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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남극 빙원에서 오랜 기간 삭박에 의해 형성된 블루아이스 지역에는 수 십 만년에서 백 만년 이상된 얼음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다. 따라서,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되는 심부빙하시추와는 달리, 적은 비용과 짧은 시간에 

오래된 얼음 시료를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확보하여 고기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블루아이스 시료를 고기후 

연구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얼음 시료에 대한 정확한 연대측정이 선행되어야 하기 때문에, 다양한 연대측정이 

시도 되고 있다. 최근에, 한국과학자에 의해서 남극 장보고과학기지 주변의 엘리펀트 모레인 블루아이스 지역

의 운석탐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 지역에서 오래된 얼음 획득을 위한 예비 연구가 수행되었다. 향후 

운석, 지질, 지구물리, 빙하, 대기 등의 종합적인 연구를 통해 블루아이스의 생성과 거동을 더 잘 이해하고, 정확

한 연령을 가지고 고기후 연구수행이 가능할 것으로 전망된다.

주요어: 남극, 블루아이스, 오래된 얼음, 고기후, 연대측정

Soon Do Hur and Jinho Ahn, 2017, Paleoclimate study using blue ice in Antarctic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3, no. 4, p. 597-608

ABSTRACT: In the area of blue ice, formed by long-term erosion in the Antarctic ice field, hundreds of thousands 
to over a million years old ice is exposed on the surface. Consequently, we can obtain old ice samples at the blue 
ice area with cheaper expenses and shorter time than we drill a deep ice core, which requires large expenses and 
long time. Because accurate age dating is demended in advance for utilizing blue ice for paleoclimate research, 
various dating methods have been tried. Recently, led by Korean scientists, meteorite exploration has been 
intensively carried out in Elephant Moraine blue ice field near the Jangbogo station in Antarctica, as well as 
preliminary research for the old ice recovery in that area. It is anticipated that future overall studies of meteorite, 
geology, geophysics, glaciers, and atmosphere will enable us to better understand the formation and behavior of 
the blue ice, and use the ice in paleoclimate research with accurate age.

Key words: Antarctica, blue ice, oldest ice, paleoclimate, age dating

(Soon Do Hur, Korea Polar Research Institute, Incheon 21990, Republic of Korea; Jinho Ahn, Seoul National 
University School of Earth and Environmental Science, Seoul 08826, Republic of Korea)

1. 서 론

지구상에서 가장 추운 곳인 남극은 연중 영하의 

기온이기 때문에 여름철에도 눈이 녹지 않고 그대로 

보존되며 내린 눈은 계속 쌓여 두꺼운 눈층을 형성

하고 그 하중에 의해 70~100 m 깊이에서 얼음으로 

변하게 된다. 이렇게 형성된 얼음에는 강설 당시의 

공기가 기포 형태로 그대로 보존되고 있어 과거의 

대기 조성을 알 수 있다. 또한 얼음에서 다양한 성분

을 분석하여 과거의 대기환경을 알 수 있기 때문에 

지구 대기환경 변화의 ‘냉동타임캡슐’로 알려져 있

다(Boutron, 1995; Petit et al., 1999; Jouzel, 2013).

지금까지 남극에서는 고기후 연구 수행에 적합한 

얼음 시료를 얻기 위해 수십 m에서 수천 m에 이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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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다양한 빙하시추가 이루어졌으며 이를 통해 계절

단위에서 년 단위의 고해상도 연구와 더불어 최대 

84만년까지의 기후변화 복원이 이루어진 장주기 기후

변화 연구가 이루어졌다(Petit et al., 1999; Watanabe 

et al., 2003; EPICA community member, 2006). 이

러한 빙하시추는 극한 환경에서 이루어지기 때문에 

로지스틱 지원과 기술 운영에 있어서 많은 어려움이 

있으며, 특히 수십만 년 이상 된 얼음 시료를 얻기 위

한 수천m 깊이의 심부빙하시추는 고난이도의 기술

력이 필요하며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된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고 비교적 손쉽게 오래된 얼음을 

얻을 수 있는 방법이 블루아이스를 활용하는 것이

다. 블루아이스는 특별한 환경에서 오랜 기간의 삭

박에 의해 심부의 얼음이 노출되어 빛의 투과와 산

란에 의해 푸른색을 띄는 얼음 층으로, 오래된 얼음

이 표면에 노출되어 있기 때문에 손쉽게 오래된 얼음 

시료를 얻을 수 있다(Popp et al., 2004; Custer, 2006; 

Moore et al., 2006; Sinisalo et al., 2007). 또한 심부 

빙하시추에 비해 훨씬 간단한 천부 빙하시추를 통해 

일련의 시료를 획득 할 수 있다(Moore et al., 2006; 

Sinisalo et al., 2007).

