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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We have reported the petrographic properties on the soda straw primarily based on the field measurements and

discussed the causes of their traits. 156 soda straws in district B of the Baeg-nyong Cave nominated with the natural

monument No. 260 have been investigated to estimate physical, sedimentological and textural characteristics. The soda

straws have an average length of 3.05 cm with a standard deviation of 1.7 cm and a mean diameter of 6.0 mm. This

result shows that the average diameter of the soda straws measured in this study is thicker than previous reports by 20%.

Although the drip rates of cave water from 85.3% of all the soda straws are exceedingly lower than 1 drop per 10

minutes, almost all soda straws have a dripping water. We firstly report growth lamina in the Korean soda straw from

85.3% of all samples, and this textural dominance indicates that the growth lamina are one of the common features of the

soda straws at least in the study area. Secondary precipitations inside the soda straw were identified from 68.6%. Notably,

the strong inverse correlation between growth lamina and secondary precipitates was represented from 70.5% of all

samples. This finding might be explained by the seasonality of cave drip water supplied into the soda straws or the

increased opacity caused by secondary precipitates. Based on petrograhic characteristics, the soda straws in the study area

can be classified into normal and erratic types. Hopefully our results on the soda straws in Baeg-nyong Cave would

provide a basis for the descriptions of soda straws from other caves and paleoclimatic appli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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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동굴 내부에서 형성되고 있는 종유관에 대한 기재학적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종유관의

특징을 기술하고 그 원인에 대해 논의하였다. 백룡동굴의 주요 굴로부터 북동방향으로 분기하는 가지 굴인 B굴에서 성

장하는 종유관 156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종유관의 평균 길이는 3.05 cm (표준편차 ±1.7 cm), 평균 직경이 약

6.0 mm이다. 이러한 결과는 종유관의 직경이 기존 문헌에 기록된 것보다 약 20% 넓다는 것을 의미한다. 종유관의 끝

부분(tip)으로부터 떨어지는 동굴수의 낙수율(drip rate)은 85.3%의 종유관에서 낙수 1회 당 10분 이상으로 측정되어 매

우 느린 동굴수 공급이 이루어지고 있음을 나타내고 있으나, 전체적으로 종유관에서도 낙수가 발생된다는 것을 보여준

다. 이번 연구를 통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보고되는 종유관의 성장선은 조사된 종유관 중 85.3%에서 관찰되었다. 따

라서 해당 구역의 종유관의 경우, 성장선 형성이 매우 일반적인 종유관의 특징임을 보여준다. 또한, 각 종유관 별로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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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선 형성 부위 및 조직이 매우 다양하다는 점도 확인되었다. 종유관 내부에 형성되는 2차 침전물(secondary

precipitation)의 경우 68.6%의 종유관에서 관찰되었다. 성장선과 2차 침전물의 형성 유무 사이에서는 강한 역의 상관관

계(전체 종유관 중 70.5%)가 관찰되는데, 이는 동굴수 공급의 계절적 불연속성 또는 2차 침전물에 의한 불투명도 증가

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각각의 특징을 바탕으로 개별 종유관은 일반적인 종유관 유형과 기형 종유관 유형으로 분류

가 가능하며, 이번 백룡동굴 종유관에 대한 조사결과는 향후 다른 동굴의 종유관 기재를 위한 기초자료 및 종유관의

고기후학적 활용을 위한 선행 연구 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종유관, 동굴생성물, 백룡동굴, 성장선, 고기후 프록시

서 론

동굴생성물(speleothem)이란 동굴 내부 공간에서 2

차적으로 형성되는 광물의 집합체(mineral deposit)를

의미하며(Moore, 1952), 석회동굴에서는 주로 방해석

(calcite)과 아라고나이트(aragonite)로 이루진 동굴생

성물이 우세하게 관찰된다. 현재까지 탄산염 동굴생

성물은 형태와 성인에 따라 분류해 왔으며, 일부 연

구에 의하면 특정 동굴생성물은 공급되는 물의 양에

따라 다른 유형의 동굴생성물로 변화할 수 있다(e.g.,

Woo and Won, 1989).

최근 국내외 동굴생성물 연구는 대부분 고기후학적

관점에 치우쳐 진행되어왔는데(Woo et al., 2013;

Duan et al., 2013), 이는 동굴생성물의 암석학적/지화

학적 특징이 동굴 상부의 지질환경 및 기후 조건에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이다(e.g., Lauritzen and

Lundberg, 1999). 다양한 종류의 동굴생성물 중 석순

(stalagmite)은 최근 가장 중요한 고기후 기록물

(archive)로 인식되어 현재까지 매년 수많은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Wang et al., 2001; Cheng et al.,

2016). 예를 들면, 해당 성장선의 두께 변화와 조직적

특성, 미량원소 함량 및 안정동위원소 조성의 변화,

현생 동굴생성물 침전 실험 등 활발한 후속 연구가

이루어져 왔다(Tan et al., 2006; Duan et al., 2013;

Brook et al., 1999; Fairchild and McMillan, 2007;

Banner et al., 2007; Ruan and Hu, 2010). 특히, 석

순의 성장선(growth lamina) 또는 성장띠(growth

band)는 국내외 여러 연구를 통해 확인된 동굴생성물

의 주요 암석학적 특징으로 연단위의 세밀한 기후

복원에 활용되고 있다(Ji et al., 2011; Tan, 2007).

