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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국제심포지엄
z
z
z
z

일 시 : 2007년 11월 5일(월)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제 목 : 2007 KSEEG International Symposium on Applied Geochemistry
자원환경지질 40권 5호(10월 말 발행 예정) 특별호와 연계하여 개최되는 이번 심포지엄은 국내 외 지구화학 분야의 전문가를 모시고,
발표와 토론이 이루어질 예정입니다. 많은 관심과 참여 부탁드립니다.

Time(P.M.) Presentation

Name

Affiliation

01:00-01:30 The use of wetland plants for remediation of metal contaminated sites

Prof. M.H. Wong
(Editor of EGAH)

Honkong Baptist University,
Hongkong, P.R. China

01:30-02:00 Arsenic and other trace element geochemistry of groundwater and
its risk assessment to residents in Kandal Province, Cambodia

Dr. Suthipong
Sthiannopkao (Thailand)

UNU-GIST Joint Program,
Korea

02:00-02:30 Global environmental health impacts of industrilaized meat production

Prof. Robert Kanaly (USA)

Yokohama City University,
Japan

02:30-03:00 Probing Interfacial Processes with Synchrotron X-ray Reflectivity

Dr. Chnagyong Park (Korea)

Argonne National Lab., USA

03:45-04:10 Development and case histories in the field of environmental
geochemistry in Korea

Prof. H.T. Chon

Seoul National University

04:10-04:35 Geochemical behavior of heavy metals by indigenous bacteria in
contaminated soil and sediment

Prof. J.U. Lee

Chonnam National
University

04:45-05:10 The origin and evolution of the Mesozoic ore-forming fluids,
South Korea: Their genetic implications for metallic mineralization

Prof. S.G. Choi

Korea University

05:10-05:35 Origin of organic matter and geochemical variation of upper
Quaternary sediments from the Ulleung Basin

Dr. J.H. Kim

KIGAM

05:35-06:00 Role of orgnic geochemistry on gas hydrate exploration

Dr. Y.J. Lee

KIGAM

12:00-01:00 Registration

03:00-03:15 Coffee Break
03:15-03:45 Annual Meeting of KSEEG

04:35-04:45 Coffee Break

06:00-07:30 Conference Banquet

2008년 춘계 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z
z
z
z
z

일시
: 2008년 4월 23일(수) - 25일(금)
장소
: 부산 bexco
주최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한국석유지질학회
주관학회 :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매년 지질학 분야의 큰 행사로 성황리에 개최되고 있는 춘계 학술대회가 2008년에는 3개 학회 연합으로 부산에서 개최될 예정입니다.
학술적 발전과 친목도모의 장이 될 본 행사에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 부탁드립니다.

2007년 공동학술답사 개최
z
z
z

일 시 : 2007년 7월 3일(화) - 8일(일)
장 소 : 몽골
한국고생물학회와 공동으로 개최한 이번 학술답사는 24명의 회원이 참가하여 유익하고 즐거운 답사 시간을 보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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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비 사막의 Discovery Camp와 알타이 산맥

2007년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 몽골 학술답사기
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UST) 이은영

몽골의 공식 명칭은 몽골리아(Mongolia)로서 수도는 울란바타르
(Ulaanbaatar)이다. 몽골이란 용어는 원래 ‘용감함’이란 뜻을 지닌 부
족명이었으나 칭기즈칸이 몽골 부족을 통일함으로써 민족명으로 변화
되었다. 한국인들이 알고 있던 몽고(蒙古)라는 명칭은 중화사상을 가진
중국인들이 주변 민족을 비하하기 위해 ‘우매할 몽(蒙)'과 ‘옛 고(古)'를
사용하면서 비롯된 것으로 적절한 표현이 아니라고 한다. 인구는 최근
에 300만 명을 돌파했다고 하는데, 넓은 국토에 비해 인구밀도가 1.6
명/㎢에 불과해 적극적인 출산 장려 정책을 펼치고 있다. 칭기즈칸 시
대 200만명 이후로 인구가 증가하지 않은 이유로는 라마교 권장 정책
(한때 남자의 40%가 독신 라마승)과 척박한 기후가 주요한 역할을 했
다고 한다.
몽골의 기후는 혹독하기로 유명한데, 강력한 대륙성 기후로서 겨울
과 여름의 기온차가 크고 사계절은 뚜렷하지만 상대적으로 겨울은 10
월 중순에서 3월까지로 길며 여름은 7, 8월로 짧다. 평균 기온은 겨울
에 -35℃, 여름에 25℃로 연평균 기온이 영하로 내려가지만, 습기가
없고 건조하여 체감 온도는 우리의 겨울보다 약간 더 추운 정도라고
한다. 1년에 250여일 정도 구름이 없는 맑은 날씨를 볼 수 있고, 연평
균 100~200mm의 강우량을 기록하면서 풀이 자라는 최적의 조건을
형성하고 있다.
몽골은 북쪽의 러시아와 동, 서, 남쪽의 중국 사이에 있는 중앙아시
아의 심장이며 국토의 총면적은 한국의 7배에 해당하는 1,566,500km2
이다. 세계에서 17번째로 큰 국가로서 국토의 약 4/5가 기복이 완만한
초원으로 이루어져 있고, 평균 고도가 해발 1,580m이다. 지형에 따라

