(Greensmith. 1978)을 차지하는 

Si02. Ah03. Fe203(t). CaO와 MgO를. 2차에 

서는 XRF와 습식에 의해 주 원소성분을 모두 

분석 하였다(Table 3). 

경천사 시료의 1차 및 2차 분석값은 Si02. 

Ah03와 Fe20:1 lt)는 각기 0 .04 %와 0.16 %. 

0.03 %와 0 .10 % 그리고 0 .03 %와 <0.01 % 

의 함량을 CaO와 MgO는 각각 55.38 %와 

55.26 %. 0 22 %와 0.15 %의 함량을 가진다. 

이 값은 석회암의 평균값과 거의 비슷한 함량을 

가지나， 돌로마이트의 평균값과는 큰 차이를 보 

인 다(Table 3). 

원각사 시료의 1치 및 2차 분석값은 Si02. 

Ah03와 Fe203(t) 함량이 각각 9.54 %와 

10.07 %. 5 .11 %와 l.24 % 그라고 l.47 % 

와 l. 12 %로서 경천사에 비하여 그 값이 모두 

뚜렷히 증가하벼 , 이 중 특히 Ah03의 함량변화 

는 시편내 박층의 이암에 의한 것으로 생각된다. 

MgO와 CaO 함량은 각각 14.32 %와 17.43 

%. 29 .43 %와 29.25 %로서 경 천사에 비 하여 

그 값이 각각 크게 증가 및 감소한다. 이런 

Si02. Ah03. Fe203 (t)와 MgO 성 분의 증가는 

원각사 석탑내의 이암층 1팔달에 기인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MgO 성분을 기준으로 한 탄산 

염암 분류에서 (Pettijohn. 1975). 경천사와 원각 

사는 각각 고칼숨 석회암과 방해석질 돌로마이트 

에 해당된다. 

경천사와 원각사의 K20는 각각 0.05 %와 l. 18 

%로서 후자에서 크게 증가되며， 이는 원각사 시 

편내에 함유되는 규산염광울인 백운모 등의 발달 

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외의 성분인 

Ti02 . MnO. Na20와 P20S는 거 악 가 원각사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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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tone pagodas 
(wt. %) 

Gt : Ls** Wt Drn** 

1st 2nd 1st 2nd 

SiOz 0.16 : 1.15 10.07 : 3.24 

1ì0z 0.02 0.16 

AhÜ:J 0.04 0.10 0.45 9.54 1.24 0.17 

Fe2Ü:J <0.01 1.08 0.17 

FeO 0.03 tr 0.26 5.11 0.04 0.06 

MnO 0.03* <0.01 1.47* 0.06 

MgO 0.15 0.56 17.43 : 20.84 

Cao 55.26 53.80 29.25 : 29.58 

Na20 0.22 0.33 : 0.07 14.32 0.33 

K:JO 55.38 0.05 29.43 1.18 

P2Üs 0.01 0.10 

Ig.loss 43.96 43.6 ì. 38.88 45.84 

Tota1 100.04 ! 99.90 99.82 ! 99.90 

G t: Gyeongcheonsa. Wt: Wongagsa. *: total 

Fe20 3. ** : Brownlow(1979) 

탑에서 그 함량이 미약하게 증가한다. 작열감량 

(Ig .loss)은 경천사와 원각사가 각각 43.96 %와 

38.88 %로서 전자에서 뚜렷히 증가한다. 

구성 광물 및 화학성분 등으로 미 루아 (Mason . 

1980; Ehlers & Blatt. 1982). 경천사와 원각 

사는 각각 재결정화된 순수한 석회암과 방해석질 

돌로마이트로 해석된다-

두 석탑 원임의 정확한 출처를 알기 위해 

Table 1 에서 언급한 국내의 대표적 대리석류와 



경천사와 원 각사 석팀의 암석학적 특성 

안석광물학적 특성 외에 화학성분을 비교하면 다 

음과 같다. 석회암 성분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Si02+R20 3. CaO와 MgO의 삼각도에서 (Fig. 9) 

경천사 석탑은 CaO의 거의 정점 에 놓여 정선의 

정선석회암(Sp . no 1) . 현동의 장군석회암(Sp. 

no 5)과 임계의 정선석회암(Sp. no 4) 에 가깝게 

도시되나， 이 석탑의 구성광물 및 암색 등으로 

미루어 후자인 임계의 정선석회암에 유사하다. 

원각사 석탑의 원암은 옥천과 황강리의 내사리층 
(Sp. no 8. 9) 에 가깡게 도시되며， 그 중에서 특 

히 후자에 인정한다. 이들 옥천과 황강리의 내사 

리층내 MgO 성분은 각각 9 .40 %와 13.58 % 

의 함량을 가지므로(Table 1). 주 구성광물인 

방해석 외에 돌로마이트가 다소 수반되어 원각사 

원암과 거의 같은 광물조성을 가질 것으로 해석 

된다. 

{03 07 O2 

G'.，L뚫~ 
Ca。

。..... Wl .\ 

% 연→ ó / 

~ 
Mg。

Fig. 9. Triangular diagram of (Si02+R20 3) 
-CaO-MgO representing domestic limestones. Gt : 
Gyeongcheonsa, Wt: Wongagsa; Sp. no is the same 
as in Table 2. 

Table 4. Chemical compositions of representative Pungchon Iimestone and Precambrian 
marble (w t. %). 

Sp. no 

Si02 

Ti02 

Ab03 

Fe20 3(t) 

MnO 

MgO 

CaO 

Na20 

K 20 

P20 5 

Si02+R20 3 

Gra in s ize 

1 (4) 

1.35 

0 .05 

0. 2 1 

0 .71 

55 .58 

1.6 1 

2(7) 3(2) 

0 .45 

0.19 

0 .04 

0 . 10 tr-0 .01 

0.13 

0.36 

4(2) 

0 .35 

0 .02 

0 .18 

0 .57 

55. 17 σ-0 . 17 55 .01 

55.20 

0 .59 0 .55 

Forma tion Pungchon Pungchon Pungchon Pungchon 

ls J ss ls J ss ls Jss ls J ss 

Loca lity 
Jeongseon. Jeongseon. Jeongseon, Samcheog. 

Yemi Seoggog Molun Singi 

5(6) 

0 .71 

0 .06 

0 .10 

0 .46 

54.49 

0 .87 

6(3) 

0.27 

0.05 

0.02 

0 .42 

54.97 

0 .34 

7(3) 

0.50 

0.05 

0.06 

0.46 

54.82 

0 .61 

8(2) 

0.60 

0.05 

0.07 

0 .39 

54.8 7 

0.72 

Medium- Medium Medium 

coarse 

Precam Precam ?recam Precam 

Andong 
αleon똥OIlg， αleon뚱ong， αleongsong. 

&Jp띠뼈 바m맹ngrt G<찌ieonri 

Sp. n o 1 -4(김용욱과 이동진. 199 7). 5-8 (박석환 외， 1996); Sp . no 1( 1. 2 . 3. 4). 2(6 , 11 . 14. 

18. 21 . 23. 26). 3 (3. 5) . 4 (9 , 10). 5(AK-1 . 4 , 6 , 10 , 11 , 13). 6(CK-5 . 6. 8), 7(CH-1. 2 , 

3). 8(CH-5. 6) ; J ss : J oseon Supergroup ; Precam: Precamblian m a rble; Numbers in 

par en thesis show the numbers of samples u sed. 

7 



윤현수 / 홍세선 / 김 옥칠 / 깅 형 태 

그 외에 겸천사 석탑의 원암과 같이 MgO와 

R20 3 함량이 각각 1 % 미만인 대표적인 국내 

석 회 암류로는(Table 4) , 풍촌석 회 암 분포지 인 정 

선의 예미， 석곡， 몰운과 삼척의 신기 등이 있다 

그리고 선캠브리아기의 대리암 분포지인 안동‘ 

청송의 보풀리， 황목리와 고천리 등이 해당한다. 

이들로 미루어 경천사 석탑의 원암은 정선석회 

암， 풍촌석회암과 산캠브리아기 대리암에 ， 원각 

사의 것은 내사리층에 매우 유사한 암석광물학적 

및 화학적 특성을 가진다. 

토의 및 결론 

경천사 석탑은 회색을 띄며 괴상구조를， 원각 

사 석탑은 회백색을 띄고 석회암층과 석회질 이 
암박층이 평행한 호상구조를 이룬다. 석탑 전체 

에 걸친 현지조사와 사진자료에 의한 암석학적 

특성으로 미루어， 두 석탑은 각각 다른 지역에서 

채석된 단일 암종의 석회암석류로 건립되었으며， 

구성광물은 경천사가 방해석， 원각사가 돌로마이 

트， 방해석， 백운모， 석영， 활석 그리고 녹니석 

등이 다. 원각사 석탑의 호상구조는 가장 내측인 
수직벽에서는 비교적 원형에 가까운 구조를 보존 

하나， 외측으로 갈수록 풍화작용의 영향으로 이 

암층이 길게 돌출부를 이룬 충식구조를 이루며 

탑신부의 지봉인 꼭대기 부분에서 그 영향이 가 

장 심한 편이다. 두 석탑의 각 층별 수직벽에 조 

각된 탑신의 원형이 경천사보다 원각사에서 대체 
로 더 잘 보존된다. 경천사와 원각사 석탑의 화 

학성분은 큰 차이를 보여 각각 석회암과 돌로마 
이트에 가까우며， MgO 성분을 기준으로 각각 
고칼숨 석회암과 방해석질 돌로마이트에 해당된 

다. 경천사 석탑은 조럽질의 반정과 세립질이 흔 

재하며， 원각사 석탑은 소량의 반정질과 다량의 

등럽질로 구성된다. 두 석탑은 3-4(þ의 업도를 이 

루는 업자가 다량으로 분포하며， 왜도는 양자가 

모두 음으로 치우치 세럽질의 업자가 우세하다. 

입도분포의 중앙값과 평균값으로 보아 원각사 석 

탑이 경천사 석탑보다 조립절로 구성된다. 불순 

물이 용존된 대기와 빗물 등에 의한 화학적 용 

해작용의 영향이 두 석탑의 구성광불과 구성암 
(층)에 따라 균질 및 차별적 화학적 용해작용을 

일으켜 각각 괴상구조와 충식구조를 각각 형성하 

였다. 이들 대기와 빗물 등에 의한 용해작용의 

영향은 이암， 돌로마이트， 방해석의 순으로 증가 
되었다. 암석광물학적， 화학적 특성 등으로 미루 

어 경천사 석탑의 원암은 정선석회암(임계) , 풍촌 
석회암(정션의 예미， 석곡， 몰운과 삼척의 신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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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선캠브리아기 대리암(안동， 청송의 보풀리‘ 황 

목리와 고천리)에. 원각사의 것은 내사리층(황강 

리)에 가장 유사하다 그러나 두 석탑 및 국내 

석회암류에 대한 보다 많은 암석학적， 광물학적 ， 

주원소와 미량원소 및 희토류 원소， 미화석 그리 

고 동위원소 연령 등의 상서l한 관련연구에 의해 

보다 정확한 두 석탑 원암의 출처가 해결될 수 

있다. 특히 개풍군에 있던 경천사의 경우는 관련 

된 자료의 수집이 더욱 필요하다 

사 사 

이 논문을 보고 여러 둔제점을 자세히 지척해 

주고 관련자료를 제공해 준 진명식 박사념과 박 

덕원 박사념 그리고 논문을 세심하게 보아준 이 

성록 박사념에게 깊은 감사를 드린다. 석회암류 

에 관한 많은 자료를 준 김용욱 선임연구원， 석 

탑의 현장 접근과 시편시료를 제공해준 문화재 

연구소에게 감사를 표한다. 끝으로 암석분석을 

담당해 준 양명권과 김건한 선임연구원에게도 감 

사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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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luencing the Particle Size of Corundum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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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응 온도와 압력 , 등 열역학적 변수들이 검사이트의 상전이 강옥(鋼王)의 결정화 속도‘ 엽도 및 형상 등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 조사했다 수열조건 하에서 검사이트는 봐마이트로 전이한 다음， 강옥으로 전이하였다 
22wt% 종자. 400 0C. 25 MPa ‘ 2시간 반응조건에서 균일하고 육방체의 강옥 분딸이 용이하게 합성되었다 종 
자를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는 온도를 450 0C까지 증가해야만 강옥을 얻을 수 있였다 검사이트로부더 강옥으로 
의 전이는 광화제를 첨가하지 않고 순수한 울에서 완전하게 일어났다 생성한 강옥의 업도는 겁사이트의 업도 
가 작을수록 거의 같은 비율로 작아졌다 이러한 이유로 겁사이트로부터 강옥의 수열합성은 전통적인 용해 재 
결정 및 첨전 방식이 라기 보다 봐마이트 중간상이 제자리에서의 전이하는 기구(機構)라고 생각된다 출발물질 
과 종자의 종류 및 광화제는 생성하는 강옥의 형상에 결정적으로 영향을 주었다 

주요어 수열합성，겁사이트，강옥，상전이‘ 엽도 

유효신， 이강인， 이철경， 양동효， 수열조건 하에서 겁사이트의 상전이 및 강옥의 입도에 영향을 주는 인자에 
대한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활용연구부 

ABSTRACT :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particJe s ize and morphology of resulting corundum were 
investigated by controlling vaIiables including operating temperature and pressure. size. shape and 
amount of gibbsite 밍ld seeds . and type of mineralizers.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 gibbsite was 
transformed first to boehmite and then to corundum. Uniform 밍ld hexagonaJ corundum powders were 
readily synthesized at 400 0C. 25 MPa in 2 hrs with 22 wt% seeds. Without seeds ‘ however. temperature 
had to be increased to 450 0C to get the same effect. The complete transformation of gibbsite to 
corundum took place in pure water. The s ize of the product corundum was reduced aJmost 
proportion외ly with decreasing the sizc of the starting mateIial used. For this reason. the hydrothermal 
synthesis of corundum may follow the mechanism of in-situ transformation of boehmite as an 
intermediate phase rather than a classical dissolution. recrystallization and precipita tion . The type of 
~ibbsite. seeds and mineralizers decisively affected the morpholo~ of the resultin~ corundum. 

Key words : hydrothermal synthesis. gibbsite. corundum . phase transfoπnation. particle size 

INTRODUCTION 

Hy drothermal processing i5 a me t.hod o[ 

s upersatura ting a starting m aterial 밍ld 

synthesizing crystals in the presen ce o[ water 

at elevated temperatures( > lOOOC ) 윈ld 

pressures. This m e thod can b e divided into 

two techniques. powder synthesis 없ld 

single crystal growth. depending on the size 

o[ resulting products. Hydrothermal synthe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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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a<;t' T ransformation of Gibbsite and Factors infiuencing the Paπi cle 
S iιe of O:>rundum ullder Hydrotnermal co때It lons 

of powders can prepare powders in the sizc 
range of several angstroms lo several tens 
rnicrons according to homogeneous or 
heterogeneous nucleation , based on the 
presence of seeding material. However ‘ 

hydrothermal growth of sing1e crγs떠ls can 
produce ingot bars in size up to several tens 
centimeters(Dawson and Krijgsman, 1994) . 

Hydrothermal technique can be considered 
as an excellent method for the synthesis of 
e1ectronic and ma짱letic rnaterials. structura1 
cerarnics , pigmer.ts , 밍ld abrasives. Th is 
techno1ogy can readily contro1 homogeneity 
윈ld uniformity of powders 밍ld has an 
adv없ltage of producing high-quality powders 
compared to other technologies of powder 
prepara디on 뻐d crystal growth(Dawson, 1988; 
Byrappa , 1994). 

The thermodynarnic variab1es influencing 
hydrothermal reactions include equilibrium 
concentration of growing phase , pressure. 
temperature. and the concentration , pH 밍ld 

type of rnineralizers . By controlling these 
par밍neters ， the phase transformation. crys 
tallization rate , morpho1ogy 밍ld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resulting crystal can be 
modified. 

Hydrothermal 양nthesis to prepare corundum 
( α -A!z0 3) powders belongs to the metastab1e
phase technique(Chemov. 1984). The technique 
makes crystals grow by the difference in 
S이ubility between starting and growing 
phases. This methoà has been usual1y 
applied in growing crystal compounds having 
10w solubilities. The starting material consists 
of po1ymorphous modification of the crystal
lizing substance which is thermodynarnically 
unstab1e under the reaction conditions. In 

the presence of po1ymorphous modification 
the solubility of the metastable phase will 
a1ways exceed that of the stab1e phase , 밍ld 

the 1atler will crystallize due to the disso1ution 
of the metastab1e phase. The nutrient 
consists usually of gibbsite[ y -Al(OHbJ or 
some디rnes boehmite( y -AlOOH) (Barclay. 1992) 
입ld the seeds are α -Al20 3 crystals. In this 
case the solubility of gibbsite(metastab1e 
phase) exceeds lhat of corundum(stab1e 
phasel. 밍ld the solution saturated with Al 

with res야ct to Al(O데3 is stron명:y supersaturated 
with respect to Al20 3. so that the excess Al 

ensures the growth of corundum crystals. 
Extensive studies of thermal decomposition 

of gibbsite including hydrothermal transform
ation have been the subject of numerous 
investigators over the 1ast fifty years(Novák. 
et a l. , 1990; Mehta 따ld Kalsotra , 1991 ). A 
t:wo-pathway reaction to form corundum 띠a 
boehrnite 밍ld χ -Al20 3 routes has been 
cited frequen t1y in these stuàies. however, 

hydrotherma1 con띠디ons favor boehrnite 
formation ’ 

x-Ah03 • J( -Ah03 
/ 、、

r .Al(OHh 
(gibbsite) \ 

a .Al20 3 

/(corundum) 

r .AlOOH → r→ δ → O 

(boehmite) 

There have been substantial discrepancies 
in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 as well 
as its path. Phase transforrnation temperature 
mos t1y depends on pH , pressure. the 
presence of seeds. mineralizer, 없ld lhe a핑ng 
of starting material known as nutrien t. 

According to the hydrotherrnal investigations 
of Kennedy, and Neuhaus 밍ld Heide, 핑bbsite 

or bayerite commenced transforming to 
boehrnite at about 100 'C. Chertov 밍ld 

Ze1entsov prepared crystalline boehrnite at 
100-150 'c . Mehta and Kalsotra’s X-ray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boehrnite beg따1 

to form at 185'C 뻐d 영bbsite phase comple 
te)y disappeared at 225 'c , showing the 
most intensive boehrnite pe밟 at 265 'c. The 
transformation of boehrnite to diaspore( a -

AlOOH) has been confinned by many 
researchers(Laudise 따ld Ballman , 1958; 
Kennedy , 1959; Neuhaus and Heide , 1965; 
Robbins , 1967; Gout and Dandurand. 
1983; Wefers 밍ld Misra , 1987). Robbins 
obseπed the phase change between 200-
250 'c in the presence of seeds 밍ld even 

without them , it occurred at 300 'C 없ld 20 
MPa(200 atrn). According to Wefers’ earlier 

study, bayerite was transformed to diaspore 
at 100 'C 잉ld boehrnitc to diaspore betw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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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0-350 "C . Also. boehmite was definitely 
maintained as a stable phase even at pH 
10 밍ld 350"C(Wefers. 1967). At temperatures 
up to about 400 "C. it was noted that 
diaspore was stable unde. high pressures 
whereas at low pressures. boehmite still 
existed as a metastable phase(Kennedy. 
1959; Wefers. 1967). 

Contradictory results can also be found 
in the transformation temperature of diaspore 
to corundum. Wefers reported that djaspore 
was transformed to cOfUfldum at 360"C‘ but 
this has not been confirmed yet by peers. 
In the presence of Na2C03 mineralizer. Ervin 

밍ld Osbom found stable corundum in two 
conditions in the temperature-pressure phase 
diagr없n: (1) stable below 14 MPa 밍ld 

above 390 "C (2) stable above 20 MPa 없ld 

above 415"C. Based on this diagram boe미nite 

can be transformed directly to corundum at 
pressures below 14 MPa when the temperature 
is held above 390 "C. 

Two basic mechanisms of particle formation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were proposed 
by Stambaugh et al.: (1) dissolution. recrys
tallization 밍ld precipitation(DRP) (2) in-situ 
transformation of intermediate phase. 얹rticles 

could be precipitated from solution via a 
mecharùsm consistent with the classical 
precipitation theories like DRP. However. 
the formation of particles by an in-situ 
phase transformation of particles composed 
of usually metal hydro엉de. For practic와 

feedstock concentrations. there was often a 
precursor phase present in the feedstock. 

This was particularly true at higher pH 
values where metastable metal hydroxide 

particles were often present. The conditions 
determining a mechanism were those which 
dictated whether LI-}e mean free path of 
dissolving ions was large or small prior to 
formation of thc phase of interes t. Particles 
formed via DRP required a large mean free 
path for the dissolving ions prior to 
precipitation. On the other hand the mean 
free path under high concentration conditions 
favoring in-situ transformation was probably 
sm려1. 

In this work a major emphasis has be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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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de to determine thermodynamic variables 
inIluencing the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잉ld the partic1e size 없ld shape of 

corundum 

EXPERIMENT AL 

Raw Materials 

Reagent-grade gibbsite manufactured by 
Shinyo Pure Chemicals of Japan was used 
as a starting material. Industrial-grade. Russian 
gibbsite containing some corundum was 
려so used. Two sizes of reagent-grade a 

-Al20 3 crystals were employed as a seeding 
material: 0.3 μ m(Fluka of Switzerl없ld) 따ld 

l.0 μ m(High Purity Chemicals of Japan) 
Physical properties such as particle size. 
existing phases and bound water in starting 
materials were first determined. The Russi밍1 

raw material was found to be a mixture of 
78wt% gibbsite and 22wt% corundum. 없ld 

the Shinyo product was a pure aluminum 
hydroxide detemùned by X-ray diffraction 
(XRD), thermogravimetric(TG) . The mean particle 
size 밍ld specific surface area of the Shinyo 
밍ld Rllssian matelials were determined to 
be 54 μ m 밍ld 0.07 m2/g. 없ld 2 μ m 없ld 
l. 77 m 2/ g. respectively by particle an머ysis 

and BET measuremen t. 