종유관(soda-straw)은 가장 기본적인 형태의 탄산염

동굴생성물로서, 짧게는 수 cm부터 길게는 약 6.5 m

까지 성장하며 약 5.0 mm 내외의 일정한 직경을 보

이는 빨대 형태의 동굴생성물로 잘 알려져 있다(Hill

and Forti, 1997; Woo and Won, 1989; Choi and

Woo, 2008; Woo et al., 2008). 석순과 함께 종유관

역시 국내외 학자들에 의해 연대학적, 퇴적학적 및

고기후학적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으며(St Pierre

et al., 2012; Paul et al., 2013; Perrette and Jaillet,

2010; Jo et al., 2006), 해외 일부 지역에서도 종유관

이 성장선을 형성하여 존재하는 것이 보고되었다

(Perrette and Jaillet, 2010; Desmarchelier et al.,

2006). 하지만 현재까지의 종유관 연구는 다른 여러

종류의 동굴생성물에서와 마찬가지로 가장 기본적인

기재학적 연구에 기반되지 않았기 때문에, 명확한 근

거에 의한 기재가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다. 최근

본 연구팀에 의해 진행된 현장조사에 의하면 실제

동굴 내에 형성되고 있는 종유관은 여러 문헌자료에

서 알려진 바와는 달리 다양한 크기와 조직적 특징

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또한, 종유관의 성장

선 등 향후 고기후학적 및 그 외 다양한 지질학적

활용연구를 위해서라도 개별 종유관 시료에 집중한

활용 연구와 동시에 종유관의 폭넓은 산출상태 및

그 원인에 관한 연구가 선행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국내 석회동굴 중 일부

구간에서 형성되고 있는 종유관의 암석기재학적 연구

를 통해 종유관의 산출상태 및 다양성을 보고하고

원인에 대해 해석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각각의

종유관에 대한 전수 조사를 통하여 연구지역 내 종

유관의 특징을 일반화하고, 분포 특성 및 종유관의

유형에 대해 논의하였다.

연구 지역

백룡동굴은 강원도 평창군 미탄면 마하리에 속하며

(Fig. 1A), 주변 지형은 입구를 기준으로 서쪽에 위치

한 동강과 북동 방향에 위치한 백운산으로 대표되는

감입곡류하천 지형을 나타낸다(Fig. 1B). 백룡동굴 주

변 지질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막골층에

해당하며, 주로 회색-암회색 석회암과 백운암(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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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구성되어 있다(Choi and Chough, 2005). 천연

기념물 제260호로 지정된 평창군 소재의 백룡동굴은

총 1개의 주요 굴(A굴)과 3개의 가지 굴(B, C, D굴)

로 구성된 수평동굴로서, 현재 주요 굴에 한해 일반

인에게 개방되어 있다. 이번 연구는 개방되지 않은

구역의 가지 굴인 B굴에서 수행되었으며, B굴은 현

재 관광객의 출입이 제한되어 있어 자연 상태를 유

지하는 동시에 접근성이 좋고, 다양한 형태의 종유관

이 다른 가지 굴에 비해 밀집되어 있다는 장점이 있

다(Fig. 1C).

백룡동굴의 개방 이전 종합학술조사를 통해 보고된

바에 따르면(Woo et al., 2006), 백룡동굴의 주요 굴

인 A굴은 절리면의 영향에 의하여 동-서 방향으로

형성되어있으며, 가지 굴인 B굴은 주향 N35
o

~65
o

E,

경사 35
o

~40
o

NW 방향이 우세한 층리면의 영향을 받

아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형성되어 있다. 2005년

7월부터 11월까지 매월, 그리고 2006년 2, 4, 5월의

동굴 온습도는 입구로부터 내부로 들어갈수록 약

13.0~13.9
o

C의 온도와 90% 이상의 습도를 나타내고,

내부로 갈수록 동굴의 대기가 안정한 상태로 유지되

고 있음을 보여준다. 이산화탄소 분압의 경우, 내부

는 440~1370 ppmv의 범위를 나타내며, 여름과 가을

Fig. 1. Geographical setting of the study area. (A) The Korean Peninsula. (B) A satellite image around the Baeg-nyong Cave.

(C) A cave map of the Baeg-nyong Cave. The circle denotes the distribution of the soda straw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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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에 상대적으로 높은 농도를 보인다.

연구 방법

종유관에 대한 기재학적 연구를 위해 종유관이 밀

집 분포하는 임의의 구역을 설정하여 해당 구역 내

종유관에 대한 분포를 확인한 후, 기재학적 특징을

정량 및 정성적으로 기재하였다. 아울러, 동굴 바닥

면에서 발견되는 기존 훼손된 종유관을 수거하여 실

내에서 실체현미경(Nikon SMZ1270, 1~13.5x) 및 편

광현미경(Nikon ECLIPSE LV100N POL, 40x)을 이

용해 관찰하였으며, 전자현미경(COXEM CX-200TM,

가속전압 20 kV) 분석을 통해 종유관의 초미세구조

를 기재하였다.

종유관 분포도 작성은 백룡동굴 B굴 내 종유관이

밀집되어 있는 임의의 직경 4 m 구역을 원으로 설정

한 후(Fig. 1C), 해당 범위 내에 위치한 115개의 종유

관과 범위 외부에 인접하여 위치한 41개의 종유관을

포함하여 총 156개 종유관에 대해 레이저거리측정기,

줄자, 클리노컴퍼스, 수평계를 이용하여 실측하였다.