크게 세 지역으로 나눌 수 있는데, 시베리아에서 북부와 서부 지역으로
손가락처럼 길게 뻗어나온 산맥, 그 산맥 사이에 있는 산간 분지 지역,
남부와 동부에 있는 거대한 고원과 사막 지역이 그것이다.
몽골은 시베리아 탁상지의 남측을 지나는 습곡대에 위치한다. 이 습
곡대의 서측은 우랄산맥, 동측은 대흥안령으로 이어지는 광대한 습곡
대이다. 이전에는 몽골지향사로 불리던 대이다. 이 대를 구성하는 퇴적
암은 원생대 최말기의 바이칼기, 고생대 전기의 칼레도니안기 그리고
고생대 후기의 헤르시니안기의 조산운동을 받았다. 변성작용도 광범위
하게 일어났으며, 많은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다. 몽골 중부에서 대흥안
령까지는 화성활동이 중생대까지 있었고, 쥬라기에서 백악기에 걸쳐
화성암과 화강암류가 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 습곡대의 동측과 남측에
는 각각 북동 준탁상지괴인 브레야(Breya)지괴와 한중지괴라는 선캠브
리아시대의 지괴가 있다. 한중지괴의 서측에 위치하는 중가르
(Junggar 또는 Dzungar), 타림, 차이담(Tsaidam) 분지는 모두 두께
수 킬로미터의 두터운 Cainozoic대의 지층이 피복되어 있으나 심부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층을 보인다. 이들 분지 사이에는 헤르시니안
조산운동시에 변형과 변성된 암석으로 이루어진 알타이, 텐샨, 쿤룬등
의 산맥이 북동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고비 지역에서는 몇몇
곳에서 중생대의 육성 퇴적분지가 있다.
그 지역들 중에서 우리는 중부에 위치한 수도인 울란바타르
(Ulaanbaatar) 근교와 몽골 국토의 1/3을 덮고 있는 반건조 지대인 남
부의 고비 사막을 답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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먹구름이 드리운 칭기즈칸 국제공항

2007년 7월 3일 (1일째)
몽골에 대한 기대와 첫 답사 참가라는 긴장 속에서 7월 3일 인천공
항발 울란바타르행 미야트 항공에 몸을 실었다. 칭기즈칸 공항은 국제
공항이라고 하기에는 작은 규모와 허술한 시설이었고 사람들의 모습
또한 우리나라의 60~70년대를 떠올리게 하였지만, 공항을 나서는 순
간 그 탁트인 자연 환경에 그만 압도당하고 말았다. 아무리 규모가 크
고 시설이 좋은 공항을 만든다 해도 이곳에서는 자연의 작은 일부로밖
에 느껴지지 않을 것 같은 정말 광활하다는 느낌. 그러나 고비 사막을
방문한 이후로는 이 모습도 좁게 느껴질 것을 이때는 몰랐었다.
소낙비가 내리면 우리는 갑작스러운 빗방울에 당황하며 피할 곳을
찾기 위해 바빠지지만, 이곳에서는 그럴 일도 없고 그러지도 않는다.
공항을 나서는 순간 저 멀리 보이는 먹구름이 점점 다가오더니 천둥
번개를 동반한 비를 한바탕 뿌리고 간다. 먹구름의 행보 또한 살필 수
있는 평원, 그러나 몽골인들은 비를 피하지 않는다. 일년에 20일 정도
내리는 비를 기꺼이 맞으며 기뻐하고 좋은 일이 생길 징조로 받아들인
다(비를 맞으면 머릿결이 좋아진다는 속설도 한몫한다는). 몽골에 도착
하자마자 그런 단비를 맞은 우리 답사대의 앞길에는 좋은 일이 많이
생길 것 같은 예감이 드는 때였다.
공항을 나서 울란바타르 시내를 향하며 비가 언제 왔는가 싶게 맑아
진 하늘에 감탄하고 있을 때, 이곳 화력발전소들의 매연이 겨울이면 온
도시를 뒤덮어 그 아름다운 하늘을 가린다는 말을 듣게 되었다. 여름에
온 것이 얼마나 다행인지 하고 생각하며 더욱 애틋한 마음으로 감상할
즈음 우리 버스는 울란바타르 시내로 들어서고 있었다. 울란바타르는
인구 약 100만 명이 거주하고 있다는데 이는 몽골 인구의 약 1/3로 우
리나라와 마찬가지로 수도권 집중 현상이 대단한 것 같다. 하지만 그
규모는 매우 작아 도시 남쪽 언덕에 위치하고 있는 자이승 기념탑에서
한눈에 다 볼 수 있을 정도였다. 언덕 아래로 한국식 정자가 세워져 있
는 공원이 눈에 띄어 우리의 호기심을 계속 자극해 한걸음으로 달려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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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니 그곳은 애국지사 이태준 기념관이라고 했다. 1914년부터 몽골의
의료 발전에 큰 기여를 한 선생을 기리고자 세워진 공원으로, 그 뜻을
이어 오늘날까지도 그의 모교인 연세대학교 의료원을 중심으로 다양한
봉사 활동이 계속되고 있다고 한다. 하지만 역시 지질학자들의 답사는
남달랐다. 공원의 의미를 새긴 비석의 내용을 읽다가 우리를 사로잡은
것은 바로 선명한 초록색 광물들이 나타나고 있는 화강암들. 조장석의
일종일 것이라는 의견과 희토류 원소에 의한 것이 아닐까 하는 의견들
이 분분한 가운데 차마 시료를 채취하지는 못하고 다음 일정을 계속했
다.
시내에서 약 1시간 정도 외곽으로 향하니 우리가 오늘 묵을 숙소 자
작나무숲 국제승마학교에 도착했다. 부드럽게 경사진 푸른 언덕에 하
얀 게르들이 줄맞춰 서있는 모습은 너무나 예뻐서 주변을 산책해보고
싶었다. 게르를 배정받고 저녁 식사를 한 후 한결 시원해진 바람에 기
분 좋게 잠이 들었는데, 대륙성 기후의 일교차를 쉽게 생각한 벌을 받
았는지 새벽에 너무 추워 오들오들 떨며 깨어나야 했다.
2007년 7월 4일 (2일째)
두 번째 날을 혹독한 일교차에 놀라고 시작하며, 공항에 도착해 달랑
자가드행 비행기(7:00)에 탑승하였다. 사막에 대한 막연한 동경과 기대
이태준 선생 기념비에 나타난는 장석의 알바이트화작용 현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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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시아제 고물 미니버스와 게르 (고비 사막)

