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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황해 백령도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해저면 연계퇴적층의 음향상 연구를 위해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를 분석하였

다. 해저지형 및 내부 음향상 특징에 의하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천부퇴적층은 총 7개의 음향상으로 구분된다. 내부 반

사면이 약간 혹은 양호하게 발달하거나 내부반사면을 전혀 수반하지 않는 평탄한 해저면(음향상 1-1, 1-2)은 연구지역의

남쪽에 주로 분포한다. 파형의 표면구조를 수반하는 평탄한 해저면(음향상 1-3)은 중부해역에 발달한다. 평탄한 해저면 혹

은 파형의 표면구조를 수반하는 마운드 형태의 해저면 특징(음향상 2-1, 2-2, 2-3)은 중부해역에 분포한다. 내부 반사면이

발달하지 않고 불규칙한 침식흔적을 갖는 해저면(음향상 3-1)은 조사해역의 북부해역인 백령도 외해쪽에 주로 존재한다.

음향상의 분포 및 퇴적물 특성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퇴적환경은 뚜렷한 3 지역으로 구분되는 바 (1) 강한 조류의 영향으

로 심한 침식작용이 진행되고 있는 북쪽지역, (2) 해수면 상승과 연계된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사퇴가 분포하는 중부

해역, (3) 박층의 해침 사질층이 분포하고 있는 남부해역 등으로 구성된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7 음향상을 포함하는 이

와 같은 퇴적층은 홀로세 해침동안 해수면 상승 및 강한 조류와 연계된 퇴적작용을 반영한다.

주요어: 백령도, 황해, 조석사퇴, 음향상, 고해상 탄성파탐사

Abstract: High-resolution chirp profiles were analyzed to investigate the echo types of near-surface sediments in the

Yellow Sea off the Baegryeong Island. On the basis of seafloor morphology and subbottom echo characters, 7 echo types

were identified. Flat seafloor with no internal reflectors or moderately to well-developed subbottom reflectors (echo type

1-1 and 1-2) is mainly distributed in the southern part of the study area. Flat seafloor with superposed wavy bedforms

(echo type 1-3) is also distributed in the middle part. Mounded seafloor with either smooth surface or superposed

bedforms (echo type 2-1, 2-2, and 2-3) occurs in the middle part of the study area. Irregular and eroded seafloor with

no subbottom reflectors (echo type 3-1) is present in the northern part of the study area off the Baegryeong Island.

According to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sedimentary facies of echo types, depositional environm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ive areas: (1) active erosional zone due to strong tidal currents in the northern part; (2) formation of tidal

sand ridges in response to tidal currents associated with sea-level rise distributed in the middle part; and (3) transgressive

sand sheets in the southern part. Such a depositional pattern, including 7 echo types, in this area reflects depositional

process related to the sea-level rise and strong tidal currents during the Holocene transgression.

Keywords: Baegryeong Island, Yellow Sea, Tidal sand

ridge, Echo type, High resoultion seism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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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해저 퇴적층의 층서 및 퇴적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 탄성파

탐사자료가 광범위하게 활용된다. 탄성파 탐사자료상에서 관

찰되는 반사면은 퇴적층의 물성 차이에 기인하며, 구성 퇴적물

의 입도 등 퇴적학적인 특징을 반영한다(Mitchum et al.,

1977; Posamentier et al., 1988). 특히 고해상(3 ~ 12 kHz) 탄

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직 분해력이 매우 양호하여 미세 해

저지형 특징은 물론 해저면으로부터 약 50 m 이내 천부 퇴적

층의 음향특성 및 정밀 층서 연구에 효과적이다(Damuth,

1975, 1978, 1980; 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Chough et al., 2002; Shinn et

al., 2007). 