종유관의 특징 기재는 크게 형태학적, 퇴적학적,

조직적 특징으로 나누어 수행되었다. 형태학적 특징

으로는 개별 종유관의 길이, 직경, 색상, 외부 형태를

기재하였으며, 수 mm의 직경을 보이는 종유관을 정

확히 기재하기 위해 자를 이용하여 육안 상 뚜렷하

게 구분할 수 있는 0.5 mm 단위로 실측하였다. 종유

관은 동굴천장으로부터 성장하면서 그 특징이 크게

변화하며, 종유석 등 다른 동굴생성물로부터 전이되

는 경우가 많기 때문에 종유관의 길이를 측정할 때

기준이 매우 중요하다. 이 연구에서는 종유관의 길이

를 하부 방향으로 성장하는 각 종유관의 최상부 구

간에서 첫 번째로 직경의 변화가 최소인 부분을 시

작 기점으로 종유관의 끝부분(tip)까지 측정하였다.

직경은 부분적으로 변화하기 때문에 종유관의 상부,

중부 및 하부 직경을 각각 측정하였다. 색상은 GSA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를 비롯해서 국제적

으로 널리 사용되고 있는 색체계인 Muncell color

chart를 기준으로 육안 관찰하여 기재하였다(Tucker,

1988). 외형은 하부로 성장하면서 직경의 차이가 3

mm 이상 또는 이하일 때를 임의의 기준으로 정하여

일자형, 확장형, 축소형 등으로 표기하였다.

퇴적학적 특징의 경우 야외에서 형성 위치의 기저

층(substrate) 종류, 하부 석순성장 유무, 낙수율을 관

찰 및 기재하였다. 낙수율은 낙수 발생 후, 다음 낙

수까지의 시간 간격을 측정하였다. 주변 지질구조는

해당 조사구역 주변에서 관찰되는 층리, 절리 및 단

층을 기재하였다.

조직적 특징으로는 방해석 결정의 정벽(habit), 성

장선의 존재, 경사경향, 종유관 내부 2차 침전물 성

장 유무를 조사하였다. 성장선과 내부 침전물 성장

유무는 야외에서 육안관찰을 기반으로 하여 일부 회

수한 종유관 시료를 대상으로 실체현미경, 편광현미

경, 주사전자현미경을 활용하여 추가로 관찰하였다.

연구 결과

종유관의 분포

이번 연구에서 관찰한 총 156개 종유관의 분포는

전체적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크게 두 갈래의 대상

분포를 보인다(Fig. 2). 관찰구역을 4개의 분면(우측

상단부터 반시계방향으로 1/4~4/4분면)으로 나누면

1/4분면에 61개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2/4분

면 37개, 3/4분면 27개, 4/4분면 31개 순서로 분포하

고 있다. 조사 구역의 중앙부에서 종유관의 형성이

극히 낮은 이유는 해당 위치의 동굴 천장에 상대적

으로 균열이 적고 치밀한 모암이 위치하고 있는 것

으로 보아 지속적인 동굴수의 유입이 매우 제한적이

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종유관의 전체적인 분포

양상은 두 갈래의 대상 분포를 보이는 반면, 소규모

종유관 그룹은 단일 절리 또는 층리의 방향을 따라

일렬로 배열된 특징이 야외조사 및 분포도를 통해

모두 관찰된다(Fig. 2A).

형태학적 특징

조사구역에 분포하는 종유관들은 비교적 짧은 길이

와 넓은 직경을 가지고 있다. 길이는 최소 1 cm부터

최대 8.9 cm까지 성장하였으며, 평균 길이가 3.05 cm

이고 표준편차가 ±1.7 cm인 것으로 나타났다(Fig. 3A).

종유관 직경의 경우, 개별 종유관에서는 상부, 중부,

하부 구간에서 차이를 보이는 것이 관찰된다. 그러나

전수 조사된 모든 종유관에서 구간별 평균값을 비교

해보면 상부 6.5 mm, 중부 6.0 mm, 하부 6.0 mm로

상당히 일정한 직경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된다. 이

는 조사구역 내 종유관이 약 6.0 mm의 평균 직경을

나타내고 있음을 의미한다. 개별 종유관 직경의 평균

값 분포는 Fig. 4와 같이 나타났으며, 현재 성장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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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하부 구간을 기준으로 직경에 따른 종유관의

분포 개수는 Fig. 5와 같이 나타난다. 평균 직경에

따른 종유관의 분포는 136개(87.2%) 종유관에서 약

5.0~ 7.0 mm 구간에 밀집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7.0 mm를 초과하는 직경의 종유관은 18개

(11.5%)에 해당하며, 5.0 mm 미만의 평균 직경을 보

이는 종유관은 2개(1.3%)로 매우 적은 것으로 나타

난다. 각 종유관 하부의 직경은 전체 종유관 중 6.0

mm인 경우가 가장 우세하여 총 42개가 이에 해당하

며, 이를 중심으로 상대적으로 더 넓은 직경을 보이

는 종유관과 좁은 직경을 보이는 종유관의 수는 점

차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개별 종유관의 성장방향을 따르는 색상변화 및 종

유관 사이의 색상 차이 등을 조사하기 위해 색 구분

을 단순화하여 기재하였다. 추가적으로 광물을 감정

하는 성질 중 빛을 통과시키는 정도(투명도, trans-

parency)에 따른 구분을 병행하여 기재하였다. 조사결

과, 종유관의 색은 전반적으로 매우 단순한 편으로,

주로 흰색 계열의 색상에 투명도에서만 차이를 나타

내었다(Fig. 6). 투명한 흰색의 종유관은 전체 조사대

상 종유관 중 79개를 차지하여 50.6%로 나타났으며,

반투명 흰색 종유관은 43개로 27.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불투명한 황갈색 계열을 보이는 종유관이