남극에서 최초의 블루아이스에 대한 기록은 1945~ 

1952년에 이루어진 노르웨이-영국-스웨덴 남극 공동 

탐사대의 보고서에서 확인되며(Giaever, 1954), 이 

탐사에서 확인된 내용은 Schytt (1961)에 의해 자세

히 보고되었다. Crary and Wilson (1961)은 블루아이

스의 표면 특성을 자세히 기술하고 활강풍(katabatic 

wind)에 의해 쌓여있던 눈이 제거되어 형성되었다

는 생성 기작에 대해 설명하였다.

남극에서 블루아이스가 주목 받은 것은 블루아이

스 지역에서 다량의 운석이 발견되기 시작하면서이다

(Cassidy et al., 1977; Whillans and Cassidy, 1983; 

Nishiizumi et al., 1989). 남극 야마토 산맥 블루아

이스에서 최초의 남극 운석이 발견된 이후(Yoshida 

et al., 1971) 현재까지 남극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6

만여 개의 운석이 발견되었다. 그 후 블루아이스에

서 운석이 많이 발견되는 이유를 설명하기 위해 빙상

의 유동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이를 설명할 수 

있는 적절한 빙상 유동 모델이 제시되었다(Naruse 

and Hashimoto, 1982; Whillans and Cassidy, 1983; 

Azuma et al., 1985). 이러한 일련의 연구들은 블루

아이스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되었고 이를 바탕으로 

블루아이스를 활용한 고기후 복원연구 가능성이 제시

되었다 (Bintanja, 1999; Custer, 2006; Moore et al., 

2006; Sinisalo et al., 2007).

최근에 빙하코어 연구자들의 최대 관심사 중의 

하나인 남극에서 백만 년 이상 된 오래된 얼음 시료

를 획득하여 백만 년 이전의 대기환경을 복원하기 

위한 연구가 적극 추진되면서,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되는 심부 빙하시추 이외에 상대적으로 간단한 

블루아이스에서 오래된 얼음 시료를 획득 할 수 있

는 가능성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Fisher et al., 

2013).

블루아이스를 활용한 고기후 복원연구에서 최대

의 난제는 연대측정이다. 블루아이스는 긴 이동 경

로와 오랜 시간의 삭박에 의해 많은 변형을 있었으

며 조성도 변성되어 있을 가능성이 높다. 또한 얼음 

자체를 이용한 정확한 연대측정에 많은 기술적 난제

가 있어 고기후 연구에 적용하기 에는 어려움이 있

었다. 그러나 최근에는 분석기술의 발달과 과학자들

의 관심이 증가하면서, 적은 양의 시료로 보다 더 정

확하게 분석할 수 있는 분석기술들이 개발되어 블루

아아스의 연대측정에 대한 여러 방법들이 제시되고 

있다. 본 논평에서는 블루아이스의 생성 과정과 특

성을 고찰하고 현재까지 검토된 연대측정법을 정리

하였으며 향후 남극 블루아이스를 대상으로 한 고기

후 연구 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블루아이스 특성

2.1 블루아이스의 정의

Bintaja (1999)는 블루아이스를 표면 물질균형(mass 

balance)이 음의 값을 가지며, 삭박 과정이 승화에 

의해 이루어지고 알베도가 눈으로 덮인 곳에 비해 

낮은 지역으로 정의하였다. 이 정의에 의하면 해안

가에서 여름철의 높은 온도에 의해 표면이 녹아 하

부의 얼음 층이 노출되는 지역은 제외된다.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블루아이스는 파란색을 

띄고 있고, 특히 주변의 눈으로 덮인 흰색의 빙원 지

역과 대조되어 식별이 가능하다(그림 1). 블루아이

스가 파란색으로 보이는 것은 태양광의 스펙트럼 중 

적색 부분은 대부분 흡수되고 깊이 침투되는 청색 

부분이 반사되기 때문으로(Winther, 2001), 단단하

고 두꺼운 얼음 층이 파란색으로 보인다. 실제로 블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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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photo of the blue ice area in Tarn Flat, Victoria 
Land, Antarctica.

아이스의 파란색은 얼음에 포함된 기포에서 균일한 

산란이 일어나기 때문에 짙은 파란색 보다는 밝은 파

란색으로 보인다. 블루아이스의 얼음 내에는 많은 공

기 방울이 있기 때문에 단단한 얼음의 밀도 (917 kg 

m
-3

) 보다 낮은 밀도(850 kg m
–3)를 갖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Weller, 1968; Mellor and Swithinbank, 

1989; Bintanja and Van den Broeke, 1995a).

2.2 블루아이스의 분포

블루아이스의 규모는 수십 km
2에서 수천 km

2에 이

르기까지 다양하며, 전체 남극대륙의 약 1%를 차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Bintaja, 1999; Winther 

et al., 2001), 최근의 인공위성 자료를 이용한 자세한 

분석에 따르면 234,549 km2로 남극대륙의 1.67%를 

차지한다고 한다(Hui et al., 2014). 블루아이스는 주

로 높은 산악지대와 누나탁(Nunatak) 부근에 분포하

며, 평균풍속이 높은 지역에 분포한다(Van den Broeke 

and Bintanja 1995). 이런 분포 특성은 다음에서 논

의할 블루아이스의 생성 기작과 깊은 관련이 있다.

