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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동해울릉분지사면에서채취된코아PC1과PC2의탄산염함량변화를조사하 다. 코아PC1과PC2
의탄산염함량은각각0.6-17.2% 그리고0.3-43.0%의변화를보 다. 코아PC1의MIS 1에해당되는상부구
간에서탄산염함량은5% 미만의값을보이는반면, MIS 2에해당되는하부구간에서탄산염함량은10% 이상
의 높은 값을 보인다. 코아 PC1의 탄산염 함량 결과는 동해 퇴적물의 탄산염 함량 변화에 대한 이전 연구들의
결과와유사하다. 코아PC2 경우, 상부구간의탄산염함량은코아PC1의상부구간과비슷한값을보 다. 하지
만, 코아 PC2 하부구간의 탄산염 함량은 40% 이상의 매우 높은 값을 보 다. XRD와 SEM 분석에 의하면 코
아PC2 하부구간(MIS 2)에서보이는매우높은탄산염함량은일반적인생물기원의탄산염광물보다는자생적
으로 형성된 탄산염 광물이 많다는 것을 확인했다. 이러한 자생기원의 탄산염 광물들은 울릉분지에서 발견된
메탄하이드레이트의해리와관련되어형성되는것으로해석된다.

주요어 : 생물기원탄산염, 자생기원탄산염, 메탄하이드레이트, 울릉분지, 동해

Abstract : We investigated the variation of CaCO3 contents in cores PC1 and PC2 recovered from
the continental slope area of the Ulleung Basin in the East Sea. CaCO3 contents of cores PC1 and
PC2 varied between 0.6 and 17.2% and between 0.3 and 43.0%, respectively. CaCO3 contents in
the upper part of core PC1 corresponding to MIS 1 are less than 5%, whereas those in the lower
part of MIS 2 are more than 10%. Such variation of CaCO3 contents in core PC1 confirms the
previous results of CaCO3 studies in the East Sea. In core PC2, CaCO3 contents of the upper part
are similar to those of core PC1. However, CaCO3 contents in the lower part of core PC2 are
more than 40%. According to XRD operation and SEM examination, the high CaCO3 contents in
the lower part of core PC2 are more attributable to the authigenic carbonate minerals rather than
the biogenic carbonate composition. Such abundant authigenic carbonate minerals are closely
related to the dissociation of methan hydrates which were observed i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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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최근 대기 중의 온실 가스 농도의 증가로 인해

발생된 지구 온난화가 세계 각지에서 이상 기후를

발생시킴으로서 미래 기후 예측뿐만 아니라 과거

기후 변화에 대한 관심도 증가 되었다(IPCC,

2001). 특히, 해양 퇴적물을 이용한 활발한 연구는

과거 기후 변화 복원에 대한 주요한 연구 방법으로

알려져 있다. 해양 퇴적물은 오랜 시간 동안의 과

거 기후를 잘 기록하고 있다. 계절적 변화 또는 천

년 미만의 단주기에서 몇 십 만년의 장주기까지 해

양과 대륙 그리고 대기 환경 변화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있어 해양퇴적물은 고해양학적 환경 복

원 연구에 있어서 중요한 자료로 쓰이고 있다

(Bradley, 1999). 해양 퇴적물을 이용한 고해양학

적 환경 복원에는 퇴적물 내에 보존된 고환경을 지

시하는 다양한 인자들의 분석 결과가 필요하다. 여

러 가지 인자들 중에서 퇴적물 내의 탄산염 함량은

탄산염 골격으로 구성된 생물들의 표층에서의 생

산성 정도를 지시 해주는 중요한 인자들 중의 하나

이다.