34개, 21.8%로 나타났다(Fig. 3B). 개별 종유관 내에

서의 색변화는 주로 상부에서 중부까지 이어지는 구

간에서 나타나며, 일반적으로 최상부에서의 황갈색

계열 색상이 하부로 갈수록 투명 혹은 반투명하게

변하는 양상이 가장 흔하다(Fig. 6C). 이러한 특징은

기저층의 풍화잔류물이 종유관의 성장 초기에 한해

접촉부에 일부 포함되기 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동안 일반적인 종유관의 형태는 전형적인 빨대모

양으로 성장방향을 따라 직경의 변화가 거의 없는

것으로 기술되어 왔다(Woo and Won, 1989; Choi

and Woo, 2008; Woo et al., 2008). 이 연구에서는

조사구역 내 종유관 평균 직경의 50%에 해당하는

3.0 mm를 기준으로 성장 방향을 따라 직경의 변화가

3.0 mm 미만으로 나타날 때 일자형(Fig. 7A), 3.0

mm 이상 직경이 증가할 때 확장형(Fig. 7B), 3.0

mm 이상 직경이 감소할 때 축소형(Fig. 7C), 기타

불규칙형으로 기재하였다(Fig. 7D, E, F, G, H). 전체

종유관 중 146개인 93.6%가 일자형에 해당하여 형태

의 변이가 다른 종류의 동굴생성물에 비해 극히 적

은 편으로 나타났으나(Fig. 3C), 축소형과 확장형을

포함하여 중력방향으로 성장하지 않는 경사진 형태,

굴곡진 형태, 부분적으로 돌출된 형태 등 같은 공간

내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의 불규칙한 종유관이 존재

하는 것이 확인되었다(Fig. 7).

퇴적학적 특징

종유관이 성장한 기저층 종류를 조사한 결과, 파손

된 동굴생성물(주로 종유석)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

다(전체 종유관 중 96개, 61.6%). 훼손되지 않은 기

존 동굴생성물 아래로 성장한 종유관의 경우도 59개

(37.8%)로 다수를 차지하고 있다. 석회암 모암을 기

Fig. 2. (A) A distribution map of soda straws measured in this study. (B) A reversal view based on unit grids without the soda

straw. Grey squares describe the spaces without any soda stra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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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층으로 성장한 종유관은 1개로 극히 드물게 관찰

되었다(Fig. 3D). 다수의 종유관이 파손된 동굴생성

물에서 성장한 이유는 동굴 내에서 발생한 인위적인

동굴생성물의 다량 훼손 이후에 종유관이 재성장했기

때문이다(Fig. 6B). 이러한 이유로 다수의 종유관 길

이가 평균 3.05 cm로 짧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조사구역 내 종유관 중 하부에 석순이 성장한

종유관은 41.0%에 해당되는 64개이고 이들을 제외한

절반 이상의 종유관 하부에서는 석순이 관찰되지 않

았다(Fig. 3E). 전체 관찰 종유관 중 대부분인 133개

(85.3%)의 종유관이 낙수가 발생 후 다음 낙수까지

소요되는 시간이 10분 이상으로 나타났으며, 비교적

빠른 1분 이상~10분 미만의 낙수율을 보이는 종유관

이 21개(13.5%), 그리고 1초 이상~1분 미만의 극히

빠른 낙수율을 보이는 종유관과 관찰 당시 물방울이

맺어있지 않은 종유관이 각각 1개씩 관찰되었다(Fig.

3F). 연구기간 동안 관찰한 종유관의 낙수율은 강우

직후 상승하는 경향을 보였으며, 매우 느리지만 전반

적으로는 종유관에서도 낙수가 발생된다.

조직적 특징

관찰된 종유관은 크게 기본 구조인 피각부분을 중

심으로 내부 침전물, 외부 침전물로 구성된 세 부분

으로 나누어지며, 피각부분의 결정조직은 주로 동굴

Fig. 3. Petrographic results of the soda straw. (A) Length and diameter of the soda straw. (B) Color. (C) Changes in the diame-

ter. (D) Type of substrate. (E) Existence of the stalagmite under the soda straw. (F) Drip rate. (G) Existence of the secondary

precipitation inside the soda straw. (H) Existence of the growth lami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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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흐름체제(flow regime) 및 방해석 결정의 성장

방향에 의해 제한된 주상 조직을 보인다. 횡단면 상

으로는 1~3개의 결정이 관 형태로 배열된 구조를 보

이며(Fig. 8A), 종단면 상으로도 1~2개의 방해석 결

정이 끊임없이 성장축을 따라 연장된 구조를 나타내

고 있다(Fig. 8B). 전체 종유관 중에서 2차 침전물

(secondary precipitation)이 성장한 종유관은 49개

(31.4%)인 반면, 성장하지 않은 종유관이 107개

(68.6%)로 나타났다(Fig. 3G). 이번 백룡동굴 조사지

역 내 종유관의 경우, 2차 침전물을 총 4가지 유형으

로 분류할 수 있다(Fig. 9). 첫째, 종유관 내벽을 따

라 부분적으로 결정이 성장한 유형이 20개로 가장

많이 차지하였다(Fig. 9A). 둘째, 내벽을 둘러 형성된

결정이 중앙부 공간으로 성장한 유형이 13개로 나타

났다(Fig. 9B). 이 유형은 방해석 결정이 중앙부로 성

장하면서 종유관 내부를 완전히 채우지 않고, 가운데

부분에 공간이 있는 도넛 형태로 형성된다. 셋째, 종

유관 내부를 절반 가까이 채워서 나타나는 유형으로

한쪽 방향의 결정이 매우 우세하게 성장한 형태이다

(Fig. 9C). 이 유형은 11개의 종유관에서 관찰되었다.