현재까지 많은 연구가 이루어진 블루아이스 지역은 

대표적인 운석 산지로서 야마토 산맥(Yamato Mountains; 

Naruse and Hashimoto, 1982; Azuma et al., 1985; 

Moore et al., 2006), 알란 힐(Allan Hills; Schultz et 

al., 1990; Faure and Buchanan, 1991), 마운트 모울

톤(Mount Moulton; Wilch et al., 1999; Dunbar et al., 

2008), 드론닝 모우드 랜드(Dronning Maud Land) 

헤이메프로트젤야(Heimefrontfjella) 산맥(Bintanja, 

1999; Sinisalo et al., 2007) 과 빅토리아랜드의 프론

티어 산(Frontier Mountains; Folco et al., 2006) 등

이다(그림 2).

블루아이스 지대에서는 계속되는 삭박에 따라 하

부의 얼음이 계속 상승하여 결국에는 오래된 얼음 

층이 표면에 노출되게 된다. 대부분의 대규모 블루

아이스들이 산출되는 지역들은 산악지대에 위치하

여 빙상 하부 지형이 복잡하고 주변에 누나탁 등이 

있어 얼음 층의 흐름이 매우 복잡하다(Grinsted et 

al., 2003; Moore et al., 2006).

2.3 블루아이스 지역의 기 환경

블루아이스가 만들어지고 계속 유지하게 되는 특

수한 기상 조건은 주변의 산악구조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Bintanja and Van den Broeke, 

1995a, 1995b). Bintanja and Reijmer (2001)에 따르

면, 블루아이스 지역의 기상 조건은 주변의 눈으로 

덮인 빙원지역과는 1) 얼음이 노출된 블루아이스의 

표면과 눈으로 덮인 빙원 표면의 차이에 의한 알베

도, 태양 복사의 소광 특성, 표면 거칠기 등의 표면 

특성 2) 지형학적 또는 주변의 기하학적 환경 차이에 

따라 서로 다른 기상환경을 보인다고 한다. 블루아

이스 지역 상부의 공기는 눈으로 덮인 지역에 비해 

공기는 더 따뜻하고 상대 습도는 더 낮아 훨씬 더 많

은 승화를 일으키는 기상조건을 만들게 되어 블루아

이스 형성에 크게 기여한다(Bintanja and Reijmer, 

2001). 블루아이스 지역의 풍속은 눈으로 덮인 지역

에 비해 순간 풍속이 훨씬 빨라 블루아이스 형성에 

유리하지만, 연 평균 풍속으로 비교하면 비슷하다고 

한다(Bintanja, 1999).

2.4 표면 특성

블루아이스 표면은 일반적으로 리플구조를 가지고 

있으며(그림 3) 이런 리플구조는 강한 바람에 의해 

형성되는 승화에 의해 생성된다(Bintanja et al., 2001). 

리플구조의 마루는 가장 강한 바람의 방향과 직각을 

이루며 파고는 2 ~ 10 cm, 파장은 5 ~ 24 cm 로 다양하

다(Weller, 1968; Mellor and Swithinbank, 1989; 

Bintanja et al., 2001). 평균 파고는 계절별로 차이가 

있으며 여름에 파고가 더 높아지는데, 이는 여름철

에 골 부분이 마루에 비해 더 많이 승화되기 때문으

로 알려져 있다(Bintanja et al., 2001). 반면, 여름철 

온도가 용융 온도에 이르게 되면 리플구조의 꼭대

기 부분이 녹아 평탄해지고 골 부분이 채워지게 된다

(Sinisalo and Moore,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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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p of distribution of ice sheet (grey), ice shelves (dark grey) and blue ice areas (blue) in Antarctica and 
geographical locations referred to in the text. Map from Quantarctica Database, Norwegian Polar Institute.

대부분의 블루아이스 표면에서는 먼지 또는 테프

라 띠가 발견되며(그림 4), 보통 빙하 흐름 방향에 수

직으로 나타난다(Bintanja, 1999). 그러나 알란 힐과 

야마토 산맥의 블루아이스에서 발견되는 먼지 띠는 어

떤 경우 180°정도 뒤틀려 있는 것도 있다(Koeberl, 1990). 

Koeberl (1990)은 남극 블루아이스의 먼지 띠가 

대부분 화산 기원이며 남극 대륙과 아 남극 지역의 

신생대 화산활동과 관계가 있음을 발견했다. 화산 

분출에 의해 남극 대륙에 대량의 화산재가 광범위하

게 눈 위에 떨어지게 되고, 그 눈들이 계속 쌓여 얼음

이 되어 현재의 블루아이스 지역으로 이동되어진 것

으로 설명하였다. 이런 테프라 층은 얼음층과 동시

대에 형성된 것으로 블루아이스의 연대 추정에 좋은 

정보를 제공한다. 블루아이스 표면의 먼지 층은 화

산재 이외에도 다음과 같은 기원이 있다 1) 빙하의 

움직임에 의해 형성된 빙하 바닥의 기저암의 잔해. 