Apparatus and Experimental Procedure 

Autoclaves used for hydrothemal synthesis 
were designed and fabricated at a Russian 
research institute in Moscow: one 2-dm3 

(liter) and five 15-αn3 capacities. πle construc
tion material for the body 없ld cover of the 
autoclaves is high-strenl앙h low-alloyed steel. 

Schematic diagrams of two types of the 
autoclaves are shown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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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ze of Corundum uncler Hydrothermal co때ItlOO S 

For comp밍ison with hyclrothennal tr없lSforrn

ation. Shinyo gibbsite was subjected to 
calcination in the temperature range of 

200- 1.200 'c . A s없nple of pure Shinyo 멍bbsite 

was calcined in a muffle fumace. holding 

the temperature for 2 hrs when a desired 
temperature was reached. XRD pattems of 

the calcines at several temperatures are 
given in Fig. 2. Gibbsite was found to 

~ transform to corundum by the following 
(b) pathway: 

sphere 
-.- 45φ .. typc 

• ------- seal 
f1ange ~ 

~. nl;( 

copper 
gaskεt 

autoclavε ~-~ 

body 
T ~ ~ • · ~ IIner •{ 

(a) 

Fig. 1. Schematics of (a) 15-cm3 and (b) 2-이n3 

autoclaves 

In experimental procedure with the large 
autoclave. a predeterrnined amount of distilled 

water was first added in the autoclave body 
윈ld then a steel liner filled with starting 
material was posi디oned into it. The autoclave 
was cha rged into a preheated fumace 잉ld 

heated. Upon completion of test work. the 
autoclave was withdrawn from the fumace 

없ld then quenched with tap water. The 
steam pressure of thc autoclave was calcuIated 
by using conversion tables on pressure 
temperature-specific volume relation of water 
provided by Kennedy 없ld Holster. 

RESUL TS AND DISCUSSION 

Thennal Decomposition of Gibbsite 

]
]
() 

「

gibbsite • boehmite • X -Ah03 • 

K -Ah03 • a -Ah03(corundum) 

This pathway is somewhat different from 
other routes proposed in the literature 

including the two-pathway reaction presented 
earlier. According to our study. transforma
tion temperatures could not be specified 
but boehmite appeared at 200 'c 없ld x 
Ah03 pe와cs were firs t noticed at 500 'c 밍ld 

became dominant at 800 'C . Our TGA 

results supported this finding by indicating 
that gibbsite lost practica11y all the bound 

water at about 600 'c. K -Ah03 was present 
between 1050 and 1100'C as distinctive 야와G. 

The transformation of 밍bbite to stable comll
dum finally completed at 1200 'c . Fig. 3 is 
머1 exp없lsion of the Wefers’ diagram 
including our findings on phase transition 

during therrnal decomposition of aluminum 
hydro잉des(Wefers . 1990) . 

• a -Ah03 
( ~t::} 

그 • K -Ah03 
m (d) ) • ‘ X -Ah03 〉、
예-‘ 

‘n (c) ... y -AlOOH I 

‘mE-J 
• y -Al(OHb 

20 40 
28 

60 80 

Fig. 2. XRD spectra of gibbsite ca1cined at (a) 200, (b) 500, (c) 800, (d) 1050, (e) 1100, (f) 1200'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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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 400 600 800 1000 1200"C 

Yu ’s Results 
Thennal Transition 

Gibbsitε Boehmite Ch; _ Kappa Alpha 

HydrothennaI Transition 
Gibbsite :Boehmite! Al pha 

、Vefers ’ Diagram 

탤휠 G버nm;: : DεIta ! Thetá Al pha 

!Alpha 

뉴」 
.. Rho 

Diaspore Al pha 

400 600 800 1 000 1 200 1400 K 

Fig. 3. Phase transitior. sequence of aluminum 
hydroxides, inc1uding our findings 

Variables influencing the Hydrotherrnal 

Transforrnation of Gibbsite 

Variables in11uencing thξ phase transforma
tion of gibbsite and the 양nthesis of corundum 
under hydrotherrnal conditions were evaluated 
in this study. Of possible variables . reaction 

디me. temperature. pressure. seeding material. 
밍ld the pH 없ld type of minera1izers were 
explored. 

Effect of Reaction Time 

Hydrotherrnal experiments were carried 

out to determine reaction time for phase 
transformation of Shinyo 밍bbsite to corundum. 

Figure 4 shows X-ray pattems of reaction 

products prepared in the reaction time range 
of 2 to 9 hrs a t 400 "C . 23.5 MPa with 
seeds at 4wt% of the feed. The gibbsite 
phase was no longer present in 2 hrs and 

the products consisted of mostly boehmite 
밍ld small amount of corundum. The conver

sion of gibbsite to corundum was a lmost 
completed in 4 hrs. As shown in Fig. 4. 
(002) plane in 밍bbsite and (020) pl없le in 
boehmite and (1 13) in corundum were shown 

to be the mos!: intensive peaks representing 
respective phases . (1 13) pl없le in corund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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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came most intensive and almost all of 

boehmite pe따‘s disappeared as the reaction 
tim e was increased to 4 hrs. The relative 

intensity value of these pe라‘s was used to 

measure the degree of hydrotherrnal conver

sion in the following studies. 

---、
그 

l 느 l ‘ m 
、‘--

+〉‘、
c/) 
I 

•m-‘ 
I 

20 40 60 80 
28 

Fig. 4. XRD spectra of products prepared in 
different times: 400 oC, 17 % fi ll ’ 4wt% seeds 

In Fig. 5. ch따1ges in the intensity of the 
major corundum pe따ζ(1 13) with time up to 
24 hrs were plotted. The intensity value 

was very small in 2 hrs and then was 
increased abruptly to a maximum in 4 hrs. 
The high value was maintained throughout 

the rest of the reaction time. 
The Russian gibbsite was also tested but 

in the wider r없1ge of operating time up to 

96 hrs as shown in Fig. 6. The intensity of 
the boehmite pe와cs increased abruptly with 

the initial times and then dropped to zero 
whereas that of corundum unchanged in 
the frrst hour and then sharply increased in 
the next hour. Once the conversion to 

corundum was completed in 2 hrs. the 
corundum intensity had a tendency to decr않se 

with increasing time. The faster conversion 

rate with the Russian gibbsite compared to 
that with Shinyo is attributed to smaller 
feed particles 따ld a higher seed content 

(22w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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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떼
 

〉、

‘n 도 1000 
I 

500 -ζ← Corundum 

o 
O 5 10 15 20 25 

Time(hrs) 

Fig. 5. Changes in intensity of major corundum 
peak(1l3) fonned by hydrothennaJ processing of 
Shinyo gibbsite in different times 

〉、

(/) 

도 1000 
I 

Corundum 
Boehmite 

500 

o 
0.1 10 100 

Tirne(hrs) 

Fig. 6. Changes in intensity of major peaks 
fonned by hydrothennal processing of Russian 
gibbsite in different times 

Effect of Reaction Temperature 

It is well known that hydrothermaI synthe 

sis of corundum should be conducted above 

the critica1 temperature(374 0
( ) of waler 

(Chemov , 1984) . Reaction temperature was 

tested from 160 to 470 O( in the absence of 

seeding materia1. The phase transformation 

of Shinyo gibbsite at different temperatures 

is shown in Fig. 7. The results were a1so 
included in Fig. 3. The intensity of the 

(002) pe왜 in gibbsite decreased with incr않sing 

tcmperature and then completely disappeared 
above 200 0

( . The boehmite pe려ζ(020) was 

stable between 190 입1d 450 0
( , being most 

intensive at about 400 0( . Fin려ly the complete 

transformation of 밍bbsite to stable corundum 

occurred at about 450 0
(. It was noted that 

there were distinctive 3 regions of stable 

phases in tbe figure , divided by temperatures 
a t 190 and 450 0

(. It might be added that 

there should be narrow two-phase regions 

around these temperalures , which were not 

able to be clearly idendified in limited tests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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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in 
relation to temperature: 1: gibbsite region, 
II: boehmite region , Ill : corundum region 

Effects of Fill Coefficient and Pressure 

Steam pressures ranging from 20 to 30 

MPa were obtained by adjusting wa ter 

content from 10% to 36% fi1l by volume. 
The constant conditiùns were 400 0

( , 4 hrs 

밍ld 4wt% seeds. Table 1 indicates tha t a 

minimum of 17% fill is required for the 
successful conmdum preparation. lt is noted 

that as pressure varies 써th temperature in 
a closed system at constant 17% fill , a 

minimum pressure for complete tr밍lsforma

tion can not be specifi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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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hanges in crystal phase with incr
easing 에I coefficient and pressure 

Fill coeff. * Pressure 
(vcl%) (MPa) 

crγstal Phase 

10 20 boehmite + corundum 

13 22.5 boehmite + corundum 

17 25 corundum(minor hoe빼te) 

25 27.5 corundum 

36 30 corundum 

* Fill coefficient is defined as the recipro
cal of the specific volume of wa ter at the 
temperature. 

Effect of Mineralizers 

The media used in growing crystals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are aqueous solutions 
of salts , alk려is. 라ld acids . To obtain 
sufficiently large crystal bars , mineralizers are 
usually put in the hydrothermal system. 
This not only increases the solubility of the 
starting material. but also changes the 
temperature dependence of solubility (Cher
nov, 1984) . 

A few sodium compounds were tested for 
their effects: 15% Na2S04, 15% NaHC03, 2 
mol/ dm3(molar) Na2C03, 2 mol/ dm3 NaOH. 
Figure 8 shows a relation of the initia l pH 
of the mineralizers with the intensity of the 
major crystal peaks formed during the 

hydrothermal processing of Shinyo gibbsite 

at 400 0C for 4 hrs with and without 4wt% 
seeds. 1n the absence of seeds boehmite 
was found to be the major product in 려l 

the tests 밍ld wcak or no intensi인 of 
corundum phase appeared throughout the 

pH range tested. In the presence of seeds , 

only intensified corundum peaks were 

identified in the products originating from 

all the different mineralizers. In view of 
these results we may conc1ude that the 
boehmite-corundum transformation is inde야nd

ent on the solubility difference of gibbsite 
attrtbutable to the mineraliz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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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Changes in relative intensity of major 
peaks fonned at different pH ’s in the present 
(solid) and absence(hollow) of 4wt% seeds 口:

15 % Na2S04, 0 : 15 % NaHC03, 0 : 2molfdm3 

Na2C03, 6 : 2molfdm3 NaOH 

Effect of Seeds 

In order to study the inOuence of seeding 
ma terial on phase transformation. 4-22wt% 
corundum seeds of 1 μ m size were introduced 
to Shinyo 명bbsite in 2-hr tests at 400 0C 깐le 

gibbsite-boehmite transformation could be 

completed a t 400 0C in 2 hrs , irrespective of 
the arnount of seeds . However , corundum 
could not be formed with the seeds up to 
14wt% , but formed with 22wt%. In other 
words , the complete conversion of boehmite 
to corundum in 2 hrs was possible only 
with the addition of 22wt% seeds otherwise 

under the sarne conditions (Yu et a l.. 1995) . 

As expected , the XRD intensity ratio of 
corundum to boehmite increased with increa 
sing seed content. In summary the transform
a tion temperature of boehmite to corundum 
could be reduced to a certain extent at the 
expense of increasing time , pressure or 

seed conten t. 

Variables influencing the Particle 

Size of Corundurn 

Thermodynamic variables affccting the 

partic1e size of resulting corundum were 
studied in an effort to develop a process 



Phase T ransformation of Gibbsite a떠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le 
Siιe of Corundum under Hydrotherrnal Conditions 

controlling its size and shape. Synthesis Effects of Gibbsite Particle Size and Syn-
tirne , temperature, gibbsite par디cle size , thesis Temperature 

mineralizers. the content and size o[ seeding Two levels o[ temperature , 425 와ld 450 oC , 

material were considered as important 

variables in this study. 

Effect of Synthesis Time 

First. conditions [or preparing complete 
corundum crystals [rom the Shinyo 없ld 

Russian 밍bbsites were selected: 400 oC, 

15-30% fill. 23.5-28 MPa. In case o[ Shinyo , 

4wt% corundum seeds of 0.3 μ m size were 

added. Mean particle sizes of corundum 
powders prepared in the timξ range up to 
40 hrs were measured and the test results 
are shown in Fig. 9. The results in the 
4-hr test with Shinyo were included in the 
figure because the conversion to corundum 
was almost complete with a minor amount 
of boehmite. The particle sizes o[ corundum 
from the Shinyo 뻐d Russian samples remained 

almost constant with increasing 디me ， being 
about 32 없1d 11-13 μ m , respectively. This 
indicates that operating time plays a decisive 
role in the phase transformation o[ gibbsite , 

but does not af[ect growth to large corundum 
because it is plausible that the nucleation 
of corundum particles is predominant at a 
constant temperature , compared to their 
grow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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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ean particle size of corundum prepared 
with different times: 4()() OC 

밍1d the mean particle size(d5o) of Shinyo 

gibbsite in the range of 4-54 μ m are 

compared in Figure 10 in terms of the size 

of the corundum produced. A Shinyo 밍bb

site sample had been ground to smaller 

size fractions with a ball mill for these 
tests. This figure shows that the smaller 
the starting material. the smaller the size of 
the product corundum. When the feed size 

was about 10 μ m or larger, the size of 

corundum was likely to be reduced as the 
temperature increased [rom 425 to 450 oC. 

Also , comparing the particle sizes o[ the 
Shinyo 입1d Russi없1 gibbsites , the smaller 
Russian feed yielded quite smaller corundum 
produc t. as clearly shown in Fig.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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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ffect of the particle size of Shinyo 
gibbsite on the size of resulting corundum: 4wt% 
seeds of 1 μ m, 17% fill , 4 hrs 

The e[[ect of synthesis temperature was 
also explored in the range of 380-450 oC 

with the Russian gibbsite. Almost constant 

corundum particles in the 11-14 μ m r윈1ge 

were obtained throughout the temperature 

range(Yu , et a l., 1996). The results with the 

Russian feedstock of 2 μ m coincided with 
the earlier finding in which the particle size 
of the product corundum was likely to b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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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dependent on the synthesis temperature 

when the feed was smaller than about 10 μ m 
In a 2-hr run with the Russian gibbsite 

containing 22wt% seeds. barrel-shaped corun 

dwn CI}'stals were successfully obtained even at 
380"C as shown in Fig. l 1(a). Platy corundwn 
cI}'stals prepared with Shinyo 밍bbsite without 
se어s at 45C)"C are shown in F1g. 11(b) . 

(a) 

(b) 

Fig. 11. SEM micrographs of corundwn powders 
prepared with (a) .Russian and (b) Shinyo gibbsites 

If the hydrotherma1 synthesis of corundum 
followed a dissolution. recyrstallization 밍ld 

precipitation(DRP) mechanism due to prevailing 

nucleation. the size of the product corundwn 
should have been independent on the size 
of the starting materia1 a1though its cI}'stal 

growth did not pro망ess with synthesis time. 

However. the fact was that the feed size 
decisively aífected the particle size of corun

dwn. The dependence on the feed size seems 
to suggest the in-situ phase trans[ormation 
of the intermediate metastable phase. namely. 
boehrnite to corundum. requiring a sma11er 

mean free path than that of DRP. as 
mentioned in the introduction. 

18 

Effect of Minerali zers 

When mineralizers are introduced for the 

purpose of hydrotherma1 CI}'stal growth. the 

production of large crystals are expected 
mainly due to their effect of increasing 

solubility. ln 냐lis study. the same type and 
concentration of sodiwn-containing mineralizers 
as those in the earlier study were employed. 

All the mineralizers yielded corundum in 
the 51-54 μ m size. which was somewhat 

coarser than that(40 μ m) prepared in pure 

water. The SEM investigation indicated that 
야le mineralizers rendered the morphology of 
corundum platy. Also. the mineralizers had 
a tendency to make a broad size distribu

tion of corundurn. 

Effects of the Content and Size of Seeds 

Thc introduction 이 corundum seeds into 
the hydrothermal processing of gibbsite has 
played an import밍lt role in the redu ction o[ 
synthesis time as described earlier. In the 
first paπ o[ test work. the content of seeds 
as a weight fraction of the feed was investi 
gated in terms of the size of resulting 
corundum. The amount of the corundum 

seeds varied [rom none to 22wt% of Shinyo 

영bbsite. The mean size of resulting corundwn 
vs. the amount of corundum seeds is 
shown in Fig. 12. The mean size of the 
corundum produced had a genera1 tendency 
to decrease with increasing seeds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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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Mean particIe size of corundum prepared 
with different amounts of seeds 



F1lase T ransformation of Gibbsite and Factors influencing the Particle 
Siæ of Corundum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In anothe:- series of test work. seeds sizes 
of 0.3 밍ld 1.0 μ m were compared in terms 
of the size of resulting corundum otherwise 
at constant conditions: 400 'c. 250 atm. 4 

hrs. Thc sma11er seeds yielded a sma11er 

product of 33 μ m. compared to 40 μ m 
corundum from th ,= larger seeds. Kaiser 

밍ld Spom have found similar results in 

comparison tests in a NaOH or NH40H 
solution under hydrolhermal conditions. We 
may conc1ude that the smal1er the size of 
the seeds 밍ld the larger the amount of the 

sma11-sized seeds. the smal1er the product 
corundum. 

The partic1e size distribution of corundum 
prepared Ll pure water at 400 oC with Shinyo 
gibbsite 없ld 22wt% seeds is shown in Fig. 
13. Relativeψ narrow size distrïbution and 
unifoml particles in a mean size of 40 μ m 
were obta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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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Particle size distribution of corundum 
prepared 

CONCLUSIONS 

An investigation has been made in an 
effort to develop a viable process by 
determining variables influencing the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and the particle 

size. size distribution 따ld morphology of 

corundum produced under hydrothermal 
conditions. The fo l1owing conclusions can 
be summarized 
1) Reaction temperature. time. pressure. 

없ld the presence of seeds played decisive 

roles in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frrst to boehmite 밍ld then to corundurn. 
It is interesting to note lhat the synthesis 
temperature. tirne 하ld seeds amount are 

interrelated to obtain pure corundum. 
2) Uniform corundum powder in hexagona1 

structure could be readily synthesized 

at 400 'C . 25 MPa in 2 hrs when a 

Ah03 seeds at 22wt% were added to 
gibbsite. However. in the absence of the 
seeds. temperature had to be increased 

to 450 'c to get complete transfoffi1ation 

to corundurn. 
3) The phase transformation of gibbsite 

seemed to be independent on the solubility 
difference contributed by lhe addition of 
the alkaline mineralizers. Instead. the 
a1kalinity made the partic1e size distrïbu 

tion of corundum broad. 
4) 

5) 

깐le p따tic1e size of the resul디ng corundurn 

was almost directly dependent on the 
particle size of the starting material: 
the smaller the feed. the smal1er 야le 
corundum. This may indicale the in
situ transformation of boehmite as an 
intermediate phase to corundwn. requiring 
smal1er mean free path than that of 
c1assical dissolution. recrys ta1lization 없ld 

precipita디on. 

까le type of the starting materia1 decisively 
influenced the rrmphol앵"!;j of the corundum 
produc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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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중의 6가 크롬의 분석법과 
안정성에 대한 연구 

송경선 ， 김상연，음철헌，최병인 
한국자원연구소 지구환경연구부 

。
..L.L 약 

우리나라의 광산폐수를 포함한 다양한 울중의 6가 크롬 ( C r6T )을 분리 정량하고. Cr 6 + o1 안정한 산화상태로 
존재하는 시간과 pH 및 매트릭스와의 관계를 조사하였다 채취된 시료에서 6가 크롬 분석시에는 국내의 공해 
공정법과 이온크로마토그래피(IC )를 이용한 EPA 218.6법을 비교하였다 EPA 218.6볍은 다양한 매트릭스를 
가진 물속의 6가 크롬 측정시 정확하고 간편한 방법임을 알 수 있었다 아울러 AI ‘ Pb. Fe. Mn ‘ Cu , Zn . 
Cd. As. 80. 와 tot a l C r을 측정하여 공존 이온의 영향을 조사하였다 복장한 매트릭스를 가진 시료라도 

pH를 9.0이상으로 맞추면 6가 크롬의 양이 한달 。l상 일정하게 유지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6가 크롬， 매트릭스， 폐수 

Kylmg-Sun Song, Sang-Yeon Kim , Clml-Hun Eum, Bytmg-In Choi, A Study on the Analysis and 

Stability of Hexavalent Chromium in Wastewater, Earth and Environmental Resear ch Div., 
KIGAM 

ABSTRACT : Quantitative analysis of hexavalent chromium(Cr6+) in various waters were performed and 
the stability of Cr6’ was studied in relation to pH and matrix. Different separation-detection methods . 
uι. domestically performed KS method and EPA 218.6 method using ion chromatography. were 
compared for the analysis of Cr6+ in reagent water ‘ ground water ‘ and real wastewater. The study found 
that EPA method 218.6 was shown to be accurate and precise for hexavalent chromium in waters of 
various matrices. In addition. the effect of Al. Pb. Fe. Mn. Cu. Zn. Cd. As . 504 잉ld total Cr in sample 
on the reduction of Cr6+ was studied. The results indicated that Cr6+ remained stable for a month in 
the presence of complex matrices. 