넷째, 종유관 내부를 가득 채우며 나타나는 유형으로

(Fig. 9D), 이 유형의 대부분에서 하부뿐만 아니라 중

부와 상부까지도 방해석 결정으로 채워진 특징을 보

여준다. 2차 침전물의 성장 방향은 주로 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으며(Fig. 10), 이는 2차 침전물이 일차적

으로 종유관 피각 형성 이후 공급되는 물의 방향에

따라 성장했음을 지시한다(Gonzalez et al., 1992). 연

구 구역 내에서 성장선이 관찰되는 종유관은 133개

(85.3%)로 대부분의 종유관에서 성장선이 관찰되었다

(Fig. 3H). 이러한 종유관 내 성장선의 관찰은 국내에

서 처음으로 보고되는 것으로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종유관의 기재학적 특징임을 보여준다. 이와 같은 성

장선이 백룡동굴의 해당구역에 한해 관찰되는 특징인

지에 대해서는 보다 면밀한 추가 연구가 필요하지만,

해외 동굴에서 보고된 종유관의 성장선이 관찰된 사

례(Perrette and Jaillet, 2010; Desmarchelier et al.,

2006)로 보아 일반적인 특징일 가능성이 매우 높아

보인다. 개별 종유관 별로 성장선이 관찰되는 부위와

구체적인 성장선의 조직이 매우 다른 특징을 보이는

데, 성장 방향에 수직으로 형성된 성장선이 가장 많

이 나타났다. 성장선은 주로 상부와 중부에서는 희미

하고 관찰이 불가능한 특징을 보여주기도 하는데, 이

는 종유관의 성장이 진행됨에 따라 성장선 형성이

보다 뚜렷해질 수 있는 요인이 존재한다는 것을 의

미한다. 성장선 부분에서의 정벽은 대부분 매끈한 선

형(linear-type)으로 관찰되지만, 일부 종유관의 경우

V-자 형의 결정 말단이 성장선을 따라 배열된 형태

내지 소형의 타형 결정이 뭉친 형태를 보이는 경우

도 있다. 종유관 시료의 미세조직을 관찰한 결과에

의하면 이들 성장선 중 일부는 수십 μm 단위의 아

Fig. 4. Average diameter of the soda straws. Distribution of

all the soda straws show that most of diameters range

between five millimeter and seven millimeter.

Fig. 5. The diameter distribution in the lower part of soda

straw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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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작은 크기의 방해석 결정들이 성장축의 수직방향

으로 나란히 배열되어 성장한 특징을 보여준다(Fig.

11A). 또한 추가적인 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일부

종유관의 성장선 부분이 외부 표면으로부터 오목한

형태로 형성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었으며(Fig. 11B

and 11C), 성장선 부분에 많은 공극 조직이 밀집되어

있거나(Fig. 12) 수 μm 크기의 입자상 미세 방해석

결정이 성장선을 따라 분포하고 있는 등 성장선의

조직이 같은 공간에서 성장한 종유관 사이에서도 매

우 다를 수 있다는 사실이 확인되었다(Fig. 11D and

11E). 특히, 성장선의 간격은 종유관 별로 매우 일정

한 것으로 나타났다(Fig. 11A, 11B and 11D).

Fig. 6. Colors of the soda straw. (A) Transparent soda straw. (B) Translucent soda straw. Most of soda straws show transparent

and translucent color. (C) Opaque soda straw. Arrow means the direction of the color gradation.

Fig. 7. Various types of the soda straw in the study area. (A) Straight type. (B) Expansion type. (C) Reduction type. (D) Con-

vex type. (E)°°Curved type. (F) Bumpy type. (G) Inclined type. (H) Concave ty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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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 의

종유관 분포와 주변 지질구조와의 관계

조사구역과 동일한 공간에서 측정한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N55
o

E/30
o

NW 방향을 나타낸다. 같은 백룡동

굴 B굴 내에 존재하는 다른 6개 지점에서 측정한 층

리의 방향도 이와 유사한 N54
o

~60
o

E/30
o

~35
o

NW를

나타낸다. 이러한 동굴내부에서의 지질구조 방향성은

동굴 외부의 노두에서 측정한 N41
o

E/31
o

NW 방향과

도 유사하게 나타났으며, 아울러 이번 결과는 N35
o

~65
o

E/35
o

~40
o

NW를 나타내는 기존 조사결과와도 잘

부합한다(Woo et al. 2006). 조사된 종유관의 전체적

인 분포는 이러한 지층의 주향과 유사하게 나타났는

데, 기존 해외 연구사례(Perrette and Jaillet, 2010)에

서는 성장률이 상대적으로 높은 종유관(평균 0.92

mm/year)이 모암의 주향을 따라서 성장했다고 보고

한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 관찰한 종유관에 대해서

성장률을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종유관의 분포가 주

로 지층의 주향을 따라 배열되었다는 공통점을 확인

하였다. 이러한 종유관과 주변 지질구조와의 연관성

은 공급되는 동굴수 유입량과 연관되어 있을 가능성

이 있다. 다시 설명하면, 종유관이 성장하기 위해서

는 비교적 소량의 동굴수가 지속적이고도 안정적으로

공급되어야 하는데, 이러한 조건에 주로 부합하는 구

조지질학적 조건이 주향으로 대표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이를 확인하기 위해 향후 다른 조건을 지니

는 타 지역을 조사하여 지속적인 자료 확보가 이루

어져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종유관의 형태학적/기재학적 특징의 원인

현재까지 국내에서 다른 유형의 동굴생성물과 함께

종유관을 조사한 바 있는 Woo and Won (1989),

Choi and Woo (2008)와 Woo et al., (2008)에 의하

면, 종유관은 약 5.0 mm 내외의 직경을 나타낸다.