황해는 지난 마지막 빙하기(LGM) 동안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120 m 낮았으며(Bloom and Park, 1985; Pirazzoli, 1991),

홀로세 이후 광역적인 해침의 영향으로 퇴적작용이 크게 조절

되어 다양한 형태의 천해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and Han, 1987; Fairbanks, 1989; Chough et al.,

2002; Park et al., 2006). 특히 해침과정에서의 퇴적작용은 강

한 조류의 영향으로 다양한 해저지형과 조석기원 사퇴 퇴적체

등을 형성하였다(Park et al., 1994; Jin and Chough, 1998;

Park et al., 2000, 2006; Chough et al., 2002). 황해에서는

1980년대 이후부터 해저퇴적물 및 해수면 변동 연계 퇴적역사

규명을 위한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었다(Zhao, 1990; Choi

et al., 1992; Jin and Chough, 1998; Park et al., 2000; Chough

et al., 2002; Shinn et al., 2004). Huh et al. (1999)는 고해상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황해 중부해역에서의 제4기 퇴적환경

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에 의하면 황해 중부의

퇴적환경은 크게 중국 쪽 황하의 삼각주(delta)환경, 황해 중심

부의 침식대(erosional zone), 그리고 한국 동쪽 연안의 모래사

퇴(sand ridge) 및 모래파(sand wave)환경으로 구분된다.

Chough et al. (2002)은 황해 중부에서 동부에 걸친 퇴적층을

고해상(Chirp, 2 ~ 7 kHz)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하여 해저지

형과 내부 음향상 특징을 기준으로 음향유형을 구분하고, 음향

분포 특성에 따라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각 음향특성 분포에

의하면 황해 중-동부 지역은 강한 조류와 해류의 영향으로 사

퇴가 형성된 동쪽 연안지역과 금강에서 유입된 이질 퇴적물이

퇴적된 남동부지역, 침식작용이 우세한 북쪽지역, 해침기 사질

퇴적물 위를 고해수면 시기에 황하강으로부터 유입된 이질 퇴

적물이 덮고 있는 외해환경으로 구분된다. 황해 동부 연안에는

해침시기에 형성된 모래 사퇴(sand ridge)가 북동-남서 내지는

남북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적이다(Park et al.,

2006). 모래사퇴의 발달은 대체로 현재의 조류 방향과도 평행

하게 분포되어 있으며(KIGAM, 1996; Choi, 2001; Park et al.,

2006; KHOA, 2008), 형태적인 특징으로 보아 대륙붕의 폭이

넓고 조류가 강한 해역에서 생성되는 조류기원의 사퇴로 해석

된다(Off, 1963). Park et al. (2006)은 동부 연안을 따라 발달

한 모래사퇴를 크기와 수심에 따라 대륙붕 모래사퇴(shelf

sand ridge)와 연안 모래사퇴(nearshore sand ridge)로 구분하여

각각의 퇴적발달모델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황해에 분포하는 천부퇴적층의 퇴적작용과 퇴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지속적으로 수행되어왔으나, 본 연구지역

을 포함한 황해의 북동부 연안의 퇴적환경 및 퇴적작용에 대

한 연구는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009년 국

립해양조사원에 의해 취득된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와 표층

퇴적물 시료를 활용하여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천부퇴적층의

퇴적작용 및 퇴적환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연구지역

한국과 중국 사이에 위치한 황해는 반폐쇄적 주변해(epicon-

tinental sea)에 속한다. 황해의 서쪽은 황하강(Huanghe River)

과 양쯔강(Yangtze River)으로부터 발달된 삼각주(delta)에 의

해 경계되고, 황해의 동쪽은 백령도를 비롯한 많은 섬들과 연

안을 따라 발달한 갯벌이 특징적이다. 해저지형은 연안으로부

터 멀어질수록 점차 깊어지고 깊은 골이 한반도 쪽으로 치우

쳐있어 중국 쪽은 완만하게 깊어지는 반면, 한반도 쪽은 비교

적 급경사로 나타난다. 황해의 수심은 평균 55 m 정도로 거의

Fig. 1. Physiography and Bathymetry of the Yellow Sea and

adjacent sea. Dashed lines indicate the seaward limit of the offshore

ridge field in the eastern part of the Yellow Sea (after Shinn et al.,

2007). Contours in meters. Insert box is the Figure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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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탄하나, 연안으로부터 멀어질수록 점차 증가하여 중앙부에

서는 최대 80 m 이상에 달한다(Fig. 1). 연구지역은 황해의 북

동쪽에 위치하며 50 여개의 크고 작은 섬들과 육지로 둘러싸

여 있어 복잡한 지형을 보인다(Fig. 2). 북쪽에는 백령도를 포

함한 큰 섬들과 옹진반도로 둘러싸여있으며, 동쪽은 넓은 조간

대가 발달한 경기만으로 이어져 지형학적으로 오목한 형태이

다. 연안에서의 수심은 평균 20 m 정도이나 남서쪽으로 향하

면서 완만하게 깊어지며, 평균 60 m 정도로 거의 편평한 지형

을 보인다. 

