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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에서 얻은 다중채널 탄성파 프로파일에서 울릉분지의 해저평원에 강한 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가

해저면에서 왕복주시로 약 210 ms 아래에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이 BSR은 주변의 층서를 자르고 진폭이 매우 크

며 해저면 반사신호에 대해 극성이 반대이므로 가스수화물 안정영역의 기저(BHSZ)를 나타낸다고 볼 수 있다. BSR의 반

사계수는 −0.23에서 −0.26으로 매우 높은데 해저면 반사계수의 1.5 ~ 1.7배이며 그 아래 구간속도가 800 m/s 이하로 감

소한다. 이러한 특징은 BHSZ 아래에 가스가 존재하는 것을 지시한다. BSR의 깊이로부터 추정한 지열은 95 ~ 98 mW/

m2로서 지금까지 측정된 값과 잘 일치한다. 따라서 BSR은 울릉분지에서 광역적인 지열의 분포를 추정하는 데에 유용하

게 쓰일 수 있다. 

주요어: 가스수화물, 울릉분지, BSR, 지열

Abstract: Multichannel seismic profiles reveal a strong 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 occurring below the seafloor

in the plain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Japan Sea). The essential characteristics of the BSR include its cross-cutting

relationship to strata, strong amplitude, and reverse polarity with respect to the seafloor reflection, representing the base

of the gas hydrate stability zone (BHSZ). The BSR reflection coefficient ranging from −0.23 to −0.26 is 1.5 ~ 1.7 times

that of the seafloor reflection and interval velocities decrease to less than 700 m/s below the BSR. These features indicate

the existence of free gas beneath the GHSZ. Heat flow, estimated from the BSR depth as 95 ~ 98 mW/m2, is in good

agreement with measured values. Therefore, the BSR can be efficiently used to estimate regional distribution of heat flow

in the Ulleung Basin.

Keywords: Gas hydrate, Ulleung Basin, BSR, Heat flow

서 론

동해는 일본열도의 뒤에 위치하는 후열도해로서 유라시아판

의 동쪽주변부에서 형성되었다(Fig. 1). 동해는 기본적으로 세

개의 심해분지(일본, 야마토, 그리고 울릉분지)와 그 사이에 자

리잡은 리프트된 대륙지각의 조각으로 이루어져 있다. 울릉분

지는 한반도의 동쪽 대륙사면에 접해있으며 한반도와 남서일

본열도 사이의 대부분을 이룬다. 울릉분지에는 두꺼운 퇴적물

이 분포한다; 퇴적물의 두께는 분지의 대부분에서 4 km 이상

이며 남쪽의 퇴적중심에서는 최대 11 km 이상이 된다(Lee et

al., 2001).

일본분지의 오른쪽 경계부에서 퇴적물 시료를 직접 채취하

여 천부퇴적층 내에 가스수화물이 존재한다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ODP Leg 127 Shipboard Scientific party, 1990). 일본분

지의 경우 최근에는 해저면상에도 존재 가스수화물이 존재함

이 보고되었다(Matsumoto et al., 2006). 가스수화물은 세계 여

러 곳에서 해양 퇴적물내에 분포하는데 미래의 에너지원으로

서, 지구기후변화의 요인으로서, 그리고 지질재해로서 중요한

관심사이다(Ganguly et al., 2000). 지구물리, 지구화학, 그리고

지질학적 증거에 의해 가스수화물이 존재하는 장소의 숫자는

상당히 증가하고 있다. 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은 수

화물 안정역역의 기저(BHSZ: base of hydrate stability zone)

를 나타내며 가스수화물의 존재를 지시하는 가장 보편적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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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득력이 있는 지구물리학적 증거이다. 가스수화물을 포함하

는 퇴적물과 그 아래에 가스를 함유하는 미고결 퇴적물의 경

계를 이루는 BHSZ에서 음향임피던스는 감소할 것이다. BSR

은 BHSZ에서 발생하는 반사이므로 탄성파자료에서 해저면에

대해 반대의 극성을 가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자료를

이용해서 동해의 남서부에 있는 울릉분지에서 가스수화물과

관련된 BSR의 존재를 확인하고 진폭과 극성을 중심으로 탄성

파특성을 분석하였다. 또한 BSR로부터 지열을 추정하여 지금

까지 측정된 지열값과 비교하였다.

