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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얼음 동위원소의 시간적 변화를 규명하기 위하여 얼음 용융실험을 수행하였다. 적외선램프(75 W)를 이용하

여 얼음과 램프사이의 거리를 일정하게 유지하면서 2 kg의 얼음을 13시간 동안 녹이면서 배출속도(1.96 ± 0.4 
cm/hr)를 최대한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증발 또는 승화로 인한 질량 감소는 거의 없었으므로(회수율 98.8%), 
얼음의 동위원소변화는 고체상인 얼음과 액체상인 얼음이 녹은 물의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의해 설명할 수 있다. 
얼음의 동위원소변화를 조절하는 것은 얼음이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하는 가()와 동위원소교환

상수( )에 의해 결정되며 이를 결정하기 위하여 Lee et al. (2010a)에서 사용된 모델을 적용하였다. 얼음이 녹

은 물의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의 선형관계는 기울기가 6.64로 계산되었으며, 이는 승화에 의한 동위원소

변동은 무시할 수 있으며, 주로 얼음과 물의 동위원소교환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모델과 실험결과를 비교하

여 산소와 수소동위원소의  값은 각각 0.28, 0.20이었으며,   값은 각각 0.30, 0.41 hr-1로 계산되었다. 이는 통

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으므로 향후 추가적인 실험이 요구된다.

주요어: 증발, 승화, 동위원소교환반응, 선형관계

Ji-Young Ham, Won Sang Lee, Yeongcheol Han, Soon Do Hur, Hyejung Jung and Jeonghoon Lee, 2017, A 
study on isotopic exchange between ice and meltwater using a melting experiment and 1-D model.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3, no. 6, p. 773-780

ABSTRACT: We conducted a melting experiment to observe how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ice vary. With 
an infrared lamp (75 W), discharge rate remained constant (1.96 ± 0.4 cm/hr) due to a constant distance between 
ice surface and the infrared lamp with melting of 2 kg of ice. There was no evaporation or sublimation by mass 
loss (98.8% of recovery) and the isotopic variation of meltwater from ice was explained by 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 The isotopic compositions of meltwater from ice were controlled by how much ice 
was involved in the isotopic exchange () and isotopic exchange rate constant ( ). To determine these values, 
a model used by Lee et al. (2010a) was adopted. A slope from the linear relationship between two stable isotopes 
of meltwater (δ18O and δD) was 6.64, which ignored the effect of sublimation. This can be attributed to the 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 By comparison between model and melting experiment, the  value of 
oxygen and hydrogen was 0.28, 0.20, respectively and the   value of oxygen and hydrogen was 0.30, 0.41 hr-1, 
respectively. This requires more various experiments because those values were not statistically different.

Key words: evaporation, sublimation, isotopic exchange, linear relationship

(Ji-Young Ham, Hyejung Jung and Jeonghoon Lee, Dept. of Science Education, Ewha Womans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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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빙하의 안정동위원소는 과거의 온도, 해빙의 면적, 

강수량 등을 지시하는 과거 지시자(paleo-proxy)로 

알려져 있다(Mason-Delmotte et al., 2008). 이는 눈

이 생성될 당시의 해양의 표면온도에 대한 정보가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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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정동위원소에 포함되어 있으며 눈이 빙하 시추장

소에서 쌓인 이후 얼음으로 변성(metamorphism)되

고 나서 아무런 물리적 과정(post-depositional proc-

ess)도 일어나지 않았다는 것을 가정한다(Lee et al., 

2015). 이는 남극 대륙 내부와 같이 연중 영하의 환

경에서는 적절한 가정이지만, 그 이외의 다양한 지역

에서 쌓인 눈이 녹아 만들어진 융설의 경우에는 적절

하지 않다(Taylor et al., 2001). 따라서 융설이 눈 또

는 펀(firn) 층을 통과하여 더 이상 이동하지 못하고 

수평적인 층들로 존재할 경우에는 새로운 접근 방법

이 필요하다. 얼음의 안정동위원소 값과 기온은 서로 

양의 선형관계를 가지고 있으므로, 얼음의 동위원소 

값은 얼음이 변성작용을 받는 동안 값이 변하게 되

며, 이는 복원된 온도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따라서 빙

하를 이용한 고기후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고체와 

액체의 동위원소 교환반응(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 또는 고체와 기체의 동위원소 

교환반응(isotopic exchange between ice and vapor)

에 대한 이해가 반드시 필요하다(Lee et al., 2010a).