연구지역내에 위치하는 대청도에서 국립해양조사원이 1년

간 관측한 해면자료와 해수유동자료의 조화분해 결과로부터

연구지역의 조석과 조류특성을 살펴보았다. 조석조화분해 결

과를 바탕으로 계산한 결과, 평균 대조차와 평균 소조차는 각

각 2.92 m, 1.28 m이고 평균 조차는 2.10 m이었다. 또한 연구

지역의 조석 형태수(tidal factor number)값은 0.41로 반일주조

가 우세한 혼합조 형태(mixed, mainly semidiurnal form)로 정

의 할 수 있다(David, 1987). 연구지역의 주변해역에서 관측한

조류분석 결과에 의하면 조류와 유속은 모두 북서-남동 방향

으로 진행하고 있으며, 최강 창조류의 유속은 0.9 ~ 1.6 m/s,

최강 낙조류의 유속은 1.0 ~ 1.5 m/s 정도이며(Fig. 3), 평균 유

속은 0.09 ~ 0.12 m/s 정도이다(KHOA, 2010). 

연구 자료

본 연구를 위하여 해양조사원에서 취득한 고해상 탄성파 탐

사자료(chirp)를 사용하였다(Fig. 4). 지층탐사 자료는 미국

Benthos사의 CAP-6600 천부지층탐사기를 이용하였으며 주파

수 대역이 2 ~ 7 kHz의 음원을 사용함에 따라 분해력이 매우

양호하여 해저면 근처의 천부 퇴적물이 분포하는 지역의 음향

상 및 정밀층서 연구에 적합하다. 주측선은 남북방향의 경도 1

분 간격(1,800 m)이며 검측선은 동서방향의 위도 10분 간격으

로 취득하였다(Fig. 4). 탄성파 탐사와 병행하여 음향상 특성과

구성 퇴적물간의 비교 분석을 위해 박스코어(box corer)를 이

용하여 표층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다(Fig. 4). 채취된 퇴적물

시료는 습식체질 및 피펫방법에 의해 입도분석을 실시하였다.

조직표준치는 그래픽 방법을 적용하여 구하였으며, 퇴적물 유

형은 Folk (1954)의 삼각분류법으로 결정하였다. 고해상 탄성

파 탐사자료의 해석은 Landmark사의 GeoGraphix와 공개 소

프트웨어 SeiSee를 이용하였으며, 음향상 분류는 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2002)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의

해 실시하였다. 

Fig. 2. Detailed bathymetry of the study area and adjacent sea.

Contours in meters.

Fig. 3. Tidal average ebb-neap current velocities at study area.
Fig. 4. Tracklines of high-resolution seismic profiles and locations

of surface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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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음향상 분류

기존 연구에 의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자료의 음향상 분류기

준은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퇴적환경에 적합하

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의 경우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

성되어 음파가 비교적 깊이 투과되므로, 음향상 분류 시 표층

반사파와 내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조합한 2단계 분류가 일

반적으로 사용된다(Damuth and Hayes, 1977; Damuth, 1978).

그러나 황해와 같은 얕은 수심의 대륙붕 환경에서는 파랑 및

조류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표면구조 및 층면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세 해수면 상승기간 동안 재작용(reworking) 및 거름

작용(winnowing)에 의해 형성된 사질 퇴적물이 광범위하게 분

포한다(Choi et al., 1992; Park et al., 1994; Huh et al., 1999;

Lee et al., 1988; KIGAM, 2002). 따라서 심해퇴적물에 비해

음파 투과 깊이가 매우 얕으므로 연구지역의 환경 특징을 고

려한 분류 방법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Chough et al.

(2002)과 KHOA (2008)의 음향상 분류 기준을 참고하였으며

해저면의 지형특성과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등을 기준으로 분

류하였다. 먼저 해저면의 반사파 특성에 따라 1) 표면 반사파

가 편평한가(flat), 2) 구릉형태인가(mound), 3) 불규칙하게 패

였는가(irregular eroded)로 크게 3개의 주요 음향상으로 구분

하였으며, 이를 다시 내부 반사파가 발달했는가, 표면층에 연

흔구조가 발달 했는가, 침식된 형태인가에 따라 총 7개의 음

향상(음향상 1-1, 1-2, 1-3, 2-1, 2-2, 2-3, 3-1)으로 세분하였다

(Table 1; Fig. 5). Fig. 6은 각 음향상의 분포특성을 보여주고

있다.