일반적으로 이런 암석들은 주변의 모레인으로 쌓여 

있어 블루아이스 내에서 띠를 이루고 있기가 어려울 

수 있다. 2) 미세운석(micrometeites). 운석에서 떨

어져 나온 구체(spherules) 형태의 우주입자. 이것

들은 돔 후지(Dome Fuji)와 같은 동남극 중앙부에

서 상당량의 분진 형태로 발견되었으며(Nakamura 

et al., 1999), 이들 빙하가 흘려서 형성되는 야마토 

산맥 부근의 블루아이스 지대에서 발견될 가능성이 

높다 3) 바람에 의해 운반된 대륙 및 해양 먼지와 에

어로졸. 대표적인 것으로는 화산활동과 무관해 보이

는 드론닝 모우드 랜드의 블루아이스에서 발견되는 

먼지 띠(Koeberl 1990).

크라이요코나이트 홀(Cryoconite holl)은 고도 2,000 

m 이하의 낮은 지대에 있는 블루아이스 표면에서 

관찰되며, 부분적인 용융에 의해 생성된다(Bintanja, 

1999). 즉, 블루아이스 위에 있는 검은 색의 먼지 입

자나 돌이 태양 복사열을 많이 흡수하여 주변 얼음

을 녹이면서 차츰 가라앉게 된다. 가라앉은 돌 위의 

녹은 물이 다시 얼게 되면 주변의 얼음과는 다른 기

포가 없는 맑은 얼음 형태를 보이게 된다. 크라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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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e rippled surface of the blue ice area in Tarn 
Flat, Victoria Land, Antarctica.

Fig. 4. Tephra and ice sampling on the blue ice, Elephant 
Moraine, Antarctica, during 2016 summer season (photo
by Lee, J.I., KOPRI).

Fig. 5. Schematic illustration of four type of blue ice 
areas (from Takahashi et al., 1992).

코나이트 홀의 깊이는 수십cm이다(Bintanja, 1999).

3. 블루아이스 지역의 분류

Takahashi et al. (1992)는 블루아이스 지역을 지

리적 환경과 얼음 흐름 특성에 따라 네 가지 유형으

로 분류했다(그림 5). 이 블루아이스의 지형적 특성

에 따른 분류는 Bintanja (1999)에 잘 정리되어 설명

되었다.

1) 유형 I: 가장 일반적인 블루아이스 형태이며 주

변에 솟아있는 산이 장벽이 되어 눈이 쓸려오

는 것을 막아 블루아이스 지역을 형성하게 된

다. 이러한 형태의 블루아이스 지역의 길이는 산 

높이의 약 50-100 배 정도라고 한다(Takahashi 

et al., 1992). 

2) 유형 II: 이 유형의 블루아이스는 계곡 빙하(valley 

glacier)에서 만들어진다. 계곡 빙하의 경사면

을 따라 하강하는 활강류의 풍속이 빨라지면서 

표면을 침식하여 눈을 날려 보내게 되고 내부 

얼음을 노출시킨다.

3) 유형 III: 솟아있는 산이 없는 상당히 가파른 경

사면에 형성된 블루아이스이다. 경사면의 각도

가 높아질수록 활강류의 풍속이 세어져 유형 II

에서와 같이 내부 얼음을 노출하게 된다.

4) 유형 IV: 빙하 분지의 가장 하부에 형성된 블루

아이스로 가속된 활강류에 의해 표면 눈이 제

거되어 형성된 블루아이스이다. 

블루아이스의 유동 체계에 따라 개방형과 폐쇄형

으로 구분하기도 한다(Grinsted et al., 2003; 그림 6). 

개방형 블루아이스에서는 빙하의 흐름이 산, 누나탁 

또는 하부 기반암에 영향을 받지 않아 오래된 얼음 

층이 표면에 나타나지 않는다. 노출된 등시선의 각

도가 폐쇄형에서 보다 작다. 반면, 폐쇄형은 산이 빙

하의 흐름을 막는 역할을 하고 하부 얼음 층이 산의 

경사면을 따라 올라오면서 오래된 얼음이 표면에 나

타나게 되고 산에 가까운 곳에 보다 더 오래된 얼음

이 나타난다 (그림 6). 야마토 산맥의 블루아이스는 남

극 대륙에서 가장 큰 개방형 블루아이스이고, 스카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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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A sketch of ice flow in a closed type and in an open type blue ice (from Sinisalo et al., 2010). The flow direction 
is from left to right. Equilibrium line (ELA) separates the snow covered accumulation area from the ablation area. 
The isochrones that represent individual annual layers come up to the surface of the blue ice eventually resulting 
in near-vertical layering in a closed blue ice.