동위원소 수문분리법(isotopic hydrograph sep-

aration)은 ‘하천에 새로운 물(강우)과 오래된 물(지

하수)이 각각 얼마만큼 기여하는 가’를 추적자를 이

용하여 계산하는 방법이다(Lee, 2017). 강우가 아닌 

위도가 높은 지역 및 산악지역의 얼음과 봄철에 녹

은 새로운 물이 하천에 어떻게, 얼마나 기여하는 지

를 추정하기 위해서는 눈 또는 얼음의 동위원소에 

대하여 이해가 선행되어야 한다. 동위원소 수문분리

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산악지역의 눈 또는 얼음의 

동위원소가 시간에 따라 분별(fractionation)를 일으

킴으로서 발생되는 오차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이러한 오차를 줄이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동위원

소변동을 이해하고 이를 수문분리에 적용하여야 한

다. 시간에 따른 눈의 동위원소 분별과정은 여러 연

구를 통해 현장과 실험실에서의 용융실험 및 모델연

구결과들로 보고되어 있다(Taylor et al., 2001; Feng 

et al., 2002; Lee et al., 2009, 2010b, 2014b). 국내에

서는 눈의 변성작용으로 인해 눈 보다는 얼음이 겨

울철에 많은 지역에 쌓여 있기 때문에 수문분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과 얼음의 동위원소 분별과정

에 대한 이해가 필요하다. 하지만, 얼음의 동위원소 

분별과정은 산악지역, 온대지역 물론 극지역에서조

차 보고된 적이 없다.

본 연구에서는 얼음의 용융실험을 통해 동위원소 

수분분리 및 빙하의 안정동위원소를 이해하는 데에 

필요한 얼음의 동위원소 분별과정을 고체상인 얼음과 

액체상인 물의 동위원소교환반응(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로 이해하고자 한다. 

이를 위하여 Lee et al. (2015)에서 제시한 얼음 용융

장치를 이용하여 얼음으로부터 발생된 물의 동위원

소변동을 물리적인 모델을 이용하여 설명하고자 하

였다. 얼음의 동위원소변동은 얼음이 녹은 물, 용융

수가 얼음사이의 공극을 통과하면서 얼음과 물의 동

위원소교환반응으로 인해 설명될 수 있다(Lee et al., 

2009, 2010a). 이를 정량적으로 설명하기 위하여 Lee 

et al. (2010a)에서 제시한 모델을 이용하였으며, 동

위원소변동을 설명할 수 있는 두 변수가 얼음과 물

의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하는가와 동

위원소교환상수를 구하기 위하여 용융실험의 결과

와 모델을 비교하였다. 이를 통해 얼음의 두 안정동

위원소의 동위원소교환상수가 같은 가에 대한 연구

도 수행하였다.

2. 연구방법

2.1 융해실험장치  실험방법

융해실험장치는 컬럼 안에 눈 또는 얼음을 위치

시키고, 상부에서 태양복사에너지 역할을 할 수 있

는 적외선램프 등을 이용하여 눈 또는 얼음이 녹을 

수 있도록 설계되어 있다(Taylor et al., 2001, 2002; 

Lee et al., 2015). 융해실험장치를 이용한 융해실험

(melting experiment)은 이화여자대학교 극지실험

실(Cryosphere Laboratory)에서 수행하였으며, 실

험장치 및 실험사진은 Lee et al. (2015)에 제시되어 

있다. 융해실험장치 내부는 상부에서 적외선램프(75 

W)를 이용하여 얼음 표면에 열에너지를 전달하여 

얼음이 녹을 수 있는 환경이다. 융해실험 도중 실험

실 내의 온도로 인해 얼음이 녹는 것을 방지하기 위

하여 실험실의 온도를 –1도에서 1도로 고정하였다. 

얼음표면에서 생성된 물은 컬럼 속의 얼음을 지나 

튜브로 흐르게 되어 있으며, 융해실험장치는 단열재

를 이용하여 열의 손실을 방지하였으며, 튜브는 시

료가 재결빙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열선으로 감

싸 놓았다. 시료 채집 기준은 튜브를 통해 얻어진 물

의 질량을 기준으로 조절하였으며, 총 115개의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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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획득되었다.

얼음은 여러 번의 실험동안 동일한 동위원소 조성

을 유지하기 위하여 1차 증류수 20 L를 준비하고, 이

를 냉동고에 얼려 보관하여 실험이 끝날 때까지 사용

하였다. 얼음의 크기는 가로, 세로, 높이가 모두 3 cm인 

정육면체의 얼음을 사용하였다. 실험에 사용된 얼음

의 양은 총 2,000 g 이었으며, 1976.4 g (98.82%)가 최

종적으로 회수되어 증발 또는 질량감소로 인한 실험

의 가정에 위배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되었다. 실험에 

사용된 증류수는 60 mL 실험용 보관 용기(LDPE)에 

따로 보관하였다가 실험 시료의 기준값(water medium)

으로 사용되었으며, 실험에 사용된 얼음과 동일하게 

만들어진 얼음도 실험 시료의 기준값(ice medium)으

로 사용되었다. 

Lee et al. (2015)에서는 융해실험을 통해 얼음이 

녹으면서 동위원소가 속도에 상관없이 어떻게 변해

가는 가를 제시하였으나, 본 연구에서는 얼음을 녹

이는 속도가 일정할 때(즉, 얼음 사이를 통과하는 물

의 속도가 일정할 때) 얼음의 동위원소 변화 양상을 

관찰하기 위하여 얼음 표면과 적외선램프의 간격을 

일정하게 유지하였다. 배출속도는 얼음 표면과 적외

선램프의 간격으로 조절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실험

에서는 10 cm로 유지하였다. 110 mm 직경의 칼럼 

내부에 2 kg의 얼음을 투입한 후 얼음의 높이는 컬

럼의 최하부로부터 37.5 cm이었으며, 컬럼 내부의 

얼음의 밀도는 0.58 g/cm
3
 이었다. 실험은 13.05 시

간동안 지속되었으며, 평균적인 배출속도는 1.96 

cm/hr이었다. 

