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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북동태평양 클라리온-클리퍼톤 균열대 지역의 해저평원에는 여러 유용 금속을 함유한 망간단괴가 다량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심해저카메라(DSC)를 이용하여 지형과 단괴 부존량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마다 단괴
생산 유망 지역의 단괴부존량과 지형과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하고 있다. 또한, 수중에 위치하는 DSC 위치추정 방법론에
대한 정확한 근거가 명확하게 제시되지 않았다. 북동태평양 대한민국 심해연구(KODOS) 지역에서 현장탐사를 수행하여
지형에 따른 단괴 채광조건의 변화를 관찰하였다. 이 연구에서는 망간단괴 분포 경향 및 채광가능지역을 분석하고자 할
때, DSC를 이용한 근접 해저면 영상관찰 방법의 활용가능성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해저산이 없는 심해평원지
역인 KODOS 지역의 남쪽구역(132 10'W, 9 45'N 부근)에서 DSC 영상으로부터 단괴 부존량을 추출하고 다중빔음향측심
기를 사용하여 해저면 수심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또한, DSC 수중 위치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DSC 위치 계
산 방식에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였고, DSC 측선의 교차점에서 측정한 부존량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위치 추정의 정확
도를 검증하였다. DSC 영상을 관찰하면 단괴 및 퇴적물뿐만 아니라 해저면의 함몰지역인 균열대를 다수 발견할 수 있다.
또한, DSC 영상을 통해 관찰된 해저 균열대의 발견시간 자료로 부터 채광 장애지역으로 예상되는 균열대의 위치 추정을
시도하였다. 분석 결과 채광장비가 주행할 수 없는 채광 장애지역은 해저사면과 해저구릉지역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주요어: 망간단괴, 심해저카메라, 해저지형, 채광장애지역
o

o

Abstract: It is well known that manganese nodules enriched with valuable metals are abundantly distributed in the abyssal

