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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cal study was conducted to elucidate the origin of fluorine (F) distributed in the rocks within the four

areas of Yongyudo and Sammokdo, Incheon, which have been used as the source area of land reclamation for the

3rd and 4th stage construction sites of the Incheon International Airport. The main geology of the study area is

Triassic biotite granite. Fluorine is contained at high levels in biotite granite, mylonite, and dykes (andesite and,

basaltic-andesite). Furthermore, the higher concentrations of fluorine in the biotite granite can be contributed to

fluorite. The results of microscopic analyses reveal that the fluorite was mostly observed as small vienlets together

with quartz. This features support that fluorite was naturally formed due to the secondary process of hydrothermal

fluids. In addition, fluorine was investigated to be highly enriched in a large amount of mica within the veins. In

the case of mylonite, a high levels of fluorine was contributed to a large amount of sericite. The sericites contained

in the mylointe, differently to those of the biotite granite, filled the micro-fractures of quartz formed as a result of

mylonitization and included small cataclastic quartz grains. This indicates that fluorine was naturally enriched due

to the alteration of hydrothermal fluids filling fractured zones formed by mylonitization. Consequently, the results of

petrological and mineralogical study confirm that the fluorine distributed in the rocks within the Yongyudo and

Sammokdo originated natur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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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부지 토취원으로 활용된 용유도와 삼목도 내 4개 지역의 암석 내에 분

포하는 불소의 기원을 규명하고자 지구화학적 분석을 수행하였다. 용유도 및 삼목도 등지는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

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불소는 주로 흑운모화강암과 암맥류(안산암, 현무암질 안산암), 압쇄암에서 고농도로 존재한

다. 흑운모화강암은 형석에 의해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현미경 관찰 결과 형석은 주로 석영과 동반하여 세맥의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형석이 이차적인 열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암맥류의 높은

불소함량은 다량의 운모류에 의한 자연적 기원의 형성으로 판단된다. 압쇄암은 다량의 견운모에 의해 불소함량이 높

게 나타난다. 압쇄암 내 견운모는 흑운모화강암에서 나타나는 견운모와 달리 압쇄작용에 의해 깨진 석영의 균열을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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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고 있으며 압쇄된 미결정의 석영을 포획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압쇄작용에 의해 생긴 연약대를 따라 들어온 열

수에 의하여 자연적으로 불소가 부화되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따라서 용유도 및 삼목도 등지의 암석 내 존재하는 불

소는 자연발생적 기원인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불소, 자연기원, 용유도, 삼목도, 흑운모화강암, 압쇄암, 형석, 견운모

1. 서 언

불소는 적정량 섭취를 통해 치아 및 뼈의 건강을 유

지해주지만 과다 노출될 경우 치아 및 뼈와 관련된 질

환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출산율 감소,

발달 및 지능 장애, 내분비계나 신경계에 대한 악영향

등 다양한 급만성 질환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

가 보고되었다. 특히 최근에는 신장암, 골암 등과 같은

발암성 질환의 발병률을 높인다고 보고되었다

(Camargo, 2003; Oh and Lee, 2003; Rao, 2003;

Ayoob and Gupta, 2006; Ozsvath, 2009; Dehbandi

et al., 2018; Yousefi et al., 2018; Zuo et al., 2018).

이러한 불소는 각종 산업폐수나 알루미늄, 화석연료

연소, 도자기 산업 및 인산 비료의 활용 등 다양한 인

위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될 수 있으나 주로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이 활발한 지역 또는 화성암, 변성암 지역

에서 암석 내 존재하는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 등에 의

해 자연적인 요인으로 생성될 수 있다. 지각 전체의

평균불소함량은 500~1,000 mg/kg이지만, 화성암이 주

를 이루는 지역에서는 1,000 mg/kg 이상의 불소함량

이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 국내의 경우에도 토

양오염 우려기준인 400 mg/kg을 초과하여 검출된 사

례가 보고되었으며, 모암 형성 및 풍화 과정에서 자연

적인 요인에 의해 발생하였다는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Oh and Lee, 2003; Ozsvath, 2009; Na et al.,

2010; An et al., 2013). 불소는 이러한 지역 내 다양

한 광물의 형태로 존재하며 대표적인 불소함유광물은

형석(CaF2), 인회석(Ca5(PO4)3F), 빙정석(Na3AlF6) 등

이며 수산기를 포함하는 운모 및 각섬석 등의 광물에

서 OH-와 F-가 치환되어 존재하기도 한다(Hwang,

2001; 2002; Rao, 2003; Kim et al., 2006; Chae

et al., 2008; Choo et al., 2008; Srivastava and

Lohani, 2015; Finch and Tomkins, 2017; Magotra

et al., 2017; Fawzy, 2018; Wang et al., 2018).

2014년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부지 내 불

소 오염토양 매립 문제 제기에 의해 수행된 불소 오염

도 조사와 2018년 수행된 용유도 을왕산 지역의 암석

내 불소의 자연적 기원 규명에 대한 연구에서 검출된

토양오염 우려기준을 초과한 불소가 자연적 기원임이

보고되었다(환경보건기술연구원, 2015; Lee et al.,

2018). 이에 본 연구는 Lee et al.(2018)의 후속 연구

로서 용유도 지역 내 위치한 을왕산에 분포한 불소의

기원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기존 연구의 조사지역

을 확대하였다. 을왕산을 포함한 용유도와 삼목도에 위

치하는 토취원 부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으며 본 연구

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연구에서 사용된 연구방법들을

준용하였다.

2. 지질개요

인천국제공항 부지는 1992년부터 시작된 건설 사업

에 의해 개별적으로 존재하였던 영종도, 삼목도, 신불

도, 용유도 등과 같은 여러 개의 섬들 사이의 바다가

매립되면서 하나의 섬(영종도 또는 영종용유도)이 되어

인천시로 편입되었고, 현재 행정구역상 인천광역시 중

구에 위치한다. 본 연구는 2009년부터 시작되어 2023

년에 완료될 예정인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

을 위하여 활용된 4개의 토취원이 위치하는 용유도(1

토취원-오성산, 2토취원-을왕산), 삼목도(3토취원-삼목2

도, 4토취원-삼목1도)를 대상으로 수행되었다(Fig. 1).