를 품고 있었지만 사막에서는 더 심할 그 일교차에 두려움이 밀려오기
시작했다. 하지만 역시나 작고 아담한 달랑자가드 공항을 빠져나오니,
어디서든 지평선을 볼 수 있는 그 광활한 모습에 마음이 뻥 뚫리는 것
같은, 숨이 탁 트이는 것 같은 감동을 또다시 느끼게 되었다. 아니! 비
가~!!! 반가운 손님이 온다고 비구름이 우리를 따라다니는 건지 고비
사막에서의 첫날에 우리는 또 비와 함께 답사를 시작했다. 정말 박물관
에서나 볼 수 있을 것 같은 러시아제 미니 버스를 타고, 대체 길을 알
고 가는 건지 가니까 길인 건지 모르게 엄청난 모래 먼지를 일으키며
약 1시간을 달리니 드디어 우리가 잠시 머무르며 점심 식사를 하게 될
캠프에 도착하게 되었다. 계속된 이동으로 노곤해진 몸과 마음의 휴식
을 취하며 고비 사막에 대한 교수님들의 지질 소개가 이어졌다.
다시 출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고운 모래가 아닌 자갈 사막인
이곳은 풀 한포기 자라기 힘든 황무지라는 뜻의 ‘고비’라고 일컬어지지
만 양과 염소떼들은 한가로이 이동하며 거칠고 작은 풀들을 뜯고 있었
다. 파란 맑은 하늘과 함께 그 모습이 너무 아름다워 카메라에 담고 있
다보면, 종종 우리 눈을 현혹하는 신기루가 나타나곤해 우리가 지금 향
하고 있는 오아시스가 저기인가 하는 착각을 일으키곤 했다. 하지만 우
리가 도착한 오아시스는 바위틈에서 솟고 있는 물에 의지해 사람들이
옹기종기 마을을 이루고 염소들이 풀을 뜯고 있는 곳으로 신기루가 아
닌 생명력 가득한 곳이었다. 이곳에서 양떼를 보면 항상 염소가 섞여있
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것에는 특별한 이유가 있다고 한다. 양은 수
백 마리 단위로 무리를 이루지만 무리에 대한 구심력을 가지고 있지
않고 뿔뿔이 흩어져 버리기 일쑤여서 이리에게 잡아먹히는 일도 있다.
그래서 양떼에 약 25%정도로 염소를 섞어놓으면 호기심 강하고 스스
로 영양가 있는 풀을 찾아내고 위험도 피하는 염소떼의 영향으로 양에
대한 더 쉬운 관리와 보호가 가능하기 때문에 양, 염소 혼성 무리로 키
운다고 한다.
다음은 우리가 고대하던 바얀작으로의 여정. 약 1시간을 차를 타고

달려가니 멀찍이 절벽 위에 오두막 같은 것이 보이더니 그곳이 바로
사막의 돌시장이었다. 각종 화석과 진기한 돌들을 벌여놓고 팔고 있었
는데, 그곳에서 팔고 있던 공룡알 화석은 단연 우리에게 논란의 화두를
제공했다. 이것이 과연 진짜 공룡알 화석일까 궁금해하는 우리에게 임
성규 교수님께서는 공룡알은 껍질에 무늬가 있고 타원형이 많다고 말
씀하셨고, 이곳 좌판의 매끈한 표면의 구형체들은 공룡알이 아니라고
하셨다. 이때 발끈한 몽골인 가이드 부마. 달랑자가드에 도착해서부터
우리를 가이드하고 있는 부마씨는 한국에서 유학 생활을 한 후 몽골에
서 가이드 생활을 하고 있는데 큰 골격(실제로 몽골 전통 씨름 선수였
다는)에 작지만 날카롭게 빛나는 눈이 예사롭지 않은 사람이었다. 부마
의 주장은 몽골에는 가짜가 없고 이곳 고비 사막은 공룡 화석으로 유
명한 지역이고 이곳에서 출토된 이것들은 절대 공룡알 화석이라고...
팽팽한 접전이 벌어질 뻔했지만 몽골인들의 절대 꺾이지 않는 강한 자
존심을 괜히 건들 필요는 없어 그냥 넘어가기로 했다. 하지만 지동설을
부인하고 재판장을 나서던 갈릴레오처럼 입안에 맴도는 말 “그래도 저
건 공룡알 화석이 아니다.”
사막의 돌시장에 왔는데 대체 바얀작은 어디인 것인가. 울란바타르
부터 동행한 한국인 유학생 가이드 미희씨 뿐만 아니라 몽골인 부마씨
또한 1922년에 수많은 공룡뼈와 알화석이 발견되어 세계적으로 유명해
진 몽골 공룡 화석지의 위치는 모르겠다는 반응이었는데, 책의 사진들
고비사막의 양과 염소떼들

오아시스의 역질사암과 목축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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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얀작 (Flaming Cliffs)의 노두