plain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C-C) fracture zone of the northeast Pacific. Previous studies using deep-sea camera
(DSC) system reported different observations about the relation of seafloor topographic change and nodule abundance,
and they were sometimes contradictory. Moreover, proper foundation on the estimation of DSC underwater position, was
not introduced clearly. The variability of the mining condition of manganese nodule according to seafloor topography
was examined in the Korea Deep Ocean Study (KODOS) area, located in the C-C zone. In this paper, it is suggested
that the utilization of deep towing system such as DSC is very useful approach to whom are interested in analysing
the distributional characteristics of manganese nodule filed and in selecting promising minable area. To this purpose,
nodule abundance and detailed bathymetry were acquired using deep-sea camera system and multi-beam echo sounder,
respectively on the seamount free abyssal hill area of southern part (132o10'W, 9o45'N) in KODOS regime. Some
reasonable assumptions were introduced to enhance the accuracy of estimated DSC sampling position. The accuracy in
the result of estimated underwater position was verified indirectly through the comparison of measured abundances on
the crossing point of neighboring DSC tracks. From the recorded seafloor images, not only nodules and sediments but
cracks and cliffs could be also found frequently. The positions of these probable unminable area were calculated by use
of the recorded time being encountered with them from the seafloor images of DSC. The results suggest that the
unminable areas are mostly distributed on the slope sides and hill tops, where nodule collector can not travel over.
Keywords: manganese nodule, deep-sea camera, seafloor topography, unminable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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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심해저 망간단괴는 영국의 해양탐사선 HMS Challenger호
를 이용한 세계대양탐사 (1873년 ~ 1876년) 기간 중에 대서양
카나리 군도의 페로섬 남서 300 km 지점에서 최초로 발견되
었다. 지구상의 심해저 가운데 망간단괴의 분포밀도 및 금속품
위가 높은 지역은 동태평양의 클라리온-클리퍼톤(ClarionClipperton)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한상준, 박병권, 1988; Von
Stackelberg and Beiersdorf, 1991). 남극으로부터 용존산소가
풍부한 저층해류(Ant Arctic Bottom Water, AABW)가 공급되
고 있는 이 지역은 망간단괴가 성장하기에 적합한 환경이며,
약 124억 ~ 540억 톤에 이르는 망간단괴가 분포하고 있는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석봉출, 이희일, 1999).
망간단괴의 생성과 성장은 여러 가지 환경적 요인에 의해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예를 들어, 퇴적물과 망간단
괴에 공급되는 생물, 육성, 수성기원의 단괴성장물질의 공급
량, 해저 지형의 변화에 의한 성장물질의 퇴적, 침식, 재퇴적
등의 지형환경요인, 심해 저층수의 흐름과 조성의 변화정도,
생물체에 의한 단괴와 퇴적물의 교란(bioturbation) 작용이 특
별히 주목받고 있는 환경요인이다(Von Stackelberg and
Beiersdorf, 1991).
Craig (1979)는 망간단괴 부존량은 지형적으로 복잡한
(rough) 지역에서 완만한(smooth) 곳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경향을 보이나 국부적인 변화 양상은 이와 반드시 일치하지
않는다는 주장을 하였다. 대한민국 광구지역에서 심해저카메
라(Deep Sea Camera, DSC) 영상을 분석한 Park . (1999)
의 결과는 해저구릉 동쪽사면의 망간단괴 부존량이 서쪽에 비
해 더 높다고 보고하였다. 한편, Jung . (2001)은 편평한
해저 계곡지역에는 균일한 망간단괴가 밀집되어 분포하는 반
면, 지형변화가 심한 구릉지에는 망간단괴 분포가 일정치 않다
고 보고하였다. 그는 이 결과를 DSC 영상으로 뒷받침하였으
며, 그 원인을 저층해류에 의한 해저구릉 부근의 상대적인 침
식작용의 영향이라 주장하였다.
앞서 설명한 예와 같이, 지형과 단괴 부존량과의 상관관계를
제시하는 연구 결과들은 단괴 고부존 지역과 지형과의 관계를
다르게 설명하였다(김현섭, 2007). 또한, DSC를 이용한 기존
의 연구들에서는 수중에서 견인되는 DSC 위치추정에 대한 명
확한 근거를 제시하지 않았다. 실제로 수중에 위치하는 DSC
가 조사선 진행방향의 뒤로 움직이는 퇴행현상이 관찰되는 등
매우 납득하기 어려운 거동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위치
추정 방법의 신뢰성이 낮은 실정이다(정회수 등, 1999).
이 연구에서는 DSC 운영을 통해 확득한 근접해저면 영상자
료를 이용한 망간단괴 분포 및 해저지형특성자료를 검토하고
망간단괴 채광조건 평가를 위한 DSC 자료 활용기준을 제시하
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기존에 알려진 단괴 부존량 자료에 의
거하여 동일 위도 상에 존재하는 대표구역 4곳을 선정하여 현
et al

et al

장탐사를 수행하였다. 대표구역에서 지형변화에 따른 단괴 채
광조건의 변화 정도를 분석하기 위하여, DSC 영상을 이용한
단괴 부존량의 정밀 분석과 좁은 지역의 수심 변화를 동시에
측정하였다. 또한, DSC 수중 위치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
자, DSC 위치 계산 방식에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고 정확도를
검증하고자 하였다.
DSC 영상을 관찰하면 단괴 및 퇴적물뿐만 아니라 곳곳에
출현하는 해저면의 함몰지역인 균열대(crack or cliff)를 발견할
수 있다. 기존 연구에서는 단괴의 상업생산이 가능한 채광지역
선정에 관한 연구결과가 발표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근의 보고
에 의하면 단괴 부존지역 중에서 약 70 % 상당의 지역이 채
광기가 주행할 수 없는 채광 불능지역으로 제시된 바 있다
(Kudrass, 2006). 카메라의 수중위치를 파악할 수 있는 장비가
없는 상황에서 DSC 관찰기록으로부터 해저면 균열대의 발견
시간과 규모 자료를 추출하여 균열대 위치를 추정하였다. 분석
결과를 토대로 단괴 상업생산시 채광 장애 혹은 불가능 지역
을 제시하였다.