채취된 시료의 물 안정동위원소(δD, δ18
O)는 극

지연구소에 설치되어 있는 상용 물 안정동위원소 분

석 장비(Picarro L2130)를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레

이저 흡광법(Cavity RingDown Spectrometer, CRDS, 

http://www.picarro.com)이 기본원리이며 기체 흡

수스펙트럼의 고유성을 이용하여 정밀하게 조정된 

파장의 빛을 측정하여 챔버(cavity)에 조사한 후 빛

이 측정 챔버 안에 있는 대기의 목적성분의 양에 비

례하여 흡수 및 소멸되는 시간을 측정하는 원리이다

(Jung et al., 2013). 표준물질로는 국제원자력기구에

서 제공하는 VSMOW2 (산소 및 수소동위원소 값: 

0‰, 0‰), SLAP (-55.50‰, -427.5‰), GISP (-24.76‰, 

-189.5‰)를 사용하였다. 각 표준물질은 개당 주입회

수를 18회로 정하고 열 번째 시료까지는 이전 시료의 

기억효과(memory effect)를 고려하여 결과 값 산출 

시 제외하고 나머지 여덟 번의 평균값을 결과로 이용

하였다. 시료는 개당 주입회수를 12회로 정하고 뒤의 

여덟 번의 평균값을 결과로 이용하였다. 시료를 5회 

분석한 후 표준물질을 러닝스탠다드(running stand-

ard)로 이용하였다.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의 정밀도

(precision)는 각각 0.8‰, 0.08‰이다. 물 안정동위

원소의 δ18
O값은 H2

16
O의 농도 값에 대한 H2

18
O의 

농도 값의 상대조성비로 나타내며, δD의 값은 H2
16O

의 농도 값에 대한 HD
16

O의 농도 값의 상대 조성비

로 나타낸다. δ의 정의는 아래 식 1과 같다.

‰




  


× (1)

여기서 Robs와 RVSMOW는 각각 분석된 시료와 

표준시료의 D/H 또는 18O/16O를 나타낸다.

2.2 동 원소교환모델

본 연구에 사용된 모델은 Taylor et al. (2001)과 

Feng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되었으며, 눈이 녹은 

물과 고체상인 눈의 동위원소 교환반응을 모사하는 

연구에 사용되어 왔다(Taylor et al., 2002; Lee et al., 

2009, 2010a). 눈 속을 흐르는 물의 속도는 일정하다

고 가정하여 수리조건(hydrological condition)을 

무시하였다. 하지만, Lee et al. (2010b)에서는 수리 

조건을 고려한 모델을 개발하여 눈이 녹은 물의 일

일 동위원소 변동 및 인공강우에 의한 동위원소 변

동을 실험결과와 비교하였다. 두 모델의 차이점과 스

노우팩의 동위원소 초기조건에 따른 융설의 동위원

소 변동은 Lee (2014a)에 제시되어 있다.

Taylor et al. (2001)과 Feng et al. (2002)에 의해 

개발된 1-D 스노우팩동위원소모델은 식 2-5의 지배

방정식을 따르며, 이는 기본적으로 용질이송모델과 

동일하지만 이송(advection)과 동위원소교환(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이 포함되

어 있다. 이는 Búason (1972)에 의해 처음으로 제시

되었으며, Taylor et al. (2001)는 눈이 녹은 물과 고

체상인 눈의 동위원소교환반응은 모든 지역에서 일

어나는 것이 아니라 눈 표면의 일부분에서만 반응이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식 3의 f)하여 모델을 수정하

였으며, Taylor et al. (2002)에서는 실험과 모델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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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하여 f 및 식 5의 동위원소교환계수(kr)를 제시하

였다.

 







  (2)




  (3)




(4)



 (5)

여기에서 Rliq 및 Rice는 각각 액상과 고체상에서

의 D/H 또는 18
O/

16
O의 비율을 나타내며 α는 0℃

에서의 수소 또는 산소의 평형상태에서의 분별계수

를 나타낸다. 평형상태에서 수소 및 산소의 분별계

수는 각각 3.1‰과 19.5‰이다(O'Neil, 1968). 변수 

는 고체상인 얼음이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하는 가를 정량적으로 나타낸 것이며 변수 는 

무차원동위원소 속도계수(dimensionless rate con-

stant of isotopic exchange)이다. 기존 모델에서는 

눈 또는 얼음의 동위원소교환반응이 전 지역에서 일

어난다고 가정하였지만, Taylor et al. (2001)의 연구

에서는 를 이용하여 동위원소교환반응이 부분적으

로 일어날 것이라고 가정하였다. 여기에서 kr은 동

위원소속도계수이며, Z는 최초의 눈의 깊이이며, u

는 융설의 속도이다. a와 b는 각각 단위부피당 눈에 

있는 물과 얼음의 질량을 나타낸다.