Andrews 탐사대의 사진

과 여러 지도, 지질도들을 비교해본 박사님들의 노력으로 결국 우리가
밟고 서있는 이곳이 그 석양에 붉게 타는 듯 했다는 “Flaming Cliffs"
즉, 바얀작인 것을 알게 되었다. 조금 가파르긴 했지만 곳곳에 쌓여있
는 붉은 모래를 타고 절벽을 내려가서 보니 바로 사진의 모습 그대로
였다.
1922년 초기 인류 화석과 포유류 화석을 찾기 위해 미국 자연사 박
물관의 Roy Chapman Andrews, Walter Granger 그리고 두 명의
지질학자 C.P. Berkey, Frederick K.Morris는 중앙 아시아 탐사를 시
작했다. 몽골인과 중국인을 포함해 총 26명의 탐사대를 구성하여 125
마리의 낙타, 휘발유 1,000겔론, 오일 100겔론, 3톤의 밀가루, 1.5톤의
쌀 등을 싣고 떠난 고비 사막의 붉은 절벽에서 그들은 기대하지 않았
던 화석을 발견하게 되는데 그것은 바로 화석화된 알껍데기였다. 당시
는 그것이 커다란 새알파편이라고 생각하며 수집해 떠나고, 다음해 다
시 바얀작을 찾게 되는데 이때 발견한 화석이 우리에게 유명한 공룡인
프로토케라톱스였고 그 이후 계속된 화석 발굴과 탐사는 고생물 연구
에 엄청난 자료를 제공했으며 학술적 연구 결과도 경이적인 것들이었
다. 고생물을 연구하는 분들께 이곳은 그야말로 엘도라도와 같은 곳이
아닐까 생각이 든다. 그 엘도라도에서 나에게도 진귀한 화석을 얻을 기
회가 있기를 바랐지만, 역시 내게도 큰 바램에 구형 탄산염체들이 공룡
알 화석으로 보일뿐이었다.
바얀작을 떠나 아담한 게르 두 채가 서있는 곳에 이르렀는데, 그곳
이 바로 바얀작 박물관이었다. 그것도 한 채는 박물관장(?)님의 집이
었는데 설마 이것뿐이랴 하면서 들어가려고 하는 우리를 보고 오히려
당황하던 박물관장님 가족들;;; 그러나 돌시장에서와 달리 진짜 공룡
알 화석과 공룡뼈 화석들 그리고 바얀작 탐사 당시의 사진들이 전시
되어 있어 85년 전 탐사대가 이곳에서 느꼈을 경이와 감동을 엿볼 수
가 있었다.
다시 한 시간 가량 미니 버스를 타고 달리자 멀리 하얀 게르들이 모
여있는 캠프가 나타났다. 우리 답사대가 오늘밤 묵을 캠프로서, 게르를
배정받고 짐을 풀러 들어가보니 사막 한가운데 있는데도 단정한 내부
에 하얀 시트까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낮에 점심 식사를 했던 캠프
와 이곳 모두 사막에 있다고 생각 들지 않을 만큼 깔끔하고 깨끗한 시
설로 고비 사막의 여행을 더욱 행복하게 해주고 있다. 몽골에 와서 또
바얀작 옆 박물관의 공룡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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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무척 만족하고 있는 점들 중에
음식이 있다. 캠프들에서 깔끔하
게 준비하여 제공하기도 했지만
대체로 한국인의 입맛에 잘 맞아
새로운 메뉴에 대한 기대가 점점
커지고 있을 때 즈음, 드디어 귀
한 손님이 올 때 대접한다는 몽골
의 전통 요리 허르헉을 먹게 되었

다. 허르헉은 말고기/양고기/염소고기 등과 야채를 달구어진 돌과 함
께 넣어 익히는 음식이다. 옛날 냄비를 가지고 다니기 힘든 유목민 시
절, 가죽 부대에 고기를 넣고 끊이는 방식에서 유래했다고 한다. 이날
은 양고기로 허르헉을 만들었는데 3살 정도의 숫양이 끌려오게 되었
다. 처음에는 멀뚱멀뚱 서있던 양이 죽음을 예감했는지 불안한 기색을
보였지만, 눕혀서 가슴을 작게 째고 손을 넣어 동맥을 누르니 바로 눈
을 감았다. 오랜 유목 생활을 통해 자연과 동물들에 기대어 살던 이들
은 가장 빨리 고통 없이 죽음에 이르게 해주는 방법을 알고 있었고, 거
기서 나오는 모든 것을 헛되이 버리지 않으려는 노력 또한 대단했다.
그 양의 가죽을 벗기고 고기와 내장을 발라내는 과정에서 피한방울 떨
어뜨리지 않았으며 하나하나의 쓸모와 처리도 확실했다. 이 양이 드디
어 허르헉으로 요리되어 나왔을 때, 아까의 장면이 떠올라 순간 멈칫했
지만 자연 속에서 행복하게 살다간 양에 대한 진정한 예의는 헛되이
버려지지 않게 하는 것이라 생각하고 한입 베어 물었다. 그런데 지금껏
알고 있던 양고기 요리와 전혀 다른 것이 아닌가. 특유의 누린내나 질
긴 질감이 전혀 없이 너무너무 맛있었다. 기름기도 별로 없고 간도 알
맞아 또다시 몽골 음식은 우리를 감동 시켰다.
2007년 7월 5일 (3일째)
셋째 날이 밝아오자 우리는 다시 분주해졌다. 역시나 맛있는 식사를
마치고 자갈이 주를 이루는 이 고비 사막에 3%정도 분포한다는 고운
모래로 된 사막 멀척엘스로 향했다. 우리가 사막하면 떠오르는 모래 언
덕이 이곳에서는 오히려 희귀한 풍경의 관광지라니 무척 재미있다. 약
2시간 가량 차로 달려 도착한 멀척엘스는 광역 지대가 모래인 것이 아
닌, 모래가 쌓여있는 몇 개의 언덕들이 있는 곳이었다. 신발과 양말을
벗고 모래를 밟고 올라가니 발을 감싸는 부드럽고 고운 모래들과 시원
한 바람은 무척 기분 좋았고, 물만 없었지 꼭 바다의 모래 사장을 온
느낌. 거대한 모래 언덕 표면에는 작은 리플들이 줄을 이었고, 바람에
따라 위치도 모양도 조금씩 바뀌어가며 발자국을 내어도 금새 지워버
리는 모습에 바람이 가꿔가는 예술품을 보는 듯... 이곳은 고비 사막의
지속적인 바람에 풍화된 모래들이 쌓여가고 있는 지역으로 점점 넓어
질 것이라고 한다. 이제 몇 만년 뒤면 자갈 사막이라던 고비를 떠올릴
수는 없게 될 것이다.
멀척 엘스의 모래 언덕에 감탄하고 있을 때, 저편 언덕에서 낙타를
타고 달려오는 꼬마들을 보게 되었다. 몽골의 기념품을 파는 아이들과
그 가족이었는데 흥정은 통하지 않았다. 몽골인들은 특유의 자존심이
강해서인지 물건을 파는데 있어 비굴한 모습을 보이거나 사라고 강요
하는 것 없이 살 테면 사시오~ 이런 분위기이다. 깎아주는 일도 거의
없다는데 각각 염소 털가죽과 낙타 털가죽으로 만든 낙타 인형 두 개
를 고민하는 나에게는 정말 약간의 호의를 베풀어주었다. 멀척 엘스에
서 캠프로 돌아오자 몽골의 전통 음식인 보츠가 준비되어 있었다. 보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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멀척엘스의 모래언덕