베르그보텐(Scharffenbergbotnen) 블루아이스는 폐

쇄형 블루아이스이다(Sinisalo and Moore, 2010). 

4. 블루아이스 형성과정

블루아이스의 형성 과정은 Bintaja (1999)에 의해 

잘 설명되어 있다. 블루아이스 지역의 형성 순서는 

그림 7에 개략적으로 예시되어있다. 빙하기에서 간

빙기로 전환되는 시기와 같은 빙하가 감소하는 기간

에 다음의 4단계를 거쳐 블루아이스가 형성된다.

1) 빙하의 두께가 충분이 두꺼워 하부에 있는 산

이 아주 깊은 곳에 있어 표면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단계

2) 빙하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얼음의 흐름은 빙하 

하부의 산에 의해 영향을 받고, 하부 지형에 영

향을 받은 얼음 표면의 경사가 가파르게 된다. 

비탈면의 경사가 급해짐에 따라 활강풍이 증가

하여 표면의 눈이 제거되어 아래의 얼음이 노

출되게 된다(블루아이스 유형 중 III형).

3) 산꼭대기 부분이 얼음 표면 위에 나타나고, 얼

음의 흐름을 막게된다. 산의 하부 경사 쪽의 얼

음 표면이 낮아지고 블루아이스 지역은 눈의 침

식과 승화가 활발해져서 더 넓어지게 된다(블

루아이스 유형 중 I형). 

4) 얼음이 더 낮아져 산이 얼음 위로 완전히 솟아 

나오게 되고 산마루 쪽에서는 난기류가 크게 

증가한다. 이로 인해 점차 승화 속도가 빨라지

고 눈의 침식이 증가하여 블루아이스 표면은 

더 낮아지고 넓어지게 된다.

5. 연 측정

블루아이스는 길고 복잡한 이동 과정을 거쳐 깊

은 곳에 있던 얼음이 표면에 노출되었기 때문에 정

확한 생성연대를 알아내기가 쉽지 않다. 그러나 블

루아이스를 고기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는 정확

한 연대를 알고 있어야 하며, 이를 위한 다양한 노력

들이 계속되고 있다. 현재까지 다음과 같은 다양한 

연대 측정법이 활용되고 있다.

5.1 운석의 낙하연 (terrestrial ages)

블루아이스에서 발견되는 운석의 낙하연대로부

터 얼음의 나이를 유추할 수 있다. 우주기원 방사성 

핵종을 이용하여 측정된 남극 운석의 낙하연대는 최

대 2백만 년 이전이고(Scherer et al., 1997; Welten 

et al., 2000), 대부분은 50만 년 이내이다(Welten et 

al., 2000). 

블루아이스에서 발견된 대부분의 운석은 블루아

이스를 형성하기 이전 지역의 눈 위에 떨어져 현재

의 위치로 이동한 것으로 추정된다. 눈 위에 떨어진 

운석은 눈과 함께 깊은 곳에서 얼음 속에 갇히게 되

고 중력에 의해 흐르다가 블루아이스가 형성되는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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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Illustration of the formation of blue ice areas 
(hatched areas) during periods of decreasing ice thick-
ness (from Bintanja, 1999).

역에서 빙하 흐름에 따라 표면으로 올라오고 주위의 

얼음이 증발되고 운석은 남게 된다. 따라서 운석이 

발견된 얼음의 연령은 운석의 낙하연대와 같거나 더 

젊은 연령이 된다. 그러나 운석이 바람에 의해 하류 

쪽으로 이동하게 된다면 얼음의 연령은 운석보다 더 

오래되었을 수도 있다. 

운석 낙하연대를 이용한 연대 측정의 오차는 최소 

3만 년이다(Welten et al., 2000). 주된 오차의 원인은 

과거의 얼음 흐름이 현재와 달라 빙하의 흐름 과정

을 정확히 복원하기 힘들기 때문이다. Goldstein et 

al. (2004)는 2백만 년 전에 떨어진 운석이 발견된 알

란 힐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약 3만 년 전에 떨어진 

운석이 함께 발견되는 것을 확인하고 블루아이스 지

역의 얼음의 흐름과 축척이 보다 복잡하고 여러 단

계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설명하였다. 드물게는 운

석이 블루아이스 지역에 직접 떨어지는 경우가 있다

(Huss, 1990). 이 경우에는 운석이 얼음 속에 묻힌 적

이 없기 때문에 운석의 낙하연대가 얼음의 최소연령

이 된다.

블루아이스에서 운석이 항상 발견되는 것이 아니

고, 빙하의 흐름 변화의 복잡성을 고려할 때 운석의 

낙하연대는 얼음 연령 측정의 2차 적인 자료로 활용

되어야 하며, 블루아이스 지역의 빙하 흐름체계가 

잘 연구되어 있다면 더 신뢰성 있는 자료로 사용될 

수 있다.