용융실험을 통해 얻어진 산소와 수소의 동위원소 

분석값에 모델값의 적합도(fit)를 고려하여, 식 4과 5

에서의 산소와 수소의 와 값을 결정하였다. 얼음

이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하는 가(f)와 동

위원소교환상수(kr)는 식 4과 5를 통해 각각 정할 수 

있다. 최적의 적합도(the best-fit)은 모델값과 실험값

의 차이의 제곱을 가장 최소화하는 값(least-squares 

method)으로 결정하였다(Lee et al., 2009).

3. 연구결과  토의

3.1 배출수(discharge)의 속도분포

먼저, 모델에서 얼음 속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가 

일정하다고 가정하였으며, 용융실험 또한 이러한 가

정을 위배하지 않기 위하여 적외선램프는 동일한 것

을 사용하였다. Lee et al. (2015)에서 논의한 바로 적

외선램프를 고정하게 되면 배출속도가 시간이 지남

에 따라 감소했기에 본 실험에서는 얼음 표면과 적

외선램프간의 거리를 10 cm로 유지함으로서 배출

속도는 일정하게 유지했다. 그림 1에서는 시간이 지

남(F, fraction of melt)에 따라 배출속도가 어떻게 

변하는 가를 나타내었다. 실험 초기(10%이전) 및 얼

음이 얼마 남지 않은 실험 후기(80%) 이후를 제외하

고는 배출수는 거의 평균속도(1.96 cm/hr)를 유지

하고 있다(그림 1a). 시간에 따른 융해속도, 즉 컬럼

의 하단부에서 측정된 배출속도는 그림 1b에 나타내

었다. 배출속도의 평균은 1.96 ± 0.4 cm/hr 이었으

며, 1.8과 2.2 사이에 가장 많이 분포되어 있다. 따라

서 배출속도의 평균값을 모델의 인자로 사용하였다.

3.2 시간에 따른 얼음의 동 원소변화

얼음 표면이 녹기 시작하면 녹은 물은 얼음사이

를 통과하면서 액상인 물과 고체상인 얼음의 동위원

소교환반응(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이 발생되어, 두 상의 동위원소 값을 변화시

키게 된다(Lee et al., 2009, 2010, 2015). 고체상인 얼

음과 액체상인 물의 동위원소교환반응으로 평형을 

이루게 되면, 산소 및 수소의 동위원소 값은 각각 3.1‰, 

19.5‰의 차이가 발생하게 된다(Lee et al., 2009). 실

험초기에 얼음사이에는 물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용융으로 생성된 물은 얼음 표면의 동위원소 조성과 

같다. 시간이 지나면서 얼음 속을 지나는 물은 동위

원소교환반응으로 인해 동위원소 값이 감소하게 되

고, 얼음의 동위원소 값은 증가하게 된다. 후에 동위

원소 값이 증가된 얼음이 녹기 시작하면 얼음 속을 

지나는 물의 동위원소 값도 증가하며, 그림 2와 같이 

처음에는 배출수의 동위원소 값이 초기에 감소하다

가 결국에는 증가는 양상을 보여 주게 된다. 그림 2

는 실험에 사용된 최초의 얼음값(산소: -8.42‰, 수

소: -61.26‰)에서 분석된 값을 뺀 값을 도시하였다. 

이는 얼음의 동위원소 값의 시간적 변화를 보여 주

며, 0을 기준으로 자료의 윗부분과 아래 부분은 질량

보존에 의해 같은 넓이를 가져야 한다.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는 동위원소수리지질학

(isotope hydrogeology)에서 많이 쓰이는 방법이

며, 선형관계의 기울기 및 절편은 물리적인 의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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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a) Variations of specific discharge as a function 
of melted fraction (F). (b) A distribution of the total melt 
as a function of collected specific discharge.

Fig. 2. Isotopic compositions of meltwater (triangle) 
and modeled results (line) plotted against F, the fraction 
of water melted: (a) oxygen data; and (b) hydrogen data.

지니고 있다. 그림 3에 제시된 것처럼 전지구순환선

(Global Meteoric Water Line, GMWL)은 기울기를 

8, 세로축 절편을 10을 가진다. 이는 해양에서 기원한 

강수(precipitation)에 해당되는 사항이며, 눈 또는 

얼음이 쌓인 이후 녹기 시작한다면 다른 선형관계를 

가질 것이다(Lee et al., 2010a). Lee et al. (2010a)에서

는 새로운 눈, 스노우팩, 눈 녹은 물로 눈의 변성작용

(snow metamorphism)이 일어나면서 선형관계의 

기울기가 어떻게 변하는 가를 현장조사 및 모델로서 

논의하였다. 새로운 눈은 GMWL과 같은 기울기 8을 

가지지만 눈의 변성작용, 즉 대기의 복사에너지를 흡

수하여 눈에서 얼음으로 변동될수록 선형관계의 기울

기는 감소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는 액체상의 물

과 고체상인 얼음의 동위원소교환반응으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때의 동위원소분별계수(isotopic fractio-

nation factor, 19.5/3.1~6.3)에 의해 8이하의 기울

기를 설명할 수 있다(Lee et al., 2009). 극지역에서는 

승화(sublimation)에 의해서도 동위원소변화가 발생

하지만,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는 대략 7.7정도로 알

려져 있으나, 본 실험에서 질량이 거의 회수되었으므

로 승화에 의한 동위원소교환반응은 무시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Stichler et al., 2001; Earman et al., 