반면, 해외 사례에 따르면 종유관의 직경은 2.0~9.0

mm 범위 내에서 다양하게 산출되며, 이들은 주로 종

유관에 맺혀있는 물방울의 직경에 의존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ill and Forti, 1997; Curl, 1972). 이번

Fig. 8. Photomicrographs of thin sections of the soda straw in a transection. A: The boundary between two calcite crystals

which have different extinction angles. B: Two calcite crystals on longitudinal section.

Fig. 9. Different types of the secondary precipitation inside

the soda straw. (A) Partial precipitation of calcite crystals.

(B) Donut type precipitation. (C) Half-filled precipitation. (D)

Full-filled precipi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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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rection of the secondary precipitation inside the soda straw. Shape of the secondary precipitates indicates the flow

direction of cave water (yellow arrow).

Fig. 11. Photomicrographs of the growth lamina in the soda straw. (A) Growth lamina and growth bands composed of small calcite

crystals. (B) Concave type growth lamina with regular intervals (yellow triangles) developed on the surface of soda straw. A white box

indicates the part of the following photograph C. (C) An enlarged photograph of B. (D) Growth lamina with the crystal aggregations.

The yellow triangles mean growth lamina. (E) A enlarged photograph of D. The white arrows show micro-calcite cryst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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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의 결과는 기존 국내 연구결과에 비해 매우 많

은 수의 종유관을 조사하였으며, 비록 일부의 조사구

역이지만 실측 전수 조사를 통해 구역 내 종유관의

형태적 특성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다. 조사구역 내

종유관의 직경은 평균 6.0 mm로 앞서 국내에서 보

고된 값과는 약 20%의 차이를 보이며, 전체 직경의

범위는 4.5~9.5 mm로 해외사례의 범위와 비교하여

범위 내 상한 값에 있어서 유사한 결과를 나타낸다.

이와 같은 결과는 국내 기존 연구들에서는 극히 소

수의 종유관 만을 대상으로 조사하였다는 점 때문일

수도 있으나, 이번 결과 역시 매우 한정된 공간에서

의 결과이므로 동일 동굴의 다른 공간과 국내 타 동

굴에서의 조사결과가 폭넓게 제시되어야 보다 명확한

자료로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개별 종유관에서는 직경 변

화가 다수 관찰된다(Fig. 3A and Fig. 4). 종유관은

기본적으로 맺혀있는 물방울로부터 이산화탄소의 유

리작용(degassing)이 발생하여 기존 테두리 피각부분

과 접하는 부분에서 집중적으로 방해석이 침전되면서

형성되는 것으로 잘 알려져 있다(Curl, 1972). 따라서

물방울의 직경이 곧 종유관의 직경을 결정하는 주요

요인인데, 관의 직경과 유체의 표면장력(Fγ )에 관한

다음과 같은 관계식(pendant drop test; e.g., Cutnell

and Johnson, 2006)으로 표현할 수 있다.

Fγ =πdγ (1)

여기서, d는 관의 직경, γ는 표면장력의 비례상수

이다. 이 식을 물방울의 무게에 관한 식으로 변환하

면,

mg =πdγsinα (2)

이며, 여기서, m은 물방울의 질량, α는 관 끝부

분의 수평면과 물방울 표면 사이의 각을 의미한다.

이 관계에 의해 각이 90°일 때 매달려 있을 수 있

는 물방울의 무게가 최대가 될 수 있으며,

mg =πdγ (3)

로 표현된다. 따라서 다른 모든 조건이 동일하고

물방울이 항상 주어진 직경에서 최대 무게에 이르러

서 떨어진다면 종유관의 직경은 물방울의 무게와 상

호 비례하는 관계를 보이게 된다. 이러한 관계는 만

약 동굴수의 유입량이 일정하다면 직경도 변화할 수

없으며, 일정한 직경을 보이는 종유관이 형성됨을 의

미한다. 반면, 유입량이 점차 증가하거나 감소하게

될 때 종유관의 직경에서 변화가 발생될 것이다. 또

한, 물의 지화학적 조성 및 동굴대기 중의 물리화학

적 조건 역시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이 제한된 공간 내에서 형성되고

있는 종유관이 개별적으로 직경의 변화가 나타나고

있는 것은 동굴수의 유입량과 동굴수의 지화학적 조

성이 유입경로와 시간 별로 차이가 있음을 지시한다.