음향상 1-1: 해저 지형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 반사파는

뚜렷하나 음파에너지가 거의 투과 되지 못해 내부 반사파는

관찰되지 않는다(Fig. 5(a)). 일부 하부 반사파가 확인되기도

Table 1. Classification and description of echo types.

Class Type Line drawing Description Interpretation

1 1-1
Relatively flat seafloor with no subbottom 
reflectors

Seafloor covered by coarsegrained 
sediments, relict sands

1-2
Flat sea floor moderately developed subbottom 
reflectors

Flat seafloor with moderately to well 
developed subbottom reflectors

1-3
Flat sea floor covered by regularly spaced, wavy 
bedforms

Large-scale dunes formed by tidal currents

2 2-1 Mounds covered by wavy bedforms Tidal ridge, dunes, active

2-2
Mounds or flat sea floor covered by erosional 
wavy bedforms

Tidal ridge, erosional and modified

2-3
Mounds accompanying acoustically transparent 
wedges on the flanks

Tidal ridges, degraded and modified

3 3-1
Sea floors of great topographic relief and deeply 
incised valleys

Extensive channel erosion by strong 
cuurrents

Fig. 5. Chirp (2 ~ 7 kHz) seismic profiles of echo types identified

in the study area: (a) Flat seafloor with no internal reflectors (echo

type 1-1). (b) Flat sea floor with moderately to well developed

subbottom reflectors (echo type 1-2). (c) Regionally flat seafloor

with regularly spaced, similar-sized, wavy bedforms (echo type 1-

3). (d) Mounds with wavy bedforms (echo type 2-1). (e) Mounds

or flat sea floor with erosional bedform (echo type 2-2). (f) Mounds

with acoustically transparent wedge on the flanks (echo type 2-3).

(g) Seafloors great topographic relief and deeply incised valleys

(echo type 3-1). Vertical scale is two-way travel time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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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매우 불규칙하여 구별이 쉽지 않다. 주로 조사지역의

남서쪽에 분포하며, 연구지역에서 비교적 수심이 깊은 외해에

발달해있다(Fig. 6). 

음향상 1-2: 음향상 1-1과 유사하게 대체로 평탄한 해저지형

과 뚜렷한 표면 반사파 특징을 보인다(Fig. 5(b)). 그러나 음향

상 1-1에 비해 음파 투과 깊이가 깊어 비교적 내부 반사파가

잘 발달하며 층리를 보인다. 내부 층리는 수평적인 연속성이

불량하며 부분적으로 끊기거나 간혹 분산되어 나타난다. 주로

수심의 변화가 적은 조사해역의 남부에 분포한다(Fig. 6). 

음향상 1-3: 해저지형은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며, 규칙적으

로 배열된 표면퇴적구조(bedform)가 잘 발달해 있다(Fig.

5(c)). 연흔모양의 표면퇴적구조는 대칭형을 보이는 경우가 많

고, 비교적 내부 반사파가 잘 발달한 부분에서는 희미한 층리

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나, 간혹 하부 반사파가 나타나지 않거

나 분산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상기 특성을 갖는 음향상 1-3은

연구해역 중앙부에 부분적으로 패치(patchy)형태로 분산되어

분포한다(Fig. 6). 

음향상 2-1: 해저 지형은 큰 기복 없이 완만한 구릉형태

(mound form)를 보이며, 구릉의 외형은 주로 불규칙하고 비대

칭형이다(Fig. 5(d)). 해저 표면은 표면퇴적구조에 의해 피복되

어 있으며, 발달된 표면퇴적구조는 구릉 전체를 피복하기보다

구릉 정부 또는 측면에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내부 반사파는

뚜렷하지 않으나 국부적으로 희미하게 분산 또는 불규칙한 형

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의 음향상 2-1은 조사지역의 북동

쪽 및 동쪽에 분포하며, 외해보다 연안 쪽에 우세하게 나타난

다(Fig. 6). 