2006). 그림 3에서 제시된 본 연구의 결과에서도 기울

기가 6.64를 가지면서 얼음이 녹으면서 동위원소교

환반응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

3.3 모델과의 비교  물리  의미

Taylor et al. (2001)에서는 현장의 결과를 모사하

기 위하여 1-D 스노우팩모델을 개발하였으며, Feng 

et al. (2002)와 Taylor et al. (2002)에서는 융해실험

을 통해 눈 동위원소의 변화과정에서 화학적인 상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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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Oxygen vs. hydrogen isotopes plots for the melt-
ed water from ice. 

Fig. 4. Confidence regions (95%) for estimates of pa-
rameters kr and f from oxygen (solid line, closed dia-
mond) and hydrogen (dotted line, open diamond) iso-
topic measurements.

들을 모델을 통해 결정하였다. Lee et al. (2009)에서

는 산소와 수소의 동위원소교환상수(kr)가 동일한지

를 알기 위하여, Taylor et al. (2002)의 실험을 이용

하여 통계적으로 이를 분석하고, 두 동위원소의 상

수가 유의미하게 다르지 않다는 결과를 제시하였다. 

Lee et al. (2010a)에서는 모델을 이용하여 현장에서 

관찰된 산소와 수소의 선형관계 기울기가 변화하는 

과정을 정량적으로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시간

에 따른 얼음의 동위원소분별과정을 정량적으로 예

측하고 얼음의 동위원소교환상수 및 얼음이 동위원

소교환반응에 얼마만큼 참여하는 가를 이해하기 위

하여 Lee et al. (2010a)에 사용된 모델을 이용하였다.

식 4에서 사용된 와 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6)

  (7)

여기에서 는 얼음의 공극률이며, 는 밀도이며, 

는 더 이상 줄일 수 없는 물(irreducible water), 

  이다. 또한, 식 5에서 사용된 얼음 속에서 

물의 속도를 구하기 위해서는 얼음 속의 물 포화도가 

필요하다. 유효포화도는 다음과 같이 정의될 수 있다:

      (8)

 


 

(9)

여기에서 K는 얼음 속을 통과하는 물의 수리전도

도이며, 본 연구에서는 얼음 속을 통과하는 물의 수

리전도도와 가장 가까울 것으로 생각되는 역암에서

의 수리전도도를 사용하였다. 모델에서 사용된 값과 

모델을 통해서 나온 값들을 표 1에 정리하였다. 유효

포화도는 0.12, 얼음 속을 통과하는 물의 속도()는 

33.5 cm/hr 로 계산되었다.

그림 2에서 실험결과를 가장 잘 설명하는 모델결

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실험결과와 모델결과의 차이

의 제곱을 최소화하는 와 값을 결정하였다. 실험

결과와 적합도가 가장 높은 수소와 산소동위원소의 

값은 각각 0.34, 0.46이었으며, 값은 각각 0.88, 

0.66이었다. 식 4, 5, 9를 이용하여 와 값으로부터, 

와 값을 구할 수 있다. 계산된 값은 산소와 수소

동위원소가 각각 0.28, 0.20이며, 값은 각각 0.30, 

0.41 hr
-1이다. 와 값의 범위가 통계적으로 다른가

를 확인하기 위하여, 차이의 제곱합(sum of squares)

에 근거한 95% 신뢰영역(confidence region)을 계

산하여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 결과를 -면에 제시

하였다(Seber and Wild, 1989). 얼음의 두 안정동위

원소의 신뢰영역은 거의 겹쳐있으며, 이를 통해 두 

안정동위원소의 동위원소교환상수는 통계적으로 

유의미하게 다르다고 할 수 없을 것이다(Lee et al., 

2009). 최고적합도를 나타내는 값은 두 안정동위원

소 간에 차이가 나지만, 이는 물리적으로 설명할 수 

없어 향후 추가적인 실험을 통해 규명할 수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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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ameter Units Exp. Source
Bulk density g/cm3 0.56 Measured

Icepack height (Z) cm 37.5 Measured
Specific discharge Q cm/hr 1.96 Measured

Porosity Φ 0.38 Calculated
Irreducible water content Si 0.04 Jordan (1991)

Water saturation S 0.120
Percolation velocity u* cm/hr 33.47
Intrinsic permeability k m2 5.72×10-10

Hydraulic conductivity K cm/hr 3.12×10-3 Morris and Johnson (1967)
Initial δ18O and δD ‰ -8.42, -61.26 Measured
α (δ18O and δD) 1.0031, 1.0195 O’Neil (1968)
f (δ18O and δD) 0.275, 0.200 Optimized
γ (δ18O and δD) 0.8814, 0.6573

a 0.0585
b 0.5612

Ψ (δ18O and δD) 0.34, 0.46 Optimized
kr (δ18O and δD) hr-1 0.30, 0.41 This work

Table 1. Model parameters used in this work.