Cho and Lee(2016)의 무학·주문도·용유도도폭 지질조

사 보고서(축적 1: 50,000) 및 Kim and Choi(2014),

Lee et al.(2018)에 보고된 바에 따르면 용유도 및 삼

목도는 주로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이 분포하고 있

다.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은 용유도도폭 내 용유

도, 삼목도, 실미도 일대에 넓게 분포하며, 암색은 담

홍색을 띠고 있고 중·조립의 등립질인 부분적인 엽리

상이 나타난다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Cho and Lee,

2016). 그러나 용유도 내 위치하는 을왕산의 흑운모화

강암에서는 이와 상이하게 유백색, 담홍색을 띠는 중

립의 등립질이며 엽리가 관찰되지 않는 특징을 가진다

고 보고되었다(Lee et al., 2018).

3. 연구방법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4개 지역의 토취원 내 분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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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석의 야외 특성을 파악하였으며, 연구지역 내에 주

로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과 그와는 상이하게 나타나

는 반화강암, 페그마타이트, 화강 반암, 암맥류(안산암,

현무암질 안산암), 흑운모편암, 압쇄암 등의 암석을 채

취하였다(Fig. 2). 채취한 시료는 현미경 관찰과 지화학

적 분석에 사용할 박편 및 연마편, 분말로 제작하였으

며 시료의 전처리 과정은 Lee et al.(2018)에서 수행

된 방법에 기초하여 수행하였다. 주구성광물 및 불소

함유광물의 입자, 조직 및 상호관계를 파악하고자 암

석 시료를 박편으로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하에서 관찰

하였다. 또한 불소함유광물(형석, 견운모, 흑운모, 녹니

석, 각섬석)의 전자현미경(후방산란전자상; BSE image)

관찰 및 불소함량 분석을 위해 편광현미경 관찰에 사

용된 박편을 연마편으로 제작한 후 탄소 코팅을 하여

사용하였다. 채취한 암석 시료를 단조강 해머를 사용

하여 파쇄한 후 볼 밀(SPEX SamplePrep 8000D

Mixer/Mill, Tungsten Carbide Vial)로 분말을 제작하

였으며 제작한 분말 시료를 사용하여 X-선 형광분석

(XRF), X-선 회절분석(XRD) 및 전자현미분석(EPMA)

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 내 암석에 대한 불소함량을 분석하기 위한

X-선 형광분석은 Bruker사의 S8 TIGER X-선 형광분

석기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Lee et al.(2018)에서 수

행한 을왕산 외의 지역에서는 암석 내 불소함량 분석

이 시도되지 않았으며, 을왕산 시료 분석과 동일하게

화강암 표준시료(불소함량 1,050, 2,100 mg/kg)를 사

용하여 검량선을 그어 분석을 수행하였다.

연구지역 내 암석 중 불소함량이 지각 전체 평균불

소함량인 1,000 mg/kg보다 상회하는 암석의 구성광물

동정을 위해 Bruker사의 D8 Advance A25 X-선 회절

Fig. 1. (a) Location of the study area, (b) The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after Lee et al., 2018).

Fig. 2. Location of sampling points. (a) Oseongsan (OS) and Eulwangsan (EW) (modified after Lee et al., 2018); (b)

Sammokdo (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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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기를 사용하여 X-선 회절분석을 수행하였으며, 분석

조건은 Lee et al.(2018)에서 수행된 방법과 동일하게

니켈 0.02 필터를 이용한 구리 파장의 X-선, 40 keV,

40 mA, 4~80°2theta 구간에서 0.02°/0.2 sec로 설정

하여 실시하였다. 화강암에 존재하는 대표적인 불소함

유광물인 형석은 암석 내 소량 존재하며, 알칼리장석

의 회절패턴과 중첩되어 나타나기 때문에 분석조건을

40 keV, 40 mA, 46.5~47.8°2theta 구간에서 0.01°/

1.0 sec로 변경하여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 자료는

EVA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광물 조성분석을 하였으며,

TOPAS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분석을 하였다(정성

분석에서 견운모의 회절 패턴은 백운모의 회절 패턴과

동일하게 나타나므로 백운모 회절 패턴을 이용하여 분

석하였다).

전자현미분석은 불소함유광물(형석, 견운모, 흑운모,

녹니석, 각섬석)의 후방산란전자상 관찰 및 불소함량분

석을 위해 수행되었으며, JEOL사의 JXA-8100 전계방

사형 전자현미분석기를 사용하였다. 정량분석 조건은

15 keV, 10 nA, 빔 직경 5~10 µm로 설정하여 수행

하였으며 원소별 표준시료 및 검출한계(mg/kg)는 F

(Fluorite; 549~1650), Fe (Iron; 146~201), K (Biotite;

148~184), Na (Albite; 158~202), Mn (Spessartine

garnet; 174~210), Ca (Wollastonite; 110~149), Si

(Wollastonite; 126~191), Ti (Sphene; 178~256), Al

(Biotite; 77~149), Mg (Diopside; 79~127)이다.

또한 다른 특징을 가지는 토취원 4개 지역의 흑운모

화강암에 대한 연령 비교를 위한 SHRIMP U-Pb 저

어콘 연령측정을 수행하기 위해 각 연구지역의 흑운모

화강암 시료 4개를 선별하였으며, 저어콘 분리는 선광

팬을 이용한 Cheong et al.(2013)의 방법으로 수행하였

다. 연령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의

SHRIMP-IIe을 이용해 실시하였고, 분석 직경은 25 µm

이며 빔 세기는 4.8 nA로 분석하였다. SQUID 프로그

램을 이용하여 분석 자료를 처리하였으며, SHRIMP

분석은 기존의 연구들에 사용된 방법과 절차를 준용하

여 수행하였다(Williams, 1998; Ireland and Williams,

2003; Kim et al., 2016; Seo et al., 2016; Hwang

et al., 2017; Cho et al., 2019).

4. 연구결과 및 토의

4.1. 야외지질조사 결과

기존 연구에서 용유도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흑

운모화강암은 중·조립질의 미약한 엽리를 가지는 특징

을 가지고 있다고 보고되었다(Kim and Choi, 2014;

Cho and Lee, 2016). 하지만 오성산 및 을왕산에 분

포하는 흑운모화강암은 중립의 등립질로 문헌에 보고

된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

며, 삼목도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은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과 유사한 특징을 가진다.