음향상 2-2: 해저 지형은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

이며 음향상 1-3과 음향상 2-1의 중간 형태이다. 구릉의 외형

은 비대칭형이거나 매우 불규칙한 지형특성을 보인다(Fig.

5(e)). 해저 표면에는 표면퇴적구조가 발달해 있으나, 음향상

1-3과 2-1에 비해 대부분의 경우 불규칙하게 발달해 있다. 비

교적 내부 반사파가 잘 발달한 부분에서는 희미한 층리구조를

관찰할 수 있으나, 간혹 하부 반사파가 나타나지 않거나 분산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Fig. 5(e)). 주로 조사지역의 중앙에 넓

게 분포하며 음향상 1-3과 함께 발달해 있다(Fig. 6). 

음향상 2-3: 해저 지형은 큰 기복 없이 완만하며 넓게 퍼진

구릉형태를 보여준다(Fig. 5f). 해저면 반사파는 뚜렷하나 작은

크기의 쌍곡선 형태로 나타나며, 해저표면에는 음향상 2-1과

비교 할 때 보다 작은 규모의 표면퇴적구조가 부분적으로 발

달해 있다. 구릉의 측면에는 투명한 내부 음향상을 보이는 쐐

기모양의 구조가 관찰되는데, 이는 기존에 퇴적된 해저면과의

경계를 의미하며(Chough et al., 2002), 그 외 내부 반사파는

비교적 층리가 잘 발달된 특징을 보여준다(Fig. 5(f)). 상기 특

성을 갖는 음향상 2-3은 조사지역의 남동부 연안 쪽에 주로 분

포한다(Fig. 6). 

음향상 3-1: 해저 지형은 부분적으로 편평하나 크고 작은 기

복의 구릉과 골이 함께 발달해 있어 매우 불규칙적이다(Fig.

5(g)). 해저면 반사파는 뚜렷하지만 내부 반사파는 거의 나타

나지 않고 분산되어 있으며, 주로 조사지역의 북쪽에서 관찰된

다(Fig. 6). 

음향상 분포특성

조사해역에서 나타난 7개 음향상의 분포 형태를 살펴보면

크게 북부, 중부 및 남부 세 구역으로 나누어진다(Fig. 6). 연

구지역의 북부는 전체적으로 불규칙하고 기복이 심한 음향 특

성을 보이는 음향상 3-1이 대부분 분포하고 있다(Fig. 6). 연구

지역의 중부에는 음향상 1-3, 2-1 및 2-2가 넓게 분포한다(Fig.

6). 탄성파 단면상에서 구릉형태를 보이는 음향상 2-1은 연구

지역의 동쪽 연안에 분포하고 있으며, 규칙적인 표면퇴적구조

가 발달한 음향상 1-3은 침식된 형태의 음향상 2-2와 함께 중

앙부에 혼재되어 분포한다. 

연구지역의 남부에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특정구조 없이 평

탄한 해저면을 보이는 음향상 1-1과 1-2, 해저면에 특정 구조

는 발달하지 않으나 단면상 구릉형태를 보이고 측면에 투명한

음향상의 쐐기모양 구조가 발달한 음향상 2-3이 분포한다(Fig.

6). 특히 조석기원의 사퇴로 보이는 음향상 2-3은 남동부 연안

에 국지적으로 분포하며, 상대적으로 수심이 깊어지는 연구지

역의 남부에서는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되는 표면퇴적구조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Fig. 5). 

Fig. 6. Distribution of surface sediments associated with echo types

(G: gravel, msG: muddy sandy gravel, S: sand, gS: gravelly sand,

zS: silty sand, Z: silt, sZ: sandy silt, sM: sandy mud). Note that

the study area can be divided into three distinctive zones, each with

different sedimentary environments. I: erosional zone, II: zone of

tidal sand ridge system, III: zone of transgressive sand she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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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층 퇴적물 

표층퇴적물 분석결과에 의하면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퇴적물

유형(sediment type)은 msG (muddy sandy gravel), gS

(gravelly sand), zS (silty sand), S (sand), sZ (sandy silt), sM

(sandy mud)의 6가지로 구분된다(Table 2). 평균입도 범위는

0.18 ~ 6.04Ø으로 다양한 분포를 보이고 있다. 정점 8, 19, 25

에서 5Ø 이하의 세립퇴적물이 분포하며, 자갈을 함유하는 정

점 3과 5에서 각각 0.38Ø, 0.18Ø의 평균입도 값을 보여준다

(Table 2). 정점 1의 경우 최대 2 ~ 3 cm 크기의 자갈이 회수

되었다. 결과적으로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사질(sand)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함을 알 수 있다(Fig. 6). 퇴적물의 입도별 함량