5.2 
14

C 가스 연 측정

Van Roijen은 Fireman and Norris (1982)가 개

발한 측정방법을 개선하여 얼음 속의 공기 중에서 
14

C 농도를 측정하여 얼음 연대를 측정하는 방법

을 개발했다(Van Roijen et al., 1994; Van Roijen, 

1996). 이 방법에 따르면 14C 값을 깊이에 따른 프로

파일로 측정하고 현장에서 발생되는 14
C 값으로 보

정하여 탄소연대로 변환하게 된다. 방사성 탄소 연

대는 방사성 탄소 보정 곡선을 사용하여 실제 연령

으로 변환된다(Reimer et al., 2004). 초기에 측정된 

블루아이스의 14
C 연대는 수천 년에 이르는 큰 오차

를 가지고 있었지만(Van Roijen, 1996), 이후 측정 

방법 개선을 통해 오차 범위를 ±400 년으로 감소시

켰다(Van der Kemp et al., 2002). 이 분석법을 위해

서는 수 킬로그램의 얼음 시료가 필요하며, 이론적

으로 최소 0.5 m 길이의 연속적인 빙하코어가 필요

하다. 이 방법은 하나의 연령만 알려주며, 연속적인 

연령 프로파일을 제공하진 않는다.

5.3 14C 미립자 연 측정

Jenk et al. (2007)은 빙하코어 시료에서 탄소질 입

자를 추출하는 기술을 개발했다. 이 방법에서는 약 1~5 

kg의 얼음 시료 당 몇 마이크로그램의 탄소가 있으

면 연대측정이 가능하다. 원소 탄소에서 유기탄소를 

분리하여 가속기 질량분석기에서 14
C을 분석한다. 알

프스 산악지대에서 시추된 빙하코어에서 지난 500

년 동안 약 2~10%의 오차 이내로 연대측정에 성공

하였다 (Jenk et al., 2006). 이 분석법은 현재 많은 문

제점을 안고 있는 빙하코어의 연령측정에 많은 도움

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5.4 
81

Kr 연  측정

Buizert et al. (2014)은 크립톤(Kr) 동위원소 비를 

이용한 얼음 연대 측정법을 개발하였다. 크립톤은 

대기 중에 약 1 ppm의 농도로 존재하는 불활성기체

이며, 반감기가 다른 2개의 방사성 동위 원소(
81

Kr 

(t1/2 = 2.29×105 y) 및 85Kr (t1/2 = 10.76 y))로 구성



604 허순도․안진호

되어 있다. 이중 85
Kr은 핵실험 또는 핵발전 과정에

서 생성되는 것이고, 자연에 존재하는 것은 81
Kr이

다. 81Kr은 긴 반감기를 가지고 있어 5만년~150만년 

사이의 연령 측정에 적합하다. 

크립톤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다음의 이유로 오래

된 빙하코어 연대 측정에 유용하다 1) 크립톤은 화

학적으로 안정하여 긴 시간동안에도 변질되지 않는

다 2) 대기 중의 잔류 시간이 길기 때문에 잘 혼합된

다 3) 얼음에 포함된 공기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대부분의 얼음에 적용할 수 있다. 4) 개별 얼음 시료

에 적용할 수 있어 얼음 층서에 구애 받지 않는다 5) 
14C과 달리 기포 내에서 자체 생성되는 우주 방사선

의 영향을 받지 않는다. 

크립톤 동위원소 분석은 성분 함량이 적어 수백 kg의 

얼음 시료가 필요하다는 제약이 있었지만, 최근에는 

원자포획미량분석법(Atom Trap Trace Analysis)이 

개발되어 적은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어 40~80 

kg의 얼음 시료로도 분석이 가능하게 되었다.

5.5 테 라 층 연 측정

블루아이스 내의 테프라 층을 대상으로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가 측정되었다. 대표적으로 알란 힐

(Fireman, 1986; Goldstein et al., 2004), 야마토 산

맥(Nishiizumi et al., 1979), 마운트 몰튼(Wilch et al., 

1999; Dunbar et al., 2008) 지역에서 연대측정이 실

시 되었다. 또한, 화산재를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 분

석을 통해 기원지까지의 거리에 대한 연구도 진행되

었다(Nishio et al., 1984; Dunbar et al., 2008). 그러

나 블루아이스 얼음 층 내에 존재하는 테프라 층은 

부딘구조(Boudinage)를 보이는 등 연속성이 좋지 

않고 심하게 교란되어 있어 추적하기가 쉽지 않은 

단점이 있다. 