Key words : hexavalent chromium. matrices. wastewater 

서 언 

크롬 화합물은 도금 및 가죽산업과 페인트， 염 

색， 폭약과 세라믹 제조에서 널리 이용되고 있으 

며 부식 조절에 필요한 냉각수로도 이용 되고 

있으며 음용수에 영향을 미칠 많은 산업 폐수에 

서 발견 되었다. 크롬은 주위 환경에 따라서 주 

로 3가와 6가 상태로 존재한다. 3가 크롬은 착 

물을 형성하지 않을 경우 산성 용액에서 잘 녹 

고 염기성 용액에서는 수산화기와 침전을 형성한 

다 3가 크롬은 상대적으로 반응성이 떨어지므로 

문의 e-mail 주소 kssong@kigam.re.kr 

크롬 3가와 리간드 치환속도가 느려서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이 상대척으로 약하다. 그러나 산화 

상태가 6인 크롬(Cr6+)은 호흡시 암을 일으키 며 
폐， 간과 콩팔에 니쁜 영힘L을 미친다깨1ari 없nstar

kallio et a l., 1996) . 이러한 이유로 6가 크롬에 

대한 인식이 더욱 중요해졌다 국내에서도 6가 

크롬을 3가 크롬과 분리하여 규제하고 있는데 

수도법에 의한 음용수 수질기준 및 환경정책 기 

준법의 수질환경기준은 0.05 mg/ Q 이하로 규정 

하고 있으며， 수질환경 보전법에 의한 폐수배출 

허용기준 및 분뇨， 하수 폐수종말 처리시설 방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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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수질기준은 각각 0.5 ffig / Q 이하(청정지역의 

경우 0 .1 mg / Q 이하)로 설정하고 있다(한국공엽 

진흥청， 1992).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산성인 용액 

에 유기물이나 다른 환원제가 존재할 경우 6가 

크콤은 3가 크롬으로 환원되며， 반면에 염기성용 

액이l 산화제가 존재할 경우 3가 크롬이 6가크롬 

으로 산화됨이 알려졌다. 산도에 따라 6가 크롬 

이 존재하는 형태는 다음과 같이 설명필 수 있 

다. 6가 크콤은 주로 크롬산(H2Cr04)과 그의 염 

으로 존재하며 pH에 따라서 수소 크룡산 이온 

(HCr04') 과 크롬산 이 온(CrO/←)으로 존재 한다 
즉， pH가 1보다 작은 경 우는 크롬산(H2Cr04). 1 

에서 6사이 에서는 수소 크룸산 이온(HCrO씨으 

로 존재하며 6보다 큰 경우에는 중크콤산 이은 

(Cr042. )으로 존재한다. 중크롬산 이온(Cr20/')응 

크롬의 농도가 약 1 mg/ Q 보다 많을 경우 두분 

자의 수소 크롬산 이온(HCr04")과 물의 반응으로 

생성된 이함체이다(Beere and Jones , 1994; 
Oktavec et al. , 1995.). 

국내의 수질환경 규정에 의한 6가 크롬 분리 

는 6가 크롬을 전처리 과정에서 선택적으로 분 

리하여 측정하는 AAS, ICP와 비 색에 의한 6가 

크롬을 정량하는 방법이 있다 음용수외 같이 매 

트릭스가 비교적 단순한 시료를 비색법으로 분석 

할 경우에 정밀도와 정확도가 다른 방법과 차이 

가 없으나， 시료가 혼탁하거나 비 색에 방해되는 

매트릭스를 많이 포함한 시료에는 부적합하므로 

실제 폐수의 분석 에 는 부적합함을 알 수 있다(송 

덕영 외 ， 1996) . 그리고 AAS와 ICP에 의한 6가 

크롬 분석시 에는 전처리 과정에서 시간적인 손실 

야 많고 전치리 과정 에서 유발될 수 있는 환경오 

염 문제에 대하여 고려해 볼 펼요가 있다. 

이 연구에서는 IC(ion chromatography)를 이 

용한 EPA 방법을 폐수에 척용시켜 그 방법을 검 
증하였으며 폐수에서 6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과 에트릭스와의 관계를 조명하였다 

(EPA 1991; Edgell 잉ld 1ρngbottom ， 1994). 

즉， 환경 시료 중 Cr+6 분석 법 개선 및 검출한계 

를 낮추고자 기존 분석법의 장단점을 비교 분석 
한 후에 각종 폐수중 6가 크롬 정량방법의 문제 

전 파악은 물론， 특히 매트릭스가 복잡한 시료에 

서 6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과 
매트릭스와의 관계를 규영하고 이를 바탕으로 시 

료 채취 후에 6가 크롬을 분석하기 전까지의 처 
리 방법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하여 IC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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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column reactor블 on-linE-으로 연 결 해 서 6 

가 크롬을 좀 더 신속， 정확하게 정량하고 검출 

한계를 낮추는 시스템을 완성하고자 하였다. 

실 험 

측정기기 및 실험장치 

FI-AAS system은 Perkin EImer FLAS 400 , 

Perkin EImer AS 90. Perkin EImer EDL 

System 2로 구성펀 Perkin EImer 5100ZL 모 

델을 사용하였으며 여러 종류의 무기 성분을 정 

량하기 위 해 사용한 ICP는 Jobin Yvon 24 유도 

쌍 결함 플라즈마 원자방출 분광광도제를 사용하 
였다.6가 크롬 분석 시 사용한 IC는 Dionex DX 

300을 시용하였으며 분석에 이용된 칼럼은 Dionex 

사의 lon Pac NG1과 IonPac AS7이다. 

실험기구 및 시약 

이 실험에 사용된 실험기구는 100 11내 용링t플라 

스크， 10 11깨 마이크로 뷰렛， Liquid dispensors 

for aCid, 100 me 폴리프로필렌 병 등 이었다. 
초순수 증류수장치 는 Waters사의 Milli -Q를 사 

용하였으며 pH 측정 은 Nova 210D pH meter 
를 사용하였다. 초자류는 용량 플라스크， 메스실 

린더 . 눈금 메겨진 피렛과 흘피렛을 사용하였다. 

실린지는 10 mQ 얼회용을 사용하였으며 용리액 

보관 용기와 시료 용기는 고밀도 폴리 에틸렌 재 

질의 1 e 와 125 me 병을 사용하였다. 사용된 시 
약은 Aldrich의 GR급 이상으로 105 0( 에서 충분 

히 수분을 제거한 다음 사용하였다. 

시 료 

대상시료를 채취하여 0 .45 μm 멤브레인 여과 

지로 여과하였고， 6가 크롬을 주업하기 전에는 

시료를 4 0
( 냉암소에서 보관하였으며 분석하기 

전에는 시료의 온도를 상온으로 하였다. 상온에 

서 6가 크롬의 안정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6가 

크롬을 주입한 다음에는 시료를 상온의 상태에서 

보관하였다. pH는 pH 미터로 계속적으로 점검 

하면서 완충용액으로 맞추었다. 

AI 등4 닙} 닙{ 
E르 I그 o t::I 

EPA 밤법의 이론적 배경 

IC(ion chromatography)를 이용하여 분리하 

는 EPA 방법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Cr(VI)을 

IonPac AS7 column에서 완충용액 황산 암모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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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 수산화 암모늄을 용려액으로 하여 중크롬산이 

온(CrO<:2- )으로 분리한다. 이와 같은 분리가 끝난 

후에 Cr(VI)는 디페닐카르바지드(DPC)와 다음의 

식 (1)과 같이 반응하여 Cr(퍼)(HLh+의 붉은색의 

착울을 형성한다. 이 착물의 실제척인 구조는 아 

직 알려지지 않았지만 광학 검출기를 이용하면 

520 - 530 nm에셔 가시선 흡광볍에 의해 검출 
할 수 있q(In-Sung Technical Center. 1990; 

EPA. 1991) . 

2Cr042- + 3H4L + 8H+ ~ Cr(ill)(HLh+ + 
Cr3+ + H2L + 8H20 (1) 

H4L = c1iphenylcarbazi ::le 

H2L c1iphenylcarbazone 

시료 전처리와 매트릭스 분석방법 

시료를 0 .45 μm 멤브레인 여과지로 여과하고 
pH를 2 • 3으로 맞춘 푸에 환원제로 작용할만 

한 중금속 원소중에 As는 ICP로 측정하였고 나 

머지 금속들은 AAS로 측정하였으며 황산이온은 

중량법으로 겸출하였다 6가 크롬은 AAS와 ICP 

로 측정할 경우에는 한국 공업규격 갱수 및 폐수 

시험법으로 6가 크롬을 분리하여 측정하였으며 

IC를 이용하여 측정할 경우에는 EPA 분석볍에 
의하여 시료 pH를 완충용액으로 9.0 - 9.5로 

맞추고 수산화물 침전이 형성되는 경우에는 다시 

0.45 μm 멤브레인 여과지로 여과한 후에 정량 

하였다. 

표준물질 제조와 김정콕선 작성 

105 "C 에서 한 시간 동안 건조한 K2Cr20 7 
0.2828 g을 울에 녹여 100 m~가 되게 하여 

1000 mg / Q 의 표준물질을 제조하였다. 이 때 

ICP와 AAS로 측정 하기 위 해서 만드는 표준용액 

은 액성을 신성으로 하였고 IC로 측정하기 위해 

만드는 표준용액은 액성을 엽기성으로 하였다 

이렇게 제조된 표준물질을 붉혀서 0.05 - l.0 

mg / ~ 범위에서 검량선을 작성하였다 

결과 및 고찰 

국내에 제시된 빙법과 EPA 방법 비교 
수도법에 제시된 AAS와 !CP로 얻은 결과와 

IC로 얻은 결과를 비교하고 검증하기 위하여 특 

정 폐수에 6가 크롬을 0 .05 mg/ Q. 0.5 mg / e 
와 l.0 mg/ Q 를 주입한 결과와 시료의 매트릭 

스 분석 결파를 표 1에 나타내었다 각각의 회수 

율을 비교해 보면 한국 공엽규객 갱수 및 폐수 
시험법으로 전처리한 후에 AAS와 ICP로 측정한 

결과와 시료의 pH를 영기성으로 한 후에 IC를 

이용한 결과가 별로 차이가 없음을 알 수 있다. 

그리고 IC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 AAS와 ICP 

를 이용하여 측정한 경우보다 검출 한계가 직은 

것으로 확얀되어 작은 양의 6가 크롬을 정량할 

때에는 IC를 이용하여 분석하는 것이 유리함을 

알 수 있었다 한국 공업규격 갱수 및 폐수 시험 
법으로 전처리한 후에 pH를 9.0 • 9.5로 맞추 

어 !C를 이 용하여 정 량해보고자 하였으나 이 방 

법에는 두가지 어려움이 있어 측정 이 불가능하였 

다. 첫 번째는 전처리할 때 넣어주는 철 성분이 

액성이 엽기성으로 되자 첨전으로 다량 형성되었 

고， 두 번째는 산성으로 전처리 되어있는 용액을 

엽기성으로 맞추려니 희석의 결과를 가져왔다. 

또한 AAS와 !CP의 경우， 용액의 조건에 영향을 

받기에 AAS와 !CP로 정량할 때는 시료와 같은 

조건으로 처리한 바탕 용액이 필요하나 IC를 이 

용하여 정량할 경우에는 바탕용액을 이용힌 실험 

을 해야 할 필요가 없다는 장점이 있다. 위 사실 

은 AAS와 ICP의 표준시료로 사용한 산성용액을 

IC의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더니 같은 결과를 나타 

내는 것으로 확인이 되었다. 이 결과로 단순한 

매트릭스를 가진 수질 속에 포함된 6가 크롬의 

양을 IC르 정량할 경우에는 액성에 관계없이 같 

은 값을 나타냉을 알 수 있었다. 

Tab!e 1. Ana!ytical results of Cr( Vl ) by variùus 
methods. 

Sarnple Matrtx 

Conc. (rng/ ì ) 

잃鍵F 
Af.S 
lCP 
lC 

~ 
AAS 
lCP 
lC 

0‘ 05 0.5 1.0 

85 102 98 
120 106 100 
120 105 101 

Calibration Range Method Detection 
(rng / ì Umit( rng/ Q ) 

0.05 - 0.1 0.0 1 
0.05 - 0.1 0.01 
0.05 - 0.1 0.005 

다양한 폐수속에 북아있는 특정성분 분석 

위에서는 시료에 주입한 6가 크롬의 양에 대 

한 회수율을 방법에 따라서 비교한 것이나 실제 

로 시료 자체에 존재하는 6가 크롬의 양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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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면 더 큰 의미가 있을 것이다. AAS와 ICP로 

분석하는 경우에는 모두 전처리 방법이 같기 때 

문 에， 오염이 되었을 것으로 예상이 되는 지역을 

선정을 하여서 AAS와 IC로만 분석하여 그 결과 

를 표 2에 나타내었으며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총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시료에 포함된 중 

금속의 양은 총크롬이 검출되는 지역의 시료에서 

의 중금속의 양보다 상대적으로 적은 양이 존재 

함을 알 수 있으며， 이런 경우에는 6가 크롬이 존 

재했였다고 하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 

간이 짧았을 것이다 위의 시료중에서도 지역 F 
의 폐수인 경우는 총크롬이 0 .82 mg/ Q 로 상당 

히 많은 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가 크롬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pH가 2 . 7로 다른 지역보다 

낮으므로 중금속과 황산 이온 등이 환원작용을 해 

서 6가 크롬이 3가 크롬으로 변했을 가능성을 

배재했었다고 하더라도 안정한 상태로 존재하는 

시간이 짧았을 것이다. 위의 시료중에서도 지역 

F의 폐수인 경우는 총크롬이 0.82 mg/ e 로 상 
당히 많은 양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6가 크롬 

이 검출되지 않은 것은 pH가 2.7로 다른 지역보 

다 낮으므로 중금속과 황산 이온 등이 환원작용 

을 해서 6가 크롬이 3가 크롬으로 변했을 가능 

성을 배재할 수 없다. 예상했던 것과는 다르게 6 

가 크콤이 검출되는 시료가 없기 때문에 6가 크 

롬의 안정성을 관찰하기 위하여 6가 크롬 일정 

량(0 . 5 mg/ Q )을 주입하자마자 회수율을 IC로 측 

정하였다. 그 결과 pH가 낮고， 다른 중금속이 다 

량 함유된 시료들도 모두 높은 회수율을 보였으 

며 이 결과도 표 2에 나타내였다. 

Table 2. AnalyticaI results of reaI waste water matr ix and spiked Cr6+ (0.5 뼈1 0 

킥혔℃i: 
Cr6+ 5piked Cr6+ by IC 

매 Pb Fe Mn Cu Zn Cd As 504 pH Total Relative 
α Recovery standard 

M5 IC (%) deviation 
(%) 

Area A 0‘ 00 0.06 0‘ 01 0.13 0.08 0.00 0.08 24.0 6.6 0.00 0.00 0.00 98 2 

Area B 0.00 0.04 0‘ 58 0.07 5.76 0.05 <0.05 90.1 6.5 0.00 0.00 0.00 100 2 

Area C 0.00 0.13 0.72 4.66 9.84 0.09 <0.05 280 6.7 0.00 0.00 0.00 98 2 

Area D 0.00 1.66 0.19 0.05 0.00 0.00 <0.05 36.4 7.1 0.00 0.00 0.00 100 2 

Area E 0.06 0.15 3.39 11.0 6.37 0.04 <0.05 332 6.6 0.00 0.00 0.00 98 4 

Area F 0.16 160 4.96 21.1 15.1 0.18 0.40 748 2.7 0.82 0.00 0.00 100 2 

Area G 0.04 8.95 5.35 1.41 3.40 0.03 0.20 702 6.0 0.09 0.00 0‘ 00 96 2 

Area H 0.14 5.91 17.6 12.3 1.00 0.02 <0.05 1,210 3.3 0.08 0.00 0.00 98 2 

Area 1 0.30 0.58 42.8 0.04 31.1 0.15 <0.05 377 6.3 0.08 0.00 0.00 98 2 

Area J 0.00 1.84 124.7 10.03 12.83 10.17 10.10 11,3701 7.0 10.07 10.0010.00 96 2 

실제 시료의 pH와 보존 시간에 따른 6가 

크롬의 상대적인 앙 

시료에서 pH에 대한 6가 크롬의 상대적인 변 

화를 확인하기 위하여 표 2의 지역중에서 총크 

롬이 검출되는 지역의 시료와 매트릭스가 간단한 

증류수， 온천수와 음용수에 대하여 6가 크롬을 

pH와 보존기간을 변화시켜서 이온크로마토그래 

피에 의한 분리법을 이용하여 검출하였으며 그 

결과는 표 3과 그럼 1에 나타내었다 이 결과의 

첫번째 특정은 매트릭스에 관계없이 pH를 9 .0 

- 9 . 5로 한 경우는 6가 크롬의 변화량이 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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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는 것이다. 이 결과의 첫번째 이유는 산성에 

서 6가 크롬을 환원시 키는 금속환원제가 pH 9.0 

- 9.5 영역에서 침전으로 되었기 때문에 대부 

분 여과로 제거되었을 것이고 두 번째 이유는 6 

가 크롬이 pH 9.0 - 9.5 영역 에서 안정하게 

존재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두 번 
째 특징은 pH가 4 이하인 시료 중에서 6가 크 

롬을 환원시킬만한 환원제가 존재하지 않는 증류 
수， 온천수와 음용수인 경우는 주입해준 양이 변 

하지 않고 그대로 회수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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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Relation of spiked Cr6+ (0.5 mg/ e) recovery with pH change and elapsed time. 

Recovery(%) Recovery(%) 

~ S밍nple ! Standing time A며usted I Standing time I A이usted I Standing time 

itself pH ! lday [16day[31day pH ! lday !16day !31day ! pH ! lday !16day !31day 

Area F 

Area G 

Area H 

Area I 

Area J 

D. 1 water 

Hot spring 
Water 
Drinking 
water 

120 

100 

80 
;f!. 
r 
'" >
。

‘j @ 

α 60 

40 

20 

2 .7 102 80 26 

6.0 96 100 96 

3.3 98 96 66 

6.3 98 96 100 

7 .0 96 98 100 2.3 

7 .0 100 100 102 2 .5 

8 .0 98 98 100 2.5 

6.8 98 98 100 2.6 

ξ듭三三 효든도든든캘 I Willte r 
\ \ (pH :: 7 0 ) 

\ \ ￠;a감 

월 33) 

Area F( P세 = 2 ï) 

• 
16 31 

Elapsed time(day ) 

Fig. 1. Recovery of spiked Cr6\O.5 mg/ e ) in 

relation to pH and elapsed time 

수질환경 시료중 Cr6 + 검출한계 및 분석법 개선 

이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매트릭스를 갖는 
물이 이용되었다 위의 결과에서 보듯이 EPA 방 
법 218.6은 다양한 매트릭스를 갖는 울에서 6가 

크롬을 정확하고 간결한 방법으로 분석할 수 있 

9.0 - 9.5 100 100 98 

9.0 - 9.5 98 98 100 

9.0 - 9.5 100 98 102 

9.0 - 9.5 96 96 98 

96 86 80 9.0 - 9.5 100 100 104 

98 98 102 9.0 - 9.5 100 102 102 

102 102 100 9.0 - 9.5 98 100 100 

100 100 100 9.0 - 9.5 98 98 100 

다는 것을 알았다. 즉， 첫째로 ICP와 AAS로 정 

량할 경우에. 전처 리 방법은 EPA 방법 218 .6에 

비해서 많은 시간이 소요됨과 동시에 여러 과정 

을 거치기 때문에 다 이온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경우에는 IC에 비해 상대적으로 6가 크롬이 손 

실될 가능성이 높다 두 번째로 매트릭스가 상당 

히 복잡한 시료라도 액성을 염기성으로 맞추고 

난 후에는 상온에서도 한 달 이상 안정한 상태로 

6가 크롬이 존재하기 때문에 시료를 채취하자마 

자 액성만 맞추어서 운반하면 결과에 영향을 미 

치지 않음을 알 수 있었다.6가 크롬의 회수율을 

비교해보면 주입한 후로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여러가지 매트릭스를 갖는 물은 깨끗한 물에서의 

6가 크롬 회수율보다 작아점을 알 수 있었다. 그 

리고 이러한 경향은 미l 트릭스가 복잡한 물이면서 

산성일 경우에는 더욱 심각하게 나다났다. 그러 

므로 이러한 폐수에 6가 크롬이 주입된다고 하 

면 짧은 시간 내에 생태계에 나쁜 영향을 미치는 

산화제로 작용하기 때문에 환경에 악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할 수 있다. 깨끗한 물일 경우에는 

EPA 방법에서 제시한 것처럼 pH를 염기성으로 
맞추지 않고 아무런 전처리 없이 IC에 주입하여 

도 같은 결과를 나타내며， 액성이 산성이라도 6 

가 크롬이 안정한 상태로 장시간 보존됨을 확인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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폐수중의 6가 크롬의 분석법과 안정성을 연구 
한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파 같다. 

1. 각종 폐수중 Cr6+를 정량 분석하는 방법을 개 
선하기 위하여 IC(ion chromatograph)에 의 

해 분리된 cl+의 on-line 말색하도록하여 좀 
더 신속， 정확 그리고 검출한계를 낮추는 시 
스템을 완성하였다. 

2 . Cr6+의 안정성 평가를 위하여 매트릭스를 광 
산폐수부터 증류수까지 변화시키고 또한 pH 
를 변화시키면서 정량하였다. 그 결과 6가 크 

롬의 농도는 매트릭스가 복잡하면서 산성인 

시료속에서 가장 급격하게 줄이듬을 알 수 

있었다. 그러나 매트릭스가 단순한 시료에서 

는 액성 에 관계없이 6가 크롬의 농도가 한달 

이상의 장시간을 안정한 상태로 존재함을 확 

인할 수 있었다. 

숭} τ1 드프 i;'~ 
I그 -‘L!... c..! 

한국공업진흥청， 공해공정시험법， 1988, 162-168 
송덕영 외 9인 ， 1996 , 지질시료 분석체제 및 정도 

관리시스템 개발， 한국자원연구소보고서， 94-99. 

26 

Beere , H. G. and Jones , P., 1994, liìvestigation 

of chrornillilllill) 뻐d chrornillill(VI) s야ciation 

in water by ion chro- matography with 

cherniIllillinescence détection. Ana l. ClLm. 

Acta , 293 , 237. 
Edgell , K. W. 없ld 1ρngbottom. J. E .. 1994 , Ion 

chromatographic mcthod for diss01ved 

hexavaIent chromium in drinking water. 
groundwater , 입ld industrial wastewater 

ef1luents: collabontory study. J. )1.0AC 
IntemationaI, 77 , 994- 1004. 

EPA Method 218.6. 1991 , Determina tion of 
dissolved hexavaIent chromiùm in drinldng 
water. groundwa ter and industriaI waste
water effluents by ion chromatography. 
Fed. Resis t. 

In-Sung TechnicaI Center. 1990. Technica1 

Note 26. . i -5. 
Mari Panstar-Kallio and Pentti K. G. Manninen , 

1996, Speciation of chromium in waste 
waters by couplec! column ion chromato
graphy-inductively coupled plasma mass 
spectrometry. J . Chromatography A. 750. 89. 