오성산은 흑운모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페

그마타이트, 안산암, 압쇄암이 소규모로 분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흑운모화강암의 신선한 노두에서는 석영,

장석 등에 의해 담홍색을 띠며, 흑운모는 주로 흑색으

로 관찰된다. 주 구성광물인 석영, 장석은 세립으로 나

타나며 방향성은 보이지 않는다(Fig. 3a). 페그마타이트

는 수 mm~cm의 석영 및 장석에 의해 유백색을 띠

고 흑운모는 괴상의 석영 및 장석 사이에 수 mm의

크기로 존재한다. 안산암은 소규모의 암맥으로 흑운모

화강암을 관입하며 흑색의 미정질 석기에 기공이 존재

한다(Fig. 3b). 압쇄암은 노두에서 담갈색 또는 갈색을

띠는 미정질이며 방향성이나 엽리가 관찰되는 경우도

존재한다(Fig. 3c). 주변의 흑운모화강암과 접하는 지점

이 뚜렷하게 나타나며, 다양한 위치에서 소규모로 관

찰된다.

Lee et al.(2018)에 의하면 을왕산은 흑운모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페그마타이트, 반화강암, 화강

반암, 안산암, 흑운모편암, 압쇄암이 소규모로 분포하

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흑운모화강암의 신선한 노두에

서는 석영, 장석 등에 의해 유백색, 담홍색을 띠며, 흑

운모는 주로 짙은 갈색으로 보이며 변질되어 녹색으로

관찰되었다. 주구성광물인 석영과 장석은 중립의 등립

질이며, 방향성은 보이지 않았다(Fig. 3d). 풍화가 진행

된 노두에서 암색은 갈색을 띠며 신선한 노두에 비해

구성광물의 입자는 타형으로 보이고 흑운모는 변질되

어 녹색으로 나타났다(Fig. 3e). 페그마타이트는 수 cm

의 석영 및 장석에 의해 유백색 및 담홍색을 띠고 흑

운모는 괴상의 석영 및 장석 사이에 소량 존재하였다.

반화강암은 담홍색을 띠고 주구성광물인 석영, 장석,

흑운모 입자가 세립이며 방향성은 나타나지 않았다. 화

강 반암은 안산암질의 미정질 석기에 포획된 석영, 장

석 반정으로 이루어진 반상 조직이 나타났다(Fig. 3f).

안산암은 소규모의 암맥으로 주변의 흑운모화강암을 관

입하며 흑색의 미정질 석기에 기공이 존재하거나 석영,

장석 또는 흑운모가 채워진 반정이 나타났다(Fig. 3g).

흑운모편암은 녹갈색을 띠며 세립질의 흑운모, 녹니석

입자가 방향성을 보였다(Fig. 3h). 압쇄암은 백색을 띠

는 미정질이며 벽개 사이로 백운모가 채워져 있는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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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관찰되었다(Fig. 3i).

삼목도는 흑운모화강암이 넓게 분포하며 페그마타이

트, 반화강암, 현무암질 안산암이 소규모로 나타난다.

흑운모화강암은 신선한 노두에서 석영, 장석 등에 의

해 회백색, 담홍색을 띠며, 흑운모는 주로 흑색으로 보

인다. 석영, 장석 및 흑운모의 입자는 수십 mm의 크

기로 보이며 미약한 엽리를 관찰할 수 있다(Fig. 3j).

풍화와 변질이 진행된 노두에서는 갈색을 띠며 신선한

노두에 비해 입자나 미약한 엽리가 확연히 보이지 않

는다. 페그마타이트는 괴상의 석영, 장석으로 이루어졌

으며 흑운모의 입자 또한 수 cm 크기로 관찰된다. 유

백색이나 담홍색으로 보이며 흑운모는 흑색을 띤다. 반

화강암은 알칼리장석에 의해 담홍색을 띠며 주구성광

물인 석영, 장석, 흑운모 입자가 세립질로 보이며 방향

성은 나타나지 않는다. 현무암질 안산암은 소규모의 암

맥으로 흑운모화강암을 관입하여 나타나며 미정질의 흑

색을 띤다. 오성산과 을왕산에서 나타나는 암맥류와는

다르게 기공이 나타나지 않는다(Fig. 3k, l). 삼목1도와

삼목2도로 나누어져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의 토취원

으로 활용되었지만 야외지질조사 결과 특징이 유사하

다고 판단되어 삼목도로 기재하였다.

4.2. 현미경 관찰 결과

오성산의 암석 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흑운모화강암 내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

니석 등의 구성광물 입자는 1 mm 크기 이하의 자형

이나 반자형으로 나타난다. 사장석은 풍화가 진행되어

견운모로 변질되어 있는 경우에 타형으로 나타나기도

Fig. 3. The photographs showing the outcrops of representative rocks observed in the study area (a~c: Oseongsan; d~i:

Eulwangsan; j~l: Sammokdo). (a) Rose pink fresh biotite granite (OS-1), (b) Andesite dyke (OS-6), (c) Mylonite (OS-9), (d)

Ash gray fresh biotite granite (EW-1), (e) Weathered biotite granite of brown (EW-3), (f) Granite porphyry (EW-6), (g)

Andesite dyke (EW-8), (h) Biotite schist (EW-9), (i) Mylonite (EW-10), (j) Rose pinkish biotite granite (SM-2), (k) Basaltic

andesite dyke (SM-9), (l) Basaltic andesite dyke (SM-10). (d~i) were modified after Lee et al.(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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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흑운모는 흑색이나 짙은 갈색을 띠며 녹니석으

로 변질되어 짙은 녹색으로도 관찰된다. 불소함량이 낮

은 시료의 경우 형석이 존재하지 않으나, 불소함량이

높은 시료의 경우 석영과 함께 세맥 형태로 형석이 관

찰된다(Fig. 4a, b). 페그마타이트는 괴상의 입자로 현

미경 하에 큰 결정으로 관찰되며, 결정의 경계부에 수

mm 크기의 녹니석이나 세맥 형태의 방해석이 관찰된

다. 안산암은 미정질의 석영, 장석, 흑운모의 석기에 녹

니석 반정이 나타난다. 녹니석 반정은 대부분 결정 경

계가 뚜렷하게 나타나지만 1 mm 이하 크기의 작은

반정의 경우 석기에 의해 경계가 희미하게 나타나기도

한다. 압쇄암은 석영, 견운모, 불투명광물이 주로 관찰

되며, 석영 입자는 타형으로 나타나고 깨져 있다. 깨진

석영은 견운모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깨진

벽개에 견운모가 채워져 있다(Fig. 5a, b). 석영, 견운

모가 주로 나타나지만 알칼리장석이나 소량의 형석이

관찰되는 시료도 있다.