연구방법 및 자료처리
연구지역
연구지역은 C-C 지역의 대한민국 할당광구의 남쪽에 위치
한다(Fig. 1). 이 지역은 2003년부터 2005년까지 심해저 광물
자원 개발사업의 실해역 탐사를 통하여 조사되었고, 133 00' 131 30'W, 9 30' - 10 00'N 사이에 위치한다. 연구지역으로부
터 2,500 km 동쪽에는 동태평양해령(East Pacific Rise, EPR)
이 존재하고, 연구지역 북쪽에는 클라리온 균열대(Clarion
fracture zone) 그리고 남쪽에는 이와 평행한 방향으로 클리퍼
톤 균열대(Clipperton fracture zone)가 위치한다. 연구지역은
C-C 지역 중 남쪽의 클리퍼톤 균열대에 보다 근접해 있다. 한
편 이 지역은 평균 약 5,000 m의 수심을 보이고, 수심은 동쪽
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인다. 지형은 북북서
-남남동(NNW-SSE) 주향의 기복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지형 변화에 따른 단괴 부존량과 채광조건의 변화를 탐지하
기 위한 대표구역을 Fig. 2에 나타내었다. 서쪽에서 동쪽으로
A에서 D까지의 대표구역을 배치하였으며 이들 대표구역은 모
두 대한민국 할당광구 KR5의 남쪽에 위치한다. A에서 D까지
의 거리는 약 130 km이며 남북 간의 거리는 약 45 km이다.
대표구역은 가로 세로 10 km 길이의 사각형으로 구성하고,
DSC 측선을 각각 4 개씩 교차하도록 설정하였다.
DSC 영상분석
탐사에 사용된 DSC는 Benthos사에서 제작한 장비로 정지화
상 및 동영상 카메라를 부착하여 실시간으로 해저면의 상태를
확인할 수 있다. 획득되는 자료는 실시간 비디오 동영상과 원
하는 시간 또는 일정 시간 간격으로 촬영된 정지화상(35 mm
o

o

o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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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백필름, 최대사용량 800 장)이다. 윈치와 17 mm 동축케이
블로 연결된 DSC는 해저면과 5 ~ 10 m 거리를 유지하면서 약
1 ~ 2 knot로 조사선에 의해 예인된다. 조사선에 설치된 실시
간 모니터를 통해 DSC의 고도를 확인하며, 원격 윈치조정기
로 케이블 길이를 가감하여 적정 고도를 유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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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지역에서 획득한 동영상은 영상의 해상도가 정지 영상
에 비해 매우 낮아 본 연구에서는 정지 영상만을 이용하여 분
석을 실시하였다. 먼저 해저면을 촬영하여 현상을 거친 35
mm 필름은, 필름 스캐너(TAMRON Fotovix IIX-S)에 의해
PC에 입력된다. 입력된 영상은 스캐너와 연결된 PC 내의 윈

(Top) Location of study area in the Clarion-Clipperton fracture zone. (Bottom) Multibeam bathymetric data of the KR5 area collected
in 2005 using EM120 aboard R/V Onnuri. The red box indicate the survey area investigated in this study.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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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우 비전 TM 보드에 의해 8 bit의 계조값(grey scale)을 갖는
480 × 700 화소(pixel)의 흑백 영상으로 이진화(digitalize) 되었
다. 필름 위에 기재된 촬영일시, 해저면과 카메라와의 거리와
같은 정보를 문자 인식에 의해 획득하도록 설계하였다. 영상획
득시 사용된 조명과 필름 스캐너의 조명에 의한 왜곡을 이미
인식된 카메라 고도를 토대로 보정하였다. 이진화된 영상에서
는 원하지 않는 잡음들이 나타나고 망간단괴 경계면이 부드럽
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이와 같은 미세한 잡음들을 제거하고
망간단괴 경계면을 부드럽게 평활화하였다. 잡음 제거 과정을
거친 후 면적율, 장경, 크기에 따른 망간단괴 분포를 계산하였
다. 면적율은 망간단괴의 해저면 분포율로서 전체 영상의 화소
수에 대한 검은 화소수의 비율로 나타낼 수 있다. 계산된 망간
단괴 면적율(coverage)은 보정상수를 곱하여 얻고자 하는 망간
단괴 부존률(abundance)로 변환된다(박찬영 등, 1996). DSC
운영 측선에서 일정시간 간격으로 촬영한 영상 중에서 영상분
석이 가능한 화질의 필름만을 선택하여 단괴 부존량을 계산하
였다.