비 분석결과에서도 자갈을 포함하는 정점 5와 세립질의 함량

이 높은 정점 8, 19, 21, 25, 29를 제외하고는 모든 정점에서

80% 이상의 모래(sand)가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2). 분급도는 0.51 ~ 2.99Ø로 moderately well sorted에

서 very poorly sorted의 범위를 가진다. 사질함량이 높은 대부

분의 정점에서 moderately sorted한 양상을 보이며 특히 정점

10, 15, 18, 24에서는 moderately well sorted로 다른 정점들에

비해 분급도가 양호한 것으로 분석되었다. 평균입도가 세립한

정점 6과 19에서 매우 불량한 분급도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났

다(Table 2). 표층퇴적물의 왜도는 −1.29 ~ 1.74Ø으로 strong-

ly coarse skewness에서 strongly fine skewness로 다양한 값을

보인다. 첨도는 어느 특정한 경향성은 보이지 않으나 1.84 ~

11.52Ø의 다양한 범위를 가진다(Table 2). 

토 의

상기 연구결과에 따르면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천부퇴적층은

주로 홀로세 이후 해수면 상승기간 동안 형성된 사질 퇴적물

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Choi et al., 1992; Park et al.,

Table 2. Textural analysis of topmost sediments in the Yellow sea off the Baegryeong Island (G: gravel, msG: muddy sandy gravel, S: sand,

gS: gravelly sand, zS: silty sand, Z: silt, sZ: sandy silt, sM: sandy mud).

Station
 No.

Gravel Sand Silt Clay Sediment 
type

Mean grain 
size

Sorting
Skewness Kurtosis

(%) (φ)

1 - - - - G 　- -　 -　 -　

2 0.0 96.1 3.9 0.00 S 2.33 0.82 0.15 3.91

3 13.9 81.2 4.9 0.00 gS 0.38 2.04 0.18 1.95

4 0.0 99.4 0.6 0.00 S 2.66 0.78 -0.61 3.22

5 41.2 50.4 5.7 2.77 msG 0.18 2.99 1.08 3.74

6 0.0 99.0 1.0 0.00 S 2.46 0.87 -0.41 2.79

7 0.0 99.6 0.4 0.00 S 1.78 0.87 -0.07 3.71

8 0.0 37.5 44.8 17.66 sZ 5.11 2.39 0.33 1.86

9 0.0 99.6 0.4 0.00 S 2.47 0.63 0.13 2.83

10 0.0 99.9 0.1 0.00 S 1.85 0.51 0.42 3.72

11 0.0 99.8 0.2 0.00 S 2.06 1.15 -1.29 4.04

12 0.0 98.0 2.0 0.00 S 1.38 0.94 1.19 4.30

13 0.0 98.5 1.5 0.00 S 1.16 1.36 -0.04 2.61

14 0.0 98.7 1.3 0.00 S 1.95 1.17 -0.44 2.56

15 0.0 99.3 0.7 0.00 S 1.63 0.51 1.74 11.52

16 0.0 93.7 6.3 0.00 S 2.09 1.08 -0.38 2.36

17 0.0 95.4 4.6 0.00 S 1.98 0.97 0.54 4.00

18 0.0 98.2 1.8 0.00 S 2.32 0.52 0.55 7.33

19 0.0 23.2 38.7 38.08 sM 6.04 2.61 -0.25 1.85

20 0.0 86.5 13.5 0.00 Zs 2.43 1.17 0.14 2.51

21 0.0 78.1 21.9 0.00 Zs 2.47 1.38 0.09 2.06

22 0.0 97.5 2.5 0.00 S 2.48 0.82 -0.34 3.75

23 0.0 96.4 3.6 0.00 S 2.12 1.01 0.05 3.17

24 0.0 100.0 0.0 0.00 S 2.67 0.53 0.12 3.09

25 0.0 9.2 74.6 16.19 Zs 5.77 1.95 0.17 3.28

26 0.0 90.9 9.1 0.00 S 2.41 0.99 0.40 2.86

27 0.0 96.4 3.6 0.00 S 2.62 0.57 0.98 6.70

28 0.0 97.1 2.9 0.00 S 1.80 0.96 0.65 3.99

29 0.0 40.2 59.8 0.00 sZ 3.73 0.99 -0.70 1.84

30 0.0 96.7 3.3 0.00 S 2.73 0.70 0.23 2.95

31 0.0 98.8 1.2 0.00 S 2.03 0.91 -0.32 3.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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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4; Huh et al., 1999; Lee et al., 1988; KIGAM, 2002). 저