지질환경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하며 북쪽으로 한국대지와

같은 고지형대에 의해, 그 외의 방향으로는 한반도와 남서일본

열도의 대륙사면에 의해 둘러싸여 있다(Fig. 1). 한국대지는 E-

W(동-서) 내지 ENE(동-북동)-WSW(서-남서) 방향의 단애로써

가장자리를 이루며 울릉분지로 연결된다. 한국대지 남쪽의 대

륙붕은 평탄하지만 좁으며(폭 20 km 이하) 가파른 대륙사면으

로 급격히 떨어진다. 울릉분지의 해저면은 매우 평탄하며 북동

방향으로 완만하게 깊어져서 일본분지로 연결된다(Fig. 1). 울

릉분지는 태평양판이 아시아 대륙의 아래로 섭입하는 것에 대

한 반응으로서 마이오세 초기에 열리기 시작하였다(Kim et

al., 2007). 울릉분지는 야마토분지와 일본분지처럼 동해에 있

는 다른 주요분지와 비교했을 때 독특한 퇴적환경을 가지고

있다; 울릉분지에서 퇴적층의 두께는 대부분의 지역에서 4 km

이상으로 다른 분지의 두 배 이상이다; 울릉분지의 주된 퇴적

물은 질량이동 퇴적물이지만 다른 분지의 경우 반원양성 및

저탁류퇴적물이 주를 이룬다(Lee et al., 2001). 이러한 특징은

울릉분지내의 퇴적작용이 그 경계를 따라 발생한 지구조적 활

동에 상당히 영향을 받아왔음을 지시한다. 울릉분지 아래의 지

각은 평균두께가 약 10 km로서 정상적인 해양지각보다 두꺼

우나 해양지각 단위 2B, 2C, 그리고 3의 전형적인 속도구조를

보여 준다(Kim et al., 1998). 이 정상보다 두꺼운 해양지각은

정상보다 뜨거운 맨틀영역에서 형성되었다고 해석된다(Kim et

al., 1998). 동해 지열의 범위와 분포는 표준적인 측정법에 의

해 많이 측정된 바 있다(Langseth and Tamaki, 1992). 동해내

에는 지열값이 100 mW/m2 이상인 넓은 지역이 몇 개 있는데

울릉분지가 그 중 하나이다(Langseth and Tamaki, 1992). 분지

의 연령과 퇴적물 두께간의 관계를 분석하면 울릉분지의 지열

은 정상보다 높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1998). 

탄성파 자료와 처리

이 연구에서 사용한 다중채널탄성파(MCS: multichannel

seismic) 프로파일들은 한국해양연구원(KORDI)과 한국지질자

원연구원(KIGAM)에서 획득한 것으로 위치는 Fig. 1에 나와

있다. 이들 프로파일은 한반도의 대륙붕에서 울릉분지의 중앙

부까지 연장된다. KORDI의 프로파일 97-1에서 97-4는 1997

년 온누리호를 사용하여 얻었으며 이 때 자료의 획득을 위해

사용한 음원은 690 in3 용량의 에어 건 배열이다. 수신기로는

56 채널 스트리머를 사용하였으며 발파간격은 50 m로서 자료

의 중합도는 14이다. 자원연구원의 프로파일 06-1은 탐해2호

를 이용한 탐사에서 획득한 것이다. 이 때 사용된 스트리머는

240채널로서 채널간격이 12.5 m이다. 발파간격은 25 m로서 중

합도는 60이다. 자료의 처리과정에는 참진폭회수, 속도분석,

중합, 예측디컨볼루션을 이용한 중합후 다중반사 제거, 시변

주파수 필터링 등이 포함되어 있다. 탄성파 트레이스로부터 반

사계수를 유한한 갯수의 스파이크로 복원하기 하기 위한 특별

한 방법으로서, Kaaresen(1997)이 제시한 IWM(iterated window

maximization)을 수행하였다. IWM은 Bayes의 확률이론을 기

반으로 하는 역산 방법이다. 

해석과 토의

Fig. 2는 프로파일 97-4의 서쪽 일부분으로서 울릉분지의 북

쪽 평원의 퇴적구조를 보여준다. 해저면 퇴적물은 두 개의 탄

성파 단위 U-1과 U-2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Lee et al.

(2001)이 결정한 두 개의 최상부 퇴적층에 해당한다: U-1(마이

오세 최후기 −현재), U-2(마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최후기).