열링암의 노두 및 구조선

는 물만두의 일종으로 몽골의 대중적인 음식이라는데 손님이 방문하면
대게 이 음식을 만들어 대접을 한다고 한다. 어제 남은 양고기로 만든
듯한데, 기름기가 많아 입맛에 맞을지 걱정이라는 캠프 직원들의 걱정
은 소용없이 기름기조차 고소하고 맛있는 만두에, 개수가 너무 많다는
처음의 반응과 달리 모두들 즐겁게 식사를 마쳤다. 이제 이 캠프를 떠
날 시간, 우리를 배웅하러 나온 그들과 아쉽고도 정답게 인사를 하고,
특히 우리에게 깔끔한 하얀 시트를 열심히 깔아주던 햇볕에 그을린 건
강미 넘치는 몽골 아가씨와 사진도 찍으며 우리는 버스에 올라탔다.
약 한 시간 정도 달리자 고비 사막에서 처음 식사를 했던 캠프가 나
타났고 게르를 배정받은 후 우리는 멀리 보이는 알타이 산맥을 향해
떠났다. 바로 저기 보이는 병풍같은 산맥이 우리 한국어의 기원이라는
알타이 어족의 이름을 딴 알타이 산맥인데 어찌된건지 가도가도 다다
르지가 않았다. 시야를 가리는게 없으니 손에 잡힐 듯한데 이렇게 멀다
니 고비 사막에서 지평선에 걸쳐있는 저 곳들은 대체 얼마나 멀단 말
인가. 도시에서는 바로 앞에 두고도 보지를 못하는데, 사막에서는 바로
앞에 두고도 가지를 못한다. 산맥에 가까워질수록 물이 흐른 흔적과 초
목이 보이더니 산맥의 안쪽은 서늘하면서도 시내가 졸졸 흐르고 풀과
나무들 그리고 동물들도 뛰어다니는 그런 곳이었다. 산에서 내려오는
물이 이곳을 이렇게 풍요롭게 만들어 주는 것 같았다.
알타이 산맥의 열링암은 독수리 입이라는 뜻으로 원래 이 지역의 새
를 보존하기 위해 설치한 보호구역이라고 한다. 그러나 지금은 매우 드
라마틱하고 특별한 경치로 유명해 졌는데 고비 사막의 중앙에 있음에
도 거의 1년 내내 두꺼운 얼음으로 덮여있는 계곡이 바로 그것이다. 주
차장에서 얼음 계곡까지는 약 25분 정도 걸어야하는데 그동안 길의 양
쪽으로 시궁쥐와는 다른, 갈색의 다람쥐를 닮은 귀여운 쥐들이 굴들을
잽싸게 왔다갔다거리는 것을 볼 수 있다. 이곳에 왜 이렇게 쥐들이 많
은지 궁금했는데 알고 보니 매우 안타까운 사연이 있었다. 알타이 산맥
의 매는 몽골인들이 무척 사랑하는 동물인데 몇 년 전 먹이 부족으로
인해 15마리 정도만 남게 되었다고 한다. 결국 몽골 정부는 매들을 살
아남게 하기 위해 매년 엄청난 수의 쥐들을 먹이로 풀어놓게 되었고,
올해는 매들이 알을 많이 낳아 수가 늘어날 전망이라고 한다. 몽골인들
이 알타이 산맥의 매에 대한 애정이 어느 정도인지 알 수는 있었지만,
하늘의 매들에게 언제나 위협받으며 먹히기 위해 살고 있는 쥐들은 너
열링암지역 독수리 먹이를 위한 쥐