해수면 시기에 하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이 홀로세 동안 해

수면이 상승하면서 재동 및 잔류되었으며, 강한 조류의 영향으

로 모래사퇴가 우세한 해저지형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Park and Han, 1987; Fairbanks, 1989; Lee et al., 1988;

Chough et al., 2002; Park et al., 2000, 2006; KIGAM, 2002).

조사해역에서 나타난 7개의 음향특성 분포형태로 미루어 보

아, 연구지역은 침식작용이 우세한 북부지역과 조류의 영향이

큰 중부지역, 해수면 변동에 의한 재 퇴적작용이 우세한 남부

지역으로 구분된다(Fig. 6). 연구해역 중 북부지역의 경우 해저

면이 불규칙하고 기복이 심한 특성을 갖는 음향상 3-1이 주로

분포한다. 자갈을 함유한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하며, 해저 표

면이 불규칙하고 비교적 기복이 심한 것으로 보아(Fig. 5g) 강

한 조류와 해류에 의한 침식작용이 우세한 지역으로 해석된다.

Fig. 3에서 볼 수 있듯이 남부지역보다 백령도 주변 북부지역

에서 조류가 1.4 m/s 이상으로 남동부 지역보다 강한 조류가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특히 계단모양으로 발달된 해저

지형은 홀로세 동안 해침에 의해 형성된 해저지형임을 의미하

며(Chough et al., 2002), 표층 퇴적물 정점 1에서 2 ~ 3 cm

크기의 자갈이 회수된 것으로 미루어보아 연구지역의 북부는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기반암이 노출된 지형 특징

을 보여주는 것으로 해석된다(KHOA, 2008; Chough et al.,

2002).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는 중부해역의 음향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로 표면퇴적구조의 발달이 양호하거나 사퇴

형태의 특징을 보여주는 음향상 1-3, 2-1, 2-2가 발달해 있다

(Figs. 5와 7). 음향상 1-3과 같은 연흔형태의 퇴적구조는 사질

퇴적물 공급이 풍부하고 조류가 강한 천해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Kenyon and Stride, 1970), 비교적 큰

규모의 사구(dunes)로 해석된다(Allen, 1980). 음향상 1-3과 같

이 퇴적물 표면에 뚜렷한 형태의 표면퇴적구조가 발달하는 것

은 현생 환경 하에서 조류 혹은 파랑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

시하며(Stride et al., 1982), 기존 연구에서도 이미 보고 된 바

있다(Jin and Chough, 2002). 일반적으로 음향상 1-3의 특징을

보이는 지역의 경우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KHOA, 2008), 본 연구 결과에서도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음향상 2-1은 구릉형태의 외형으로 보아 조석 기원의 사퇴

(tidal sand ridge)로 해석되며, 해저 표면에 발달한 표면퇴적구

조는 비교적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사퇴 표면에 중첩되어

발달한 대규모 사구(large scale subaqueous dune)로 해석된다

(Belderson et al., 1982). 이러한 조석사퇴의 정부에 연흔구조

가 나타나는 것은 현생 환경 하에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사

퇴가 성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쇠퇴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절되

고 있음을 의미한다(Jin and Chough, 2002; Park et al., 2006).

