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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한반도 주변해역의 륙붕에는 세립질 퇴 물이 집 으로 퇴 되어 생성된 몇 개의 특징

인 니질 가 존재한다. 이들 니질 에는 황해 북서부의 북서니질 (NWMD: Northwest 

Mudbelt Deposit), 한반도 남서해안의 흑산니질 (HSMD: Hucksan Mudbelt Deposit), 한반도 

남해안의 한국남해니질 (SSKMD: South Sea of Korea Mudbelt Deposit) 그리고 제주도 남단 

해역의 제주니질 (JJMD: Jeju Mudbelt Deposit) 등이 있다. 이러한 니질 를 구성하는 세립질 

퇴 물의 기원은 연구자에 따라 국의 하천, 한국의 하천, 원양의 퇴 물, 그리고 이들의 복합

기원 등으로 그 결과가 상이하다(Yang et al., 2003).

  세립질 퇴 물 근원지 연구에 토 물을 이용한 Aoki et al. (1974)은 한반도 주변해역에서 

일라이트 함량이 높음을 보고하 으며, Khim(1988)은 북서니질 에 비해 높은 일라이트 함량을 

통해 흑산니질 의 주요 근원지를 한국의 산강과 강으로 보고한 바 있다. 문동  등(2009)

의 한반도 남단 표층퇴 물의 물분포에 해 연구한 결과에서도 한반도와 인 한 흑산니질  

해역과 한국남해니질  해역의 일라이트 함량이 제주도 남단에 치한 제주니질  해역의 일라

이트 함량에 비해 상 으로 높았다(표1). 이러한 특징을 가지는 일라이트는 생성환경에 따라 

그 결정도가 달라지며(Kübler, 1964), 팽창성 물의 함량에 따라 X선 회 선의 회 강도가 변화

하는 등의 특징을 가진다(Srodon, 1984). 그러므로 연구해역 표층퇴 물을 이루는 토 물  

그 함량이 가장 많은 일라이트의 물학  특성에 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sample
number

absolute composition (wt%) relative composition (wt%)
muddy zone

ill chl kao ill chl kao

00-SG 44.6 5.4 2.5 84.95 10.29 4.76

SSKMD00-S01 38.7 5.5 3.7 80.79 11.48 7.72

00-S02 53.5 5.5 3.7 85.33 8.77 5.90

00-S05 40.0 6.8 2.2 81.63 13.88 4.49
HSMD

00-S06 26.1 2.5 1.1 87.88 8.42 3.70

07-G57 35.0 6.8 1.8 80.28 15.60 4.13

JJMD

07-G58 35.8 7.1 8.6 69.51 13.79 16.70

07-G63 35.6 5.7 4.7 77.39 12.39 10.22

07-G64 34.5 7.3 6.5 71.43 15.11 13.46

07-G73 34.0 9.7 2.0 74.40 21.23 4.38

07-G79 34.3 11.9 3.2 69.43 24.09 6.48

07-G81 33.7 7.2 2.8 77.12 16.48 6.41

07-G84 35.7 7.0 3.0 78.12 15.32 6.56

07-G89 34.6 6.4 2.8 79.00 14.61 6.39

ill; illite,  chl; chlorite,  kao; kaolinite, SSKMD; South Sea of Korea mudbelt deposit, 

HSMD; Hucksan mudbelt deposit, JJMD; Jeju mudbelt deposit(Moon et al., 2009).

Table 1. Absolute and relative clay mineral composition of each muddy zone sampl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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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한반도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북서니질 , 흑산니질  그리고 한국남해 니질 의 표

층퇴 물을 구성하고 있는 토 물  가장 높은 함량을 가지는 일라이트의 물학  특성을 

악하는 것에 목 이 있으며, 일라이트의 물학 이 세립질 퇴 물 근원지 연구에 용가능한

지에 해서도 검토하 다.

2.  재 료   방 법

  이번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국토해양부 국가연구개발(R&D)사업인 “동북아해 퇴 물기원 

연구  모니터링”과제로 수행된 탐사에서 한국해양연구원 이어도호를 이용해 획득한 것이

다. 북서니질 에서 채취한 시료는 98년 2정 , 2001년 14개 정 이며, 흑산니질 와 한국남

해니질 의 시료는 각각 2000년에 채취한 3정 과 2정 의 시료이다(그림1). 이들은 그랩 샘

러(grab sampler)를 이용하여 채취한 표층 5㎝ 이내의 퇴 물이다.

  퇴 물 내에서 2㎛ 이하의 토입자를 분리하기 해 건조시료와 증류수를 1g  10㎖의 

비율로 혼합하여 5분간 음  세척한 후, 5% Na-meta phosphate 용액을 0.5㎖ 투여한 다

음 하루 동안 보 하 다. 그런 다음 1시간동안 마그네틱으로 교반(stirring)하여 약 3시간 

30분 동안 침 시킨 후, 상부의 혼탄액을 채취하여 7,000rpm에서 15분간 원심분리 하여 

토입자의 시료를 채취하 다.