을왕산의 암석 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는

Lee et al.(2018)에 기재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흑운모화강암, 압쇄암에 대해 추가적으로 관찰하였다.

흑운모화강암 내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

니석 등의 광물 입자는 수 mm 크기의 반자형으로 나

타난다. 또한 일부 사장석은 풍화작용으로 인해 견운

모로 변질되어 존재하며 일부 흑운모는 녹니석으로 변

질되어 존재한다. 형석은 주로 석영과 함께 세맥으로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Fig. 4c, d). 압쇄암은 석영,

견운모, 불투명광물이 관찰되며 석영 입자는 타형으로

나타나고 깨져 있다. 전체적으로 오성산의 압쇄암과 유

사하게 견운모가 압쇄된 석영을 포획하고 있는 특징이

보인다(Fig. 5c, d). 편광현미경 사진은 Lee et al.(2018)

Fig. 4. Microscopic photographs of biotite granite. (a, c, and e) crossed nicols; (b, d, and f) open nicols. (a~d) Small veinlet-

type fluorite together with quartz (a, b: OS-3; c, d: EW-1), (e, f) Minerals composing of biotite granites containing

amphiboles (SM-1). Qz=Quartz; Pl=Plagioclase; K-f=K-feldspar; Mc=Microcline; Ser=Sericite; Bt=Biotite; Chl=Chlorite;

Amp=Amphibole; Fl=Fluorite.



인천 용유도와 삼목도 지역 내 분포하는 자연기원 불소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281

을 참고하였다.

삼목도의 암석 시료에 대한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의 입자 크기

가 수 mm 크기의 반자형으로 나타난다. 알칼리장석은

퍼사이트, 미사장석으로 나타나며 사장석과 함께 견운

모로 변질되어 관찰되기도 한다. 흑운모는 짙은 갈색

으로 나타나며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녹색을 띠는 경우

도 존재한다. 각섬석은 타형으로 나타나 뚜렷하게 관

찰되지 않지만 주로 흑운모, 녹니석과 인접하여 존재

하며 소량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현미경 하에서 관찰

되지 않는다(Fig. 4e, f). 페그마타이트는 수 mm~cm

크기의 석영, 장석에 의해 유백색을 띠며, 결정 간이나

깨진 결정의 벽개를 따라 석영과 백운모가 채워져 있

다. 반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과 유사한 구성광물이 존

재하지만 입자가 1 mm 이하 크기의 반자형으로 나타

난다. 현무암질 안산암은 미정질의 장석, 흑운모, 녹니

석의 기질과 반자형의 장석과 녹니석, 각섬석이 수

mm 크기의 반정으로 관찰된다(Fig. 5e, f).

오성산 암석 시료 중 흑운모화강암의 전자현미경(후

방산란전자상) 관찰 결과, 흑운모와 녹니석은 타형으로

관찰되고 견운모는 사장석이나 알칼리장석의 풍화작용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석은 석영이나 흑운

모, 녹니석과 함께 세맥의 형태로 관찰된다(Fig. 6a).

안산암은 편광현미경 하에서 녹니석 반정으로 보였지

만 전자현미경 하에서는 녹니석과 흑운모가 같이 반정

으로 존재하는 것으로 관찰되었다(Fig. 6b). 압쇄암에서

는 석영과 변질된 견운모가 주를 이루며, 견운모는 방

향성이 나타난다(Fig. 6c). 철이나 망간산화물 등이 관

찰되며, 형석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을왕산 암석 시료에 대한 관찰 결과는 Lee et

Fig. 5. Microscopic photographs of mylonite and dykes. (a, c, and e) crossed nicols; (b, d, and f) open nicols. (a~d) Sericite

including cataclastic quartz grains or sericite filled in the micro-fractures of quartz (a, b: OS-7; c, d: EW-10), (e, f) Biotite/

chlorite and amphiboles included in mylonite (SM-9). Qz=Quartz; Pl=Plagioclase; K-f=K-feldspar; Ser=Sericite;

Bt=Biotite; Chl=Chlorite; Amp=Amphibole. 



282 이종환 ·정종옥 ·김건기 ·이상우 ·김순오

al.(2018)에 자세히 기재되어 있다. 흑운모화강암의 전

자현미경 관찰 결과, 흑운모와 녹니석은 대부분 자형

으로 나타나고 견운모는 사장석의 풍화작용에 의해 형

성된 것으로 보인다. 형석은 석영, 장석의 사이에 세맥

형태로 나타난다(Fig. 6d, e). 압쇄암에서는 석영과 견

운모, 불투명광물 등이 관찰된다(Fig. 6f). 전자현미경

사진 또한 Lee et al.(2018)을 참고하였다.

삼목도 흑운모화강암의 전자현미경 관찰 결과, 흑운

모와 녹니석, 각섬석은 반자형으로 관찰된다. 각섬석의

경우 대부분 흑운모, 녹니석과 인접하여 존재하며 암석

내 소량 존재하는 경우 관찰되지 않는다. 견운모는 사

장석의 변질로 형성된 것이 관찰된다(Fig. 6g). 현무암

질 안산암은 사장석, 견운모 기질에 자형이나 반자형의

흑운모, 녹니석, 각섬석이 다량 관찰된다(Fig. 6h, i).

편광현미경과 전자현미경에서 관찰된 흑운모화강암

내의 형석은 세맥의 형태로 사장석이나 알칼리장석의

벽개나 광물들의 입자 사이에 관입하거나 석영맥과 동

반한 것으로 보이며, 세맥으로 나타나거나 석영맥과 동

반한 형석은 이차적인 열수 기원에 의해 형성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Nadoll et al., 2016; Finch and

Tomkins, 2017; Magotra et al., 2017; Fawzy, 2018).