수심 측정
한국해양연구원의 조사선 온누리호 선저에 장착된 Kongsberg Maritime사의 단일빔음향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인 EA500과 다중빔음향측심기(multi beam echo
sounder) EM120을 사용하여 연구지역의 수심을 측정하였다.
두 장비 모두 12 kHz의 주파수를 사용하며 DSC 운영 측선에
서는 해저면 영상 촬영과 동시에 EA500을 사용하였다.
EM120은 좌·우현 모두 65 의 빔 주사각도를 선택하였으
며 이때 최대 탐지 대역폭은 이론적으로는 좌우 각각 10 km
까지 가능하다. 하지만, 실제 대역폭은 지형기복에 따라 약
8 ~ 9 km로 다양한 양상을 보였다. EM120 수심측정 측선은
7.5 해리(약 13.8 km) 간격을 유지하였다. 이때, 측선 간의 자
료 중첩율은 약 30 %를 유지하여 신뢰할 수 없는 최외각 빔
의 왜곡에 대비하였다. 조사선의 운영 속도는 9.5 ~ 11 knot까
지 다양하게 운용하였다.
다중빔 음향탐사자료의 정확도, 특히 외각 빔들에 의한 왜곡
현상을 유발하는 가장 큰 요인은 수층 음파 진행 속도의 부정
확성에 기인한다(Wille, 2005). 이를 방지하기 위하여 탐사 시
o

Maps show the locations of DSC operation tracks (solid lines) and bathymetry of detailed survey sector A, B, C and D. Vertical
exaggeration ratio applied to the depth with 5 times. Line numbers are placed in front of the towing start point.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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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 직전 수층별 음파 속도 측정을 SVP (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사 진행 중에는 선저 수심
5 m에 설치된 실시간 음파속도 측정기를 통하여 정점에서의
기 관측치와 차이를 비교하였다. 탐사 도중 최고 2 m/s의 속
도차가 나타났으나, 재측정 요구 수준인 5 m/s에 미치지 못하

는 값으로 자료 정확도에 영향을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
하였다(Kongsberg maritime AS, 2003). 측선 종료 후 SVP를
다시 측정하였으며 탐사전 관측 자료와 거의 동일한 음파 속
도 단면을 얻었다.
EM120 자료처리는 Neptune 에서 필터링한 수심자료를 ascii
형태 (x, y, z)로 저장하여 범용 다중빔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
인 GMT와 MB-system (Caress and Chayes, 1996)을 이용하여
수심도를 작성하였고 Fig. 1, 2에 도시하였다.
DSC 수중 위치 추정
DSC, Side Scan Sonar (DTSSS) 등 수중에서 견인하여 사
용하는 탐사장비는 일반적으로 조사선의 직하방에 위치하지
않는다. 따라서 장비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 일은, 자료 분
석의 정확도를 좌우하게 되므로,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다. 정
확한 위치파악을 위해서는 심해 위치 시스템(deep-sea positioning system, DPS)과 같은 장비의 도입이 필요하다. 그러나 현
재까지 위치 추적거리가 6,000 m 이상인 USBL (Ultra Short
Base Line) 방식의 DPS는 상용화되지 않았으며, LBL (Long