Oktavec. 0 .; Lehotay. J .; Homackova. E. , 

1995. Determina tion of chromium(ill) 없ld 

chromium(VI) in undergroundwater 밍ld 

waste water by flame 밍ld graphite

fumace. At. Spectrosc .. 16. 92 



KlGAM Bulletin Vol. 2 , No. 1, ? 27 - 38 , Dec. 1998 

태백산일대 지표수의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의 특성 

지 세 정 

한국자원연구소 지구환경연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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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일대 지표수에 대한 안정동위원소의 바탕값과 계절 및 고도 등에 따른 동위원소의 변화특성을 밝히기 
위하여 약 200km2 에 해당되는 지역 에서 등간격으로 선정한 37지점으로 부터 2차(4월. 8월) 에 걸쳐 채취한 
총 7 6 7B위 지표수(하천수，탄산수 ，약수) 에 대하여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표수의 ò D 및 Ò 180 값의 바탕값은 각각 -86--51 3%0 과 1 17- -787%，。 이며 ‘ 8월의 지표수는 주로 

강우량에 익한 희석작용으로 ò D 및 Ò 180 값이 갈수기인 4월과 비교하여 각각 10%0 과 2%0 가벼워 졌다 4 
월의 경우도 증발작용에 의해 δ D 및 δ 180 값이 영향을 받는 것으로 나타났다 태배산 일대에서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인 사북， 황지 및 현동 자역에는 가장 가벼운 ò D 및 δ180 값의 분포다l가 형성되어 있고， 저지 
대 보다 고지대에서 강우량의 효과가 크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 고도에 따른 태백산일대 지표수의 8 
180 의 변화율은 4월 및 8월에 각각 13%0/ 100 m 와 o 16%0/ 100m로 추정된다 
채취된 7 6 711 의 지표수 시료에 대한 ò D와 Ò 180의 관계식은 òD 5.3*ò I80- 1 7.6로써 세계천수의 관 

계식 ( δ D 8*ò I80 + 1 0 )보다 기울기가 작게 나타난다 그 중에 4월에 채취펀 지표수의 관계식은 기울기가 
6.4 이 며 ‘ 8월에는 5. 1 이다 이와 같이 우기 인 8월 지표수의 기울기가 작아지는 것은 강우량의 효과인 컷으 
로 판단된다 

주요어 안정동위원소 지표수， 동위원소분별작용‘ 태백산일대 

Se-Jlmg Chi, Hydrogen and Oxygen Isotopic Charateristics of Surface Water from the Taebaeg Area, 
South Korea, Earth and Em.;ronmental Research Div., KIGAM 

ABSTRACT : Hydrogen and oxygen isotope measurements were performed on about 76 surface wa ter 
samples collected in dry and r밍ny seasons at 37 sites from the Taebaeg area(200km\ ò 0 and ò 180 
values of surface waters range from -86 to -5 1.3%0 and -1 1.7 to -7.87%0. respectively. The results show 
10%0 isotopic fractionations of the ò 0 values and 2%0 of the å 180 . depending on the seasonal and 
altitude effects . The anomalous zone of light isotopes( δ o <-75%0. δ 180 < -9 .5%0) is distributed mainly 
in the areas above an altitude of 800m . The average gradient of å 180 values is calculated to be in 
the range of O.16 - 1.3%o/l OOm. 

ò 0 vs. Ò 180 plots show that 76 samples define a line having a slope of 5 .3. less than that of 8 
for the Meteoric Water Line(MWL). A slope of 6 .4 for the dry season surface waters is slightly greater 
than that of 5. 1 for the rainy season surface waters. These difference in slope is the result of isotopic 
fractionation attributable to the seasonal rainfal l. 

Key words : stable isotope ‘ surface water. isotopic fractionation ‘ Taebae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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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연의 물은 생성기원과 환경 에 따라서 일정한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의 존재비를 가지며 ， 

물을 구성하는 동위원소의 비에 의하여 서로 질 

문의 e- r.J.ail 주소 csjung@kig밍n. re. kr 

량이 다른 H2160 , HD 160 그리고 H2 1RO 등으로 
존재한다. 물은 f「동경로에 따라서 주변 물질과 
서로 다른 물리 ，화학적 상호반응을 하게 되 며， 

이러한 반응들은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의 

분별작용을 일으킨다. 물의 안정동위원소 분별작 



지 세 징 

용은 주로 동위원소 교환반응， 분자의 운동효과 

및 생물학적 요인 등에 의하여 일어나며， 이러한 

분별 메커니즘은 물의 진화과정에 대한 정량적 인 

정보를 제공해준다. 

국제 원자력기귀lAEA)와 세계 기상기구떼꺼이 

에서는 1960년대 초부터 지구상의 물 순환과정 및 

지역별 물의 이동에 대한 메커니즘을 규명하기 위 

하여 많은 해수와 담수의 시료를 측정해왔고 

띠밍1Sg없rd， 1953, 1964; Eps떠in and May'어a， 

1953; Craig, 1961; Craig 없ld Gorden, 1961; 

Frtedman et a1. ， 1앉32; W<αrlα)()k 없ld Friedman , 

1963). 현재에도 전 세계에 70개 지점의 관측망 

으로 부터 매달 시료를 채취하여 물의 안정동위 

원소를 측정하고 있다. 지금까지 밝혀진 물의 안 

정동위원소 비의 특성은 지행， 계절 ， 기후， 강우 

량 및 유통 경로 등에 따라 매우 다양하고， 지 역 

별로 큰 차이를 보여준다. 이러한 특성 때문에 

물의 이동과 오염원 및 오염경로를 추적하기 위 

하여 지역별， 계절별 안정동위원소 비의 배경치 

와 각 지역의 물 유형에 따른 안정동위원소의 특 

성규명은 매우 중요하다. 최근에는 물의 용존 탄 

산염， 황산염 및 질산염에 대한 탄소. 황 및 질 

소 안정동위원소의 실험연구가 진행되면서 다양 

한 환경오염 연구 분야에서 오염원 및 오염경로 

규명에 유용한 도구로 이용되고 있다. 

국내의 경우， 1980년 초부터 일부 제한된 지 

역의 자연수(지표수， 강수 및 온천수)에 대한 안 

정동위원소 측정이 수행된 바 있다뻐m and N와밍， 

1981. 1988; 안종성 외， 1983; 한정상 외 ， 1984; 

안종성 1986; 주송환과 지세정 ， 1992). 그러나 

기존의 연구는 국내에 분포하는 물의 어떤 시점의 

12r 5T/3r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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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편적인 정보만 제공하여 왔다. 

이 연구에서는 국내 지표수의 안정동위원소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아직 오염도가 낮은 태백 

산 일대의 367H 지점에서 채취한 지표수의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의 바탕치를 설정하고， 물 

의 유형별， 계절별， 고도별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를 규명하였다. 

수계 및 시료 채취 

수 계 연구지역은 약 200km' 면적에 해당되며， 

해발 1 ， 597m의 태백산을 중심으로 남북을 향하 

여 1 ，OOOm이상의 고봉들이 태백산맥의 주 능선 

을 이룬다. 이 주 능선 동부에서는 비교적 높은 

산세(> 1200m, 고도)와 급한 경사를 행성하고 있 

으나 서쪽에서는 경사가 동쪽보다 비교적 완만하 

며 지역적으로 해발 600m 정도의 분지들이 형 

성되어 있다. 본 지역의 주요 수계는 태백산시의 

황지못을 기점으로 석개천과 황지천이 남쪽으로 

사행하는 닥동강과 함류되 며， 태백산산맥을 기준 
으로 동쪽에서는 오십천， 마읍천， 가곡천， 부구 

천， 두천천， 왕피천 등이 동해로 합류되고， 서쪽 

으로는 동대천， 남대천 ， 옥동천 등이 남한강 본 

류와 합류한다. 

시료채취. 연구 지역인 태백산 일대를 대상으로 

계절별， 지 역 별， 수계별 그리고 물의 유형 에 따 

른 안정동위원소의 바탕치 빛 그 변화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하여， 가능한 전 지역을 대표할 수 있 
도록 사방 약 lOkm 간격의 그물망으로 367H 지 

점 에서 지표수를 채취하였다(Fig.1). 시료는 갈수 

.3i"i:angreung 

EaslSea 

Fig. 1. Sample location map showing simplified stream drain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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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인 1993년 4월 15일에서부터 20일까지 6일 

동안， 그리고 우기인 8월 11 일부터 15일까지 5 

일간 2차에 걸쳐 총 80여개가 채취되었다. 시료 

를 채취하기 직전인 8월 7일부터 3얻 동안 태풍 

7호인 “로빈”이 상륙한 바 있다. 시료는 주로 

1 ~ 2차 수계의 하천수이고‘ 그 외에 강물 및 약 

수가 각각 2개씩 그리고 3개의 탄산수 시료도 

추가하였다. 

시료는 대기의 수분과의 접촉 및 증발을 완벽 

하게 방지하기 위하여 진공튜브(vacuumtainer. 

15 1뼈)를 이용하여 물속에서 채취하였다. 채취된 

물은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기 전까지 50C 
의 냉장고에 보관하였다. 물의 수온. pH는 물 시 

료채취시 함께 측정 하였고， 그결과를 채취 날짜 

와 함께 Table 1 에 나타내었다. 

분석실험 

수소 가스포집 물의 수소 안정동위원소 비를 측 

정하기 위해 Coleman et a l. (1982)의 방법으로 

제작된 H2 가스 포집 고진공라인을 이용하였다. 
물 시료(3 μ 1)를 순수 아연(zinc) 120 gr으로 

500 0C 에서 20분간 환원시켜 수소가스를 추출/ 

포집하였다 아연은 미국 인디아나대학에서 제조 

판매하고 있는 Batch P- I0이다. 

H20-C02 동위원소 교환반응: 물의 산소 안정동 
위원소의 비를- 분석하기 위하여 H20-C02 동위 
원소 교환반응기 (SALVIS AG. SBK 25D)를 이 

용하였다. 분석에 사용된 물시료량은 3 μ l 이 
며. H20-C02 동위원소의 교환반응은 온도 25 ::t 

0.5 oC 에서 5시간 동안 수행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가스-질량분석기 (Finnigan MAT-252)로 

측정되었다 이 장비는 마그네트의 반경이 46cm 

이고， 이온가속 전압은 10 kV이다 측정된 시료 

의 안정동위원소 비는 국제표준시료인 V-SMOW 

와 비교 정량하였으며， 측정 오차는 수소의 경 

우는 ::t 1.5 %，。이고‘ 산소는 ::t 0 .06 %。이다. 

안정동위원소 분석결과 

태백산일대의 767B 지표수시료에 대한 ó' D 
및 ó' 180 값은 Table 2 와 같다 갈수기인 4월 
의 지표수는 ó' D 및 ó' 180 값이 각각 -74.7 ~ 

-5 1. 3%0 (평균 -65%0)과 -10.1 ~-7.87%0 (평균， 

-9%0)이며 . 우기인 8월의 지표수는 ó' D 및 δ 

180 값이 각각 86.3 ~ -58. 7%0 (평균. -73%0)과 

-1 1. 7 ~ -9.0%0 (평균. -10.5%0)이다 이 결과에 

의하면 4월의 지표수는 8월의 지표수 보다 비교 

적 무거운 ó' D 및 ó' 180 값을 갖는다. 
Fig.2는 4월과 8월의 지표수에 대한 ó' D 및 

ó' 180 값의 빈도분포를 보여 준다.4월에 채취된 

지표수의 ó' D 값은 대부분 약 20%，。 범위 안에 

분포하며 . -65%0 근처에 가장 높은 빈도를 나타 

낸다 그러나 8월에 채취된 시료는 그 분포 범위 

가 약 30%，。 이며 .4윌에 채취된 시료와 비교하 

면 약 10%0 정도 가벼운 값을 가지며， 대부분 
시료가 -75%0 부근에 밀집되어 있다. ó' 180 값 
의 경우도 수소와 같이 4월에 채취된 시료는 
-9%9 부근에 빈도가 높다.8월에 채취된 시료는 
-11 ~ -lO%，。 값에서 빈도가 높고. 분포 범위는 4 

월의 지표수와 비교하여 약간 큰 양상을 보여준다. 

Kim and N삶ai (1 981 . 1988). 한정 상 외 

(1 984). 안종성 (1986) 등이 발표한 서울. 경기도， 

충청도， 경상도， 전라도 지역의 천수(빗물， 하천 

수)에 대한 100여개의 기존자료에 의하면， 남한 

천수의 안정동위원소 값( ó' D =-80 ~ -40%0. δ 

180 -11 ~ -4%0)은 전 세계 천수의 평균값 보 

다 각각 약 3.5%，。 과 37%，。 정도의 가벼운 동위 

원소 조성을 보여준다. 이번에 분석된 태백산일 

대의 전체 지표수의 δ D 및 ó' 180 값은 각각 
-86 .3 ~ -5 1. 3%，。과 -1 1. 7 ~ -7.87%。로써 남한의 

천수 보다 다소 가벼운 안정동위원소의 특성을 

갖는다 

태백산일대 지표수의 안정동위원소 특성 

계절별 δD 및 δ 180 

연구지역 지표수의 수소 및 산소 안정 동위원 
소 비의 분포의 변화는 Fig. 3 및 4에서 보여준 

다 갈수기인 4월 에 채취된 지표수의 ó' D 값은 

주로 고도가 800m 이상의 높은 사북， 황지 , 현 

동 일대에서 -70%。보다 가벼운 동위원소 비의 

분포대가 형성되며， 낮은 지역에서는 비교적 무 

거운 동위원소의 특성을 보인다 일부 동해안에 

가까운 지 표수는 -65%。 미 만의 무거운 값을 보 

여 해수 또는 해무와 부분적으로 희석된 현상을 

보여준다 또한 탄광 폐수 및 생활 하수에 의하 

여 심하게 오염된 도계의 오십천에서 채취된 시 

료는 약 -65 . 3%，。을 보여 동위 원소 분별작용에 

의한 영향이 거의 없음이 밝혀졌다 -70%0보다 

가벼운 ô D값의 분포대는 고도가 높은 태백산맥 

의 주 능선과 일치하며 ， 이 를 기준으로 서쪽과 

29 



지 세 정 

Table 1. The Measuri~d values of pH and water temperature of surface waters from the Taebaeg area. 

Sample Altitude April August 
ηpe Water Temp Water Temp No (m) pH pH 

('C) ('C ) 
stream 250 7.1 16.6 

2 230 9.4 13.7 7.2 13.5 
3 nver 100 9.3 12.0 7.9 16.7 
4 stream 540 6.7 7.5 7.2 15.1 
5 stream 495 6.4 14.7 6.3 16.2 
6 stream 500 6.7 6.2 6.8 12.4 

6a (CO2 s wpantenrg) 5.9 9.5 5.6 12.1 

7 stream 7.50 8.3 15.2 6.5 19.4 
8 380 7.0 13.0 7.0 16.2 
9 500 6.7 10.0 6.3 16.6 
10 350 6.2 12.2 
11 390 6.9 5.5 6.6 15.4 
12 220 7.1 9.0 6.8 18.6 
13 10 6.8 10.5 6.7 19.2 
14 0 7.4 11.5 6.3 16.4 
15 120 7.2 11.0 7.1 16.3 
16 500 6.6 8.0 6.8 14.8 
17 stream 300 6.6 9.0 6.6 14.8 
18 30 7.2 12.5 6.9 16.6 
19 20 9.2 12.5 7.7 16.1 
21 730 6.8 7.5 7.2 14.6 
22 520 6.9 9.5 6.6 13.8 
20 100 7.6 7.5 7.9 16.2 
23 spnng 700 7.3 8.8 6.8 12.7 
24 stream 500 8.0 5.0 7.8 14.7 
25 280 9.0 5.0 8.0 17.8 
26 200 7.6 8.0 7.3 13.3 
27 170 7.6 8.0 7.23 18.1 
28 spnng 250 8.2 10.0 7.4 15.9 
29 230 9.4 12.5 7.9 1 14.7 
30 stream 520 9.8 13.5 8.0 15.3 
31 550 9.2 10.5 7.92 12.6 
32 1,040 4.4 5.0 4.0 14.2 
33 490 8.4 9.0 8.0 14.7 
34 470 8.6 11.5 8.0 15.2 
35 300 7.1 10.5 7.4 16.9 
36 450 7.6 8.6 8.23 14.9 
37 nver 80 7.4 10.5 7.1 1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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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δ D and δ lðO values(%o) of surface waters from the Taebaeg area. 

Sample 、'Vater April August 

no type 6D (%0) 6180(%0) 6D(%o) 6180(%0) 

stream -80.5 -1 1.3 

2 stream -56.9 -8 .9 -68.8 -10.8 

3 river -65.8 -9 -8 1.8 -1 1.8 

4 stream -65.5 -9 .4 -86.3 -10.9 

5 stream -63.6 -8 .4 -74.8 -9 

6 stream -66.1 -8.8 -72 -9 .7 

C02water -65.3 -9 .6 -67.3 -9.3 

7 stream -59.5 -7.8 -72.5 -9.2 

8 stream -64.5 -8.6 -7 1.2 -9 .7 

9 stream -70.7 -9.1 -79.1 -10.1 

10 stream -7 1.6 -9.7 

11 stream -58.7 -8.8 -75.5 -10 

12 stream -54 .5 -8.6 -64.9 -9.7 

13 stream 5 1.3 -7 .7 64 -9.2 

14 stream -62.7 -8.7 -58 -9.2 

15 stream -63 .2 -9.1 -75.8 - 10.4 

16 stream -68 -9.7 -80.7 -10.9 

17 stream -65.7 9.5 -70.1 - 10.7 

18 stream -63 .7 -9 -68 .8 - 10.3 

19 stream -64.9 -9.1 -72.5 - 10.7 

20 stream -60.3 -8.8 74.1 10.6 

21 stream -65.3 -9.6 -81.9 -1 1. 7 

22 stream -70 .2 -9.2 -75 .1 11 .2 

23 spnng -73.8 -9.5 -80.1 -1 1.8 

24 stream -65 .6 -9 -65.3 - 11.2 

25 stream -65 .8 -8 .5 -75 - 10.6 

26 stream -70 -9 -65.3 -10.1 

27 stream -6 1.3 -9.5 -76 -9.8 

28 sprtng -65 .6 -8 .3 -65 -9 .6 

29 stream -67.7 -8.5 -70.5 -10 .3 

30 stream -68.9 -9 -72.5 -10.9 

31 sprtng -68 .4 -9.5 -76.1 - 10.6 

32 stream 74.7 -10 .1 8 1.5 11.7 

33 stream 75.2 -9 -76 -1 1.4 

34 stream -67.8 -9.5 -79.5 11. 1 

35 stream -58.2 -9 -76.2 11 

36 spnng -67.7 -9.4 -76.2 11. 1 

37 nver -60.2 -8.5 -67.2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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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높은(>800m) 지역에서 -9.5%，。 이하의 가벼운 값 

을 보이며， 단양 및 소백산 일대의 고지행에서도 

-9%.。보다 가벼운 분포대가 형성된다 그리고 오 

염이 심한 오십천의 지표수도 매우 가벼운 값을 

보인다. 동해안 일대에서는 -7.7%，。까지 무거운 

값을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대체로 8월 지표수 

는 3 1 80값이 사북， 황지 및 도계 지역과 같은 
고도가 높은 지역에서 -11 %，。 이하의 가벼운 분 

포대가 형성되나 그 이외 저지 대에서는 - 1 0%，。

정도의 동위원소 비 값이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강우량 효과가 고지형에서 영향이 크다는 것을 

알수 있다. 

4 

2 

April 12 

10 
>. 
o 
c 
m 
그 
。

φ 
」

LL 

8 

6 

14 

서 | 지 

동쪽이 서로 대정적인 분포대를 형성하고 있다. 
8월에 채취된 시료중 아주 가벼운 3 D 값(<- 7 

5%0)의 분포대는 4월보다 더 넓게 분포되는 것 

이 특정이다. 8월에 상륙한 태풍 ”로빈“에 수반 

된 많은 강우량에 의하여 평창지역에서는 4월의 

지표수와 비교하면， 동위원소비 값이 최대 약 2 

0%0까지 변화한 지역적인 특성을 보였다.8월의 

경우， 강우량 효과에 의한 지표수의 희석작용으 

로 갈수기인 4월과 비교하여 δ D 값의 분포양싱 
이 달라지고 있다. 

3 180 값의 경우는 3D 값의 분포보다 더욱 
확실하게 분포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갈수기 

인 4월의 지표수는 사북 및 황지 일대의 고도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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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ontour map fo (] D and (] 180 values(%o) of surface water in CIrY season (April) 
from the Taebae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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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Contour map fo ô D and δ 180 valu않(%0) of surface water in rainy season (August) 
from the Taebaeg area. 



태백산일대 지표수의 수소 및 산소 안정동위원 소의 특성 

물의 유형 별 ôD 및 δ 180 값 

태백산일대의 하천수， 약수 및 탄산수의 ô D 
및 Ô 180 값의 범위는 Table 3 에 나타냈다. 시 

료의 수가 적어 확실하게 비교할 수는 없지만 연 

구지역의 각 유형의 물은 하천수의 ô D 및 Ô 180 

값과 비숫한 범위 안에 있으며， 큰 차이를 보이 
지 않는다. 그러나 갈수기인 4월에는 강물의 8 

D 값은 비교적 좁은 범위의 값을 가지며 대체로 
하천수보다 무거운 값을 갖는다. 

Table 3. δ D 및 δ 180 values(%o) of surface water(stream, 꺼ver， Cα water, Sp꺼ng water) from 
the Taebaeg area. 