F i g .  1.  Map showing the location of late Holocene 

muddy deposit around the Korean peninsula, and 

grab sample. NWMD: Northwest mudbelt deposit, 

HSMD: Hucksan mudbelt deposit, JJMD: Jeju 

mudbelt deposit.

  2㎛이하의 토입자 시료를 슬라이드 라스 에 방향성시료를 제작하여 이를 상온에서 

건조한 후 X선 회 분석 하 다. 그리고 팽창성 물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기 해 90℃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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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시간 동안 에틸 리콜로 포화시킨 시료에 하여 X선 회 분석을 실시하 다. 

  일라이트의 결정도는 Kübler(1964)가 소개한 방법 로 10Å의 일라이트(001)피크의 최

반폭치(FWHM: full width at half maximum intensity)를 측정하여 Kübler index와 비교하

다. 그리고 회 강도비는 Srodon (1984)이 제안한 아래의 식을 이용하여 구하 다.





3 .  결 과   토 의

  3-1. 일라이트의 결정도

  연구해역 표층퇴 물을 구성하고 있는 토 물  일라이트의 결정도를 계산한 결과를 

표2에 나타내었다. 북서니질 의 일라이트 결정도는 일정한 경향을 나타내지 않고 있고, 

Kübler index와 그에 해당하는 변성 (metamorphic zone)를 비교해본 결과, 부분이 

Anchizone에서 생성되었으며 epizone에서 생성된 정 도 존재하 다. 한국남해니질 의 일

라이트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에 따라 Kübler index 값이 낮아지며, Anchizone에서 

Epizone으로 생성환경이 변해 갈 가능성이 있음을 알 수 있다. 흑산니질  두 정 의 경우에

도 동쪽에 치한 S05정 의 Kübler index 값이 더 높으며, 두 정 의 일라이트는 모두 

Anchizone에서 생성된 것으로 단된다.

  3-2. 일라이트의 회 강도비

  Srodon (1984)에 의하면, 팽창성 층이 많은 일라이트일수록 에틸 리콜의 향을 받아 

일라이트 (001)피크의 회 강도가 (003)피크에 비해 감소하므로 회 강도비는 1보다 커지게 

된다. 표2에 연구해역 표층퇴 물의 토 물  일라이트의 회 강도비를 나타내었다. 북서

니질 의 경우 일정한 경향을 가지지 않는데 이는 북서니질  지역의 일라이트에서 팽창성

층의 함량이 다양함을 지시한 것으로 생각된다. 한국남해니질 의 경우 동쪽으로 감에 따라 

회 강도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팽창성층의 함량이 동쪽으로 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

고, 흑산니질 의 두 정 에서는 비슷한 회 강도비를 보임을 알 수 있다. 

  3-3. 세립질퇴 물 근원지 연구에의 용

  본 연구에 사용된 시료는 북서니질  총 16정 , 흑산니질  3정 , 그리고 한국남해니질

 2정 이다. 하지만 흑산니질 와 한국남해니질  시료의 수가 북서니질 의 시료 수에 

비해 많이 부족하기 때문에 이들 정 의 일라이트 특성을 직 으로 비교하는 것은 신 해

야 할 것으로 단된다. 그리고 니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주변해역 체와 한반도와 국 

하천의 시료를 획득하여 이러한 연구가 수행된다면, 세립질 퇴 물 근원지 연구에의 용이 

보다 유리할 것으로 생각된다.

4 .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북서니질 에서 총 16정 , 흑산니질  3정 , 그리고 한국남해니질  2정

의 시료를 이용하여 일라이트의 결정도와 회 강도비 등의 물학  특성을 연구하 다. 

그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일라이트의 결정도: 북서니질 의 일라이트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지만, 한국남해니

질 와 흑산니질 에서는 서쪽에서 동쪽으로 감에 따라 결정도가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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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일라이트의 회 강도비: 북서니질 에서는 특별한 경향을 보이지 않고, 한국남해 니질

에서는 동쪽으로 갈수록 회 강도비가 감소하며, 흑산니질 에서는 비슷한 값을 가진다.

T a b l e 2.  Kübler index, metamorphic zone and intensity ratio of each muddy zone 

sampes in the study area.

sample number Kübler index metamorphic zone intensity ratio muddy zone

98-B14 0.20 Epizone 0.93 

NWMD

98-B15 0.12 Epizone 1.41 

01-B03 0.24 Anchizone 1.00 

01-B04 0.28 Anchizone 0.95 

01-C05 0.16 Epizone 1.31 

01-C06 0.36 Anchizone 0.96 

01-C07 0.20 Epizone 1.29 

01-C08 0.28 Anchizone 1.14 

01-C09 0.24 Anchizone 1.56 

01-C11 0.32 Anchizone 1.05 

01-C12 0.32 Anchizone 1.11 

01-D03 0.24 Anchizone 1.35 

01-D05 0.24 Anchizone 1.01 

01-D06 0.16 Epizone 1.23 

01-D07 0.28 Anchizone 1.20 

00-SG 0.16 Epizone 1.52 

SSKMD00-S01 0.24 Anchizone 1.23 

00-S02 0.32 Anchizone 0.92 

00-S05 0.36 Anchizone 1.44 
HSMD

00-S06 0.24 Anchizone 1.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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