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의미

얼음이 녹으면서 얼음이 녹은 물의 안정동위원소 

값이 시간에 따라 어떻게 변화하고, 이 과정에서 동

위원소교환상수 및 얼음이 동위원소교환반응에 얼

마만큼 참여하는가는 용융실험과 1-D 모델결과를 

비교해서 구할 수 있었다. 얼음의 두 안정동위원소

인 산소와 수소동위원소는 액상의 물과의 동위원소

교환상수의 값에는 차이가 있었지만(산소와 수소 각

각 0.30, 0.41 hr
-1

), 95%의 신뢰구간이 거의 일치함

을 보여 결론을 내리려면 조금 더 많은 실험이 필요

할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본 실험에서 얼음이 동위

원소 교환반응에 참여하는 정도는 산소와 수소동위

원소가 각각 0.28, 0.20으로 계산되었다. 또한, 용융

과정에서 산소와 수소의 안정동위원소의 선형관계

에서 기울기는 6.64로 GMWL과는 차이를 보였으

며, 이는 얼음과 얼음 속을 통과하는 물의 동위원소

교환반응으로 설명할 수 있다.

극지역에서 빙하시료를 통해 온도를 복원할 때, 

눈에서 얼음이 생성된 이후 어떠한 물리적과정도 일

어나지 않아야 한다. 극지역의 기온상승과 해안지역

에서 빙하시료를 획득하는 연구가 많아지면서, 이러

한 지역에서 빙하의 용융이 발생된다면 얼음의 동위

원소 값이 증가하게 되게 이를 통해 과거의 온도 복

원은 따뜻한 쪽으로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반대로, 

빙하가 녹은 물이 다시 얼어 존재하게 된다면, 이는 

원래 얼음보다 동위원소 값이 낮기 때문에, 과거의 

온도 복원은 추운 쪽으로 오차를 발생하게 된다. 따

라서 본 실험을 통해 얻은 결과는 빙하시료의 동위

원소 값을 온도의 프록시로 사용하는 연구에 정확성

을 평가하는 데에 도움이 될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에 빙하를 이용한 고기후복원 연구의 경향이 

고해상도를 요구하면서, 빙하의 안정동위원소가 기

존 온도의 프록시라는 가정에 위배 될 수 있는 요소에 

대한 연구가 많이 보고되고 있다(Taylor et al., 2001). 

극지역에서 눈의 안정동위원소는 해빙의 면적, 바람

의 방향등 해수면의 온도 이외에도 영향을 줄 수 있

는 요소가 많다(Abram et al., 2010). 해안에서 증발

된 수증기가 응축되어 눈이 되고, 이러한 눈이 쌓여 

빙하가 형성될 때 발생할 수 있는 물리적 과정이 동

위원소분별을 일으키게 된다면 이는 과거의 온도를 

복원하는 데에 오차를 일으키게 된다. 빙하를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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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계절성과 같은 1년 미만의 시간 단위를 바탕으

로 연구 수행하기 위해서는 눈에서 빙하로의 생성과

정에 대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감사의 

이 연구는 극지연구소 “장보고기지 주변 빙권변

화 진단, 원인규명 및 예측(PM17020)” 및 “빙하코어

를 활용한 남극 빅토리아랜드 고해상도 기후·환경 복

원연구(PE17040)”과제의 일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REFERENCES

Abram, N.J., et al., 2010, Ice core evidence for a 20th century 
decline of sea ice in the Bellingshausen Sea, Antarctica.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5, D23101, doi:10. 
1029/2010JD014644.

Búason, T., 1972, Equation of isotope fractionation be-
tween ice and water in a melting snow column with con-
tinuous rain and percolation. Journal of Glaciology, 11, 
387-405.

Earman, S., Campbell, A.R., Phillips, F.M. and Newman, 
B.D., 2006, Isotopic exchange between snow and at-
mospheric water vapor: estimation of the snowmelt 
component of groundwater recharge in the southwest-
ern United Stat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11, D09302, doi:10.1029/2005JD006470.

Feng, X., Taylor, S., Renshaw, C.E. and Kirchner, J.W., 
2002, Isotopic evolution of snowmelt. 1. A physically 
based one-dimensional model. Water Resources Research, 
38, 1217, doi:10.1029/2001WR000814.

Jordan, R.E.A., 1991, A one-dimensional temperature 
model for a snow cover. Special Report, Cold Region 
Research and Engineering Laboratory, 91-16.