U-1은 평탄하고 연결성이 좋은 반사신호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성파 특성이 균일하므로 멀리에서 유래된 저 에너지의 저탁

류와 반원양성 퇴적물로 해석된다. U-2는 이에 반해 진폭의

변화가 심하고 반사신호의 연결성도 낮으며 내부의 혼란도가

Fig. 1. (a) Shaded bathymetry of the SW East Sea from swath

bathymetry data superposed with seismic profiles. UB, OB, and BB

= Ulleung, Onnuri, and Bandal Basins; UI = Ulleung Island; HP =

Hupo Bank. Inset shows the physiography of the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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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당하다. U-2는 여러 가지의 작용(사태, 쇄설류, 고밀도 저탁

류 등)에 의해 형성되어 분지의 경계부를 통과하여 대륙사면

의 기저와 분지의 평원지역까지 도달하여 쌓인 질량 이동 퇴

적물로서 해석된다. Fig. 3a는 프로파일 97-4의 일부(CDP

29650-30450)로서 분지평원의 해저면에서 왕복주시 210 ms

아래에서 U-1의 기저 바로 하부에서 강한 BSR이 발생하는 것

을 보여 준다. 평탄하게 나타나는 BSR은 여러 개의 층구조 내

에 존재하지만 해저면에 평행하며 주변의 복잡한 층서를 자르

고 있다. BSR 상부에서 반사신호가 감쇠되는 현상(진폭공백:

amplitude blanking)은 자주 보고되는데 가스수화물의 축적을

지시한다(e.g., Shipley et al., 1979). 진폭공백은 퇴적물의 조

성이 균질하거나 수화물이 퇴적물을 결합시킴으로써 발생한다

(Holbrook et al., 1996). 하지만 Fig. 3a에서 BSR이 존재하지

않는 부분과 비교했을 때 BSR의 위쪽에서 반사신호의 진폭이

감쇠하는 현상은 뚜렷하게 관측되지 않는다. 유사도를 이용하

여 BSR이 나타나는 CDP 30205의 취합자료를 속도분석하였

을 때 해저면과 BSR 사이에서 속도가 증가하는 두 개의 퇴적

층을 구별할 수 있다(Fig. 3b); 속도는 상부층에서의 1511 m/s

이며 BSR바로 위의 하부층에서 1625.5 m/s로 증가한다. BSR

아래에서 속도가 800 m/s 이하로 크게 감소하는 것은 BHSZ

아래의 공극내에 자유가스의 집적이 높음을 지시한다. 하지만

(1) 여기에서 사용한 중합도 14의 자료는 2000 m 이상의 수심

아래에서 수 백 m 깊이 이내의 구조에 대한 속도를 분해하기

에 부족하며 (2) 중합속도를 약간만 변화시켜도 구간속도가 많

이 변할 수 있으며 (3) 유사도는 겹치는 반사신호를 분해하지

못하며 (4) 수평층서를 가정하는 속도분석법으로 실제 지층의

속도를 분석할 때 오차가 발생하는 점을 인식해야 하므로 속

도분석결과가 완전히 정확하다고 하기는 어렵다. 

BSR을 포함하는 반사신호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Fig. 3a

의 프로파일 내 CDP 30052에서 30054까지 연속된 세 개의

트레이스를 추출하였다(Fig. 4a). BSR 반사신호가 다른

반사신호와 완전히 분리되어 있지 않지만 진폭이 크며 해저면

반사신호에 대해 극성이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IWM

(Kaaresen, 1997)으로 이 세 트레이스를 처리하여 지하의 반사

계수의 진폭과 극성을 복원하였다(Fig. 4b). 해저면과 BSR 사
Fig. 2. Part of seismic profile 97-4 showing the occurrence of a

BSR seaward of the continental slope.

Fig. 3. (a) An enlarged portion of the profile in Fig. 2. The BSR cross-cuts the stratigraphy. (b) Semblance spectrum and interval velocity for

the CDP 30205 tr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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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에서 양의 극성을 가지는 반사계수가 연속되는 것은 U-1내