열링암 구조선을 따라 발달되는 협곡의 얼음

무 불쌍했다.
이렇게 쥐들과 하늘의 매를 보며, 거대한 절벽들 사이를 지나 계곡을
오르다 휘청~! 앗 돌인지 알고 밟은 바닥이 온통 얼음이었다. 겨울에
는 얼음의 두께가 10m가 넘는다는데 여름이라 2~3m정도인 것 같았
다. 약 10km정도 이어진다는 얼음 계곡을 따라 계속 가보고 싶은 마음
이 굴뚝같았지만 미처 준비하지 못한 신발 사정으로 엉덩방아를 찧어
가며 몇 십 m를 겨우 나아가보았다. 거대한 절벽 사이에서 끝없이 이
어지는 하얀 얼음길은 정말 굽이굽이 계곡을 채우고 있었다. 사막 한가
운데 두꺼운 얼음으로 꽉 찬 계곡이 있다고 하면 누가 믿겠는가. 보고
또 보아도 풀리지 않는 경이로움을 뒤로한 채 알타이 산맥의 그 스펙
터클한 골짜기를 내려와도 두근거리는 마음은 쉽게 진정되지 않았다.
산맥을 내려와 다시 풀 한 포기 자라기 힘든 건조한 사막을 마주하자
내가 방금까지 옷 속으로 한기가 스미는 얼음 계곡 그리고 그 얼음이
녹아서 흐르는 시내에 깃들어 사는 초목, 동물들과 함께 있었던 것이
마치 선인들이 산다는 무릉도원에 홀린 듯 다녀온 것 같았다.
버스를 타고 알타이 산맥을 내려오며 보이는 신기루에 고비 사막은
마치 푸른 바다같이 보였다. 이곳 주민들이 고비 사막은 옛날에 바다였
다고 전해들은 듯이 말하는 이유가 이 모습 때문이 아닐까 하는 생각
도 들었다. 캠프에 돌아와 보니 오늘이 고비 사막에서의 마지막 밤이었
다. 사막의 쏟아질 듯한 별을 보고 싶던 소망은 결국 하늘을 뒤덮은 구
름 때문에 이루지 못했다. 하지만 사막에 생명을 불어넣어주던 오아시
스, 공룡들이 잠들어 있는 바얀작, 아름다운 모래 언덕 멀척엘스, 사막
의 얼음 계곡 열링암 그리고 사막의 푸른 하늘과 맑은 눈빛의 사람들,
동물들은 고비 사막을 황무지가 아닌 아름다운 그곳으로 우리에게 남
게 할 것 같다.
2007년 7월 6일 (4일째)
넷째 날 오전 우리는 다시 울란바타르행 비행기(8:30)에 몸을 실었
고, 몽골에서 가장 대중적인 관광지라는 테렐즈 국립공원으로 향했다.
1993년에 국립공원으로 지정된 테렐즈는 울란바타르에서 북동쪽으로
80km 가량 떨어진 곳으로 주위의 흐드러지게 피어난 야생화가 매우
아름답고 초원과 산, 강과 나무가 아름답게 조화를 이루고 있는 곳이라
는 가이드의 설명이 이어졌다.
정말 그곳은 우리나라의 강산과 비슷한 소나무로 덮여진 바위산이
절경이었고, 간간히 있는 초원에는 게르와 양 그리고 유목민의 풍경이
주변의 경관과 함께 한 폭의 그림을 연상시켰다. 거북 바위와 기도하는
석상이라 이름붙인 기암괴석들에서 사진도 찍고, 거대한 오보에서 소
원도 빌었다. 오보는 쌓아올린 돌무더기 단 위에 마른 버드나무 가지를
꽂고 거기에 오색 헝겊과 말 그림, 문자를 적은 헝겊 히모리를 장식처
럼 달고 있는 곳이다. 몽골 초원 곳곳에서 볼 수 있는데 방향을 가늠하
기 어렵고 사람을 만나기 어려운 몽골인들에게 길잡이 및 경계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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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렐즈 지역의 중생대 화강암 노두

을 했고, 오늘날에는 병과 재난을 막아주고 가축의 번성을 돕는 수호신
으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마치 우리나라의 성황당과 장승이 떠올라 그
문화적 유사성이 같은 몽골리안이기 때문인지 궁금해졌다.
테렐즈에서 점심 식사를 마치고, 울란바타르의 자연사 박물관으로
향했다. 가이드의 얘기로는 다른 여행객들은 왠만해서는 일정에 포함
시키지 않는 곳이라는데, 우리 답사대에게는 가장 흥미를 끄는 곳 중
하나였다. 이곳의 자연사 박물관은 몽골의 자연, 문화 관련 아이템과
여러 종류의 광물 등 약 2만여 점이 전시되어 있는데, 특히 거대한 공
룡 타르보자울스의 전신뼈 화석과 공룡알 화석이 전시되어 있는 고생
물관이 유명하다고 한다. 지금까지 관람한 바얀작 박물관, 열링암 자연
사 박물관과 같이 몇 가지 전시품으로 박물관의 명패를 내걸고 있는
곳과는 차원이 달랐다. 듣던대로 매우 다양하고 많은 종류의 광물들,
암석들, 화석들 그리고 각종 사슴, 곰, 독수리, 눈표범 등의 야생 동물
박제품들이 있었다. 몽골의 지도와 지역 안내도 등도 팔기에 우리가 방
문했던 곳들을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지도를 한권 구입했다.
자연사 박물관의 거대한 공룡의 지질학적 의미를 곰곰이 생각하면서
이동하던 중, 우리는 울란바타르 근교 언덕에서 거대한 황금 불상과 칭
기즈칸의 초상을 볼 수 있었다. 황금 불상은 몽골이 1992년 사회주의
에서 민주공화제로 체제가 바뀌면서 몽골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자 종
교의 힘으로 뜻을 모으고자 만든 것이라는데, 칭기즈칸 초상과 함께 이
들이 번성했던 옛 시대를 얼마나 그리워하는지 그리고 되찾기 위한 의
지가 어떠한지 엿볼 수 있었다.
오늘은 운치는 있지만 불편함은 어쩔 수 없었던 게르 생활을 하루
쉬기로 하고 시내의 카라 호텔에서 짐을 풀었는데, 새로 지은 건물인지
내외부가 깨끗하고 깔끔한 시설에 한국어를 할 수 있는 직원도 있었다.
저녁 식사로 맛있는 한국 음식을 먹고 오랜만의 안락한 분위기에 쉬게
되니 그동안 즐거운 마음과 달리 은근히 몸에 쌓였던 피로가 싸악 해
소될 것 같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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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년 7월 7일 (5일째)
다섯째 날이 밝아왔다. 오랜만의 편한 잠과 목욕으로 개운해진 몸과
마음을 안고 하루를 시작하며 우리는 울란바타르에서 46km 떨어져 있
는 북드항 올로 떠났다. 북드항 올은 1778년 국립공원으로 지정되었으
며 그 면적은 4,651헥타르에 달한다. 소나무, 자작나무, 미루나무, 삼나
무 등 몽골에서 보기 힘든 울창한 삼림지대로 늑대, 여우, 사슴, 담비
등과 각종 야생 조류가 풍부하게 서식하고 있다고 하는데, 주로 산의
경사진 숲에서의 하이킹, 초원의 만발한 야생화, 만치링 히드의 폐허
등이 인기있는 코스라고 한다. 만치링 히드를 올라가는 길목에는 여러
비석들과 석상들, 커다란 쇠솥 등이 산재되어 있는데 지금은 폐허가 되
었지만 라마 불교가 번성하던 시절에는 이 일대에 몇 만명의 승려들이
거주하며 불경을 읊었다니 바로 옛 영화의 흔적들이었다. 이곳의 흩어
져 있는 석상들이 먼 곳을 응시하고 있는 모습과 여러 분위기에서 제
주도의 돌하르방과 비슷하다는 느낌을 받아 어떤 몽골리안적 관계가
있는 것이 아닐까 하고 한국에 와서 자료를 찾아보았다. 이미 누군가의
연구가 이루어져 있었는데, 손의 위치, 석상의 의미, 시대 등에서 둘 사
이의 관계가 전혀 없다고 한다. 하여튼 몽골에서 뭔가 우리와 비슷한
것만 보이면 몽골리안 민족성부터 떠올리는 이 오바적 민족 연관시키
기는 좀 적당히 해야겠다.