Jung, Y.Y., Koh, D.C., Lee, J. and Ko, K.S., 2013, Applications 
of isotope ratio infrared spectroscopy (IRIS) to analysis of 
stable isotopic compositions of liquid water.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46, 495-509.

Lee, J., 2014a, A review on stable isotopic variations of a 
seasonal snowpack and meltwater.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0, 671-67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Lee, J., 2014b, A numerical study of isotopic evolution of 
a seasonal snowpack and its meltwater by melting rates. 
Geosciences Journal, 18, 503-510.

Lee, J., Feng, X., Faiia, A.M., Posmentier, E.S., Kirchner, 
J.W., Osterhuber, R. and Taylor, S., 2010a, Isotopic evo-
lution of a seasonal snowcover and its melt by isotopic 
exchange between liquid water and ice. Chemical 

Geology, 270, 126-134.
Lee, J., Feng, X., Faiia, A.F., Posmentier, E.S., Osterhuber, 

R. and Kirchner, J.W., 2010b, Isotopic evolution of 
snowmelt: A new model incorporating mobile and im-
mobile water. Water Resources Research, 46, W11512, 
doi:10.1029/2009WR008306.

Lee, J., Feng, X., Posmentier, E.S., Faiia, A.F. and Taylor, S., 
2009, Stable isotopic exchange between rate contant between 
snow and liquid water. Chemical Geology, 260, 57-62.

Lee, J., Ham, J.Y. and Hur, S.D., 2015, A study on isotopic 
fractionation between ice and meltwater by a melting 
experiment. Ocean and Polar Research, 37, 327-332.

Mason-Delmotte, V., Hou, S., EKaykin, A., Jouzel, J., 
Aristarain, A., Bernardo, R.T., Bromwich, D., Cattani, 
O., Delmotte, M., Falourd, S., Frezzotti, M., Gallée, H., 
Genoni, L., Isaksson, E., Landais, A., Helsen, M.M., 
Hoffmann, G., Lopez, J., Morgan, V., Motoyama, H., Noone, 
D., Oerter, H., Petit, J.R., Royer, A., Uemura, R., Schmidt, 
G.A., Schlosser, E., Simões, J.C., Steig, E.J., Stenni, B., 
Stievenard, M., van den Broeke, M.R., van de Wal, R.S.W., 
van de Berg, W.J., Vimeux, F. and White, J.W.C., 2008, 
A review of Antarctic surface snow isotopic composition: 
Observations, atmospheric circulation, and isotopic 
modeling. Journal of Climate, 21, 3359-3387.

Morris, D.A. and Johnson, A.I., 1967, Summary of hydro-
logic and physical properties of rock and soil materials, 
as analyzed by the hydrologic laboratory of the U.S. 
Geololgical Survey. Geological survey water-supply 
paper, 1839-D.

O’Neil, J.R., 1968, Hydrogen and oxygen isotope fractionation 
between ice and water.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72, 3683-3684.

Seber, G.A. and Wild, C.J., 1989, Nonlinear Regression. Wiley.
Stichler, W., et al., 2001, Influence of sublimation on stable 

isotope records recovered from high-altitude glaciers 
in the tropical Andes.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106, 22613-22620.

Taylor, S., Feng, X., Kirchner, J.W., Osterhuber, R., Klaue, 
B. and Renshaw, C.E., 2001, Isotopic evolution of a seasonal 
snowpack and its melt. Water Resources Research, 37, 
759-769.

Taylor, S., Feng, X., Renshaw, C.E. and Kirchner, J.W., 
2002, Isotopic evolution of snowmelt. 2. Verification 
and parameterization of a one-dimensional model using 
laboratory experiment. Water Resources Research, 38, 
1218, doi:10.1029/2001WR000815.

━━━━━━━━━━━━━━━━━━━━━━━━
Received : September    2,    2017
Revised : September  29,    2017
Accepted : October  12,    2017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DetectCurves 0.0000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OpenType false
  /ParseICCProfilesInComme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DICMYKValues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Flatness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CropColorImages true
  /ColorImageMinResolution 300
  /Color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MinDownsampl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CropGrayImages true
  /GrayImageMinResolution 300
  /Gray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MinDownsampleDepth 2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CropMonoImages true
  /MonoImageMinResolution 1200
  /MonoImageMinResolutionPolicy /OK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CheckCompliance [
    /None
  ]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Identifier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
  /PDFXTrapped /False