따라서 흑운모화강암 내 높은 불소함량은 이차적인 열

수로 형성된 형석에 의한 자연적 기원으로 해석된다.

암맥류 내 불소함량은 다량의 운모류(흑운모, 녹니석)에

Fig. 6. The BSE images on the rocks containing fluorine (a~c: Oseongsan, d~f: Eulwangsan; g~i: Sammokdo). (a) Quartz,

K-feldspar, biotite, chlorite, sericite, and fluorite in biotite granite (OS-2), (b) Chlorite phenocryst included in andesite dyke

(OS-6), (c) Sericite in mylonite (OS-7), (d) Small veinlet type of fluorite in biotite granite (EW-2), (e) Vein of quartz and

fluorite in biotite granite (EW-3), (f) Quartz and sericite in mylonite (EW-10), (g) Biotite, chlorite, sericite, and amphibole in

biotite granite (SM-4), (h) Subhedral biotite/chlorite and anhedral amphibole in basaltic andesite dyke (SM-9), (i) Euhedral

biotite/chlorite and chlorite phenocryst in basaltic andesite dyke (SM-10). Qz=quartz; Pl=plagioclase; K-f=K-feldspar;

Ser=sericite; Bt=biotite; Chl=chlorite; Amp=Amphibole; Fl=flu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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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것으로 보이며, 수산기를 포함하는 운모류는 불소

이온과 치환되어 자연적으로 불소를 함유할 수 있다

(Hwang, 2001; 2002; Rao, 2003; Kim et al., 2006;

Chae et al., 2008; Choo et al., 2008; Srivastava

and Lohani, 2015; Wang et al., 2018). 따라서 암맥

류 내 높은 불소함량은 자연적 기원임을 지시한다. 압

쇄암은 다량의 견운모에 의해 높은 불소함량을 가지며,

흑운모화강암에서 관찰되는 견운모와 다르게 장석의 경

계부가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고 압쇄된 석영 사이를

채우고 있다. 석영은 압쇄작용에 의해 결정 입자가 깨

졌으며, 압쇄작용이 발생하여 생긴 연약대를 따라 들

어온 열수 광맥에 의해서 견운모가 형성되었다고 판단

된다. 결과적으로 압쇄암 내 불소의 기원은 열수변질

작용에 의한 자연적 기원의 형성으로 판단된다(Kajdas

et al., 2017; Magotra et al., 2017; Cai et al.,

2018; Fawzy, 2018; Hassaan et al., 2018).

4.3. 지화학적 분석 결과

4.3.1. X-선 형광분석(XRF) 및 X-선 회절분석(XRD)

연구지역 내 암석의 X-선 형광분석 결과, 오성산의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 시료, 을왕산의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 시료, 삼목도의 현무암질 안산암 시료에서 불

소의 함량이 1,000 mg/kg을 상회하는 값이 측정되었

다(Table 1). 이 암석들을 포함한 X-선 회절분석 자료

의 정성분석 결과, 오성산의 흑운모화강암은 불소함량

이 낮은 시료와 높은 시료가 존재하지만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견운모 등 구성광물의 차

이는 크게 나타나지 않았으며, 불소함량이 낮은 시료

에는 형석이 존재하지 않고 불소함량이 높은 시료에는

형석이 소량 존재한다는 차이만 나타난다. 압쇄암은 석

영, 견운모 등으로 간단하게 구성되어 있다(Fig. 7a,

b). 을왕산의 X-선 회절분석 자료의 정성분석 결과는

Lee et al.(2018)을 참고하였다.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견운모 등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압쇄암은 석영, 견운모 등만 나타나는

간단한 회절 패턴을 보인다(Fig. 7c, d). 삼목도의 흑운

모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견운모 등 오성산, 을왕산의 흑운모화강암과 광물 구

성은 유사하지만 각섬석을 포함하고 있다는 차이점이

있다. 현무암질 안산암은 사장석, 알칼리장석, 흑운모,

녹니석, 방해석, 각섬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7e,

f). 형석은 아주 소량인데다 회절 패턴이 알칼리장석과

겹쳐서 나타나기 때문에 연구방법에서 서술한 조건으

로 따로 분석을 수행하여 나타낸 결과이며, 암석 내

형석이 존재하면 알칼리장석의 피크에서 어깨가 나온

것처럼 보인다. 오성산 및 을왕산의 흑운모화강암 시

료에서 소량의 형석이 존재하며, 삼목도의 암석 시료

는 전체적으로 형석이 존재하지 않는다(Fig. 8).

연구지역 내 암석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자료의

정량분석 결과는 Table 2에 기재하였다. 오성산의 암석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자료의 정량분석 결과, 불

소함량이 낮은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33.53~35.02wt%,

사장석 26.70~28.03wt%, 알칼리장석 25.40~29.49wt%,

흑운모 0.90~1.66wt%, 녹니석 1.15~2.93wt%, 견운

모 5.65~8.60wt%로 구성되어 있으며, 불소함량이 높

은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35.59~43.69wt%, 사장석

Table 1. The results of XRF analyses on the rocks within the study area (wt%)