Berger (1973)는 심해 퇴적물의 탄산염 함량은

일반적으로 세 가지 요인에 의해 조절된다고 발표

하 다 ① 탄산염 용해(dissolution) 효과, ② 표층

생물기원 탄산염 생산성(productivity) 정도, ③

육상기원퇴적물에의한희석(dilution). 심해분지

퇴적물에서 대부분의 탄산염 함량은 이 세 가지 요

인들의 복합적인 작용에 의해 결정된다(Volat et
al., 1980; Dean et al., 1981). 현재 동해의 탄산

염 보상 심도(Carbonate Compensation Depth:

CCD)는 약 1900 m로 매우 얕기 때문에 탄산염의

보존이 매우 어렵다(Ujii’e and Ichikura, 1973).

동해에서 수행된 탄산염 함량에 대한 이전 연구 결

과에 의하면 일반적으로 간빙기인 MIS(Marine

Isotope Stage; Martinson et al., 1987) 1 구간

에서는 탄산염의 함량이 ~5%미만으로 낮게 측정

된 반면, 마지막 빙하기인 MIS 2 구간에서는 ~10

- ~20%로 높게 측정되었다(Oba et al., 1991;

Ishiwatari et al., 1994; Hyun et al., 2007; Khim

et al., 2008). 이러한 탄산염 함량의 차이는 현재

의 동해와 과거 빙하기 동안의 동해 환경에서 탄산

염의 형성 또는 보존이 서로 다른 조건이었기 때문

으로해석된다.

Hyun et al. (2007)이 보고한 바에 의하면, 동

해에서 간빙기인 MIS 1 시기 동안에 낮은 탄산염

함량 값을 보이는 것은 탄산염 생산성과 용해도와

의 차이에 의해 나타난다고 설명하고 있다. MIS 1

시기에 표층에서 규조 생산성과 마찬가지로 탄산

염 골격을 지닌 생물들의 생산성은 높아진다. 하지

만 이와 동시에 높아진 해수면의 향으로 주변 해

역과 순환이 잘되고 표층과 저층 해수의 수직적인

순환이 활발해지게 된다. 그 결과 저층으로 용존산

소 공급이 원활해지면서 유기물 분해 정도가 증가

되고, 이 과정에 이산화탄소가 발생된다. 발생된

이산화탄소는 저서환경의 산성도를 높이게 된다.

따라서 MIS 1 동안에 탄산염 생물의 표층 생산성

은 높지만, 저서환경의 낮아진 수소이온 농도(pH)

로 인해 탄산염이 잘 보존되지 못한다고 설명하고

있다. 반면에 MIS 2 동안에는 낮아진 해수면으로

인해 동해 표층 해수는 담수화되고, 동해 해수의

성층화가 더욱 뚜렷해지게 된다(Oba et al., 1991;

Tada et al., 1999). 이러한 성층화로 인해 표층과

저층해수와의 순환이 원활해지지 못하게 되면서

저층은 무산소환경으로 변화되었다. 그 결과로 빙

하기인 MIS 2 동안에는 간빙기인 MIS 1동안에 비

해 탄산염골격의 생물잔해들을 좀 더 잘 보존 할

수 있기 때문에 높은 탄산염 값을 나타나게 된다고

설명하고있다.

이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 서쪽 사면에서 채

취한 코아 PC1, PC2 퇴적물에서 측정된 탄산염 함

량의차이와그원인을알아보는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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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재료및방법

2.1 시료채취

피스톤 코아 PC1(36°05.9′N, 130°06.3′W,

길이 6.53 m, 수심 1492 m)과 PC2(36°05.9′N,

130°04.7′W, 길이 3.98 m, 수심 1452 m)는 동

해 울릉분지(Ulleung Basin) 서쪽 사면에서 한국

해양연구원(KORDI)의 온누리호에 의해 채취되었

다(그림 1). 채취된 코아 퇴적물은 선상에서 냉장

보관하 으며, 실험실로 운반한 후 절개하 다. 모

든 코아 퇴적물은 부산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동결건조후분석되었다.