  /Description <<
    /CHS <FEFF4f7f75288fd94e9b8bbe5b9a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53ef901a8fc7684c976262535370673a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8fdb884c9ad88d2891cf62535370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676562535f00521b5efa768400200050004400460020658768633002>
    /CHT <FEFF4f7f752890194e9b8a2d7f6e5efa7acb768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4ef653ef5728684c9762537088686a5f548c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4e0a73725f979ad854c18cea7684521753706548679c300260a853ef4ee54f7f752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548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53ca66f49ad87248672c4f86958b555f5df25efa7acb76840020005000440046002065874ef63002>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640073006b007200690076006e0069006e0067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6c00e60073006e0069006e0067002e002000440065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c00200076006f006e002000640065006e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8006f00630068007700650072007400690067006500200044007200750063006b006500200061007500660020004400650073006b0074006f0070002d0044007200750063006b00650072006e00200075006e0064002000500072006f006f0066002d00470065007200e400740065006e002000650072007a0065007500670065006e0020006d00f60063006800740065006e002e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5006e006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4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ESP <FEFF005500740069006c00690063006500200065007300740061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63006900f3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6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6f006e007300650067007500690072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5006e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20006500730063007200690074006f00720069006f00200079002000680065007200720061006d00690065006e00740061007300200064006500200063006f00720072006500630063006900f3006e002e0020005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64006f0073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FRA <FEFF005500740069006c006900730065007a00200063006500730020006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6100660069006e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e90070007200650075007600650073002000650074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730020006400650020006800610075007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73007500720020006400650073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1006e0074006500730020006400650020006200750072006500610075002e0020004c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e900e90073002000700065007500760065006e0074002000ea0074007200650020006f007500760065007200740073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610069006e007300690020007100750027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74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73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73002e>
    /ITA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7a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40069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730075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6e0074006900200065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5006100740069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JPN <FEFF9ad854c18cea51fa529b752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e4f5c6210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c730b930af30c830c330d730d730ea30f330bf3067306e53705237307e305f306f30d730eb30fc30d57528306b9069305730663044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5308c305f0020005000440046002030d530a130a430eb306f3001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958b304f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
    /KOR <FEFFc7740020c124c815c7440020c0acc6a9d558c5ec0020b370c2a4d06cd0d10020d504b9b0d1300020bc0f0020ad50c815ae30c5d0c11c0020ace0d488c9c8b85c0020c778c1c4d560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bb38c11cb97c0020c791c131d569b2c8b2e4002e0020c774b807ac8c0020c791c131b41c00200050004400460020bb38c11cb29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bc0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c774c0c1c5d0c11c0020c5f40020c2180020c788c2b5b2c8b2e4002e>
    /NLD (Gebruik deze instellingen om Adobe PDF-documenten te maken voor kwaliteitsafdrukken op desktopprinters en proofers. De gemaakte PDF-documenten kunnen worden geopend met Acrobat en Adobe Reader 5.0 en hoger.)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6006f0072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20006100760020006800f80079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0007000e500200062006f007200640073006b00720069007600650072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00072006f006f006600650072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3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66006f0072006d00610020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70006100720061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f50065007300200064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5006d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f0072006100730020006400650073006b0074006f00700020006500200064006900730070006f00730069007400690076006f0073002000640065002000700072006f00760061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72006900610064006f0073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6f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f5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b00e40079007400e40020006e00e40069007400e4002000610073006500740075006b007300690061002c0020006b0075006e0020006c0075006f0074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0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740065006a00610020006c0061006100640075006b006100730074006100200074007900f6007000f60079007400e4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6a00610020007600650064006f007300740075007300740061002000760061007200740065006e002e00200020004c0075006f006400750074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9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69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3a006c006c00610020006a0061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9006c006c0061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f006d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600f600720020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73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6500720020007000e5002000760061006e006c00690067006100200073006b0072006900760061007200650020006f006300680020006600f600720020006b006f007200720065006b007400750072002e002000200053006b006100700061006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9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410064006f0062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30068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Use these settings to create Adobe PDF documents for quality printing on desktop printers and proofers.  Created PDF documents can be opened with Acrobat and Adobe Reader 5.0 and later.)
  >>
  /Namespace [
    (Adobe)
    (Common)
    (1.0)
  ]
  /OtherNamespaces [
    <<
      /AsReaderSpreads false
      /CropImagesToFrames true
      /ErrorControl /WarnAndContinue
      /FlattenerIgnoreSpreadOverrides false
      /IncludeGuidesGrids false
      /IncludeNonPrinting false
      /IncludeSlug false
      /Namespace [
        (Adobe)
        (InDesign)
        (4.0)
      ]
      /OmitPlacedBitmaps false
      /OmitPlacedEPS false
      /OmitPlacedPDF false
      /SimulateOverprint /Legacy
    >>
    <<
      /AddBleedMarks false
      /AddColorBars false
      /AddCropMarks false
      /AddPageInfo false
      /AddRegMarks false
      /ConvertColors /NoConversion
      /DestinationProfileName ()
      /DestinationProfileSelector /NA
      /Downsample16BitImages true
      /FlattenerPreset <<
        /PresetSelector /MediumResolution
      >>
      /FormElements false
      /GenerateStructure true
      /IncludeBookmarks false
      /IncludeHyperlinks false
      /IncludeInteractive false
      /IncludeLayers false
      /IncludeProfiles true
      /MultimediaHandling /UseObjectSettings
      /Namespace [
        (Adobe)
        (CreativeSuite)
        (2.0)
      ]
      /PDFXOutputIntentProfileSelector /NA
      /PreserveEditing true
      /UntaggedCMYKHandling /LeaveUntagged
      /UntaggedRGBHandling /LeaveUntagged
      /UseDocumentBleed false
    >>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2400 24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