Water type 
April 

6D (%0) 

s tream (n=32) -75 .2 - -62 .7 

river (n=2) -65.8 - -60.2 

CO2 water (n= 1) -65.3 

spring water (n=2) 73.3 

고도벌 δ 180 값 

고도별 물의 Ô 180 값의 특성 은 Fig. 5에서 

정량적으로 보여준다 4월에 채취한 시료의 8 
180 값은 고도가 증가할수록 점 차 감소하는 현상 

을 잘 보여준다. 그러나 8월의 경우에도 감소하 
는 현상을 보여주나. 강우에 의한 희석작용 때문 
에 Ô 180 값이 분산되는 경향을 보여준다. 고도 

에 따른 물의 ô D과 Ô 180 값의 변화는 각각 
1.2 -4%0/1∞m의 0. 15 -0.5%0/100rn.으루 Yurtsever 

(1 975)에 의 하여 보고된 바 있다. Fig. 5에 나타 

나는 두 개의 회귀직선식에 의하떤 고도에 따른 
4월과 8월의 지표수에 대한 Ô 180 의 변화는 각 
각 1.3%0 / 100m 과 0 . 16%0 / 100m로서 고도가 

높을수록 지표수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감소 

하며 . Yurtsever의 연구결과와 잘 일치한다. 

o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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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S. A ô D and ô 180 vs. altirude plot for 
surface water in dry(April) and rainy (August) 
seasons from the Taebaeg area 

August 

6180(%0) 6D (%0) 6180(%0) 

-10.1 - -7 .7 -86.3 --65.3 - 1 l.7 - -9. 2 

-9 .0 - -8.5 -8 l.8 - -67 .2 -1 l.8 - - 1O.2 

9.6 -76.3--62 - 1 l.3--9.3 

-8.3 -80.1 - -65 -1 l.8 - -9.6 

지표수의 물성과 δD 및 δ1 80 값 

증발작용은 자연의 모든 환경에서 일어나기 때 
문에 물과 기체 사이에서 동위원소 교환 반응은 

항상 일어난다. 빗물이 생성될 때 기상과 동위원 
소 평형상태에 있다면， 기체의 ô D 및 Ô 180 의 

값은 잔류 액상의 동위원소 성분과 밀접한 관계 

가 있다. 이러한 현상은 일정 온 도하에 동위원 
소 분자의 증기압 차이 에 의한 것으로 설명되고 

있다. 상 변화에 따른 동위원소의 효과를 보여주는 
가장 간단한 모델은 Rayleigh 모델이 다. Raylei방1 

(1986)는 액상에서 기화된 기체상의 동위원소의 

분별계수는 온도와 함수 관계에 있다고 보고한 

바 있다. Majoube(l 971)는 아래와 같이 빗물의 

동위원소 성분의 분별계수( α )를 온도(KO )의 함 

수로 구한 바 있다. 

( ô D) : ln α = 24.884 / r * 103 - 76.284 / 

T - 52.162 * 10-3 

( ô 18이 ln a = 1. 137/ r * 103 - 0 .4156/ 

T - 2.0667 * 10-3 이다. 

태백산일대 지표수의 안정동위원소 비와 수온 

및 pH와의 상관성 을 규명 하기 위 하여 Table 4 

와 상관계수를 구하였다. 갈수기인 4월의 지표수 

에서는 수소 빛 산소 안정동위원소 값과 수온 사 

이의 상관계수가 각각 -0.5896과 -0 . 7198로써 

상관성이 비교적 높아 수온은 지표수의 동위원소 

값에 어느 정도 영향을 주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강우량이 많은 8월의 경우는 상관계수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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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 . 1118과 0.0768로 매우 낮아지는 현상을 보여 

준다. 이와 같은 결과는 우기에는 지표수의 수온 

보다 빗물의 안정동위원소 성분과 강우량이 지표 

수의 동위원소 조성 에 크게 영향을 주는 것을 보 

여준다. pH의 경우도 수온과 같은 특성을 보여 

주고있다. 

Table 4. Correlations of isotope values with physical parameters of surface water samples from the 
Taebaeg area. ( ) in August. 

싫「컨grff 6"'0(%0) 
Water 

50 (%0) pH 
Temp 

50 (%0) 1 (0.6536) (-0.0844) (0 .1118) 

6"'0(%0) 0.8376 1 (-0.2763) (0.0768) 

pH -0.7390 -0.8696 1 (0.3555) 

WaterTemp -0.5896 -0 .7198 0 .8266 1 

고 찰 

남한의 기존 물 자료 및 연구 지역내 지표수의 
8 D 및 δ 180 값을 8 D-δ 180 도표에 점시하면 

Fig. 6과 같다. 이 도표에 의하면 태백산일대 지 

표수의 δ D 및 8 180 값은 전 세계 천수의 분포 
직선(MWL) 위에 근접하여 있으며， 남한의 기존 

자료 보다 동위원소 비가 가벼움을 알 수 있다. 

이러한 사실은 태백산일대의 높은 고도에 때문이 

다. 그리고 이번에 연구된 4월 및 8월의 모든 지 

표수는 8 D 5.3*8 180-17.6 의 관계식을 보 
여준다. 이는 Kim and Nakai (1988)가 남한의 

70여개의 자료로 구한 8 D 7 .7* 8 180 + 4 

관계식보다 기울기가 작다. 그러나 갈수기인 4월 

에 채취된 시료는 8 D 6.4*δ 180 - 7 . 우기 
인 8월에 채취된 시료는 δ D = 5.1 * 8 180 - 20 

으로 후자에 대한 8 D 및 8 180 의 관계식의 기 
울기가 전자 지표수보다 더 작음을 알 수 있다 

이는 우기시 에는 강우량 효과에 의하여 지표수의 
동위원소적으로 비평형상태에 있었음을 지시한 
다. 8 D 및 8 180 관계는 지역 에 따라 MWL 과 
다소 차이가 있음은 이 미 알려진 사실이며， 이러 

한 관계를 규명하기 위하여 Dansgaard (1964) 

는 아래와 같이 d-parameter (deuterium excess 

par따neter)의 개 념 을 도입 한 바 있다. 

d = 8 D - 88 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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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 D - 8 180 pl이 for the surface water 
compared with previous data of meteoric 
water from South Korea ‘ 

8 D 및 δ 180 의 관계식의 기울기가 8이 되 

는 천수는 순환과정 에서 물이 주변기단과 동위원 
소 평형 에 있었음을 지시한다. 북반구의 대륙지 
역에서는 몇몇 지점을 제외하면 대체로 천수의 
8 D 및 δ 180 관계식의 기울기가 8에 접근하며 ， 

주변의 기단과 강우에서는 동위원소적으로 평형 
이 유지 되 고 있다는 사실을 Craig and Horibe 

(1967)는 보고한 바 있다 Yurtsever (1 975)는 

열대지역의 한 섬 에서 구한 8 D = 6.17 * 8 180 + 

3.97을 저위도 지역에서의 강우량 효과((없nount 



태백산일대 지 표수의 수소 및 산소 안정 동위원소의 특성 

effec디로 해석한 바 있다 연구지역의 경우， 4월 

에 채취된 지표수 시료의 0 0 및 δ 180 관계는 
기울기가 6 ，4이나， 8월의 경우는 기울기가 5 ， 1로 

감소한다. 계절척으로 0 0 및 0 180 관계식의 
기울기가 감소하는 현상은 우기인 8월에 가벼운 
동위원소 성분을 강는 빗물의 유입량이 증가하면 
서 지표수의 동위원소 분별작용을 야기시키는 강 
우량 효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 7은 8월에 채취된 지표수는 4월의 것보 

다 훨씬 안정동위원소 비가 가벼워진 양상을 보 

여주고 있으며 ， 4월의 지표수 시료는 8월의 지표 

수보다 MWL 직선에서 우측편으로 다소 편이되 

어 있다. 이러한 편이현상은 4월의 지표수가 증 

발작용을 통하여 원래 0 0 및 0 180 값이 다소 
무거워지는 것을 지시해준다. 이와 같이 태백산 
일대의 지표수의 안정동위원소 비는 갈수기에는 
주로 증말작용에 의하여 값이 무거워지고. 우기 

에는 빗물의 동위원소 조성과 강우량에 의한 희 
석작용에 의해 가벼워져서 두 계절간의 δ D 및 
0 180 값의 차이 는 각각 10%0과 2%0로 나타나 
고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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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0 D - 0 180 pJot for the surface water 
in dry(ApriJ) and wet(August) seasons from 
Taebaeg area. 

결 르프 
L-

1) 태백산일대의 지표수는 00 및 0 180 값이 
각각 86 - -5 1. 3%，。과 -1 1. 7--7.87%，。 이며. 

증발작용괴 강우량 효과에 의해 계절에 따라 

서 0 0 및 0 180 값이 각각 10%0 과 2%0 
정도 치이가 나타난다. 

2) 해발 800m 이상의 고지대인 사북， 황지 및 

현동 일대의 지표수는 태백산일대 중에서 가 

장 가벼운 0 0 및 0 180 값의 분포대를 형 
성하였고， 낮은 지대보다 강우량의 효과가 크 
게 나타난다， 고도에 따른 지표수의 3 180 의 
변화율은 4월 및 8월에 각각 1.3%0/ 100m와 

0.16%0/l00m로 계산된다 . 

4) 연구 지역의 전체 지표수 시료의 3 D 및 8 
18 0 의 관계식은 0 0 5.3 0 * 18 0 - 17.6 

이다. 갈수기인 4월에 채취된 시료들은 0 0 

6 .4 * 0 180 - 7 이며， 우기인 8월의 시료 
들은 o D = 5.1 * 0 180 - 20 로서 기 울기 가 
모두 8 보다 작디 이 현상은 강우량효과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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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탐사에서 오염과 유징의 구별 

곽 영 흔 
한국자원연구소 석유해저연구부 

요 약 

석유탐사 과정에서 석유제품 관련 오염현상이냐 이수 u，尼水)재료가 유정(油徵)드로 잘못 해석될 수 있다 석 
유제품은 원유를 증류하여 얻은 것이므로 양자 모두 거의 같은 화합물로 구성되어 있어， 단순한 성분 분석만 
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다 정밀한 분석방법과 유기지화학의 원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증류법， 
기체 크로마토그래피에 의한 성분분석 화학조성‘ 퇴적환경에 따른 지화학적 특성， 형광반응 색깔 등에 의해 
구별이 가능하다 이 글에서는 각각의 방법을 필자가 경험한 사례들과 함께 설명하였다 

주요어 오염 유정， 증류 석유제품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Yowlg-Hoon Kw따‘， Differentiation of Petroleum Product-Related Contamination fro111 Oil Show in Oil 

Exploration, Petroleum and Marine Div. , KIGAM 

ABSTRACT : During petroleum exploration . petroleum product-rela ted contaminants and mud additives 
can be misinterpreted as the sh owing of crude oil. As petroleum products a re sepa rated from crude 
oil by distillation . both of them haVè almost th e same ch emical composition . This m하ζes it difficult to 
di ffe rentiate them based on ch emical composition alone. It is desira ble to use specialized ana lytical 
techniques combined with scientifìc principles of organic geochemistry. These methods include 
distillation . gas chromatography ‘ chemical composition . geochemical regula rities related to envi ronment 
of deposition . fluorescence and cha racterization by dye additives. The pa per describes the analytical 
methods and interpretative a pproach es. Case studies h ave been provided i!1 the pa per to demonstra te 
application of th e methodology fo r differentia tion of contamination from oil show. 

Key words : petroleum contamination . oil show. dis tilla tion. peroleum products . gas chromatography 

서 어 
L....; 

석유의 표면징후는 초기 석유탐사에서 매우 중 

요한 역할을 하였다. 근대 석유산업의 효시로 알 

려진 1859년 미국 펜실바니아주 타이터스빌 

(Titus띠lle)에서의 석유발견은 표면징후가 있는 

곳에 시추하여 성공한 경우였다 화이트(White ， 

'1. 885)가 배사구조 이론(anticlin려 theory)을 확 

인하는 글을 발표하기 전에는 물론이고， 그 이후 

에도 많은 시추공들이 표면정후가 있는 곳에 시 

공되었다. 천부에 존재하는 광상들이 거의 다 발 
견되어 심부의 광상이 탑사의 주목표가 되어있는 

오늘날에 와서 표면정후의 중요성은 상대적으로 

감소하였다. 

문의 e-mail 주소: ykwak@kigam. re. kr 

퇴적암으로 이루이진 세계 여러 지역 에서 석유 

의 표면징후는 흔한 현상이 며， 많은 광상과 생산 

지역이 정후 인근에 시추하여 발견되었다{l.evorsen， 

1967) . 석유의 표면정후는 석유나 역청의 삼출 

(慘出)， 용천(ì勇果)， 이 화산(i尼火 山) . 이류(i尼流) 

등에 동반되어 나타냐는 경우， 퇴적물에 주입된 

역청 ， 암맥상 고체 역청， 공동(쪼洞) 충전 등의 

양상으로 나타난다. 시추 중에는 코아(core)나 컷 

팅 (cuttings)， 이수(펌水)에서 유정 (油徵}을 관찰 

할 수 있다. 시추 중의 유징은 육안으로 볼 수 

있는 경우도 있지만 대부분은 자외선등(緊外線 

燈)， 가스 탐지기 등에 의해서만 확인할 수 있다 

우리 나라에서는 1950년대 말 전라남도 해남 

군 우항리 해안의 백악기 흑색 셰일 노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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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고체상의 역청이 발견된 것을 계기로 육상에서 
의 석유탐사가 시작되었으나 아직 뚜렷한 산유 
가능성을 지시해 주는 결과를 얻지 못했으며 . 이 
콧 이외의 지역에서 표면징후로 보고된 것도 없 
었다(이대성 ， 1964). 다만 유류 취급장소 언근 

지표나 지표 부근에서 흑은 시추시 지하에서 유 
류 또는 유류의 흔적이 발견되어 원유 여부를 둘 

러싸고 논란이 벌어졌던 일이 여러 차례 있었을 

뿐이다. 석유제품(petroleum products)은 원유 

(crude ojJ)를 증류하여 얻은 것이므로 그 구성성 

분은 원유와 마찬가지로 대부분이 탄화수소 화함 

물들이다 따라서 간단한 성분분석 만으로는 양 

자를 구별하기가 쉽지 않다. 이 글에서는 원유와 

제품의 구별 방법을 필자가 경험한 몇 가지 사례 

들과 함께 기술하고자 한다. 

증 류 법 

원유를 정제하여 석유제품 빛 반제품을 만드는 

공정 중 첫 번째가 증류이다. 이 방법은 원유를 

비등점의 차이이l 따라 분류하는 것이다 원유는 

비등점이 다른 여러 가지 탄화수소 화합물이 주 

된 구성 성분이므로， 용기에 원유를 넣고 외부에 

서 열을 가하게 되면 비등점이 낮은 화합불로부 

터 증발하여 가스상을 이룬디. 이 증기를 냉각시 

키면 액체로 다시 돌아오게 되는데， 이때 비등점 

이 낮은 쪽에서부터 각기 다른 용기에 분취 (分 

取)하면 비등점 범위가 서로 다른 유분(、끊分 ， 

fraction)을 얻을 수 있다. 석유 정제의 역사는 

증류로부터 시작되었다 기록에 의하띤 1848년 

에 영국에서 석유를 증류하여 등우「를 제조해서 

판매했고 그- 제법이 미국에 전해졌다. 1859년 

타이터스띨에서 석유를 개발하려는 사람들이 지 

표에 흘러나온 원유의 가치를 알아보기 위해 시 

료를 예일대학의 벤자민 썰리만(Benj밍nin Silliman) 

교수에게 가지고 갔었다(Hunt， 1995). 썰리 만 

교수는 이 석유를 증류 플라스크에 넣고 끓여서 

8개의 유분으로 냐누었다. 그 결과 이 석유로 조 

명용 기름을 제조할 수 있었으며， 이 기름은 망시 

얻을 수 있는 것들 중 가장 우수한 품질의 것임이 

밝혀져 시추 비용을 조달할 수 있었다. 

실험실에서 사용하는 증류 장치는 플라스크와 

응축기로 구성되이 있다. 원유를 플라스크에 넣 

고 가열할 때 끓기 시작하는 온도를 초류점 (初溫 

點， initia l boiling pOint) , 원유가 모두 끓어 기 

체로 변하는 온도를 종류점(終i留點， [inal boiling 

point) 이라 한다. 유출온도(짧出溫度， distilla디on 

temperature)와 유출량(、짧出量 ， yield)의 관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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푼 

도표로 표시한 것이 증류곡선(distillation curve) 

이다(Fig . 1) . 증류곡선은 원유의 특성 이1 따라 각 

기 다르게 그려진다. 실제 장치가 아닌 모의 장 

치로 같은 결과를 얻을 수 있는 방법도 있다. 이 

는 석유화학 공엽에서 석유 제품의 비등점 범위 

를 정하기 위해3 통상적으로 λ}용하는 기처l 크로마 

도그래피 기술이디{ASIM. 1994, method D 2887) . 

400 

100 

10 20 30 40 50 60 70 80 
__ Yleld(%) 

Fig. 1. Distillati on curves for selected crude 
oils and contaminants(A, 8 , C). 

대부분의 원유는 초류점이 100 0C 이하이고 종 

류점은 400 0C를 넘는다. 정제펀 석유제품은 비 

등점 벙위에 따라 분류된 유분이므로 비등점 벙 

위가 좁다. 즉 휘발유는 35 0C - 180 0C, 등유는 

170 0C - 250 0C, 경유는 240 0C - 350 0C ‘ 중유 

는 350 0C 이상이다. 이와 같이 원유와 석유제품 

은 비등점 범위의 넓고 좁음과 정해진 비등점 범 

위에 따라 구별될 수 있으며， 증류곡선으로 시각 

화하면 쉽게 구별이 가능하다 

그럼 1은 여러 나라의 원유 시료와 국내 세 군 

데에서 있었던 오염 사례의 증류곡선을 함께 표 

시한 것이다. 원유는 2개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 

서 초류점이 100 0C 이하이고 비등점 범위 (그림 

의 종축 방향)는 300 0C 이상까지 넓은 범위에 

걸쳐 있다. 이는 이들 시료가 비등점이 낮은 경 

질분과 중질분(中質分) 및 비등점이 높은 중질분 

(重質分)을 모두 포함하고 있음을 나타낸다. 반 
면에 오염 시료들{A B‘ 디은 모두 초류점이 200 0C 
를 넘고 원유에 비하여 좁은 비등정 범위를 갖는 

다. 이들은 모두 200 0C 이하의 비등점을 갖는 유 

분， 즉 경질분이 포함되어 있지 않은 중질(中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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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중질분(重質分)을 주로 한 제품들로 보인다. 

B, C는 비등점 범위로 보아 경유 혹은 경유를 주 

원료로 한 제품으로 해석되며 . A는 중유가 대부분 

을 차지하는 제품의 흔합물로 보인다，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기체 크로마토그래프(gas chromatograph)에 

의한 분석은 보통 포화 탄화수소ísaturated hydro
carbons)가 대상이 된다. 기 체 크로마토그래프는 

한마디로 말해 긴 나선형 긍속 혹은 유리제 컬럼 

(column)을 장착한 오븐이 다， 컬 럼 의 한쪽 끝은 

가열장치가 달린 주입구에 부착되며， 분석할 시 

료는 여기를 통해서 컬럼에 주입된다. 다른 쪽 

끝은 탐지기에 부착되어 있는데 ， 탐지기는 컬럼 

내 에서 분리되 어 빠져 나온 화합물들이 통과할 
때 이들을 탐지한다. 컬럼은 충전 컬럼 (packed 

column) 혹은 모세관 컬럼 (capillary column)의 

두 가지가 있는데， 오늘날에 와서는 모세관 컬럼 

이 훨씬 더 흔하게 사용된다. 충전 컬럼은 비휘 

발성 액처)(유기 폴리머 )로 입혀진 다공질의 고체 

충전재가 충전되어 있다. 훨씬 가늘게 생긴 모세 

관 컬럼은 고처1 충전재가 없고 고분자로 된 정지 

상(靜止相)이 컬럼의 내벽에 직정 입혀져 있다. 

분석은 주사기로 시료를 가열되어 있는 주입구 

에 주입하는 것으로 시작된다. 시료중의 분자블 
은 순식간에 기화되어 컬럼 안을 계속적으로 흐 

르는 불활성 기체에 의하여 컬럼 안으로 운반된 

다. 주입된 흔합물의 구성성분들은 정지상 위에 

서의 증가압 차이와 액상 내에서의 용해도 차이 

에 의히여 분리되다， 그러므로 컬럼을 통한 특정 

분자의 이동 속도는 증기상(이 분자가 이 기체상 

과 함께 운반되는) 내에서 보낸 시간과 정지상 

내에서 부동의 상태로 보낸 시간에 좌우된다 무 

거운 분자들은 일반적으로 가벼운 것들 보다 더 
천천히， 그리고 정지상이 극성인 경우에는 극성 

(極性) 분자들은 비극성 (非極性) 분자들 보다 더 

천천히 이동한다. 분석하는 동안 무거운 분자들 

의 휘발성과 운동성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오븐을 
점차적으로 가열할 수 있다. 이 점진적인 컬럼 

온도증가(온도 프로그래밍이라 부름)는 가벼운 분 

자와 무거운 분자들 모두가 적당한 시간 안에 컬 
럼을 통과할 수 있게 한다. 

화합물들이 컬럼으로부터 빠져 나오게 되면 탐 

지기에 의해 탐지되고， 함량에 비례하여 신호로 

써 기록계에 기록된다. 기록지상의 선을 기체 크 

로마토그램 (gas chromatogram)이라 부르는데， 

컬럼을 빠져 나온 모든 화함울들을 나타낸다. 각 

각의 피크(peak)는 이상적으로 하나의 단수 화함 

물을 나타낸다. 여러 개의 피크로 표시되는 화합 

물들을 확인하기 위해서는 믿을 만 한 표준시료 

와의 머무름 시간(retention time，성 분들이 컬럼 

으로부터 빠져 나오는데 소요되 는 시간) 비교를 

해야한다 각 성분의 함량 계신은 피크 높이를 

재거나(모든 피크가 갚은 모양일 경우l. 흑은 보 

다 정확히 하기 위해서는 탐지기에 부착된 자동 

적분기 (積分器)를 사용하여 피크의 넓이를 챈다. 