Base Line) 방식의 DPS는 설치와 회수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
어 비효율적이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은 방법을 이용하여 간략
하게 위치를 추정하였다.
조사선이 위치하고 있는 해저면의 깊이(D)는 음향 측심기를
이용하여 획득하고 예인하는 카메라의 케이블 길이(L )도 알
수 있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원리를 이용하여(Fig. 3, 식 (1))
DSC가 조사선으로부터 떨어진 거리를 계산할 수 있다
c

(Yamajaki and Sharma, 2000).
l = L2c – D 2

(1)

where, l = distance, Lc = cable length, D = depth

위와 같은 심해저 견인 시스템의 위치 추정 방식에는 내재된
문제점을 갖고 있고 이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가정을
도입할 필요성이 제기되었다. 첫째 조사선 위치의 수심 D와
DSC 위치의 수심은 일반적으로 같지 않다. 해저면 지형의 굴
곡에 의해 수 km 뒤의 견인체 위치의 심도는 현재 조사선 위
치의 심도와 전혀 다르다. 하지만, 작업 지역의 수심이 충분히
깊고 지형 기복이 적은 지역이라면 그 차이는 무시할 수 있다
고 판단된다. 예를 들어 5,000 m 깊이에서 10 m 정도의 심도
차이는 계산에 큰 영향을 미치지 못하므로 무시할 수 있다. 이
러한 가정은 충분히 깊은 심도를 확보한 지역에서나 적용할
수 있을 것이다. 따라서 태평양 심해저 평원의 평균 수심
5,000 m에서는 이 가정을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둘째, 케이블 길이 L 는 조사선으로부터 DSC까지의 최단거
리를 나타내지 못한다. 케이블 자체의 무게에 의해 케이블은
직선을 이루지 못하고 포물선 형태를 나타낼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피타고라스 정리를 적용할 수 없지만, 계산의 복잡성을
피하기 위해 이를 무시하고 수중에서 케이블은 직선의 거동을
나타내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셋째, 약 1 ~ 2 knot로 진행하는 DSC 탐사의 경우, 바람과
조류의 영향으로 조사선 진행 방향(course)은 조사선의 뱃머리
방향(heading)과는 일반적으로 상이하다(Fig. 3). 수중 견인체
는 조사선의 뱃머리 방향과 나란하게 뒤따라오는 것이 아니고
실제 조사선 중심점의 이동 궤적인 course와 나란하게 이동한
다고 가정함이 타당하다 생각된다. 합리적인 위치 추정을 위해
서는 위와 같은 가정의 수립이 반드시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Fig. 4는 위치 추적 계산에 사용할 수심자료를 나타내었다.
EA500 단일빔음향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를 사용
하여 조사지역의 수심을 계측 기록하였다. 그러나 위치 추적
계산에 이 자료를 사용하고자 할 경우 그림에서 알 수 있듯이
간헐적으로 나타나는 잘못된 수심오류 스파이크 잡음을 제거
하여만 한다. Fig. 4의 처음 두 개의 그래프는 관측 자료에 적
당한 평활화필터(smoothing filter)를 적용하여 제거할 수 있을
것이라 예상할 수 있다. 하지만 세 번째와 네 번째 그래프는
수심 오류의 폭이 매우 커지고 원 수심의 형상 복원이 불가능
c

Schematic illustration for estimated position of deep towing
camera system.
Fig.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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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정도로 왜곡되었다. 따라서 평활화필터에 의한 자료 처리가
불가능할 것으로 판단되었다.
같은 지역에서 측정한 다중빔 음향 수심 자료를 Fig. 4에 함

께 도시하였다. 단일빔 측심기에 비해 월등한 안정성과 자료의
질을 보여주면서도 EA-500 자료와 일치된 지형 경향을 나타
내고 있다. 하지만 두 자료는 약 90 m의 차이를 일률적으로

Comparison of depth profile acquired by single beam echo sounder (EA500, grey line) and multi-beam echo sounder (EM120, thick
solid line). The thin solid line with circle denotes the depth profile of actual track of camera running.
Fig. 4.