2.2 탄산염(CaCO3) 함량

코아 PC1 퇴적물 시료 69개 (10 cm 간격)와 코

아 PC2 시료 52개 (0-100 cm: 5 cm간격, 100-

400 cm: 10 cm 간격)인 총 121개 시료에 대해 탄

산염 함량을 측정하 다. 탄산염 함량은 총 무기탄

소(Total Inorganic Carbon: TIC)와 탄소에 대한

탄산염 함량 비(CaCO3/C)인 8.333을 곱하여 구하

다. 총 무기탄소 함량은 무기탄소분석기(UIC

CO2 Coulometer, Model CM5014)를 이용해서

측정하 다.

2.3 X-선회절분석(XRD: X-Ray Diffractometer)

코아 PC2의 350-352 cm(#176)와 358-360

cm(#180) 지점의 퇴적물 분말 시료를 6% 과산화

수소수(H2O2)를 이용하여 유기물을 제거한 후, 64

mm 체를 사용하여 사질 퇴적물을 분리하 다. 남

아있는 세립질 퇴적물에 2% 확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50 ml를 첨가한 후 유리

막대로 잘 저어었으며, 잘 혼합된 시료에서

Stokes‘ law를 이용하여 2 mm 이하의 점토 입자

만을 추출하 다. 이후 원심분리기(4000 rpm, 30

분)를 이용하여 점토 입자 시료를 농축시켰으며,

슬라이드 라스(slide glass) 위에 일정한 방향으

로 얇게 도포하는 smear-on-glass slide 방법

(Stokke and Carson, 1973)을 이용하여 점토광

물 분석 시료를 제작하 다. 자연 건조되어 완성된

점토광물 분석 시료는 점토광물의 동정을 위해 부

산대학교의 X선 회절분석기(Rigaku 2013)을 이

용하여 30kv, 15mÅ 조건에서 2°scanning

speed로 40°- 2°까지분석하 다.

2.4 주사전자현미경(SEM: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분석

코아 PC2의 350-352 cm(#176)와 358-360

cm (#180)지점의 퇴적물들 구성 입자를 주사전자

현미경을 이용하여 육안으로 확인하 다. 코아 퇴

적물 시료를 관찰용 스터브(stub)에 고정하여 금

(Au) 으로 표면을 코팅 시킨 후 부산대학교 공동실

험실습관의 HITACHI S-3500N 기종의 주사전자

현미경으로관찰및촬 하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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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showing (a) study area and (b) core location
(PC1 and PC2 of this study with 95PC-1 from Hyun et
al. (2007)).



3. 결과

코아 PC1 퇴적물의 탄산염 함량은 ~0.6 -
~17.2% 사이에서 변동하고(그림 2b), 코아 PC2
퇴적물의 탄산염 함량은 약 ~0.3 - ~43.0% 사이
에서 변동한다(그림 2c). 각 코아들의 연대는 측정
되지 않아 정확한 MIS 1과 MIS 2시기의 경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동해의 일반적인 탄산염 함
량 변화인 MIS 1 시기에는 낮고, MIS 2 시기에 높
은 특징을 이용하여 코아들의 MIS 1과 MIS 2 시
기의 경계를 추정해 보았다. Hyun et al. (2007)
에 의해 발표된 동해 울릉분지에서 채취된 코아
95PC-1의 탄산염 함량 변화와 비교해 보면, 코아
PC1의 경우 코아 깊이 230.5 cm에 그리고 코아
PC2의 경우 코아 깊이 55.5 cm 지점이 MIS 1과
MIS 2 시기의 경계로 연결된다(그림 2). 이러한 연
대 추정에 의하면, 울릉분지에서 채취된 세 코아
모두 MIS 1시기에 낮은 탄산염 함량을 보인다. 그
리고, MIS 2 동안에는 코아 95PC-1과 코아 PC1
는 서로 유사한 탄산염 함량의 변화를 보이며 일반
적으로 동해에서 관찰되는 결과와 부합된다. 그러

나, 코아 PC2의 경우는 코아 PC1과 다르게 코아
깊이 350-360 cm 구간에서 탄산염 함량 값이 일

반적인 동해에서의 MIS 2시기의 탄산염 함량보다
매우높은~43%로나타났다(그림 2c).