지표 흑은 시추중 지하에서 발견되는 석유의 

원유 여부 판별을 위해서는 시료를 기체 크로마 

토그래프로 분석하여 탄소 수에 따른 탄화수소 

분자의 분포를 살펴봐야 한다. 보통 원유의 경우 

는 탄소 수가 5인 분자(pentane. C5H I2 , 간단히 

C5로 표시 )로부터 C30 이상의 분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경질유의 경우는 가벼운 즉 탄소 수가 

적은 화합물이 우세하고 중질유(重質油)는 무거 

운 즉 탄소 수가 많은 화함물이 우세하다. 중질 

유(中質油)는 경질유와 중질유(重質油)의 중간 

모양을 나타낸다. 만약 딸견된 석유가 원유가 아 

닌 제품일 경우 탄화수소 화합물의 분포는 가솔 

린(gasoline)의 경우 C5에서 CIO • 등유(kerosene)는 

C 1 1 에서 C 13 . 디젤유(diesel)는 C I 4에서 C I8 , 중 

질 (重質) 가스오일 (gas oil)은 CI9에서 C25 , 윤활 

유는 C26에서 C40 , 잔사(殘海)는 C4。 이상의 범 

위를 갖는다. 특이한 경우지만 두 가지 이상의 
제품이 섞여 있으면 크로마토그램의 최빈값(mode) 

으로 판별해야한다. 이 경우에는 둘 이상의 최빈 

값을 가칠 것이다. 시료가 중질 (重質)인 경우는 

가스 크로마토그래프에 주입하기에 암서 f「기용 

매에 용해시킬 필요가 있다 

저류층 내의 석유가 천수(天水， meteoric water) 

의 침엽으로 물에 씻기거나(water washin잉 흑은 

박테리아에 의한 분해(biodegradation)로 원래의 

성질이 변하여 원유가 아닌 것으로 오인될 수 있 

다 물에 씻기면 석유의 구성 화합물중 물에 잘 

녹는 경질 탄화수소가 주로 자l거될 것이다. 방향 

족이 가장 용해도가 크고， 경질 알칸(alkanes) 그 

리고 나프텐(naphthenes)의 순으로 용해도가 감 

소한다(Connan ， 1984; P외rner ， 1984; 뎌fargue 

and Barker, 1988) . 생물 분해는 천수에 의하여 

박테리아와 산소가 저류층 내로 유입되어 일어난 

다. 온도가 80 0C 이하이고 유화수소(H2S)가 없는 

환경에서 박테리아가 원유를 분해한다(Waples. 

1985) 직선형 사슬 화합물(n-따k려les)부터 소모하 

며 다음과 같은 순서로 생물 분해가 진행된다 

(Peters and Moldow없1， 1993). 

1. 노말 알칸의 경우 분자량이 작은 것부터 큰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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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사슬 길이가 긴 이소프레노이드(isoprenoid) 

는 생울에 의해 분해되지 않으나， 프리스테인 

(p디stane .i-C 19l. 파이 테 인(phytane ， i- C20)과 

다른 이소프레노이드는 다환식 화합물이 분 

해되기 전에 완전히 분해된다. 

물에 씻기기와 생물 분해는 일반적으로 동시에 

일어나는 현상으로， 각각의 효과를 가리기는 어 

렵다. 두 가지 작용이 거의 같은 결과를 가져오 

기 때문이다. 

그럼2에 사우디아라비아， 쿠웨이트， 이란 및 일 

본 니이가따현 미나미아가(南阿웰)유전 원유와 함 

께 국내 오염사례중의 하나인 A 시료의 가스 크 

로마토그램을 도시 (圖示)하여 서로 대비하여 보았 

다. 크로마토그램 형 태는 4개의 원유가 모두 경정 

탄화수소 분자들이 우세한 모습을 보인다. A 시료 

에서 경질 탄화수소는 거의 없고 C 1 [에서 C1 S까지 

의 중질(中質) 탄화수소가 대부분을 차지한다. 단 

화수소 분자들의 분포 범위도 4개의 원유에 비하 

여 좁은 것을 알 수 있다.4개의 원유는 정상적언 

해서 조류(海樓 漢類) 기 원의 원유가 갖는 형 태와 

같은 모양을 보여준다(Cooper ， 1990). 한편 A 시 

료는 경질분이 없는 점에서 물에 씻겼거나 생물 

분해된 원유의 형태와 비슷하지만 분자들의 분포 

벙위가 좁은 점에서 다르다. 기체 크로마토그램을 

자세히 관찰해 보면 A 시료의 경우 노말 알칸 피 

크들이 잘 보존되어 있어 생불 분해되었거나 물에 

씻긴 것으로 해석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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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 Comparison of alkane distribution 
patterns of selected crude oils and conta
minant(A). 

42 

룬 

그럼3에 A 시료와 시판 경유의 기체 크로마토 

그램을 함께 도시하여 서로 대비시켜 보았다. 두 

시료는 매우 흡사한 형태를 갖고 있다. 다만 A 

시료는 경유에 비하여 Cs 에서 C lO까지의 탄화 

수소 함유비가 약간 낮다. 이는 이 시료가 분석 

되기 전에 휘발분이 일부 손실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실제로 이 시료를 채취하기 전에 가연 

성을 시험하기 위하여 점화한 일이 있었다 이때 

휘발성이 있는 CS-C lO 벙위의 탄화수소가 다른 

화합물들 보다 쉽게 연소되아， 일부 제거된 것으 

로 해석된다 참고로 문헌에 나오는 경유의 크로 

마토그램을 그럼4에 도시하였다 그럼5에 국내 

오염 사례의 하나인 B 시료와 시추시 사용하는 

머드 오일(mud oil)의 크로마토그램을 함께 도시 

하여 서로 대비 해 보았다. 두 시료의 크로마토그 

램 형 태는 거의 같은 모양을 갖는다 다만 머드 

오일보다 B 시료에 있어서 휘밥성 이 있는 경칠 

분의 함유비가 약간 낮은 점 이 다를 뿐이 다. 이 

는 이들 경질분이 시료 채취과정 에서 일부가 휘 

발하여 손실되었을 가능성을 말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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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aplan et al.(l997) 

이들 중 알켄(혹은 올레펀)은 원유 중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는다. 불포화 상태이기 때문에 

활성이 강해 수소를 만나 바로 알칸으로 환원되 

거 나 유화수소를 만나 바로 티 올(thiols)로 되 기 

때문이다. 탐사 중에 올레핀을 포함한 석유가 발 

견되었을 때에는 일단 원유가 아닐 가능성이 큰 

것으후 봐야 한다. 정유 과정， 특히 열분해(crackin핑 

과정에서 불포화 탄화수소인 올려l핀이 생성되므 

로 제품에는 이 화합물이 흔히 포함된다. 

(%) 

15 

10 

따른 지화학적 특성 

석유가 갖는 특성 중 몇 가지는 유기물의 기원 

에， 그리고 다른 몇 가지는 퇴적분지의 물리화학 

적 조건에 기 인된다(Tissot and Welte. 1984). 

탐사 중 발견되는 석유의 특성과 해당분지의 퇴 

척환경과의 연관성 여부를 밝히면 원유 여부 판 

별에 도움을 줄 수 있다 해성 환경에서 퇴적된 

유기물은 주로 바다에 사는 플랑크톤과 박테리아 

기원으로 케로젠 타이프 II(kerogen type II)에 

해당된다(Tissot et al .. 1974). 이런 유기물로부 

터 생성된 원유는 파라핀 - 나프텐 혹은 방향족 

- 중간 타이프이다. 포화 탄화수소 함량은 원유의 

약 30% - 70% 이고， 방E품은 25% - 60%로서 

비해성층 기원 원유 보디 현저히 높다. 유황 함 

량 역시 비해성층 기원 원유 보다 높다. 비해성 

퇴적층의 유기물은 주로 육상 고등식물(陸上 高

等植物) 기원으로 케로젠 타이프 III. 또는 드물게 
타이프 I에 해당된디{Iìssot et al. , 1974). 이들에서 

기 원된 원유는 파라펀 혹은 파라펀 - 나프텐 타 

이프이 며 , 포화 탄화수소는 원유의 60% -90%에 

달한다. 총 방향족 타이프는 해성 기원 원유에 비 

하여 현저히 낮아 10% -30%에 불과하다， 유황 

함량은 0 .5% 이 하로 낮다. 

비해성층에서 산출되는 원유의 특성으로 높은 

와스 함량을 들 수 있다. 이는 미생불에 의하여 

심하게 재동(再倒)된 육상기원 유기물로부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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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환경에 

M、셔0.1 

B 

ζ C. C .. C"ιι ιι61， 6” 6” 6” 다 ι 다다다다 C. 

Fig. 5. Comparison of alkane distribution patt
erns of contarninant(B) and mud oil 

석유는 주로 탄화수소(수소와 탄소로 구성) 화 

합물로 이루어진 매우 복잡한 혼합물이다. 이들 

을 분자 타이프로 분류하면 다음과 같다. 

- 알칸(alk없les. paraffines) 

- 싸이 클로 알칸(cycloalkanes. naphthenes) 

- 방향족(aromatics) 

알켄(alkenes. olefines) 

- 질소， 유황 및 산소화합물(N ， S. 0 compounds) 

알칸은 열린 사슬 구조를 가지고 있으며， 싸이 

클로 알칸은 알칸 고리 (rings)들이 다. 알켄은 탄 

소 원자들 사이에 하나 이상의 공유 결함을 하고 
있으며， 방향족은 하나 이상의 벤젠 고리를 가지 
고있다. 

A, 
o ^ ....L.. 하

 「
화 



곽 영 훈 

원된 것으로 보인다(Tissot and Welte. 1984). 

셀룰로즈는 박테리아에 의하여 쉽 게 분해된다. 

리그난(lignin)은 산소가 있을 때에만 분해되며 . 

곰팡이와 박테 리아가 함께 작용할 때 분해된다. 

이러한 조건은 양은 연해 (par머iC)분지 혹은 호성 

환경 (湖成環境)에서 퇴적물이 공기 중에 노출되 

어 분해되는 것과 홍수가 주기적으로 반복될 때 

충족된다 지방은 와스보다 분해가 잘 된다. 이 

렇게 하여 퇴적된 육상기원 유기물 중에 보존되 

는 주성분은 고등식울로부터 유래된 긴사슬 노말 

알칸 및 와스 에스테르와 토양 휴민산(hurnic 

aCids) 이다. 여기다 미생물체에서 온 유기물이 

추기되는데， 지방분의 대부분은 미생물 기원 와 

스에서 온 사슬화합물들과 박테 리 아의 막피 (願

皮)를 구성하는 물질들로 이루어져 있다. 이러한 

환경에서 만들어지는 케로젠은 젤룰로즈와 리그 

년을 포함하는 육상기원 유기물의 투입이 많았음 

에도 불구하고 주로 와스와 불활성이 비교적 큰 

휴민질(hurnic) 성분을 강게 된다. 결과적으로 이 

들로부터 생성된 원유는 파라핀 타이프에 속한 

다. 파라핀 성분이 많기 때문에 원유의 유동점 

(pour point)이 높고 와스질이다. 이런 원유는 

고 와스 원유로 알려져 있다. 이들은 주로 육성 ， 

연해분지 흑은 근해 환경에서 퇴적된 셰일 - 사암 

연속층(sequences)에서 발견되며， 흔히 석탄 혹은 

탄질불 함량이 높은 층과 연관되어 산출 된다. 

모든 원유는 유황 화합울을 함유하고 있다 그 

러나 유황분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원유는 쇄설 

성 연속층에서 보다 탄산염 연속층에서 더 흔하 

다 평균 유황 함유량은 쇄설암에서 산출되는 원 

유의 경우 0. 51%이고， 모든 원유의 경우는 0.65% 

인데 비하여 탄산엽암에서 산출되는 원유는 0.86% 

로 높다(Tissot and Welte. 1984). 탄산염암 연 

속층의 경 우는 고 유황(8) 1 %) 원유의 비 율이 전 

체의 25%에 달한다 쇄설암의 경우는 이 비율 

이 탄산염암의 절반에 불과하다. 더구나 탄산염 

암의 경우 유황 함량이 생물 분해를 받지 않은 

원유에서 5%까지 이르나， 쇄설암의 경우에는 이 

수치에 이르는 일은 드물다. 

유황은 생울체의 주 구성성분이 아니다. 따라 

서 원유의 높은 유황 함유량은 유가물의 퇴적 이 

후에 다른 콧에서 얻어진 것이다. 즉 미생물에 의 

한 퇴적중의 속성작용， 카타제네시스(ca떠genesis) 

단계에서의 증발잔류암과의 화학반응 혹은 저류 

층 내에서의 분해 등에 의한 것이다. 대부분의 

경우 유황의 기원은 근원암 퇴적중의 퇴적조건에 

의해 밝혀질 수 있다. 세럽 퇴적물 업자 사이의 

산소가 호기성 박테리아에 의하여 소진되면 황산 

염 환원 박테리 아가 황산염을 유화수소(H28)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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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원시킨다 폐쇄된 바다나 석호(펌湖)인 경우 저 

층(底層)에서는 산소가 결핍되어 해수중의 황산 

염으로부터 다량의 유화수소가 직접 생성될 수 

있다. 정토광물로 이루어진 이질 퇴적물(muds) 

에는 보통 철분이 풍부하므로 유황은 바로 이들 

과 결합하여 황철석 (Fe82)이 된다 그러나 탄산 

염 광물로 이루어진 퇴적울에는 철분이 훨씬 적 

기 때문에 유황은 유리 유황으로 남아 있다가 속 

성작용 중에 점차 유기물과 결함할 것이다 따라 
서 이러한 환경에서 퇴적된 유기물로부터는 고 

유황 원유가 생성될 것이다. 탄산염 - 증발잔류 

퇴적물이 퇴적되는 폐쇄된 환경 에서 퇴적물에 다 

량의 유황이 포함되고 이들이 속성작용 중에 유 

기물과 결함한 것이 중동지방의 방향족 - 중간 
타이프 원유와 같은 고 유황 원유의 기원일 것이 

다. 반대로 쇄설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한원환경 

에서는 북아프리카 함유분지에서와 갚은 저 유황 

파라핀 - 나프텐 타이프의 원유가 생성된다. 

국내 경상분지에서 있었던 한 오염사례의 유류 

분석 결과 50% 이상이 나프텐 타이프 탄화수소 

이고 유황분은 0.93% 이다. 잘 알려진 바와 같 

이 경성분지는 육성환경 이었으므로， 만약 이 유 

류가 이 분지 에서 생성된 것이라면 탄화수소 타 
이프는 파라핀 혹은 파라펀 - 나프텐 이고， 퇴적 

물이 쇄설성이므로 유황분은 0.5% 이하로 낮을 
것이다 노말 이소 알칸의 함유가 27.5%로 낮 

은데， 이는 미생물에 의한 분해의 결과로 해석될 

수도 있다. 그러나 이 시료의 가스 크로마토그래 

프 분석 결과는 미생물에 의해 쉽게 분해될 수 

있는 노말 알칸 피크들이 보존되어 있어 생물분 

해 가능성을 부정하고 있다. 

형 광 반 응 

모든 원유는 다소간의 형광반응을 나다낸다. 

그 중 방향족 원우「가 가장 강한 딴응을 보인다 
원유의 형광색은 황색으로부터 초록을 거쳐 청색 
까지 연속적으로 변한다. 이 성질은 시추 주상도 
작성시 코아， 컷텅 및 시추 이수에서 유정을 찾 

기 위하여 이용된다. 형광은 시간이 지나면서 급 

속도로 약해지므로 새로 발견된 원유는 이전에 
발견된 것과 쉽게 구별된디 . 형광은 자외선 아래 
에서 나타나며 원유 구별에는 파장 2.537 Å -

3 .650Å 이 사용된다. 형광은 주로 원유의 중질 
분(重質分)에서 강하게 나타난다. 경질 제품(휘발 

유， 등유， 경질 경유 등)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 
으나， 시 추 장비 에 사용되 는 윤활제 (grease)등이 

형광을 나타내므로 특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석유텀시에서 오염 괴 유징의 구띨 

人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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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유의 투과 색깔은 연한 황색에서 적색까지 

변하며， 매우 짙은 색깔 혹은 흑색 원유는 불투 

명하다. 비중이 크면 클수록 원유의 색 7갈은 짙 

다. 색은 방향족 화합물틀과 연관된 것으로 생각 

된다. 반사광에 의한 색깔은 원유의 경우 일반적 

으로 녹색을 띠는데. 이는 형광색 때문이다. 제 

품중 경질분은 엽은 색을 띠기 때문에 원유와 쉽 

게 구별된다 

。j
I그 료 

자동차와 항공기 휘발유는 등급을 구별하기 위 

하여 제조과정 에서 염료를 첨가한다. 자동차 연 

료 제조에서 주로 사용되는 염료는 네 가지 색이 

다. 즉 적색， 오렌지색. 황색 및 청색이 사용된다 

(Kaplan et al .. 1997). 항공기 휘발유에는 옥탄 

가를 구별하기 위하여 청색， 황색 및 척색 염료 

가 사용된다 또한 국내에서는 최근에 면세유 등 

을 구별하기 위하여 일부 경유에도 염료를 사용 

하기 시착하였다. 따라서 이들 제품은 색깔에 의 

해 육안으로 쉽게 원유와 구별이 가능하다 

결 르르 
‘-

유류 유출사고는 환경뿐만 아니라 석유탐사에 

도 적지 않은 운제를 야기한다 유출된 유류(대 

부분의 경우 정제된 제품)가 가꽁 원유로 오인되 

어 필요치 않은 탐사작업이 벌어지곤 하기 때문 

이다. 석유제품은 원유를 증류하여 만든 것이므 

로 구성성분이 같아 정성분석 만으로는 구별이 

쉽지 않을 때가 있다. 전문화된 분석법과 유기지 

화학의 원리들이 함께 사용되는 게 바람직하다. 

증류，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화학조성 ， 퇴적환경 

과 관련된 지화학적 특성， 형광 및 색깔 등으로 

원유와 제품을 구별할 수 있다 이들 방법으로 

그 동안 국내에서 있었던 몇 차례의 오염사례의 

원인을 밝힌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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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유 개발 및 생산에 이용되는 저류층 지화학 

이영주，곽영훈 ， 정태진，오재호 
한국자원연구소 석유해저연구부 

요 약 

저류층 내의 유체 (원유‘ 울 . 가스등)는 수평 ， 수직적으로 성분이 다르다. 그러고 저류층 내에 농집된 고처1 내 

지는 반고체의 탄화수소 성분 (바투벤)은 석유 및 가스의 이동 갱로를 막는 장벽의 역할을 해서 개발 및 생산에 

차질을 가져오기도 한다 저류층 지화학 연구는 서류층내의 불균칠성의 원인 및 저류층내의 비투벤의 분포를 알 
아니}는 것으로 이 연구를 통해서 석유가 저류층에 채워지는 방향， 기원이 다른 석유의 흔합. 울에 씻김 . 생울 

분해， 불투수층의 존재， 비투엔과 아스팔텐의 분포 등을 파악 할 수 있다. 이 글이l서는 석유 개발에 유용한 저 

류층 지화학 연구의 방법 및 응용 범위를 살펴보았다. 

주요어 석유지화학， 저류층 유처1 비투벤‘ 다르매트 

YOlUlg-JOO Lec, Yomtg-Hoon Kwak, Tac-Jin ChCOltg, Jac-Ho Oh, Applic ::ttion of thc Rcscrvoir 
Geoc}lCmistry to Petroleum Development and Production, Petrolcum anrl Marine Div., KIGAM 

ABSTRACT : Fluids within the reservoir a re heterogeneous in compos ition both vl"rtically and Iaterally. 
Solid or semi-solid bitume!1s act like permeabili ty ba rriers to invoke problems in petroleum produc디on. 
Main purpose of the reservoir geochemistry is to understand thc origin of these heterogeneities 밍ld 
clistribution of the bitumens within the reservoir and to use them not only for exploration but 
development of the petroleum. The information obtained from reservoir gl"ochemical stuclies is as 
follows; direction of reservoir fill. mixing of the oils. effects of water washing and biodeg:-ada tion . 
baniers within a reservoir , and clistribution of bitumens and aspha ltenes. Methods and principles of 
the reservoir geochemistry , which is applicable to the petr이eum exploration and development. are 
reviewed in this pap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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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언 

현재까지 석유 지화학의 역할은 주로 탐사의 

목적으로 석유 근원암을 찾아내아 유기물의 특성 

을 밝히고 열적 성숙단계를 측정하여 석유의 생 

성 및 이동을 파악하고 생성된 석f「의 타이프와 

양을 예측하는 것이었다. 하지 만 최근 틀어 석유 

지화학의 응용 벙주는 기존의 탐사 위주에서 개 

발과 연관된 부분으로 확장되는 추세에 있다 

(Laπer and Alpin , 1995). 저류층의 지화학적 

연구가 그 한 예이다. 저류층은 광물， 물， 석유의 

세 가지 요소가 상호 작용하는 곳이고 (그럼 1) 
저류층 지화학 연구의 목적은 저류층 내의 유처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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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hree major phases in the reservoir. 



석유 새빌 및 냉산어! 이용되는 저류층 지화학 

및 비투벤을 분석하여 저류층 특성을 파악함으로 

써 석유 개발 계획을 효과적으로 세우고 회수율 

을 높이는 데 필요한 정보를 얻는데 있다， 이 글 

에서는 석유 탐사 뿐 아니라 개발 빛 생산 분야 

에 응용되는 새로운 연구 분야인 저류층 지화학 

의 윈리， 분석 장비 ， 연구 박법 그리고 응용 벙 

주에 대해서 살펴보았다. 

시 료 

저류층 지화학 연구에는 탐사 및 개발 시에 얻 

을 수 있는 거의 모든 시료가 이용될 수 있다. 

예컨대 ， 유정 평가시 (DSTj RFT) 얻어진 가스， 

석유， 물， 코아 그리고 암편 시료가 이용된다. 평 

가 빛 해석 야 이상적으로 이루어지려먼 유정 평 

가시 (DSTjRF끼 채취된 10 내지 20개의 석유 

와 5개 이상의 시추공에서 회수된 50 내지 100 
개의 코아 시 료를 대상으로 TLC. FID (Thin 
layer chrormtograph - f1arne ionization detector) , 

Rock-Ev허 등의 방법으로 스크리닝을 하고 이어서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G:lS Chromatographyl ,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질량 분석엽 (GC-MS) 등 

으로 분석을 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또한 생산 

시 초기 지층수 시료는 생산 후에 저류층 조건의 

변화가 있을 경우， 참고 시료로 이용될 수 있으 

므로 매우 중요하다. 