에서 음향임피던스가 증가함을 나타낸다. BSR의 진폭은 해저

면 반사신호 진폭의 1.5 ~ 1.7배이다. BSR과 해저면 반사신호

의 진폭을 비교하여 BSR의 반사계수를 추정하였다. 위의

CDP위치와 가까운 곳에서 얻은 표층퇴적물은 점토함량이

80% 이상으로 그 외 silt가 포함되어 있으며(한국해양연구원,

1998) 평균밀도는 1.35 g/cm3 이다(Kim and Kim, 2001). 이러

한 특성은 밀도와 속도가 각각 1.352 ~ 1.356 g/cm3와 1503-

1515 m/s로 측정된 심해평원의 점토와 silt의 혼합물과 잘

일치한다(Hamilton and Bachman, 1982). 바닷물에서의 속도

(Vp sea water)와 밀도(ρsea water)를 각각 1480 m/s와 1.02 g/cm3로

생각하면 해저면의 반사계수는 0.15로 계산되며 BSR의 반사

계수는 −0.23에서 −0.26의 범위가 된다. 이렇게 높은 반사계수

값은 페루의 부근에서 나타나는 BSR 반사계수보다(Miller et

al., 1991) 더 크며 BSR 아래에서 구간 속도가 낮은 데서 유추

할 수 있듯이 BSR 아래에 존재하는 자유가스 때문으로 해석

된다.

동해에서 지열의 측정치와 분포는 해저면에서 탐침을 해서

측정하는 방법에 의해 잘 조사된 바 있다(Langseth and

Tamaki, 1992). 지열의 값은 울릉분지의 중앙부에서 100 mW/

m2 이상이며 대륙사면을 지나 한반도쪽으로 가면서 서서히 감

소한다(see Fig. 1 in Langseth and Tamaki, 1992). 이 연구에

서 예시하는 BSR 위치에서 지열값의 측정치는 90 ~ 100 mW/

m2 이다. 울릉분지 아래의 해양지각은 마이오세 초기에서 중

기 사이에 형성된 것으로(Kim et al., 2007) 울릉분지의 경우

두꺼운 퇴적층의 영향을 보정한 후 초기에서 중기 마이오세에

해당하는 연대 (20 ~ 15 Ma)에 형성된 해양지각 대해 계산되

는 지열값보다 훨씬 높은 지열값이 측정되므로 지열의 초과분

이 있다고 볼 수 있다(Kim et al., 1998). 이 연구에서는 BSR

을 이용하여 지열을 계산하였다. 먼저 속도분석의 결과로서 해

저면에서 BSR의 깊이는 169 m로 계산된다; 해저면과 BSR사

이에 두 개의 퇴적층을 인식할 수 있는데 상부층의 속도와 두

께는 1511 m/s와 82 m 이며 하부층의 속도와 두께는 1627 m/

s와 87m 이다(Fig. 3b). BSR 깊이에서의 온도(Tbsr)는 수화물

경계에서의 온도-깊이 관계를 나타내는 식(Brown et al.,

1996).

Tbsr (oC) = 11.726 + 20.5 log z − 2.2 (log z)2

에 의해 17.6o로 계산된다. 여기에서 z는 바닷물을 포함하는

전체 깊이이다. 최종적으로, 지열이 선형적으로 증가함을 가정

하고 간단한 열전달 방정식

H = k (Tbsr − Tsea)/zbsr

을 이용하여 지열(H)을 계산할 수 있다. 여기에서 k는 열전도

도(W/moC), Tsea는 해저면의 온도, 그리고 zbsr은 해저면에서

BSR까지의 깊이이다. 울릉분지에서 측정된 바닷물의 온도는

500 m 이하의 수심에서 1oC 이하이다(한국해양연구원, 1998).

따라서 해저면의 온도는 0.5 ~ 1.0oC로 추정하였다. 울릉분지

에서 퇴적물의 열전도도를 측정한 자료는 없다. 만약 퇴적물의

열전도도를 경험식(eq. (4) in Ganguly et al., 2000)으로부터

추정하면 1.16 W/moC이다. 이 경우 지열은 114 ~ 117 mW/m2

으로 계산된다. 다른 방법으로서, 가까운 야마토분지에서

ODP 시추공 799에서 깊이 176 m까지 측정된 평균 열전도도

0.97 W/moC 를 사용한다면(Langseth and Tamaki, 1992) 지열

은 95 ~ 98 mW/m2가 된다. 이 지열값은 측정된 지열분포치와

더 잘 일치한다. 울릉분지의 남쪽에서 얻은 프로파일 06-1에서

보이는 BSR도 위와 비슷한 깊이에서 나타나므로(Fig. 5) 울릉

Fig. 4. (a) Three consecutive seismic traces (CDP 30052-30054)

from Fig. 3a and (b) their sparse spike reflectivity computed by

IWM. 

Fig. 5. Part of seismic profile 06-14 showing the BS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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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에서 지열의 분포는 매우 안정되어 있으며 위에서 계산한

것과 비슷한 지열값을 가질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울릉분지

에서 지열의 분포를 추정하는 데에 수화물 BSR의 깊이를 이

용하는 것은 매우 효율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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