코아 PC2의 깊이 350~360 cm에서 측정된 매
우 높은 탄산염 함량의 광물 분석을 위하여 깊이
350-352 cm와 358-360 cm의 퇴적물 분말 시료

를 이용하여 XRD 분석 결과에 의하면 탄산염 광
물인 방해석(calcite)와 마그네슘 방해석(Mg-
calcite)이 매우 풍부하게 나타남을 확인 할 수 있

었다(그림 3). 동일 시료들의 SEM 분석 결과, 생
물 잔해들도 포함되었지만 탄산염 골격의 생물 잔

해는 거의 발견되지 않았고, 매우 세립한 광물 형
태의방해석결정들이다량확인되었다(그림 4).

4. 토의및결론

동해의 일반적인 탄산염 함량 변화는 MIS 1 시
기에 ~5%미만의 낮은 탄산염 함량 함량을 보이고,

MIS 2 시기에는 ~10 - ~20%로 MIS 1 시기에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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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Downcore variation of CaCO3 contents of (a) core 95PC-1 (modified from Hyun et al., 2007), (b) core PC1, and (c) core
PC2. Shading interval indicates the MIS 1.



해 높은 함량을 나타낸다(Oba et al., 1991;
Ishiwatari et al., 1994; Hyun et al., 2007; Khim
et al., 2008). Hyun et al. (2007)은 이러한 탄산
염 함량의 차이를 탄산염의 생산성과 용해도로 잘
설명하고 있다. 간빙기인 MIS 1 시기에는 표층에
서 탄산염 골격을 지닌 유공충과 인편모조류들의
생산성이 높아진다. 하지만 표층과 저층 간의 순환
이 활발해지면서 용존산소에 의하여 침강하고 퇴

적된 유기물들의 분해가 증가된다. 이 때 발생된
이산화탄소가 저서환경을 산성화 시켜 탄산염 골
격을 지닌 생물들의 잔해들을 용해시켜 잘 보존되
지 못하게 된다. 반면 빙하기인 MIS 2 시기에는
저층의 무산소환경화로 인해 MIS 1 시기에 비해
탄산염 생물 잔해들이 좀 더 잘 보존 되어진다고
설명하고있다.

동해 울릉분지 서쪽 사면에서 채취된 코아 PC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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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X-ray diffraction (XRD) patterns of core PC2 bulk sediment samples. (a) depth 350-352 cm (#176) and (b) depth 358-360
cm (#180).

Fig. 4. SEM image of core PC2. (a) bulk sediment of depth 350-352 cm (#176, scale bar=15 mm), (b) bulk sediment (scale bar=5
mm) and (c) coccolith image (scale bar=2 mm) of depth 358-360 cm (#180). White arrows indicate the coccolith.



과 PC2의 탄산염 함량 결과는 PC1은 동해의 전형

적인 탄산염 함량 변화를 보이는 반면, PC2는 PC1

과는 다른 결과를 보여준다(그림 2). 코아 PC1의

경우, MIS 1 시기에 1.2~7.1%(평균 2.6%)로 낮은

탄산염 함량 변화를 보 고 반면에 MIS 2 시기에

는 0.6~17.2%(평균 8.6%)의 변화를 보 다. 이 결

과들은 동해에서 관찰되는 일반적인 탄산염 함량

변화와 잘 부합한다(Oba et al., 1991; Hyun et
al., 2007; Khim et al., 2008). 코아 PC2의 경

우, MIS 1 시기의 탄산염 함량 변화는 0.3~1.0%

로 일반적인 동해의 MIS 1 시기 탄산염 함량 변화

와 잘 일치하지만, 코아 깊이 350-360 cm 구간에

서 탄산염 함량이 43%로 일반적인 MIS 2 시기의

탄산염함량보다매우높게나타났다. 탄산염함량

이 높게 나타나는 이들 구간에 대해 XRD 분석 결

과 탄산염 광물인 방해석과 마그네슘-방해석이 매

우풍부하게나타난것을확인할수있다(그림 3).