조사구역 내에서 관찰된 종유관에서는 성장선이 매

우 흔하게 관찰되는데, 이들 성장선은 투명하거나 불

투명한 백색으로 나타나며, 성장선의 간격은 종유관

별로 다양하게 관찰된다. 가장 일반적인 형태와 성장

선의 모식도는 Fig. 13과 같이 나타나며, 빨대 모양

으로 나타나는 종유관에서 성장선에 해당하는 부분이

상대적으로 오목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성장선 부분이 오목하게 나타나는 이유로

는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종유관이 성장하면서 물

의 공급이 적어지는 시기 동안 물방울의 맺히는 양

이 줄어들게 되어 식(2)에서 의 값이 점차 줄어들면

서 오목한 형태를 띠게 된 것으로 추측된다. 성장선

의 간격은 각 종유관 사이에서의 차이와는 달리 개

별 종유관 내에서는 매우 일정한 특징을 보여주며,

종유관 시료의 실내분석에 의하면 0.4~1.5 mm의 범

위와 평균 0.9 mm를 나타낸다. 이와 같이 일정한 간

격의 성장선은 동굴수 유입량의 차이에 따라 형성되

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 관찰한

종유관 성장선은 건기와 우기를 중심으로 계절 변화

에 의한 연간 성장선(annual growth laminae)에 해당

할 것으로 판단된다. 실제로, 백룡동굴 종유관에서

관찰되는 성장선과 유사한 성장선을 보이는 소수의

종유관에 관한 해외 연구결과에서는 연간 성장선으로

기술하고 있다(Desmarchelier et al., 2006). 일부의

종유관 시료로 관찰한 성장선의 미세구조는 각 종유

관 별로 성장선의 조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 일

부 시료는 각 성장선 부분에서 방해석 결정 간 공극

이 매우 풍부하게 관찰되어 육안 상 불투명 백색의

성장선은 공극이 많은 부분에서 빛의 굴절이 발생되

기 때문으로 판단된다(Fig. 12).

성장선의 관찰빈도는 종유관의 부분 마다 다르게

나타나며, 주로 상부에서는 대부분의 종유관에서 성

장선을 관찰할 수 없다. 반면, 중부와 하부의 경우,

대부분의 종유관에서 성장선이 관찰되는 일반성을 보

인다. 이는 주로 종유관과 기저층 사이의 전이대 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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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이다. 즉, 모암 혹은 기존 훼손된 동굴생성물에서

흘러나오는 동굴수에 의해서 최초 방해석이 침전됨과

동시에 모암 혹은 동굴생성물에 포함되어 있는 이질

성분 등 불순물 중 일부가 종유관의 상부를 상대적

으로 불투명하게 만들기 때문이다.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이유는 중부와 하부에 비해 상부에서는 지속적으

로 완전한 물방울의 형태를 이루지 못함에 따라 규

칙적이지만 미세한 물방울의 형태 보다는 표면장력의

차이에 따른 물방울의 불규칙한 형태에 따라 조절되

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현재 방해석의 침전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고 있는

종유관의 하부 성장선의 방향을 보면 Fig. 14와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종유관 하부에 한해서 고려했을 때

전체 156개 중에서 아래로 볼록한 형태의 성장선이

64개(41.0%)로 가장 우세하게 나타났으며, 그 다음

평평한 성장선이 34개(21.8%)로 많이 나타났다. 이는

동굴수로부터 침전되는 방해석 결정이 하부로 성장해

나가면서 점차 결정사이의 경쟁(crystal competition)

이 심화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종유관에 나타나는 기재학적 특징들 중에서 종유관

내부의 2차 침전물 성장 유무와 종유관 성장선 유무

의 상대적 비율은 다소 차이를 보인다(Fig. 3G, 3H).

하지만 이들 두 특징을 개별 종유관 별로 조사하면

매우 뚜렷한 역의 관계를 보여주는데, 즉 전체 156개

의 종유관 중에서 110개(70.5%)에 해당되는 종유관

에서 성장선이 나타나는 특정 종유관은 내부 2차 침

전물의 성장이 이루어지지 못했고, 반대로 성장선이

관찰되지 않는 종유관의 경우 내부 침전물의 성장이

확인되는 결과를 얻었다(Fig. 15). 이 중 97개의 종유

관에서 2차 침전물의 성장이 없을 때 성장선이 관찰

되는 특징을 보였다. 이들 두 특징이 모두 관찰되거

나 모두 나타나지 않는 종유관은 46개로써 상대적으

로 적은 수의 종유관에서만 나타난다. 이들 두 특징

사이에서 관찰되는 높은 역의 상관성의 원인은 먼저

성장선이 형성되는 원인을 통해 추론할 수 있다. 만

약 성장선이 주로 건기 동안 적은 양의 동굴수 유입

으로 형성된다는 해석에 기초한다면 성장선이 형성되

Fig. 13. A conceptual model for the soda straw in the study

area. The upper panel displays a transition zone from the

substrate. It generally shows a brownish to translucent color.

The lower panel shows concave type growth lamina.

Fig. 14. Direction of growth lamina in the lower part of the

soda straw.

Fig. 12. A SEM image of pore type growth lamina. Each

concave part with the triangle shape causes the scattering of

the l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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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종유관의 경우 건기 동안 종유관의 직경 및

조직적 특징이 변화하지 않을 때 형성될 것이다. 따

라서 이러한 경우는 건기 동안 성장선에 해당되는

추가적인 성장이 없었거나 혹은 물의 유입량과 지화

학조성이 우기와 다르지 않았다는 것을 지시한다. 최

종적으로 성장선이 관찰되는 종유관은 계절적인 동굴

수 유입량 차이에 영향을 받는 반면, 성장선이 관찰

되지 않는 종유관은 주로 매우 일정하고 느리게 공

급되는 동굴수로부터 형성되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

다. 또한 이렇게 성장선이 관찰되지 않는 종유관 중,

피각 부분을 침전시킬 수 있는 지화학적 조건을 초

과하는 동굴수가 존재할 때 종유관 내부의 결정면을

핵으로 성장하게 될 것으로 생각된다.

종유관의 다양성

연구지역의 종유관들을 주요 기재학적 특징에 따라

비교분석하여 종유관의 다양성을 분류하고자 하였다.