음향상 2-2의 경우 탄성파 단면상에서 부분적으로 불규칙한

해저지형 및 표면구조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아 강한 조류 등

에 의해 침식된 조석사퇴로 해석된다(Park et al., 2006). 음향

상 2-3은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난 부드러운 구릉형태의 특징

과 상대적으로 작게 발달한 표면퇴적구조로 보아 정체된 환경

에서 형성된 사퇴(sand ridge)임을 알 수 있다(Chough et al.,

2002). 또한 구릉의 측면에 나타난 쐐기모양의 투명한 음향상

은 사퇴의 정부로부터 재퇴적된 세립질 퇴적물로 여겨지며, 작

은 크기의 쌍곡선으로 나타나는 반사파는 잔류된 조립질 퇴적

물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Stride et al., 1982;

Bernet al., 1998; Chough et al., 2002). 이와 같이 표면퇴적 구

조를 수반하는 사퇴의 발달은 강한 조류의 영항 하에서 잘 발

달하며(Stride et al., 1982), 조사지역을 포함한 황해 주변 해

역에서 이와 관련된 조석기원 사퇴의 분포에 대해 이미 보고

된 바 있다(Chough et al., 2002; Jin and Chough, 2002; Park

et al., 2006; Shinn et al., 2007). 중부지역에서 나타난 음향특

징으로 미루어 볼 때, 조류의 왕복운동에 의해 현재도 사구가

영향을 받고 있음을 알 수 있으며,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사구

의 형성과 동시에 침식도 일어나 부분적으로 사구의 쇠퇴까지

함께 진행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KHOA, 2008).

연구지역의 남서쪽으로 향하면서 수심이 증가하여 최대 70

m 이상에 달한다(Fig. 2). 이와 같이 수심이 증가하는 남서쪽

으로 향하면서 표면 구조를 수반하는 사퇴형태의 퇴적체는 점

차 평탄한 해저면 특징을 갖는 음향상 1-1, 1-2 으로 변화되며,

표층 퇴적물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질 퇴적물이 주로 분포한

다(Fig. 6). 음향상 1-1로 정의된 퇴적층은 해저면 반사파가 뚜

렷하고, 음파가 퇴적층 내부로 거의 투과하지 못하는 것으로

보아 해저면은 비교적 조립질 퇴적물로 피복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Damuth and Hayes, 1977; Damuth 1980). 기존 연구

에서도 이와 같은 특징을 보이는 음향상 1-1 분포지역은 사질

(sand)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and Chough,

1989). 음향상 1-1과 비교하였을 때, 내부 반사파가 비교적 잘

발달한 음향상 1-2는 구성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질로 구

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었음을 지시한다(Damuth and Hayes,

1977; Damuth 1978; Chough et al., 2002). 또한 탄성파 단면

상에서 다양한 형태의 내부 반사파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홀로세 이전의 선상지, 조수환경 및 하구환경 하에서 퇴적작용

이 진행 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Chough et al., 2002). 음향상

의 특성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구지역의 남부는 조류에 의한

영향보다는 해수면의 변화의 영향을 받아 저해수면 시기에 하

천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이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재동되거나

파랑의 영향 하에서 퇴적된 잔류된 퇴적물로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Park et al., 2006). 

결 론

황해 백령도 인근해역에 분포하는 후 제4기 퇴적층은 탄성

파 탐사자료 분석결과 총 7개의 음향상으로 구성되며, 이들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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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상 특징과 표층퇴적물 시료 분석을 통해 마지막 빙하기 이

후의 퇴적작용 및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연구지역의 북부는

홀로세 동안 해침에 의해 기존 퇴적층 및 기반암이 침식되면

서 불규칙한 해저지형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현재도 강한 조류

의 영향으로 무퇴적 또는 침식이 계속 진행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연구지역의 중부해역은 사질퇴적물이 우세하

게 분포하며, 연흔과 같은 표면 구조를 수반하는 사퇴가 주로

발달하며, 이는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조석기원 사퇴로

해석된다. 중부 해역의 경우 강한 조류의 영향에 의해 부분적

으로 재동 및 침식작용도 수반 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의 경우 조류에 의해 사퇴와 사구가 생성되고, 동시에 부

분적으로 소멸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수심이 증가 하는 남서부

로 향하면서 사퇴형태의 퇴적체는 점차 사라지고 평탄한 해저

면 특징을 보여 주는 바, 이는 홀로세 해침과정에서 생성된 사

질 퇴적물이 주로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결과적으로 황해

백령도 주변해역에 분포하는 후 제4기 퇴적층의 퇴적작용은

크게 세 지역으로 구분되며, 조석, 조류, 파랑의 복합적인 작용

에 의한 영향으로 다양한 형태의 음향상 특징을 갖는 해저지

형 및 퇴적층을 구성하게 되었고, 구성 퇴적물은 주로 사질 퇴

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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