탄산염을 형성하는 종류로는 크게 인편모조류나

유공충 등과 같은 생물기원의 탄산염과 무생물 기

원의 자생 탄산염으로 구분된다(Berger, 1973).

일반적으로 동해 퇴적물에서 분석되고 보고된 탄

산염의 경우 대부분 생물기원의 탄산염으로 알려

져 있다(Oba et al., 1991; Hyun et al., 2007;
Khim et al., 2008). 그러나, PC2에서 분석된

40%이상의 탄산염 함량의 경우 동해에서 생물기

원의 탄산염으로 구성되기에는 매우 어려운 환경

이다. SEM 분석의 결과 PC2의 방해석과 마그네

슘-방해석 광물들은 탄산염 생물 골격체의 광물이

아니라 자생으로 형성된 광물 결정들로 확인 되었

다(그림 4). 따라서 코아 PC2의 350-360 cm 구

간에서 측정된 43%의 높은 탄산염 함량은 생물기

원의 탄산염 보단 자생기원의 탄산염 광물로 구성

된것이다.

자생기원의 탄산염 광물들은 여러 가지 경로들

을 통해 형성되지만 최근에 해저 퇴적물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해리되는 동안 형성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Matsumoto, 1989; Lu et al., 2005;
Ohkushi et al., 2005; Hoshiba et al., 2006).
해저에 보존된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불안정한 조

건에서 해리되고 해저면을 통해 이산화탄소가 방

출되면서 자생기원의 탄산염 광물이 형성된다

(Bohrmann et al., 1998). 코아 PC02의 탄산염

광물에서 분석된 동위원소 자료는 없지만, 이러한

조건에서 형성된 탄산염광물들은 일반적으로 높은

d18O값과 낮은 d13C값을 나타낸다(Matsumoto,

1989; Lu et al., 2005; Hoshiba et al., 2006).
동해에서 메탄하이드레이트의 해리와 관련된 연구

결과는 이전에도 보고되었다. 남승일, 이현경

(2009)은 울릉분지 코아 퇴적물에 보존된 유공충

의 d13C값이 매우 낮은 이상값을 보이는 것이 아마

도 메탄 하이드레이트가 해리되면서 발생한 이산

화탄소의 향으로 해석하 다. 또한 Lim et al.
(2009)도 울릉 분지에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

리와 관련된 자생 탄산염의 특성을 보고하 다. 따

라서 코아 PC2의 하부에서 나타나는 매우 높은 함

량의 탄산염은 메탄 하이드레이트와 관계된 자생

탄산염임을확인할수있다.

끝으로 이번 연구의 간단한 결론을 다음과 같이

정리할수있다.

ⅰ) 울릉 분지에서 채취된 코아 PC1에서 분석된

MIS 1과 MIS 2의 탄산염 함량은 동해 퇴적

물의전형적인탄산염함량변화와유사하다.

ⅱ) 울릉 분지에서 채취된 코아 PC2에서 분석된

MIS 2 구간의 매우 높은 탄산염 함량은 이

례적인현상이다.

ⅲ) 코아 PC2의 하부 350-360 cm 구간에서 관

찰된 XRD 및 SEM 결과 높은 탄산염 함량

은 생물기원이 아닌 자생기원의 탄산염 광물

에의한것이다.

ⅳ) 동해 퇴적물의 탄산염 함량에 향을 주는

요인으로는 생물 기원의 탄산염 이외에 지역

적으로 메탄 하이드레이트의 해리와 관련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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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기원탄산염광물도고려해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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