몽골 국립 자연사 박물관
입구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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테렐즈 화강암 지질조사를 마치고 기념 촬영

칭기즈칸의 위대함부터 사사로운 것까지 알 수 있는 영화 소품과 당
시의 거대하고 화려한 게르들을 재연해 놓은 칭기즈칸 후레를 관람하
고, 울란바타르로 돌아와 식사를 한 후, 현재 몽골에서 가장 큰 사원이
라는 간단테그치늘렌 히드를 방문했다. ‘완벽한 즐거움의 위대한 장소’
라는 뜻의 간단 사원은 19세기 중엽에 건축된 곳으로 라마 불교가 탄
압을 받은 과거 공산정권 하에서 유일하게 종교 활동을 보장 받았던
매력적인 사원이다. 중앙 아시아에서 가장 큰 불상과 여러 개의 작은
절, 승려들의 기숙사, 그리고 부설 불교 대학이 있는데, 몽골의 문화와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빼놓을 수 없는 곳이라고 한다.
거대한 규모의 간단 사원 벽에는 부처의 생명 이미지가 그려져 있고,
사원 곳곳에는 황금색의 원통들이 세워져 있는데 20톤 규모의 미그지
드 장라이시그 불상 둘래에도 마찬가지였다. 이 황금색 원통을 세 번씩
돌리며 소원을 빌면 이루어진다고 하여 많은 사람들이 줄지어 있는데
덕분에 소매치기도 많아 위기가 많았다.
첫날 묵었던 자작나무숲 캠프에 도착해 특별히 캠프 측에서 제공한
몽골 전통 공연을 관람했다. 노래와 무용, 요가 등이었는데 몽골의 전
통 음악 흐미(Hoomii)를 실제로 듣게 된 것은 정말 기대 이상이었다.
몽골의 전통 음악에는 흐미(‘목소리 음악’이라는 뜻 내포) 또는 배음이
라 하여 목을 사용한 독특한 성악 스타일이 있는데, 쉽게 말하면 한번
에 두 가지 소리를 동시에 내는 창법이다. 흐미는 성대의 진동을 위한
공명 기관인 비강의 모양이 변하면서 동시에 강하게 모음을 발성해 멜
로디 톤을 강조하기 쉽게 하면서 생기는 소리인데, 몽골 서부 쪽에 일
반적으로 분포되어 있으며 강인한 육체의 힘이 필요하고 여성에게는
터부시되어 왔다고 한다. 낮은 음의 목소리가 구체적인 가사를 읊으며
노래를 하면 앵앵거리는 듯한 높은 음의 소리가 곁들여지는 방식이었
는데 이곳에서도 신성하게 여겨질 만큼 그 놀라움은 대단했다.
몽골에서의 마지막 밤도 이렇게 흥분과 놀라움 속에 보내고, 내일 아
침의 이른 기상을 위해 모두들 각자의 게르로 돌아갔다. 게르에 누워서

천정 구멍으로 보이는 별빛들을 보며, 자연 그대로에 어우러져 인간이
살아가는 지구상 몇 안남은 곳, 맑은 하늘과 바람이 항상 곁에 있는
곳, 그리고 우리 지질학자들의 마음을 빼앗아갈 매력적인 처녀지가 남
아있는 이곳에 꼭 다시 발을 디디겠다고 결심하며 잠이 들었다.
2007년 7월 8일 (6일째)
새벽 4시 전원 기상하고 귀국 준비를 서둘렀다. 하늘에는 아직도 반
짝이는 무수한 별들이 있었고, 새벽 공기는 매우 상큼하나 기온이 낮아
오돌오돌 떨 지경이었다. 그러나 초원의 말들은 왠지 우리보고 가지 말
라는 표정을 짓고 있는 것 같았고, 바람도 친근했다. 새벽 공기를 뚫고
1시간 가량 지나 도착한 공항에는 아직 일러 많은 사람은 보이지 않으
나, 공항의 직원들의 행동은 친절이라는 용어와 거리가 먼 것 같았다.
몇 번의 짐의 중량 검사를 거치고 탑승한 귀국행 비행기의 자리에 앉
자, 며칠간의 몽골 학술 답사 여정들이 주마등처럼 스쳐지나갔다. 광활
한 고비 사막, 천둥 번개 소리, 오아시스, 공룡 그리고 알타이 산맥과
테렐즈에서의 지질학적 현상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생각하고 곱씹
는 동안 어느새 깊은 잠에 빠져들었다.