5.6 산소와 수소 동  원소 비를 이용한 연  추정

얼음과 눈의 주 구성성분인 산소와 수소의 동위

원소 비로부터 과거의 온도 정보를 얻을 있으며, 빙

하기와 간빙기의 구분이 가능하다(Petit et al., 1999; 

EPICA Community members, 2006). 따라서 블루

아이스의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 값으로부터 간빙기 

또는 빙하기 중 어떤 시기에 생성된 것인지 간단히 

알 수 있다. 그러나 서로 다른 시기의 수소와 산소 동

위원소를 비교하기 위해서는 눈이 퇴적될 때의 고도

를 고려하여 동위원소 비를 보정해야 한다 (Sinisalo 

et al., 2007). 이런 제약으로 인해 산소와 수소 안정

동위원소는 빙하기와 간빙기의 구분 정도에만 국한

되어 사용할 수 있으며 정확한 해석을 위해서는 얼

음 흐름 복원과 과거의 지표면 고도 변화에 대한 추

가 정보가 필요하다.

5.7 지형정보를 통한 유추

빙하의 표면에서 녹아 운반되어 퇴적된 빙하퇴적

물(supraglacial moraine)의 구조로부터 블루아이스

의 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Hättestrand and Johansen 

(2005)은 스카펜베르그보텐 블루아이스 주변의 모

레인이 지난 최대 빙하기(LGM) 기간 동안에 형성

된 것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현재까지 이 빙하퇴적

물이 남아 있는 것은 이 지역이 삭감이 일어나는 중

심이며, 블루아이스가 LGM 때 생성된 것으로 해석

했다. 주변의 누나탁 경사면에 있는 모레인은 LGM 

때의 블루아이스의 표면 고도가 지금보다 높았음을 

지시하며, 노두에선 과거의 빙하의 흐름을 확인하였

다. 이와 유사하게 블루아이스 지역의 빙하퇴적물을 

통해 과거의 빙하흐름, 지표면 고도, 블루아이의 존

재와 확장 등의 정보를 얻을 수 있다(Sinisalo and 

Moore, 2010).

5.8 빙하 흐름 모델링

앞서 언급한 연대측정법은 한 지점의 연대만을 제

시하지만 빙하 흐름 모델링에 의한 연대는 블루아이

스의 연속적인 연령 정보를 제공하며, 적어도 블루아

이스의 한 개의 라인에서 연속된 연대 정보를 알 수 

있다. 대상 지역에 대한 3차원적인 정보를 알 수 있으

면 완전한 빙하 흐름 모델을 구성할 수 있지만, 대부

분의 경우에는 제한된 정보를 갖게 되므로 3차원 모델

보다는 하나의 단일 흐름 방향에 대한 모델을 실시하

는 것이 더 효율적일 수 있다(Sinisalo et al., 2010). 

블루아이스에서의 빙하 흐름 모델링은 블루아이

스에서 발견되는 운석을 설명하기 위하여 시도되었

다. Nasure and Hashimoto (1982)는 Nye (1963)의 

연속 방정식을 기반으로 야마토 산맥의 누나탁 상류

에 위치한 블루아이스에 대한 간단한 흐름 모델을 만

들었다. Azuma et al. (1985)은 주변의 다른 누나탁 

부근의 블루아이스에 대해 보다 정교한 모델을 만들

었고 이와 유사한 방법으로 Whillams and Cassi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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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3)는 알란 힐의 블루아이스에 대한 모델을 만들

었다. Grinsted et al. (2003)는 흐르는 방향에서의 표

면 속도, 질량 균형, 얼음 두께 정보를 이용한 부피 

보존 모델을 사용하여 깊이에 따른 얼음의 유동성과 

등시성을 수치화하여 고기후 연구에 적합한 모델을 

제안하였다. 

6. 향후 연구 방안

6.1 한국의 남극 운석 연구 거 으로서의 블루아이스

우리나라에서 남극의 블루아이스에 대한 관심은 

2006년 남극 패트리어트 힐 주변의 블루아이스 지역

에서 운석탐사를 시작하면서다(Lee, 2009). 그 후 여

러 차례에 걸쳐 동남극 프론티어 마운틴 블루아이스 

지역과 엘리펀트 모레인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운석

탐사를 실시하여 현재까지 약 1,000점의 운석을 회

수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 이 지역에서 운석의 회수 이외

의 연구는 수행되지 못하고 있다. 앞으로 발견되는 

운석의 낙하시기를 알려주는 연대측정과 현 지점에 

집적되기까지의 과정을 알기 위한 블루아이스의 흐

름 방향, 속도, 얼음의 삭박량 등의 다양한 관측 자료

를 통한 얼음 흐름에 대한 입체적 이해가 필요할 것

으로 보이며, 향후 꾸준한 운석탐사에 수반되어 이

러한 노력들이 이루어지길 기대한다. 