이에 활용한 분류 기준 항목은 성장선과 내부 침전

물의 존재 유무, 전반적 형태, 평균 직경, 개별 종유

관 내에서 직경의 변화이다. 각 항목들을 바탕으로

전체 156개의 종유관 유형들을 정리하면 Fig. 16과

같이 나타낼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조사한 백룡동굴의 종유관은 크게

일반적인 특징을 보이는 일반형 종유관과 소수의 종

유관에서만 비정상적인 형태를 나타내는 기형 종유관

으로 나눌 수 있다. 일반형 종유관에는 전체 156개

중 107개의 종유관이 해당되며, 이들은 평균 직경이

5.0~7.0 mm, 전체적인 형태는 일자형, 성장선은 존재

하는 반면, 내부 침전물은 관찰되지 않는 특징을 보

인다(Fig. 16A). 이러한 일반형 종유관 중 일부는 성

장선이 없거나 내부 침전물이 존재하는 경우가 있는

데, 이렇게 이들 두 특징이 일반형 종유관에서 서로

상호존재 할 수 있다는 사실은 성장선과 내부 침전

물이 종유관에서 흔히 형성될 수 있는 기재학적 특

징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일반형과는 달리, 전반적 형태, 평균 직경, 개별 종

유관 내 직경 변화 등에서 크게 차이를 보이는 종유

관을 총 9가지의 기형 종유관으로 분류하였다(Fig.

16B). 먼저 종유관의 전반적 형태에 따라, 일반형 종

유관이 직선형을 보이는데 반해, 기형 종유관은 전체

적으로 수직 방향으로 성장하지 않고 경사진 형태를

보이는 경사형과 경사의 방향이 한 차례 이상 바뀌

는 굴곡형으로 나타난다. 두 번째, 평균 직경의 차이

에 따라, 일반형 종유관이 5.0~7.0 mm의 범위 내에

있는 것과 달리, 기형 종유관은 5.0 mm 미만과 7.0

mm를 초과하는 직경을 가진 종유관으로 분류된다.

마지막으로 개별 종유관 직경의 변화에 따라, 일반형

종유관에서는 매우 일정한 직경을 유지하는 반면, 기

형 종유관은 확장형, 축소형, 중간 부분이 볼록한 형

태(철형), 중간 부분이 오목한 형태(요형), 부분 돌출

형으로 분류할 수 있다. 이들 기형 종유관 중 연구지

역에서 관찰된 요형의 경우, 오목한 부위의 형태 상

일단 파손된 이후 재성장하여 직경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는 것으로 추정된다.

Fig. 15. Comparison between the existences of secondary precipitates and growth lamina. Note that secondary calcite precipi-

tates and growth lamina have a relationship of anti-correlation in 70.5% of all the soda straw.



강원도 평창군 백룡동굴에서 산출되는 종유관의 기재학적 연구 77

이 연구에서는 제한된 범위 내에서 성장한 종유관

의 특징에 따라 유형을 분류하였으나, 향후 특정 구

역을 넘어 여러 지역의 다양한 석회동굴에서 종유관

을 조사하여 그 특징을 기재한다면 아직까지 이해되

지 못한 종유관의 성장 특성에 따른 분류가 보다 명

확하게 이루어질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추가적으

로, 다른 유형의 동굴생성물과 마찬가지로 전 세계적

으로 과학적 조사가 매우 미흡한 종유관의 유형별

특징을 정립하고 그 분포를 파악한다면, 우세하게 나

타나는 종유관 유형을 토대로 지질학적 해석이 가능

할 것으로 기대된다.

결 론

백룡동굴의 가지 굴인 B굴 내 종유관 밀집지역에

분포하는 156개의 종유관을 전수 조사한 결과, 이 구

역의 종유관은 전체적으로 북동 방향으로 발달한 주

향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나타났다. 해당 구역 내 종

유관의 평균 직경은 6.0 mm로 현재까지 기존 문헌에

나타나 있는 직경 5.0 mm 보다 약 20% 큰 것으로

나타났으며, 이러한 종유관의 직경은 공급되는 물의

양에 의해 조절이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국내 종유

관에서는 처음으로 성장선이 조사 구역 내 대부분의

종유관에서 관찰되었다. 전형적인 종유관에서는 성장

선 부분 마다 매우 미세하게 직경이 감소되고 있는

사실이 확인되었다. 이러한 특징이 공급되는 물의 양

과 관련되어 있는지 여부는 종유관의 고기후학적 응

용연구에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어 보다 자세한

연구가 필요하다. 연구지역 내 종유관은 기재학적 조

사 결과를 바탕으로 일반형과 기형 종유관으로 크게

분류되었다. 일반형 종유관은 5.0~7.0 mm의 일정한

직경을 보이는 형태로서, 성장선 및 내부 침전물의

형성이 매우 흔하게 관찰되는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그러나 제한된 공간에서 매우 다양한 형태를 보이는

기형 종유관이 관찰된다는 점은 아직까지 이해되지

못한 다양한 요인들이 종유관 성장과 관련되어 있음

을 보여준다. 이러한 요인들을 규명하는 것을 포함하

여 종유관 산출상태를 기초로 주변 환경 조건을 해

석하기 위해서는 여러 지역의 다양한 석회동굴에서

산출되는 종유관을 보다 더 세밀하게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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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6. Classification of the soda straw in the study area.

(A) The normal types of the soda straw can be distin-

guished by the mean diameters, changes in diameter, growth

lamina and secondary precipitates compared to the other. (B)

The erratic soda straw can be sub-divided into nine types

based on three categor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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