Example of variable nodule abundances (black dots), are expressed according to the seabed bathymetry (blue line). The black dots
denote manganese nodule abundance, which can be smoothed by the curve (red line) fitted by 7 points moving window average scheme.
Fig. 5.

해저면 영상 관찰을 통한 망간단괴 채광 장애지역 분포 특성 연구

보여주고 있다(해양수산부, 2006). 이 차이는 EM-120과 함께
도입된 수중 음파 속도 측정 방법의 개선에 의해 얻어진 결과
라 판단된다(이근창 등, 2006).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DSC 해
저면 탐사에서 동시에 획득하지 않았지만 수중 위치 추적 계
산의 안정적인 실행을 위해 다중빔자료를 사용하였다.

결과 및 고찰
DSC를 이용한 부존량 자료획득과 지형변화를 분석과정의
예로서 Fig. 5에 나타내었다. 그림의 왼쪽 세장의 영상에서 알
수 있듯이 좁은 지역 내에서도 단괴 부존량은 급격히 변화한
다. 또한, 같은 지형조건인 계곡에서의 4, 5번째 영상은 부존
량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지형의 변화 폭에 비해 부존량은 더
욱 다양한 변화를 보여주고 있다 기존의 연구결과에서 벗어난
(Craig, 1979; Park
., 1999; Jung
., 2001), 위와 같은
관찰결과를 입증하기 위해서는 수중의 DSC 위치에 대한 정확
성의 검토가 우선되어야 하므로, 이를 검토하기 위하여 간접적
인 검증방법을 적용하였다.
DSC 위치 추정의 정확성에 대한 검토
해저에 위치하며 조사선의 뒤쪽에서 이동하는 DSC의 위치
를 교차점에서 비교하였다. Fig. 2에서 측선 A-03-1과 A-03-3
은 A구역의 북쪽에서 교차하며, 교차점의 위치는 서경
132.708 , 북위 9.899 이다. Fig. 5에 도시한 수심 그래프에 이
교차점에 가장 근접한 DSC 영상 촬영위치를 T13으로 나타내
었고, 동일한 방법으로 A-03-3 측선에서도 가장 근접한 촬영
위치를 T31로 설정하고 부존량을 측정하였다. 두 지점의 부존
량은 각각 3.434, 3.451 kg/m 로 계산되어 거의 정확하게 DSC
위치 추정이 되었음을 알 수 있다. 같은 방식을 A-03-2와 3 측
선에 적용한 결과 T23은 7.500, T32는 7.334 kg/m 의 부존량
을 나타내어 위치 추정 방식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et al

o

et al

o

2

2

Fig.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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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하지만, Fig. 6에서 알 수 있듯이, 두 인접한 관측점 사이의
거리가 멀어질수록 부존량의 차이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A구역의 TA24/TA42와 B구역의 TB68/TB86의 경우는 거리가
200 m 이상 떨어진 것으로 계산되어 엄밀하게 교차점이라 할
수 없다. D구역의 TD67/TD76의 경우만 제외한다면 부존량의
차이가 다소 있으나, 구역 내에서 전체적으로 부존량이 증가하
거나 감소하는 경향을 비교적 충실히 반영하고 있다. DSC 위
치 추정에 의해 교차점의 위치를 비교적 정확히 계산한 것으
로 평가할 수 있다. TD67/TD76 지점의 상당한 부존량 차이는
위치 추정 방식의 오차일 가능성과 함께 D구역의 복잡한 부존
량 변화를 반영한 결과로 사료된다.
수중위치 측정방법의 문제점
국내 연구진에 의해 시도된 DSC 영상을 이용한 부존량과
지형변화 연구에서는 카메라 운영구간이 수 km로 매우 협소
하다(Park , 1999; Jung , 2001). 해저구릉 2 ~ 3 개
사이의 지형변화에서 단괴부존량의 결정 요인을 찾는 것은 너
무 국부적인 현상의 설명에 불과할 것으로 판단된다. 더욱이
DSC를 이용한 탐사활동 중 가장 중요한 판단근거인 수중의
카메라 위치파악의 정확성에 대해 신뢰할 만한 근거가 없는
실정이다. 실제로 단일빔음향측심기(single beam echo
sounder)인 Simrad EA500은 Fig. 4에서 밝혔듯이 최근 측정한
지형자료에 비해 약 90 m 정도 수심이 작게 측정된다(해양수
산부, 2006). 이러한 편차가 발생하는 이유는 수중 음파 전달
속도 측정에 문제가 있었음을 시사한다(이근창 등, 2006). 약
90 m의 수심차이는 5,000 m 깊이의 탐사지역을 상정하였을
때, 수중의 카메라 위치를 계산할 때 수평거리로 약 400 m의
오차를 발생시킨다. 전체 탐사거리와 해저구릉의 규모를 고려
할 때 심각한 해석의 오류로 연결될 수 있다.
et al.