SiO2 TiO2 Al2O3 Fe2O3 MnO MgO CaO Na2O K2O P2O5 F Total

Biotite

Granite

OS

72.86

±0.71

0.17

±0.05

15.18

±0.10

1.75

±0.15

0.03

±0.01

0.52

±0.04

0.34

±0.09

3.51

±0.01

5.43

±0.25

0.05

±0.01

0.06

±0.01 

99.89

±0.01

71.62

±0.15

0.22

±0.02

16.13

±0.02

2.11

±0.05

0.04

±0.01

0.38

±0.01

0.90

±0.04

2.74

±0.12

5.58

±0.26

0.06

±0.1

0.24

±0.04

100.05

±0.04

EW
73.14

±1.47

0.18

±0.09

14.81

±0.83

1.45

±0.50

0.02

±0.01

0.17

±0.07

0.69

±0.37

4.16

±0.50

5.48

±0.41

0.03

±0.01

0.17

±0.04

99.99

±0.07

SM
71.45

±2.35

0.20

±0.11

14.81

±0.92

1.54

±0.58

0.02

±0.01

0.23

±17

1.19

±0.36

4.08

±0.39

5.85

±0.78

0.06

±0.05

0.06

±0.04

99.81

±0.03

Mylonite

OS
69.78

±1.97

0.19

±0.10

21.60

±2.32

1.41

±0.23

0.02

±0.02

0.19

±0.09

0.19

±0.18

0.21

±0.09

6.25

±0.29

0.07

±0.06

0.15

±0.05

100.01

±0.02

EW
60.00

±0.04

0.10

±0.03

18.86

±0.06

11.49

±0.05

0.50

±0.03

0.26

±0.06

0.18

±0.11

1.34

±0.09

6.14

±0.19

0.01

±0.01

0.24

±0.03

99.80

±0.03

Dike SM

50.03

±0.27

1.45

±0.23

16.66

±0.17

9.21

±0.33

0.12

±0.01

5.32

±0.03

6.20

±0.01

3.46

±0.08

4.43

±0.09

1.22

±0.07

0.18

±0.04

99.62

±0.10

56.22

±0.14

0.60

±0.04

14.24

±0.20

6.23

±0.30

0.09

±0.01

9.02

±0.20

5.51

±0.26

3.00

±0.11

3.15

±0.05

0.33

±0.05

0.07

±0.02

99.43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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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06~23.57wt%, 알칼리장석 23.94~28.80wt%, 흑운

모 0.71~0.75wt%, 녹니석 2.91~4.82wt%, 견운모

3.16~9.05wt%, 형석 0.32~0.59wt%로 구성되어 있다.

안산암질암맥은 석영 29.94~30.06wt%, 사장석 13.50

~13.60wt%, 알칼리장석 18.58~19.10wt%, 흑운모

9.43~9.85wt%, 녹니석 22.85~23.15wt%, 방해석

4.36~4.38wt%로 구성되어 있다. 압쇄암은 석영

57.95~58.43wt%, 견운모 41.15~41.57wt%로 구성되

어 있으며, 주위 흑운모화강암의 알칼리장석이나 형석

을 소량 포함하고 있는 경우도 있다.

을왕산의 암석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자료의

정량분석 결과는 Lee et al.(2018)에 기재되어있다. 또

한 본 연구에서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 시료에 대한

추가 분석을 진행하였으며, 기존 문헌에서 보고된 결

과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28.70~31.16wt%, 사장석 31.60~35.20wt%, 알칼리장

석 28.66~29.44wt%, 흑운모 0.58~1.86wt%, 녹니석

0.26~1.40wt%, 견운모 4.28~6.24wt%, 형석 0.28~

0.66wt%로 구성되어 있으며, 압쇄암의 경우 석영

59.24~59.60wt%, 견운모 40.18~40.82wt%로 구성되

어 있다.

삼목도의 암석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자료의

Fig. 7. The results of qualitative XRD analyses on the rocks within the study area. The peaks of sericite and muscovite are

identical, and only that of muscovite is presented. (a) Biotite granites in the Oseongsan area (OS-1, 2, 3, 4), (b) Mylonite in

the Oseongsan area (OS-7), (c) Biotite granites in the Eulwangsan area (EW-1, 2, 3), (d) Mylonite in the Eulwangsan area

(EW-10), (e) Biotite granites in the Sammokdo area (SM-1, 2, 3, 4), (f) Basaltic andesite dykes in the Sammokdo area (SM-

9,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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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량분석 결과,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24.30~31.64wt%,

사장석 28.24~34.81wt%, 알칼리장석 27.15~35.07wt%,

흑운모 0.07~3.51wt%, 녹니석 0.18~1.45wt%, 견운

모 3.17~4.92wt%, 각섬석 0.33~1.00wt%로 구성되어

Fig. 8. X-ray diffractograms of fluorites overlapped by those of K-feldspars. The shoulders were identified when fluorite

existed in biotite granite (OS-3, 4; EW-1, 2, 3), but they were not observed in dykes and mylonites. (a) Biotite granite (OS-1,

2, 3, 4) and mylonite (OS-7) in the Oseongsan area, (b) Biotite granite (EW-1, 2, 3) and mylonite (EW-10) in the Eulwangsan

area, (c) Biotite granite (SM-1, 2, 3, 4) and basaltic andesite dykes (SM-9, 10) in the Sammokdo area.

Table 2. The results of XRD quantitative analyses on the rocks within the study area (wt%)

Quartz Plagioclase K-feldspar Biotite Chlorite Sericite Amphibole Calcite Fluorite

Biotite

Granite

OS

34.28

±0.75

27.36

±0.66

27.45

±2.05

1.28

±0.38

2.04

±0.89

7.12

±1.47
- - -

39.64

±4.05

22.82

±0.76

26.37

±2.43

0.73

±0.02

3.87

±0.96

6.11

±2.95
- -

0.46

±0.14

EW
29.81

±1.10

33.41

±1.81

29.08

±0.42

1.22

±0.61

0.83

±0.56

5.22

±0.93
- -

0.44

±0.17

SM
27.97

±3.67

31.53

±3.29

31.11

±3.96

1.79

±1.72

0.82

±0.64

4.05

±0.88

0.67

±0.34
- -

Mylonite

OS
58.19

±24
- - - -

41.36

±0.21
- - -

EW
59.52

±0.10
- - - -

40.50

±0.32
- - -

Dike SM

-
44.01

±0.07

12.68

±0.17

31.58

±0.25

4.74

±0.07
-

6.36

±0.08
- -

13.72

±0.17

24.79

±0.11

11.51

±0.06

3.77

±0.12

12.40

±0.08

7.06

±0.10

23.39

±0.47

2.24

±0.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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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현무암질암맥은 사장석 43.94~44.08wt%, 알

칼리장석 12.51~12.85wt%, 흑운모 31.33~31.83wt%,

녹니석 4.67~4.81wt%, 각섬석 6.28~6.44wt%로 구성

되어 있다. 안산암질암맥은 석영 13.55~13.89wt%, 사

장석 24.68~24.90wt%, 알칼리장석 11.45~11.57wt%,

흑운모 3.65~3.89wt%, 녹니석 12.32~12.48wt%, 견

운모 6.96~7.16wt%, 각섬석 22.92~23.86wt%, 방해

석 2.23~2.25wt%로 구성되어 있다.