분 석 장 비 

저류층 유체 및 비투벤 분석에는 주로 Rock 
Eval 열분석기，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액체 크로 

마토 그래피 (띠， 기체 크로마토그래피 - 질량 

분석법 (GC-MS)이 이용된다 원유를 분리하지 

않고 유체 탄화수소를 분석하기 위해서는 일반 

GC를 변형시켜서 제작한 장비 (예를 들면 ， DHA, 

C앙burane)가 필요하다. 이밖에도 탄화수소의 

성분을 비교적 수월하고 신속하게 분석 할 수 있 

는 TLC-FID 도 저류층 지화학 연구에서 많이 
사용되는 장비이다. 

저류층 지화학 연구 

저류층 내의 석유， 물， 가스는 수직， 수평적으 

로 불균질적 인 (heterogeneous) 분 포를 이 루고 

있으므로 이들 유체의 분포와 기원을 밝히는 것 

이 석유 탐사 및 개발에 매우 유용한 파라메타로 

이용될 수 있다 즉， 저류층 석유의 분석을 통해 

석유의 암석 그리고 물이 서로 어떻게 작용해서 

석 유의 습윤도 (wettability)와 점 도 (띠scosity)를 

변화시키고， 저류층 내의 타르매트 (tar mat)와 

같은 특정 성분의 생성 등이 가능한 지를 밝히는 

것이다 (Hunt, 1996). 또한 지화학적 분석 및 

해석을 통해 저류층의 연결 여부와 석유가 근원 

암우로부터 저류층에 채워지는 방향을 알 수 있 

어 석유 탐사 및 개발에 꼭 필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저류층 내의 유체의 불균질성과 타르매 

트의 형성 원인을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근원암의 차이 (source d e pendant ) 

저류층 내의 원유 성분의 차야는 기본적으로 

근원암이 포함하는 유기물의 타이프가 달라서 다 

르게 나타날 수 있다. 즉， 유기물의 성분에 따라 

서 생성되는 석유가 다르기 때문에 저류층 내의 

원유가 두 가지 이상의 서로 다른 근원암으로부 

터 유래된 것이라면 같은 저류층 내에서도 성분 

의 차이를 보인다 (닝lter and Alpin , 1995). 

일 성숙도 차이 (m at urity dependant ) 

근원암으로부터 원유 방출은 일시적으로 이루 

어지는 경우도 있고， 성숙도가 증가하면서 여러 

차례 순차적으로 방출되는 경우도 있다 (Tissot 
and Welte , 1984). 후자의 경우와 같이 일단 낮 

은 성숙도에서 생성된 석유가 접적되고， 보다 높 

은 성숙도의 석유가 그 이후에 저류층 내로 유엽 
되는 경우cl] 동일 저류층 내에 열 성숙도가 서 

로 다른 석유가 존재하기도 한다. 이 경우에 공 

극율이 높은 콧에서부터 원유가 채워지기 때문에 

성숙도가 낮은 원유가 공극율파 투수율이 높은 

곳에 먼저 채워진다 

생물 분해 (bi o d eg r3d eti o n ) 

원유가 박테리아 등의 미생물에 의해서 분해되 

면 重質油로 바뀌고 황의 함유량이 늘어나게 되 

어서 석유 탐사 및 개발 계획에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는 경우가 있다. 생물 분해는 저류층 내의 
물이 (meteoric wa ter) 이 동하띤서 박테 리 아와 

산소를 원유에 동시에 공급하게 되어 일어나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주로 석유 물의 접촉부에서 
일어난다. 호기성 박테리아는 온도가 80 .C 이하 
이고 H2S 가스가 없는 조건에서 원유블 분해한 
다 (Waples , 1985). 생물표기화합물의 분석을 

통해서 원유의 생물 분해 정도를 파악할 수 있으 

며 향후 탐사 및 개발 계획에 중요한 정보로 이 

용 할 수 있다. 생물 분해된 원유는 일반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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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NSO 성분의 동위원소 비가 낮고‘ C30 호판 

과 4-에틸 스터란에 비해서 C27 스터란의 비도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말 알칸류의 감소가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그 

럼 2) . 생물 분해의 일반적인 특정은 다음과 갇 
다 (Peters and Moldowan ,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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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afargue and Barker, 1988). the 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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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르 매트는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저류층 

내의 아스팔트 성분이 농집된 (20-60 wt%) 구간 

을 의미하는 것으로 원유중의 아스팔트가 침전되 

면서 형성되는데 상부의 원유외- 성분의 차이에 

의해 경계가 투렷히 나타냐는 것이 특정이다. 

Lomando (1992)는 저류층 내의 타르 매트를 형 

상 (morphot:ype)에 따라서 다섯 가지 로 (droplet‘ 

carpets , pe없1U t brittle , vesicular , 띠gitate) 

구분한 바 있다. 이제 까지 밝혀진 다르 띠l 트 형 

성 원인은 다음과 같다. 

@ 비중 분려 (gravi tational segregation)에 의 

한 침전 

@ 생물 분해에 의한 중질류화 
@ 자연 상태에서 가스에 의한 

(deasphaltin밍 

@ 저류층 압력이 강소하면서 형성되는 경우 

@ 점토 광물에 아스팔텐이 흡착되어 형성되는 것 

@ 액체 상태의 탄화수소가 열분해되어 가스화 
하면서 축합도가 높은 방향족 화합물인 열비 

투벤(pyrobitumen)을 형성하는 경우 

@ 열 성숙도가 다른 원유의 흔함 

@ 황산염이 열적으로 환원되는 과정에서 탄화수 

소의 산화가 일어나고 이에 수반되어 중질 

탄화수소가 생 성 되 는 경 우 (Thermal sulfa te 
reduction) 

타르 매트 (ta r ma t) 
@ 노말 알칸의 경우 분자량이 작은 것이 

보다 생물 분해에 더 약하다. 

@ 긴 이소프레노이드 (extended isopren oids) 

는 생물 분해를 받지 않고， 프리스테인 . 파이 

테인과 다른 이소프레노이드는 다환식 생물표 

기화합물이 분해되기 이전어l 완전히 분해된다 

@ 호판의 경우 분해는 C27-32 > C33 > C34 > 

C35 호판순이고， 스터란의 경우 Q α a 20R, 

Q β β 20R> α a a 20S , a 더 ß 20S , C27 > 

C2S > C29 > C30 순으로 생물 분해를 받는다. 

@ 다이 아스터 란의 경 우 C27>C2S>C29 의 순서 로 

생물 분해를 받는다. 

큰것 

침전 이스팔트 
물에 씻기기 (W at e r was hing ) 

물에 씻기기 또한 저류층 내의 석유를 변질시 

키는 중요한 요인 중의 하나이다. 일반적인 경우 

에 경질 탄화수소 및 방향족 탄화수소는 물에 잘 

용해된다. 물에 씻기기는 C l 5보다 작은 분자량을 

갖는 유기 화함물들이 주로 영향을 받는 현상으 
로 방향족 화합물， 노말 알칸 그리고 나프텐의 
순서로 울에 잘 씻긴다 (그럼 3; 뎌fargue and 

Barker , 1988) . 최근에 행해진 Kuo (1 994)의 

연구에 의하면 물에 씻긴 석유는 API 비중， 경질 

방i5J:족 탄화수소의 함량 (예를 들면 phenanthrene, 

dibenzothiophen e 등)， 경 질 알칸 함량 등이 낮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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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되는 저 류층 지화학 

건에 따라 분석 자료의 질이 달라질 수 있고 경 

질 탄화수소를 주로 분석하므로 근원암에 관한 

자료의 획득이 불가능하다는 것이다. 

中質 탄호}수소(Medium range hvdrocarbon )분석법 

이 방법은 주로 쉐브론 (Chevron) 등의 석유 

회사에서 많이 이용하고 있는 방법으로 C9-C20의 

중간 분자량을 갖는 탄화수소를 이용해서 저류층 

유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것이다. 노말 알칸 사이 

에 나타나는 특정 화합풍의 피크 크기 (intensity) 

를 비교하거나 노말 알칸 사이의 모든 피크를 비 

교해서 석유가 서로 같은 기원의 것인지 다른 것 

인지를 밝혀내는 두 가지 방법이 있다. 그럼 5는 

전자의 분석 방법으로 시료를 가스크로마토그라 

프로 분석을 해서 노말알칸 n-Cg 부터 n -C 11 사 

이의 성분을 비교하여 스타 다이아그램을 그려 
특성을 밝힌 예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경질 탄 
화수소 방법에 비해서 시료 채취 조건에 따른 분 
석 자료의 차이가 적고 분석 및 해석이 비교적 
용이한 것이고. 단점은 지문 검색 방법 (finger-

printin밍 은 가능하지 만 구체적으로 영 향을 준 

요인 규명이 어려운 점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저류층 지화학 연구는 크게 

두 갈래로 나뉘어 진다. 즉， 저류층 내의 유체 

연구 및 비투벤 연구이다. 유체의 연구는 저류층 

내에 있는 탄화수소 및 물의 분포와 성분을 파악 

하여 저류층에 유체가 채워지는 방향 및 유체의 

불균질성 원인 등을 해석할 수 있다. 또한 저류 

층 유처l 특성에 영향을 미치는 석유 근원암의 다 

이프， 열적 성숙 단계 등 석유 생성에 관련된 요 

인과 석유 집적 뒤에 일어나는 변화 즉， 생물 분 

해， 물에 씻기는 현상 (water washin밍. 상평형 

이 깨짐으로써 일어나는 아스팔텐의 침전 (d얹sphal

tenes). 열에 의한 황산염의 환원 ('Thermal Sulfate 

Reduction) 등을 밝힌다. 저류층 유체의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방법으로 다음과 같은 것들이 주 

로 사용된다. 

석유 개일 및 생산에 

저류층 유체 분석법 

(>
E)

〉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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닫醫휩 

경질 탄화수소 분석법 ( Li ght hvdrocarbon method) 

경질 탄화수소 (C7 - C 1 5)의 성분비를 분석해 

서 저류층 유체의 특성을 파악하는 방법인데， 특 

수하게 고안된 가스크로마토그라피 (C따burane ， 

DHA)에 분려하지 않은 원유를 직접 주입하여 분 

석하는 것이다 (그럼 4). 원유의 완스분이 너무 

많으면 적당한 유기 용애에 녹여서 분석한다. 

내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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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Reservoir fluid characterÎ zation by 
analysis of mediwn range hydrocarbons. 

Fig. 4. Reservoir fluid characterÎzation by the 
analysis of light hydrocarbons 

생물표기화합물(Biorr딩rker ; Heavv hvdrocarbon) 
드츠λ{ 닙」 
‘.!... --, t:그 

이는 기존의 생물표기화합물 분석 방법을 저류 

층 지화학에 응용하는 방엽이다. 즉， 저류층의 

유체에 포함되어 있는 생물표기화합물 성분을 분 

석하여 저류층 유체의 특성을 파악하거나 흑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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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비의 차이를 통해서 저류층 내 석유의 특성 

을 파악하고 석유 접적 후의 변화를 알아내는 것 

이다. 이 방법의 장점은 경질 탄화수소가 각종 

변화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하므로 저류층 유체가 

집적후 겪는 현상을 모두 반영하며 ， 분석이 비교 

적 용이한 점이다. 반면에 단점은 시료 채취 조 



0 1 영주 / 곽영 훈 / 징 태진 / 오재 호 

및 개발 게획에 대우 유용한 정보로 활용된다. 

Rock-Eva l 에 의한 분석법 

Rock-Eval 분석 법 은 타르매트의 분포 확인 및 

API 비중 예측 등의 저류층 지화학 연구에 있어 

널리 활용되고 있다. 특히 Rock-Eval 6의 경우 

에는 장비 기능이 다양화되어 다르 매트의 확인 
을 좀더 쉽게 할 수 있다 저류층 내의 일반적 인 

석유의 경우 Rock-Eval 분석을 했을 때 그럼 7 

와 같이 S1파크가 매우 커다량고 S2 , 특히 CO , 

CO2 피크는 매우 작게 나타난다 그러나 타르 

매트의 경우에는 S2 피크가 두 개로 나타나고 
(S2a , S2b) CO ‘ CO2 피크도 매우 크게 나타난 

다 (녀fargue et al. 1996) . 즉， 코아 및 시추 시 

료의 Rock-Eval 열 분석 시에 얻은 파크를 통 

해서 저류층내의 장벽 역할을 하는 타르 매트를 

확인할 수 있다. 

OXIDATlON PYROLY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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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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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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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Distribution of biomarkers in the reser
voir hydrocarbons 

the reservoir 

Progrommed 

Fig. 7. Use of Rock-Eval 6 in 
geochemjstry 

이 분석 결과와 근원암에서 추출한 비투벤의 분 

석 결과를 비교 해석함으로써 원유의 특성을 파 
악하는 방법이다 (그럼 6). 이 방법의 장점은 근 

원암 추출물 (비투멘)과의 비교 분석이 가능한 것 
과 시료 채취 조건에 따른 분석치의 차이가 거 

의 없다는 것이다. 단점은 이 화합물들이 다른 

화합물 보다 저류층 유체에 영향을 준 요인에 의 

해 멀 민감하게 영향을 받기 때문에 유체 특성 파 

악의 민감도가 떨어지고 분석이 비교적 어려우며 
전 처리 과정에서 시간이 많이 소요된다는 점이다. 

위와 갇은 저류층 유체 분석에 의해서 얻어진 

자료는 통계적인 방법에 의한 멍∞chemïcal m띠ti
vanate data 밍1alysis ， clustering. principal 
component 없1alysis. student-t test. discrimi 

nant function analysis) 처리를 거쳐 원유의 불 

균질성， 불투수층의 존재， 석유 집적후의 제반 
변화에 관한 정보로 이용된다. 

용 매 추출법 (so lve nt extraction ) 

이는 기존의 비투멘 추출 기볍을 저류층 지화 

학 연구에 응용하는 것으로 저류층 내의 비투멘 

을 유기 용매를 사용하여 추줄한 뒤 추출된 양을 

비교하여 타르 매트 구간을 확인하는 방법이다. 
비투벤의 추출법에는 Soxtec , Soxhlet 및 자석 

교반기 (Magnetic Stirrer) 방법이 있다. 한국자 

원연구소에서는 후자의 분석 방법을 사용하고 있 

는데 비투벤 추출용 용매로는 디클로로메탄 

(dichlorometha.ïe)을 주로 사용한다. 충분한 양 

의 용매에 시료를 넣고 자석교반기 (magn etic 
s tirrer) 위 에서 8 시간이상 40-50 0C 로 가열하면 

서 비투멘을 추출하여 상대적인 추출양을 비교함 

으로써 저류층내에서의 불투수 다르애트층의 분 

포를 파악 할 수 있다. 

저류층 비투멘 분석 

저류층 유체 외에 저류층에서 발견되는 반고처! 
내지 고체 상태의 유기화합물인 비 투벤 및 열비 

투벤은 저류층 내의 특정 구간에 농집되어 타르 
매트를 형성하는 경우가 많다. 다르 매트는 저류 
층이 채워지는 시기나 흑은 채워지고 난 후에 형 
성되는 것으로 대부분의 경우에는 물-석유 접촉 
부나 투수율의 변화가 있는 지질학적인 불연속변 
에서 나타난다 (Chilingarian and Yen , 1978) . 

저류층 내의 타르 매트는 Rock-Eval에 의 한 분 
석， 전기 검층， 용매 추출법 (solvent extraction) 

및 암석 물성 측정법을 이용해서 분석 및 확인이 
가능하다 이렇게 분석된 비투벤의 분포는 생산 

50 



석유 개빌 및 생산에 이용되 는 저류층 지화학 

전기 검층에 의한 확인 

저류층 내의 다르 매트는 기존의 물리 경층 방 

법으로는 잘 확인되지 않지만 전기 비저항 방법 

을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그럼 8 ; Dickey , 

1979). 그럼 6 에서 B 층의 함유층준은 장거리 

지향 검층 (LLDl, 단거리 지향 검층 (LLS)에서는 

비저항 값이 높게 나타나지만 미소 구형지향식 

검 층 (MSF니은 시 추이 수의 침 투 (drtlling mud 

filσate)로 인해서 낮게 나타난다. 하지만 아스팔 

텐층이 발달한 구간에서는 (그럼 8 , b 구간) 이 

수가 침투할 수 없기 때문에 이 세 가지의 검층 

결과비저항 값이 모두 높게 나타난다. 

Fig. 8. Tar mat is detected by wireline logg
ing (after Dickey , 1979) 

。 }λ{ 도，- A， 츠，， ^， 님내 
C그 -， 크 C그 -， c그 t=J 

저류층에 대한 공극율과 투수율 등의 암석 불 

성 측정으로 타르 매트를 확인할 수 있다. 저류 

층 내에서 타르 매트는 주로 수평 방향으로 발달 

하며 수평적인 불투수층을 이룬다. 공극율과 수 

평적인 투수율은 매우 높은데도 수직 방향의 투 

수율이 매우 낮은 경우 타르 매트에 의한 수평적 

불투수층으로 볼 수 있다(그림 9; Wilhelms and 
La다er ， 1995). 

냄뀔j 냄괄Ð 냄멜딸Ð 
g arnze 

‘--
nαizontOl vertical 

10'π>0' 0 

Tarr∞' 8 

15 25 700 1400 200 400 

He 'Yo mD mD 

Fig. 9. Tar mat horizon is detected by 
petrophysical analysis (after Wilhelms and 
Larter, 1995). 

결 론 

석유근원암을 알아내고 석유 생성 잠재력을 평 

가하는 등， 주로 탐사에 국한되었던 석유 지화학 

의 역할이 최근에는 저류층 평가， 개발 그리고 

생산에 이르는 분야로 확장되고 있다. 

석유 저류층 내의 우「체 특히 석유는 수평 ， 수 

직적으로 불균절하고 이러한 불균질성은 석유생 

산에 영향을 미친다. 저류층 내의 원유의 불균칠 

성은 근원암의 차이， 석유 배출 당시의 근원암 

결성숙 단계 차이등 석유 생성에 관련된 원인파 

원유가 트랩에 우「엽된 후 겪 게 되는 여러 가지 

변화들 생울 분해 ， 물에 씻기기 ， 가스에 의한 

아스팔트 침전， 열에 의한 원유의 분해에 따른 

열비투벤의 생성 등 - 에 기인하며， 이러한 변화 

는 대부분 원유의 중질화， 타르 매트에 의한 불 

투수층의 형성 등의 현상으로 나타나서 개발과 

경제성에 영향을 미친다. 

저류층 유체의 지화학적인 연구는 이들 유체의 

불균질성의 원언을 알아내고 원유의 트랩내 유업 

방향， 저류층 내의 장벽 존재 여부 등을 밝혀 석 

유 탐사는 물론 효율적인 개발， 생산 계획 수럽 

에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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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자원연구소 논문집 투고규정 

키 일빈사항 

l 한국자윈연구소 논문집은 한죽자원연구소에서 수행하고 
있는 순수 및 응용분야에 관한 독창적인 연구논문을 발간 
하는 학술갑지이다 발간월 내용은 새로운 지식괴 정 보를 
제공하여야 하며， 투고되는 논문 및 단보는 과학적으로 
독창적이며， 내용의 전체 또는 일부가 발간된 적이 없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2 이 논문집의 투고원고의 종류와 인쇄연수는 다음과 같이 
제한한나 

(1 ) 논문(artic l e): 20쪽 이내 
(2) 기술동향(tech띠cal review) : 15쪽 이내 
(3) 단보(short n이e; short corrununication): 4쪽 이 내 
(4) 뉴스(news) ; 초록(absπa디): 1 쪽 이내 
(5) 논평; 비 평， 회 신(이sωssi on ; reply): 4쪽 이내 
(6) 자료， 해설 (data ; explanation): 10쪽 이내 

3 투고원고는 원본 1부와 사본 2부를 편집위원회에 제출하 
여야 하며， 심사위원의 심사를 거쳐 채택된 원고는 디스 
켓으로 수정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모든 글의 최종 게재 
여부는 한국자원연구소 논문집의 편집규정에 따른다 

나 원고의 형식 

l 투고원고의 작성은 한글 또는 영어로 제한한다 
2 작성원고는 A4 크기의 용지에 작성하며 ， 모든 문장(본문， 
참고문헌， 그림설명， 요약문 등)은 반드시 2줄 간격 (double 
space)으로 작성하되 ， 상하와 좌우에는 최소한 3 cm 정도 
의 여백을 남겨 둔다， 원고의 글자 크기는 너무 작지 않 
게 (적어도 I Op 정도) 작성한다 각 문단의 첫 줄은 들여 
쓰기를 해야 하며， 하나의 문장을 한 문단으로 하는 것은 
피한다 

3 원고의 일반적인 배열은 표지， 한글요약， 영문요약， 본문， 
사사， 참고문헌， 부록， 표， 그림， 그립의 설명문 순으로 한 
디 

4 겉표지에는 제목， 저자명， 소속기관 및 부서명 ， 주소(우편 
번호 포함)를 한글과 영문으로 각각 기재한다 (먼저 번 발 
행된 논문집의 형식 창고) 

5 논문(anic l c)과 기술동향(techni cal review)에는 반드시 한글 
과 영문 으로 된 요약문(abstaπt )을 동사에 첩부해야한다 
그러나， 단보， 뉴스， 비평과 회신， 자료 및 해설 등에는 요 
약문을 필요로 하지 않는다 요약문의 길이는 한글은 600 
자 이내， 영문은 300 단어 이내로 하여， 간단 명료하고 너 
무 길지 않게 작성되어야 한다 한글과 영문 요약문의 밑 
에는 각각 5개 이내의 주요어 (key words)를 반드시 기재하 
여야 한다. 요약문에는 참고문헌을 인용하지 않는다 

6 본문의 제목은 간단하고도 뜻이 명확하여야 한다 소제목 
은 크기에 따라 4단계까지 구분할 수 있으며， 본문의 딴 
문장과 구분되도록 진한 글씨체φ이d)로 쓴다 
(1) 칫 번째 단계의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한 자리를 붙 

이고， 다음 줄과의 간격을 한 줄 띄운다， 단， 영문원고 
에서는 모든 글자를 대문자로 표기한다 

(2) 두 번째 단계의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두 자리를 붙 
이고， 다음 줄과의 간격을 한 줄 띄운다 단， 영문원고 
에서는 각 단어의 머리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한다-

(3) 세 번째 단계의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 세 자리를 붙 
이고， 다음 줄과의 간격을 띄우지 않는다. 단， 영문원고 
에서는 첫 단어의 머리글자만 대문자로 표기하고， 다음 
단어는 모두 소문자로 표기한다 

(4) 네 번째 단계의 소제목은 아라비아 숫자를 붙이지 않 
고， 문장 처음부터 시작하고 줄을 바꾸지 말고 “‘” 다 
음에 본문을 연결한다‘ 

(예 ) 6. 암석학 6. PETROLOGY 

6‘1. 광물화학 6.1. Mineral Chemistry 

6.1.1. 규산염 광물 6. 1.1. Silicate minerals 
휘석: 현무암의 乃roxene: Comp∞itlons of 

7 한글로 작성된 원고의 본문 중에는 영문표기를 허용하지 
않는다 예외로 외국의 지명이나 인핑， 생물 ·고생물 · 화석 
등의 학명은 원어를 그대로 표기할 수 있다 단， 필요에 
따라 한자나 외국어를 ( ) 안에 넣어 병기할 수 있으나， 
멀리 알려진 용어인 경우에는 원어를 병기하지 않는 갓이 
좋다 한편， 외국의 고유명사나 정해진 번역어가 없는 학 
술용어， 암석명， 팡불영 등은 원어를 발음대로 한글로 표 
기하되 ( ) 안에 원어를 표기한다. ( ) 안의 영어는 고유명 
사나 특수한 경우를 제외하고 머리 글자도 소문자로 적는 
다. 