et al.

Abundance of nearest data point between adjacent DSC survey line with departing distance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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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 균열대의 위치와 채광가능지역
최근의 연구결과 지형기복이 적은 평탄한 심해평원에서는
지형에 의한 단괴부존량의 변화는 발견할 수 없었다(김현섭,
2007). 따라서 망간단괴 채광에 우호적인 환경은 지형변화에
의한 부존량의 증감에 따라 좌우되는 것이 아니므로, 해저면
지형의 다른 측면에서 찾아야 할 것이다.
한편, 각 측선별 DSC 관찰기록을 살펴보면 관찰된 단괴 및
퇴적물 특성뿐만 아니라 곳곳에 출현하는 해저면 균열대(crack

Examples of discovered crack or cliff which show such as
lineament transverse to the DSC operation track (top), near parallel
to DSC track (middle), and small lineament with rock fragments
and debris (bottom).
Fig. 7.

or cliff)의 발견 시기와 규모가 기록되어 있다. Fig. 7은 대표

구역 영상탐사를 통해 직접 촬영된 해저면 균열대의 다양한
모습을 보여준다. DSC 진행 방향을 따라 연속적인 경향을 보
이는 경우도 있으며 노출된 기반암 이외에도 크고 작은 암편
들이 다수 나타나기도 한다. 해저면 영상에서 그림자의 크기와
끌어올린 케이블의 길이를 토대로 판단할 때, 위와 같은 균열
대의 고저차는 수 m ~ 수십 m에 이를 것으로 추정된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DSC 위치추정 방식을 적용하여 기반암
노출지역의 위치를 추정하였다(Fig. 8). DSC 관찰기록과 항해
정보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기반암 노출지역의 발견시간과 그
시간의 조사선 위치를 검색하여 계산하였다. 기반암 노출지역
중에는 상당한 규모의 균열대로 의심되는 곳이 다수 포함되었
다. Fig. 9는 기반암 노출 지점을 각 측선별로 수심도에 표현
한 그래프이다. 측선 A-03-2를 제외한 모든 측선에서 심해평
원 지형에서 특이점이라 할 수 있는 균열대 혹은 기반암 노출
지점을 발견할 수 있다.
제시된 그림에서 D 구역의 해저구릉 정상부와 같이 일부 예
외는 있으나, 균열대가 발견된 지점은 대부분 해저사면에 위치
하고 있다. 해저계곡에는 쌓여있는 퇴적물로 인해 균열대가 발
견될 수 없다고 상정할 경우, DSC 위치 추정에 오류가 있다
면 16개 측선 중에 몇 지점 정도는 해저 균열대의 위치가 해
저곡으로 표시될 수 있을 것이다. 위치 추정에 있어 다소간의
오차는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나, Fig. 9의 결과로부터 연구에
사용된 위치 추정방법이 지형과 부존량간의 상관관계 해석에
오류를 일으킬 만한 정도는 아닌 것임을 다시 한 번 확인할 수
있다.
심해저 부존자원의 경제적 가치에 대한 보고가 발표되면서
(해양수산부, 2004, 2005), 태평양 심해저 망간단괴에 대한 연
구는 초기의 학술연구로부터 본격적인 상업생산에 대비한 기
술개발 연구로 변화하고 있다. 앞에서 기술한 해저면 함몰지
역, 단층애 등은 심해 채광장비의 활동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사료된다(해양수산부, 2006). 현재 개발 중인 채광시스템은 최
적의 양광유동 농도를 조절하는 기능을 가지는 버퍼 및 버퍼
와 집광기를 연결하는 유연관, 해저면에서 단괴를 수집하는 집

DSC operation tracks in A through D sectors respectively, in which solid triangles denote observed crack or cliff position and relative
magnitude.
Fig. 8.