4.3.2. 전자현미분석(EPMA)

연구지역 암석 시료의 광물 내 불소평균함량 측정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는 Table 3에 기재하였다. 오

성산의 흑운모화강암, 안산암질암맥, 압쇄암 내 구성광

물들의 전자현미분석 결과, 불소함유광물은 형석, 견운

모, 흑운모, 녹니석으로 나타났다. 흑운모화강암의 각

광물 내 불소함량은 형석에서 46.75~48.90wt%, 견운

모 0.00~1.03wt%, 흑운모 0.19~1.14wt%, 녹니석

0.00~0.54wt%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형석을 제외하고

는 불소함량의 고저에 따라 큰 차이를 나타내지 않는

다. 안산암질암맥은 흑운모에서 0.69~0.97wt%, 녹니

석에서 0.12~0.76wt% 범위로 측정되었고, 압쇄암은

견운모에서 0.00~0.83wt% 범위로 측정되었다.

을왕산의 암석에 대한 전자현미분석 결과는 Lee et

al.(2018)에 자세히 기재되어있다. 또한 본 연구에서는

흑운모화강암과 압쇄암 두 가지 암석 내 구성광물들의

전자현미분석을 추가 진행하였으며 결과는 이전 연구

와 유사하게 나타났다. 불소함유광물은 형석, 견운모,

흑운모, 녹니석으로 나타났으며, 특히 흑운모화강암의

각 광물 내 불소함량은 형석에서 46.96~49.20wt%,

견운모 0.08~0.76wt%, 흑운모 0.00~1.50wt%, 녹니

석 0.00~0.24wt% 범위로 측정되었고, 압쇄암의 견운

모에서 0.18~0.92wt% 범위로 측정되었다.

삼목도는 흑운모화강암과 암맥류(현무암질, 안산암질)

의 구성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을 진행하였으며, 불

소함유광물은 각섬석, 견운모, 흑운모, 녹니석으로 나

타났다. 흑운모화강암의 각 광물 내 불소함량은 각섬

석에서 0.00~0.57wt%, 견운모 0.00~0.72wt%, 흑운

모 0.00~1.08wt%, 녹니석 0.00~0.27wt% 범위로 측

정되었으며, 각섬석이 소량 존재하는 시료의 경우 각

섬석에 대한 측정값이 나타나지 않았다. 현무암질암맥은

각섬석에서 0.00~0.07wt%, 흑운모에서 0.10~0.44wt%

범위로 측정되었으며, 안산암질암맥은 각섬석에서

0.00~0.31wt%, 견운모 0.00~0.11wt%, 흑운모 0.16

~0.47wt%, 녹니석 0.00~0.02wt% 범위로 측정되었다.

4.4.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 결과

연구지역 내 흑운모화강암에 대한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 결과, 분석이 이루어진 저어콘들은 대

부분 진동누대구조를 잘 보여준다(Fig. 9). 오성산의

OS-3 시료 분석지점들의 Th/U 비율은 0.51~1.36 사

이에 분포하며, 19개의 점분석을 실시하였고 약

229.7±1.2 Ma(n=16 of 19, MSWD=1.4)의 206Pb/238U

의 가중평균연령을 구하였다(Fig. 10a). 을왕산의 EW-1

시료 분석지점들의 Th/U 비율은 0.50~1.11 사이에

분포하며, 18개의 점분석을 실시하였고 약 231.5±1.5

Ma(n=17 of 18, MSWD=2.6)의 206Pb/238U의 가중평

균연령을 구하였다(Fig. 10b). 삼목도의 SM-1 시료 분

석지점들의 Th/U 비율은 0.24~0.99 사이에 분포하며,

18개의 점분석을 실시하였고 약 225-241 Ma(n=18)의
206Pb/238U의 가중평균연령을 구하였다(Fig. 10c). 이러

한 가중평균연령의 결과는 SM-1 시료가 분포하는 주

변의 지질학적 사건에 의한 결과일 수 있으며 더 세밀한

연대측정을 위해서는 주변 지역의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

하다. 삼목도의 SM-3 시료 분석지점들의 Th/U 비율은

Table 3. The EPMA analytical results on the average fluorine concentrations of minerals composed of the rocks within the

study area (wt%)

F avg.

Fluorite Amphibole Sericite Biotite Chlorite

Biotite

Granite

OS
- - 0.44 0.54 0.15

47.86 - 0.47 0.89 0.36

EW 48.08 - 0.42 0.65 0.11

SM - 0.29 0.41 0.53 0.12

Mylonite
OS - - 0.42 - -

EW - - 0.56 - -

Dike SM
- 0.04 - 0.29 -

- 0.11 0.07 0.26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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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24~0.97 사이에 분포하며, 18개의 점분석을 실시하

였고 약 232.1±1.2 Ma(n=14 of 18, MSWD=1.6)의
206Pb/238U의 가중평균연령을 구하였다(Fig. 10d). 오성

산, 을왕산 및 삼목도의 흑운모화강암은 약 230 Ma에

관입한 트라이아스기 암석으로 해석 가능하며, Kim

and Choi(2014)에 의해 보고된 용유도 일대의 흑운모

화강암의 연령과 유사하게 나타났다. 오성산 및 을왕

산과 삼목도의 야외지질조사, 현미경 관찰 결과에서 흑

운모화강암의 입자크기나 엽리, 각섬석과 형석의 존재

유무에 따른 차이점이 나타났지만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의 결과는 약 230 Ma의 트라이아스기

흑운모화강암임을 지시한다. 유사한 연대의 암석이지만

오성산, 을왕산 및 삼목도에서 국부적인 지질학적 사

건(단층대 또는 열수변질대)으로 인해 암석이 다른 특

징을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5. 결 론

인천국제공항 3, 4단계 건설 사업이 진행되며 문제

가 된 사업부지 내 불소에 대한 위해성 평가를 진행하

기 이전에 토취원으로 활용되었던 용유도, 삼목도 등

의 4개 지역에 분포하는 불소에 대한 암석학적, 광물

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오성산 내 흑운모

화강암과 안산암질암맥, 압쇄암, 을왕산 내 흑운모화강

암과 압쇄암, 삼목도 내 현무암질 안산암 암맥에서 불

소함량이 높게 측정되었다. 오성산 및 을왕산의 흑운

모화강암 내 불소함량에 큰 영향을 미치는 형석은 석

영맥으로 석영과 동반하여 나타나거나 세맥의 형태로

Fig. 9. Cathodoluminescence (CL) images for the analysed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study area with locations of

analysed spots and their apparent areas in Ma. (a) Sample OS-3, (b) Sample EW-1, (c) Sample SM-1, (d) sample SM-3.