8 외국어의 한글 표기는 문교부가 제정한 외래어 표기법에 
준한다 

9 영문 이태역체의 경우에는 보통체의 믿에다 밑줄~)을 
그어 대신할 수 있다{예 힘결핍， 외국 인용문헌의 멍회， 등) 

10 모든 둥근괄호 “( )"의 앞과 뒤는 붙여쓰기를 하는 것으 
로 통일한다 (예) 김수진( 1 991); 와 같 다(그림 3); 엠 
피볼랴이 트(amphib이ite)는 

11 측정지접 ， 분석용 암석시료， 화석표품 등의 위치는 경위 
도로 표시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좌표(r.ational grid)로 
표시할 수도 있다 경위도는 경도와 위도의 순서로 도-분 
-초 단위끼지 정확하게 기록하며(예 129’ 13’ 24‘’ 35 。
33 ’ 14") , 좌표로 표시할 때에는 동서 남북 축의 순서로 
소숫정 l자리 까지 적되 반드시 지형도명 (1 : 5만 신판)을 
벙 기하여야 한다 (예 울진 236.2-376.2) ‘ 

12 지 병 의 영문표기는 현행 행정부에서 사용중인 “발음표 
기” 원칙 (McCune .Rcichauer System)은 센소리 표시(’)와 
단모음 표시 (반달점‘ v) 등은 전산처리 시에 문제점이 많 
으므로， 한글로 번역할 때의 오류를 최소화하기 위하여 
1983년 이 전의 문교부 제정의 ”철자표기” 원칙에 따른다 
(예) 진주~Ji띠u(←Chinj>J)， 경주~Gyeon딩u(← Kyongju), 언양 

=Eonyang(←α1yang) ， 제 천 =Jecheon(←디1eh ’ on) 

다 참고문헌 

l 본문에서의 인용 
(1) 본문에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저가명과 발행년도를 
기입하되 ， 저자가 2인일 때는 모두를， 그리고 저자가 3 
인 이상일 때에는 첫 번째 저자명만 쓰되， 국문에서는 
“외 영문에서는 이태릭체로 “ et al."을 쓴다. 영문논문 
인 경 우， “ and"는 “&"로 쓰지 않는다 
(예) (손치무， 1962) , (손치무와 정창희， 1965) , (박희인 

외 ， 198 1), (Peaπe， 1982) , (Park and Choi, 1992) , 
(Gleadow et al., 1985) 

(2) 저자가 한국인인 경우에도 영문으로 작성된 논문은 영 
어로 쓴다(예 Choi et al., 1981) 단， 국내인의 성(姓)씨 
가 혼돈될 우려가 있을 경우에는 이릅의 머리글자를 
넣어서 구멸할 수도 있다， 
(예) Læ, M.S. et al. (l 974); μe， D.S. et al.( 1975) 

(3) 본문에서 한꺼번에 여러 개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문헌의 연도 순서로 나열한다. 각 문헌 사이는 “C’로 
연결한다 
(예) (손치 무， J962; 손치무와 정창희， 1965; 박희인 외， 

1981) 
(4) 한 저자가 발표한 여러 문헌을 동시에 인용할 때에는 
발표년도 순으로 적고， 한 저자가 같은 해에 발표한 여 
러 개의 문헌을 인용할 때에는 연도 뒤에 a, b, c 등을 



붙여서 구분한다 
(예 ) 이 대성(1982， 1984, 1989); 이 대성 (1972a，b; 1982b) 

(5) 인용된 내용 가운데， 특정인의 의견， 서신， 자료 등을 
인용할 경우에는， 다음의 예에 준한다. 단， 외국인의 경 
우 이름(첫자)과 성의 순서로 모두 표기한디 
(예) (P.F. Lovering, pers. cornmun. , 199 i), (P .F. [ρvenng， 

written commun., [992) , (박희인， 개인 통신， 1997), 
(원종관， 개인 자료， [997) 

2 참고문헌의 작성 
(1) 본문에서 인용한 문헌은 반드시 참고문헌에 수룩하여 
야 한다 한글논문의 경우에는 국내문헌을 앞부분에 싣 
고， 그 뒤에 외국문헌을 배치하되， 배열 순서는 저자명 
을 기준으로 각각 “가나다” 및 “알파엣’‘ 순으로 한다 
같은 저자는 발표년도 순으로 적는다 

(2) 모든 문헌은 그 제목을 반드시 적는다， 독어나 불어로 
된 문헌은 원제목을 그대로 수록하는 것이 인정되지만， 
러시아어 등 영문 알파뱃과 판이하게 다르거나， 중국 
어， 일본어로 된 논문의 제목은 그 논문에 병기되어 있 
는 영어제목을 적고， 만일 영어제목이 없는 경우에는 
가장 원제목에 부합되도록 영어로 번역하여 수록하되， 
끝부분에 다음의 예처럼 명시한다， 
(예) (in Russian), (in French with English abstract) 

(3) 참고문헌란에는 본문에서와 달리， 저자가 여러 명일지 
라도 공저자명끼지 모두 기입하여야 한다- 맨 앞의 저 
자명이 같으나 공저자가 다를 경우에는 뒤에 나오는 
공저자의 가나다(알파뱃) 순으로 배열한다 

3. 여러 가지 작성 예 
(1 ) 정기간행물(학술잡지 동)의 논문 

CD 영어로 된 유명 정기간행물의 이름은 관례에 따라 
적절히 줄여서 쓴다， 
(예) .Iour. G∞1. Soc. Korea; Jour. Geophys. Res. ; 

KJGAM. Res Rep 등 
@ 일반적인 배열은 저자명， 연도， 제목， 학술지명， 권호 
수， 페 이지의 순서이다 
(예) 이종혁， 이상헌， 1989, 홍천 철광상의 성인에 대 

한 암석학적 연구. 지질학회지， 25, 239-258 
이상만， 나기창， 이상헌， 박배영， 이상원， 198 1, 
소백산육괴(동남부)의 변성암작용에 관한 연 
구 지질학회지 ， 17, 169-188 

Feπy， J.M. 'lI1d Spear, F.S. , 1978, Experimental 
calibration of the partitioning of Fe and 
hetween biotite and gamet. Contrib. Mincral 
Pδπ01.， 56, 113-117 

(2) 저서， 책 
@ 책의 제목 다음에 출판사 이름， 출판 장소， 총 페이 
지수를 적는다， 

@ 영문서적의 경우에는 책 이름의 각 단어를 대문자로 
쓴다(전치사나 관사는 소문자) 
(예) 장기홍， 1985 , 한국지질론， 민음사， 서울， 270p 

Bowen, N.L., 1982, The Evolution of the Igneous 
Rocks. Princeton University Press, Princeton, 
N.J., 334p. 

Lee, D.S., ed. , 1987, Geology of Korea 
Kyohak-sa and Geological Society of Korea , 
Seoul, 514p 

(3) 여 러 논문으로 편찬된 단행본에 수록된 논문 
CD 논문제목 다음에 그 논문이 수록되어 있는 단행본(편 
집된 책， 특별호 동)의 책이름을 함께 쓰고， 출판사 
명， 그 논문의 해당 페이지를 명기한다 

@ 영문 서적인 경우에는 Jn : 뒤에 편집자명과 책이름 
(출처)， 출판사， 발행지， 해당논문의 페이지 범위를 
쓰되， 책 이름은 각 단이를 대문자로 쓴다. 
(예) 김상욱， 1972, 전라남도 남해안 일대의 백악기 
화성활동에 관하여. 손치무교수 송수기념 논문집， 서 
울대학교 지질학과 동창회， 113-118. 

Wy11ie, P.J., 1989, Origin of carbonatite : evidence 
from p뼈se equilibrium studies. Jn : K. Be11 
(ed), Carbonatites-Genesis and Evolution 
Unwing Hyman, London, 5α)"，545‘ 

Naeser, C.W. , 1979, Fission-track . dating and 
geologic annealing of fission tracks. Jn : E 
Jäger and J.c. Hunziker (벼s .) ， Lectures in 
lsoto야 Gεology ， Springer-Verlag, New Y ork, 
154-169 

(4) 연구보고서 
(예) 허대기， 김현태， 이경희， 1993, 지연 균열저류층의 

모세관압 연구‘ 한국자원연구소 연구보고서 ， 
KR-92-3A-l , 263-313 

Huh, D.K., Kim, H.T. and Lee, K. H. , 1993, Study 
on capi11ary pressures in natura11y fractured 
reservoirs. Research Report , Korea Institute of 
G∞logy ， Mining and Ma’e디어s， KR-92-3A-l , 
263-313. 

(5) 학술회의의 회의록(proceedings)에 수록된 논문 및 요약 
문(absπact ) 

각종 정기 또는 비정기 학술회의(학회 ， conference, 워크 
싶， 심포지움， 세미나 동)의 회의록(proceedings)에 수록 
된 논문 또는 요약문(abstract)은 개최지와 개최기간을 
영기하며， 다음의 예에 준한다. 
(예) 임승규， 양승규， 허민， 1996, 전남 해남군 황산연 

우항리층에서 산출되는 백악기 공룡 발자국 
대한지질학회 제 5[차 정기총회 빛 학술발표 
회(초록)， 부산 부경대학교， 10월 25-26일 ， 
p.4 1 

Kim, S.W., 1994, Cretaceous and Tertiary volcanism 
ir. Kyongsang Basin. Proceedings‘ 15th 
Intemational Symposium of Kyungpool‘ National 
University, Environmental and Tectonic History 
of East and South Asia and Cretaceous 
Correlation-IGCP 350 (Abstract), Taegu, Aug 
24-29, p.24 . 

(6) 학위논문 
학위논문은 학교명과 소재지병， 총 페이지수를 반드시 
명 기하여야 한다 영문의 경우에는 각 단어의 첫 글자 
를 대문자로 쓴다 
(예) 김지영， 1989, 경기육괴 중부지역 변성암류의 변성 

작용에 관한 연구. 서울대학교 이학박사학위 
논문， 278p. 

Weh, J., 199 1, Geochronological and lsotope Studies 
of Some Granitoid Rocks from Xinjiang, China 
Constraints on Paleozoic Crustal Evolution 때d 
Granitoid Petrogenesis. Ph.D. thesis, University 
of Califonúa, Santa Babara, 163p. 

(7) 지 질도 및 각종 지도 
설명서가 첨부된 1 : 5만 지질도 및 1:25만 신판지질도폭 
의 경우에는 저자(조사자)명 ， 축척， 도폭명， 발행기관， 
페이지수를 기록한다 그러 나， 설명서가 없는 1: 100만 
지질도 및 1 : 25만 구판지질도는 발행기관명을 적는다 
(예) 이민성 ， 김상욱， 1968, 한국지질도( 1: 50，αXl): 함창도 

폭 및 설명서 . 국립지질조사소， 36p 
국럽지질팡물연구소， 1973, 한국지질도(1 :250，αXl) 
안동도폭. 

한국자원연구소， 1995, 한국지질도(1:1 ，000，αXl) 
Lee, M.S. and Kim. S.W. , 1968, G∞logical Map of 

Korea( 1 : 50，αXl) : Harnchang Sheet. G∞logical 
Survey of Kαea， 36p. 

G∞logical and Mineralogical Institute of Korea 
(GMIK), 1973, G∞logical Map of Korea 
(1 :250,(00): Andong Sheet. 

Korea Institute of G∞logy， Mining and Materials 
(KJGAM), 1995, G∞logical Map of Korea 
(1: 1 ，αXl，αXl) . 

라 그림， 표， 수식 

l 그림 (Fig.) 
(1) 모든 그림은 반드시 본문 중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사 

진(photo)이나 흐름도(flow chart) 둥도 모두 그림(Fig . )으 



로 간주하며， Photo나 Plate 등으로 따로 구분하지 않는 
다 모든 그링은 반드시 본문 중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2) 모든 그림은 바로 옹셋인쇄할 수 있도록， 매우 깨끗하 
게 제도되었거나 컴퓨터로 프린트된 고화질의 상태이 
어야 한다 그러나， 심사과정에서는 전자복사본으로 대 
체할 수 있다 컴퓨터나 제도용 잉크로 작성하지 않고 
연필이나 기타 잉크로 그렸거나， 선， 무늬， 심볼 능이 
너무 가늘고 회미하게 작성된 그링은 반송된다 

(3) 모든 그림의 크기는 가능한 한 규격용지 A4 크기로 제 
한하다. 어 떠한 경우에도 큰 그림 을 접어서 끼워넣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축소편집 할 경우를 미리 감안하 
여 글자의 크기， 선이나 글자의 굵기 등의 선정에 유의 
하여야 한다 그림을 축소하였을 때에 ， 최소한 히용되 
는 글자 높이는 l.l mm 이상， 선 굵기는 0. 1 mm 이상 
이어야 한다 

(4) 각 그림은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번호를 붙이며， 그림의 제목과 설영은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예 Fig. 1, Fig. 2) 

@ 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본문 중에서 그림을 설 
명하거나 괄호 속에 인용할 때에는 그림 2, 그럼 l과 
2 또는 (그림 2), (그림 l과 2) 처럼 쓴다 즉， 본문 
중에서 Fig. 2처럼 영어로 표기하지 않는다 그림에 
들어 있는 글자는 반드시 영어로 써야 한다 z 영어로 작성 된 논문의 경우， 본문 중에서 그림을 설 
영할 때에는 약자를 쓰지 않는다 그러나， 괄호 속에 
인용할 때에는 약자로 한다 
(예) Figure 2; Figures 1 and 2; (Fig. 2); (Figs. 1 and 2) 

3 그러나， 다른 논문의 그림을 인용할 때에는 머리 글 
자를 소문자로 나타낸다 
(예) (,A,.nhur el al. , ! 992 , fig. 3); (J\nhur el al. , 1992 , 

fi gs. 3 and 4) 
(5) 한 제목에 여러 장의 독립된 그립을 함께 수록할 경우 
에는 반드시 각 그림에 순서대로 (a), (b), (c) 등과 감이 
기호를 붙이고， 그림의 설영 (capti on)에서도 반드시 (a) , 
(b), (c) 등으로 구분하여 명 시 하여 야 한다 

(6) 모든 그림의 설명 (caption)은 그림과는 별도로 딴 종이 
에다 일필적으로 작성한다 한글 논문의 경우에도 모두 
영어로 작성되어야 한다 심사와 편집 도중의 착오를 
없얘기 위하여 그림(원도)의 뒷면 하단에 반드시 그림 
번호와 저자명을 명기하여야 한다 그림의 위·아래를 
판단하기 어 려운 경우(특히 사진)에는 그립의 뒷면에 
화살표로 상하표시를 한다 

(7) 그림 안에는 설명을 위한 글자나 문구를 최소로 줄여 
야 하며 ， 그림의 내용은 가능하면 범례를 사용하여 설 
명문(capt i on)에서 자세하게 설명한다 

(8 ) 사진은 충분한 영암과 밝기를 가져야 하며， 광택 감광 
지로 인화된 것이어야 한다 모든 사진은 흑백사진을 
원칙으로 하되 ， 내용상 칼라 사진의 게재가 꼭 필요한 
경우에는 편집위원회가 이를 인정할 수 있다 인화된 
사진의 전자복사본 등 선영하지 못한 사진은 원도로 
허용되지 않는다 

(9) 지도 또는 지 질도에는 지표가 될 지도(index map), 경 
위도， 미터법 의 축척 막대 (scale bar), 방위(북쪽) 표시， 범 
려1. 등이 반드시 표시되어야 한다 그밖에 지질단면도， 
노두사진， 현미 경 사진 등에도 반드시 축척막대가 표시 
되 어야 한다 

2 표σable) 

(1) 표는 본문과는 별도로 작성하여 원고에 따로 첨부한디 
표는 2줄 간격으로 인쇄된 것이어야 하며 손으로 쓴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 각 표는 다른 종이에 따로 작성 
하되， 표의 길이는 인쇄시에 가능하연 한 연을 넘지 않 
도록 한다， 

(2) 한글로 작성된 논문에서도 모든 표는 반드시 영어로 

작성해야 한다 
(3) 표는 바로 세워서 “좁게 편집”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 

며 ， 내용에 따라 표가 좌우로 넓을 경우에는 행과 딛을 
90도 회전하여 “넓 게 편 집‘’하는 것이 허용된다 그러니， 
어떠한 경우에도 큰 표를 접어서 끼워넣는 것은 허용 
되지 않는디 

(4) 깊이가 지나치게 긴 표는 부록(Appendix)으로 맨 뒤에 
침부하거나， 폭이 너무 넓은 표는 내용을 적절히 구분 
하여 몇 개로 나누이 작성한다 

(5) 모든 표는 반드시 본문 중에서 인용되어야 한다 표의 
낸호는 본문에 나타나는 순서대로 아라비아 숫자로 월 
반다 표의 제목은 간단하고도 영료한 문장이아야 한다 
i한글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본문 중에서 표를 설명 
하거나 괄호 속에 인용할 때에는 표 2, 표 l 과 2 또 
는 (표 2), (표 l과 2) 처럼 쓴다 즉， 본문 중에서 영 
어(예 Table 2)로 표기하지 않는다 

z 영어로 작성된 논문의 경우， 본문 중에서 표를 설명 
할 때에는 대운자로 쓴다 
(예) “ Table 2"; “ Tables 1 and 2" 

3 다른 논문의 표를 인용할 때에는 머리 글자를 소문 
자로 쓴다 
(예) (J\nhur el al., 1992, table 3); (Anhur el al., 1992 , 

tables 3 and 4) 
(6) 표의 맨 위에는 복선(doubl e ru l e)윤 긋고， 열제목 

(colurnn heading)을 쓰고， 열제폭 밑에는 딘선 (singl e 
rul e)을 긋고 표의 내용을 나열한 후에 표의 마지막에 
는 단선으로 닫는다 열제목은 간단하띤서도 잔 설명되 
게끔 써야 하며， 열제목에서 수치의 딘위는 괄호 안에 
표시한다 추가설명이 필요할 때에는 표 밑에 각주 
(foomote)를 달 수 있다 표에는 칸을 구분하기 위한 세 
로선을 그어서는 안되며， 충분한 공간을 두어 구분한 
다 연결괄호나 「위와 같음」 의 부호( " )의 사용은 피 
한다 

3 수식과 단위 
(1) 수식은 반드시 활자체이어야 하며 ， 손으로 쓴 것은 인 
정되지 않는다 수식의 위 ， 아래에는 반드시 1 행의 여맥 
을 주며， 본문에 수식이 인용 또는 언급될 경우에는 수 
식의 맨 끝에 ( )안에 일련번호를 메긴다 

(2) 위첨자와 아래첨자는 본글자체와 확실하게 구분지아야 
한다 모든 경우， 청자에다 또 첨자를 분이는 것은 피 
해야 한다 

(3) 수식에서 쓰인 기호는 처음 사용한 수식 바로 뒤에 그 
뜻을 영기해야 한다， 

(4) 수식에서 나누기 표시는 -보다는 /를 사용한다 제곱 
근은 ý- 보다는 분수자승으로 기재한다 지수함수 e 
는 exp로 표시할 수 있다 수식에서 변수를 나타내는 
문자나 기호는 이태릭체로 쓴다 

(5) 화학식의 + 및 -이온의 이온수는 윗첩자의 숫자로 기 
재한다(예 Ca"는 Ca2 ' , CO)' 는 CO)ι) 원수의 원자량 
등은 원소기호 앞에 윗첨자로 표기한다(예 ι>ðU) 

(6) 단위는 국제표준표기법 (SI uni t: m, kg, s) 사용을 원칙 
으로 한다 

@ 수량의 표기는 아라비아 숫자로 한다 (예 1277B) 
@ 온도는 섭씨 ('C )를 사용한다 단， 특별한 경우， 절대온 
도를 사용할 수도 있다 

(7) 모든 단위는 인쇄체로 표기하고， 이태 릭체나 필기체 
등으로 표기하지 않는다 'C , %, %0는 암의 값과 붙여 
쓰고， 그 밖의 ppm, cc, km, cm, mm, 11 m, 1, 미， 111, kg, 
g, mg, I1g, Ma, Kb 등은 한 칸 띄어 쓴다 

(8) 값의 범위를 나타내는 기호는 “ 로 쓰지 않고， 전각 
기호인 “ 로 나타냄으로써， 보통문자인 마이너스( -) 
또는 대쉬(-)와 구별되도록 한다 
(예 ) 12.2 - 13.5%; -IO 'C; K-장석 X-r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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