해저면 영상 관찰을 통한 망간단괴 채광 장애지역 분포 특성 연구

광기로 구성되어 있다. 해저면에 직접 접촉하는 집광기가 사고
없이 주행할 수 있는 기본 사양은 상부 퇴적물의 전단강도가
5 kPa 이상이고, 폭 1.5 m의 이하의 장애물(홈)이 있는 지역에
서 주행할 수 있도록 설계되었다(김형우 등, 2004; 한형석,
홍섭, 2003). 이러한 설계사양에 비추어 볼 때 해저사면에서
발견되는 많은 함몰지역은 집광기가 주행할 수 없는 채광불능
지역임을 알 수 있다.
Fig. 10은 독일의 심해저 망간단괴 개발 채광지 선정에 참여
한 전문가로 부터 입수한 자료이다(Kudrass, 2006). 그림의 위
모식도에서 해저사면에 불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균열대
(crack or cliff) 지역은 단괴 채광기가 주행할 수 없는 채광불
능지역으로 개발지 선정에서 일차적으로 배제하여야 한다. 따
라서 채광가능지역을 해저계곡으로 한정시킬 수밖에 없었다.
독일은 실제로 하와이대학의 HMRG (Hawaii Marine Research
Group)에서 개발한 DTSSS인 SeaMarc II를 이용하여 근접해
저면 탐사를 수행하였고 이와 같은 결론에 도달하였다.
Fig. 10의 아래 그림은 근접해저면 탐사를 통해 확인한 해저
균열대 분포를 바탕으로 채광가능 지역을 산출한 결과이다. 남
북 방향으로 신장된 패치형태의 채광후보지를 선정했으며 이
면적을 합하면 전체 광구 면적의 30 % 정도인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Kudrass, 2006). 해저산이 없는 북동태평양 심해저 평
원지역에서는 단괴 부존량이 지형에 의해 차별적으로 존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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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는 사실이 알려져 있고(김현섭, 2007), 해저구릉과
사면지역에는 채광기가 주행할 수 없는 많은 장애물이 존재한
다. 따라서 채광지역 선정에서 해저구릉과 사면지역은 일차적
으로 배제되어야 하며, 단괴 채광에 적합한 지형은 해저계곡으
로 한정될 수밖에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북동태평양 C-C지역 남부 지역의 해저산이 없는 심해평원
지역에서 DSC와 지형조사를 통해 획득한 탐사자료를 분석하
였다. 채광기가 주행할 수 있는 채광가능 지역을 선정하기 위
하여 DSC 영상을 분석한 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
을 얻을 수 있었다.
첫째, DSC 수중 위치추정의 정확성을 제고하고자, DSC 위
치 계산 방식에 적절한 가정을 도입하였고, 이 가정의 적정성
을 검토하기 위하여, DSC 측선의 교차점에서 측정한 부존량
을 이용하여 간접적으로 위치 추정의 정확도를 검증한 결과
사용한 위치 추정 방식이 신뢰할 수 있는 방법임을 알 수 있
었다.
둘째, 심해저면의 경사지에는 많은 균열대가 관찰되었으며,
이 균열대들은 주로 해저의 경사면에 집중적으로 분포하며, 망
간단괴의 상업생산시에 채광 불능 혹은 장애 지역이 될 가능

Fig. 9. Depth profiles along DSC tracks in all survey sectors, show that outcrops (solid triangle) including crack or cliff are located on slope
and hill to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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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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