Spots diameter = 25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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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차광물의 벽개나 균열을 채우고 있기 때문에 이차적

인 열수에 의해 자연적 기원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

된다. 오성산은 불소함량이 낮은 흑운모화강암과 불소

함량이 높은 흑운모화강암이 존재하며, 불소함량이 낮

은 흑운모화강암 내에는 형석이 존재하지 않는다. 하

지만 불소함량이 높은 흑운모화강암은 암석 전체 불소

함량이 2,100~2,8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형석이

0.32~0.59wt% 존재한다. 을왕산의 흑운모화강암은 불

소함량이 1,300~2,1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형석

이 0.28~0.66wt% 존재한다. 오성산과 삼목도의 암맥

류(안산암, 현무암질 안산암)는 흑운모와 녹니석은 주

위에 산재하는 흑운모화강암 내 존재하는 양에 비해

현저히 많은 양이 검출되었으며 다량의 흑운모와 녹니

석에 의해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난다. 암맥류 또한 운

모류에 의해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나 자연적 기원에

의한 형성으로 판단된다. 오성산의 안산암질암맥은 불

소함량이 1,200~1,6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흑운

모가 9.43~9.85wt%, 녹니석이 22.85~23.15wt% 존

재한다. 삼목도의 현무암질 안산암 암맥은 불소함량이

1,400~2,2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흑운모가 31.33

~31.83wt%, 녹니석이 4.67~4.81wt% 존재한다. 오성

산 및 을왕산의 압쇄암은 다량의 견운모를 포함하고

있으며 흑운모화강암에서 관찰되는 사장석의 풍화작용

으로 인해 변질된 견운모와 다르게 장석의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 또한 주위의 깨진 석영 사

이를 채우고 있으며 압쇄된 미결정의 석영을 포획하고

있는 것으로 보았을 때 이차적인 열수에 의한 자연적

기원의 형성으로 판단된다. 오성산의 압쇄암은 불소함

량이 1,000~2,0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견운모가

41.15~41.57wt% 존재한다. 을왕산의 압쇄암은 불소함

Fig. 10. Concordia diagram for the zircons separated from biotite granites in the study area. (a) Sample OS-3, (b) Sample

EW-1, (c) Sample SM-1, (d) Sample SM-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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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이 2,100~2,700 mg/kg이며 구성광물 중 견운모가

40.18~40.82wt% 존재한다.

본 연구지역에서 불소함량이 높게 나타난 암석 내

불소의 기원은 자연적 기원인 것으로 판단되며, 본 연

구의 결과는 또한 인천국제공항 건설 사업부지 내 불

소에 대한 인체위해성 평가를 위한 기본 자료로 활용

될 것으로 기대된다. 하지만, 암석 내 불소 형성 기작

을 보다 더 명확하게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추가적

인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6. 본 연구의 의의 및 향후 연구

서언에서 언급하였듯이 불소는 지하수나 토양뿐만

아니라 암석 내 무기염의 풍화나 용해를 통한 자연적

인 발생에 의하여 노출될 수 있으며 인체 및 생태계

환경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 널리 알려진 치아 및 뼈

와 관련된 질환을 유발하고 생식기능에 영향을 미치며

출산율 감소, 발달 및 지능 장애, 내분비계나 신경계에

대한 영향 등 다양한 급만성 질환 및 발암성 질환을

초래한다는 다수의 연구결과가 보고되었다(Camargo,

2003; Oh and Lee, 2003; Rao, 2003; Ayoob and

Gupta, 2006; Ozsvath, 2009; Dehbandi et al.,

2018; Yousefi et al., 2018; Zuo et al., 2018).

국내외에서 자연적 기원의 불소 분포에 대한 암석학

적, 광물학적 연구는 소수에 불과하며, 암석 내 불소를

함유한 광물에 대한 국외 연구가 몇몇 수행되었지만

불소의 기원에 대하여 규명한 연구는 부족하다

(Magotra et al., 2017; Fawzy, 2018; Nadoll et al.,

2018; Wang et al., 2018). 또한 국내의 경우 불소의

분포에 직접적으로 영향을 주는 암석 내지 광물에 대

한 연구는 제한적인 반면, 이차적인 매체인 지하수나

토양 내 불소 분포에 대하여는 다수의 연구가 보고되

었다(Hwang, 2001; 2002; Oh and Lee, 2003; Chae

et al., 2008; Kim et al., 2006; Choo et al., 2008).

이에 본 연구에서는 암석학적, 광물학적 연구에 의한

불소의 분포 및 기원을 파악하는 데 의의가 있다. 하

지만 본 연구 결과에서도 불소 분포에 대한 정성적,

정량적 조사는 가능하였지만 토취원 내 암석의 특성에

따른 불소함량 차이나 토취원 지역별로 분포하는 유사

한 암종의 불소함량 차이를 발생시키는 원인에 대한

규명은 부족하다. 오성산 및 을왕산, 삼목도의 흑운모

화강암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에서 거의 동일한 연대로

파악되었지만 암석 내 구성광물의 차이가 나타나고 이

런 차이가 나타나는 암석의 불소함량 차이에 대한 원

인은 규명하지 못하였다. 이는 연구지역에 단층이나 변

질 등에 의한 지질학적 사건에 의해 나타나는 차이일

수도 있고 근원 마그마의 이질성에 의한 차이일 수도

있다고 판단되며, 따라서 연구지역 내 단층대나 변질

대를 중심으로 추가적인 불소함량에 대한 연구가 필요

하다. 또한 지역별 흑운모화강암의 구성광물에 대한 분

석에서 각섬석이나 형석의 존재에 의한 불소함량의 차

이가 나타났으나, 이러한 불소함량의 차이에도 불구하

고 암석 내 주성분원소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점 등으로 판단하였을 때 이러한 원인을 규명하기 위

해서는 지역별 흑운모화강암에 대한 희토류원소 패턴

분석 등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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