6.2 오래된 얼음 시료 획들을 한 블루아이스 연구

최근 남극 빙하연구에서 최대의 관심사 중의 하나

는 남극 빙원에서 1백만 년 이상된 얼음을 채집하여 

백만 년을 전후해서 빙하기-간빙기의 주기가 4만 년에

서 10만 년으로 바뀐 원인을 규명하는 것이다(Elderfield 

et al., 2012). 이를 위하여 여러 나라들은 최대 백 오

십만 년까지의 빙하를 시추하기 위해 빙하코어 국제 

연구자 모임(IPICS, International Partnerships in 

Ice Core Sciences)을 중심으로 많은 노력을 하고 있

고, 중국은 남극에서 가장 고지대인 돔A 지역에 기지

를 건설하고 빙하코어를 시추하고 있으며, 일본, 유

럽연합, 미국은 별도의 심부 빙하시추를 위해 일련

의 준비 작업을 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극지연구소

를 중심으로 심부빙하시추를 위한 장기계획을 수립

하고 관련된 인프라 구축과 기술개발을 착수하였다.

3~4천 m 깊이까지 시추하여야 하는 심부빙하시

추는 극한 환경에 적합한 로지스틱 지원과 이와 결

합된 최첨단 기술력이 있어야 하며, 많은 비용과 시

간이 필요하다. 이에 반해, 오랜 기간 상부의 눈과 얼

음이 삭박되어 노출되어 있는 블루아이스에서는 비

교적 손쉽게 표면 또는 수백 m 깊이의 천부빙하시

추를 통해 수십만년에서 최대 수백만년까지의 얼음 

시료를 얻을 수 있다. 최근 알란 힐 블루아이스 지역

에서 시추된 126 m의 빙하코어에서 백만년 이상된 

것으로 추정되는 얼음 시료에 대한 대기 조성 분석 

결과가 발표되기도 하였다(Higgins et al., 2015). 또

한 블루아이스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에서는 심부빙

하 시추에 비해 훨씬 많은 시료를 얻을 수 있는 장점

이 있다.

6.3 테 라, 얼음 유동 모델 등 종합 인 연구 필요

블루아이스를 이용한 고기후 연구에서 최대의 난

제은 정확한 연대측정이다.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블루아이스를 대상으로 정확한 연령정보를 얻기 위

한 다양한 방법들이 시도되고 있으며, 분석 방법의 발

달에 따라 연대 측정의 정확도가 많이 개선되고 있다.

우리나라는 여러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운석을 회

수하고 있다. 2014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된 

이후에 인근의 엘리펀트 모레인 지역에서 집중적인 

운석탐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이 지역 블루아이스

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수행되고 있다(Jang et al., 

2017). 향후 이 지역에서 다음과 같은 연구가 깊이있

게 진행된다면 블루아이스에서 수십만 년 또는 최대 

백만 년 이상된 얼음 시료를 채집하고 이에 대한 고

기후 연구를 수행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1) 운석의 낙하시기 연대 측정 

2) 블루아이스의 이동 방향, 속도, 얼음의 삭박 속

도 등 물리관측 

3) 아이스 레이다, 지표면 투과 레이다(GPR) 등의 

내부 구조 탐사

4) 블루아이스 지층에 산출되는 테프라 층에 대한 

연대측정

5) 블루아이스 흐름에 대한 3차원 모델링

6) 블루아이스 얼음에 대한 동위원소 연대 측정 

이러한 일련의 연구를 위해서는 운석탐사, 지구

물리 탐사, 테프라 층에 대한 지질학적인 연구, 얼음 

층에 대한 다양한 기후변화 프록시 측정, 얼음 내 가

스 성분 농도 분석과 동위원소 측정 등을 결합한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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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7. 결 론

남극 빙원에서 오랜 기간 삭박되어 형성된 블루

아이스는 수십만 년에서 백만 년 이상된 얼음 시료

가 표면에 노출되어 있어 많은 비용과 기간이 소요

되는 심부빙하시추에 비해 손쉽게 오래된 얼음 시료

를 확보하여 고기후 연구에 활용할 수 있다. 그러나 

블루아이스 시료를 고기후 연구에 활용하기 위해서

는 얼음 시료에 대한 정확한 연대 정보를 알아야한

다. 최근 분석기술의 발달에 따라 적은 량의 시료로

도 동위원소 측정이 가능함에 따라 얼음시료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이 시도되고 있다. 또한 블루아이스의 

주변 지형, 빙하 흐름 모델링 등의 종합적인 정보를 

통해 연속적인 연대정보를 추정할 수 있다. 우리나

라는 2006년 이후 남극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현재까

지 1,000여점의 운석을 채집하였으나 블루아이스의 

형성 과정에 대한 연구는 수행되지 않았다. 2014년 

남극 장보고과학기지가 건설됨에 따라 주변의 블루

아이스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수행될 것으로 기대된

다. 향후 블루아이스 지역에서 운석, 지질, 지구물리, 

빙하, 대기 등의 종합적인 연구가 수행되어 블루아

이스의 생성과 거동을 이해하고 정확한 생성 연대를 

알게 된다면 수십만 년 이상된 오래된 얼음 시료를 

획득하여 고기후 연구에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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