북드항 올 지역의 화강암 노
출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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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대학교 자원공학과 지구화학실험실 및 X-선분석실
지도교수 : 박영석(yspark@chosun.ac.kr)

조선대학교 지구화학실험실은 지표환경에서 산출되는 암석에
대한 현장지질조사와 시료채취 및 지구화학적 분석을 통해 주성
분 원소, 미량성분 원소, 희토류 원소의 함량을 파악하고, 암석
혹은 광물에 대한 Rb-Sr, Sm-Nd 동위원소분석을 통해 지각
과 맨틀의 상호관계를 성립하고 암석의 생성, 변성, 변형시기를
구함으로써 지구 지각운동의 역사를 밝히며, 이를 통해 지구가
어떤 지질과정을 거쳐 이루어 졌는지를 밝히고 있다. 하상퇴적
물에 대한 화학적 분석을 통해서는 유독원소가 자연적으로 과다
하게 농집 되거나, 필수원소가 지나치게 결핍되는 현상으로 인
해 인간이나 동식물에게 악영향을 끼치는 지화학적 재해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수집해오고 있다. 지시원소들의 분산패턴을 이용
해서는 광물 및 에너지 자원의 지구화학 탐사에 필요한 자료를
제공하고, 유독성원소의 분산패턴을 이용해서는 토양오염의 정
도를 파악하며, 오염이 심한 지역에 대해서는 지구화학적 방법
을 통한 오염 복구 및 복원들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X-선분석실은 분해능이 우수한 XRD 와 XRF를 이용하여 토

ㅌ

09 KSEEG NEWSLETTER *2007 Autumn Volume 06

양, 암석, 금속, 고분자, 반도체 시료에 대한 정성, 정량분석을
시행하고 있다. 특히 X-선회절분석기(XRD)는 2005년부터 과학
기술부 및 한국기초연구원의 고가특수연구기기 지원사업 장비
로 선정되어 운영되면서, 0.1g의 적은량 시료에 대해서도
Rietveld법에 의한 정량분석 결과를 얻고 있다.
박영석 교수는 1974년 이후 현재까지 20여명 석사/박사 전문
인력을 배출하였으며, 한반도 옥천대 서남부지역 화강암류에 대
한 암석화학과 Rb-Sr, Sm-Nd 동위원소연구, 호남탄전지역 등
에 대한 광물 및 환경지구화학적 연구, 하상퇴적물에 대한 지구
화학적 연구 등을 수행해오고 있으며, 이들 연구를 통해 110여
편의 국내외 논문과 학술발표를 해오고 있다.
현재는 치과용 고밀도 수산화인회석 합성연구, 문화재시료를
이용한 산지추정 연구, Bio-Geochemistry 및 Bio-Mineralogy
관련 연구를 하고 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석/박사 과정 학생
들이 고부가가치의 산업과 문화재관련 분야에 필요한 전문요원
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을 다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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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효택 회원(서울대학교 에너지시스템공학부 교수)은 지난 7월 23일 미국 New Orleans 에서 개최된
SEGH(The Society for Environmental Geochemistry and Health) 총회에서 2008년도 Councillor
(총 9명) 로 선정되었다.
전효택 회원은 아시아 - 태평양 지역 회장을 맡고 있으며, 오는 2008년12월 초순 태국 방콕에서 개최되는
제 5회 아시아-태평양 지역 환경지구화학 국제심포지움을 준비하고 있다.
김교원 회원(경북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은 대한지질공학회 제9대 회장으로 취임하였다.
임기 : 2007. 9. 21 - 2009. 9. 20
오창환 회원(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 교수), 김성원, 유인창, 최선규, 박계헌에 의해 수행된 “한반도내
대륙 충돌대와 그 주변부에 대한 연구 및 그 결과의 동북아시아 지체구조 진화 해석에의 응용”이 2003년 2005년 기간 동안 한국학술진흥재단을 통해 수행된 12,939과제 중 35개의 우수과제중 하나로 선정되었다.
참고 : 한국학술진흥재단 발행 “2006 우수성과 사례집”
이인성 회원(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교수)은 8월 1일부로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 원장직을
임명 받았다. 서울대학교 기초과학공동기기원은 대전에 본소를 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과 함께 전국
규모의 지원 분석 업무를 수행하고 있다.

The 6th Asian Regional Conference of Geohazards in Engineering Geology
- 일 시 : 2007. 10. 16 ~ 2007. 10. 19
- 장 소 : 서울대학교 호암컨벤션센터
- 연락처 : 박형동 교수
전화) 02-880-8808 E-mail) iaeg@plaza.snu.ac.kr Web) http://www.iaeg2007.org)
- 주 관 : 대한지질공학회
The 1st APN-sponsored International Workshop
- 주 제 : Climate Change Impacts on Surface Water Quality in East Asia
- 일 시 : 2007. 10. 7 ~ 2007. 10. 10
- 장 소 : 춘천, 강원대학교
- 연락처 : E-mail) ierc@gist.ac.kr
- 주 최 : The Institute of Forest Science, Kangwon National University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Gwnagju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The 5th UNU & GIST Joint Programme Workshop
- 주 제 : Sound Management of Hazrdous Chemicals and Sustainable Energy
- 일 시 : 2007. 10. 30 ~ 2007. 11. 1
- 장 소 : 광주과학기술원
- 연락처 : E-mail) ierc@gist.ac.kr Web) http://www.ists.unu.edu/
- 주 최 : International Environmental Research Center, Gwnagju Institute of Science Technolog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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