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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 울릉분지에서 취득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에 의하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제 4기 퇴적

층은 침식부정합면에 의해 4개의 층서단위로 구분된다. 각 층서단위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18개의 질량류 퇴적체로

구성된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질량류 퇴적체는 캐오틱 혹은 투명한 음향상 특징을 보이며, 쐐기 혹은 렌즈상의 외부형태

를 가진다. 질량류 퇴적체는 주로 울릉분지 남쪽사면 일대에 중첩되어 분포하며, 분지중앙으로 향하면서 층후가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시간구조도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중앙에는 주변보다 융기된 지형과 북서 및 북동방향의 저지대가 발달한

다. 등시층후도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남쪽으로부터 기원한 질량류 퇴적체는 사면을 따라 분지중앙으로 유입되었으며,

지구조운동으로 형성된 융기지형에 의해 두 방향으로 분리되어 발달하였다. 결과적으로 울릉분지에 분포하는 제 4기

질량류 퇴적체의 발달은 다량의 퇴적물 공급, 저해수면시기 동안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중앙부에 위치한 융기지형 등

의 요인에 의해 크게 조절되었다.

주요어: 울릉분지, 제 4기, 질량류 퇴적체, 저해수면,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

Abstract: Analysis of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profiles collected from the Ulleung Basin reveals that the

Quaternary sequence consists of four stratigraphic units separated by erosional unconformities. Individual stratigraphic unit

includes eighteen mass transport deposits which are variable in geometric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Each

mass transport deposit on the seismic profile is acoustically characterized by chaotic or transparent seismic facies, and

shows wedge or lens-shaped external geometry. The mass transport deposits, which comprise a succession of stacked

wedges, mainly occur on the southern slope, and their thickness gradually decreases toward the basin plain. The time

structure map of erosional unconformities shows that a tectonic-induced structural high and troughs toward the northwest

and northeast are developed at the central part of the basin. Based on the isochron map, the mass transport deposits,

originated from southern part of the study area, transported to the basin plain and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by

the structural high. Consequently, the mass transport deposits within the Quaternary sequence in the Ulleung Basin are

largely controlled by the large amounts of sediment supply, dissociation of gas hydrate during the lowstands, and central

structural high.

Keywords: Ulleung Basin, Quaternary, mass transport deposits, lowstands, dissociation of gas hydr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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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질량류 퇴적체(MTD: Mass Transport Deposits)는 사면붕

락(slope failure)으로 발생한 퇴적물이 중력의 작용으로 이동

하면서 퇴적된 것으로, 슬라이드(slide), 슬럼프(slump), 쇄설

류 퇴적체(debris flow deposit) 등으로 구분된다(Hampton et

al., 1996; Moscardelli et al., 2006; Jenner et al., 2007; Nelson

et al., 2011). 질량류 퇴적체는 전세계적으로 대륙주변부를 중

심으로 우세하게 분포하며(Frey-Martinez et al., 2005; Gee et

al., 2007; Moscardelli and Wood, 2008; Posamentier and

Martinsen, 2011), 특히 수동형 대륙주변부(passive margin)인

노르웨이 연안, 북서아프리카 주변부, 미국 동부해안 등의 대

서양 주변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었다(Bugge et al., 1987;

McAdoo et al., 2000; Bryn et al., 2005; Kvalstad et al.,

2005; Masson et al., 2006; Lee, 2009).

질량류 퇴적체와 관련된 연구는 주로 분지의 발달 및 심해

퇴적층의 이해를 위한 퇴적학적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어왔

다(Posamentier and Kolla, 2003; Frey-Martinez et al., 2005;

Moscardelli and Wood, 2008). 최근에는 질량류 퇴적체의 형

성과 연계되어 발생하는 쓰나미와 같은 지질재해의 측면이나

(Masson et al., 2006; Moscardelli and Wood, 2008; Sawyer

et al., 2009),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로 인한 기후변동과 관

련된 연구 등이 진행 중에 있다(Paull and Ussler, 1991; Haq,

1998). 뿐만아니라 석유, 가스와 같은 탄화수소 자원탐사가

심해까지 확장됨에 따라 심해분지를 구성하는 질량류 퇴적체

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Posamentier and

Martinsen, 2011). 따라서 분지에 발달하는 질량류 퇴적체의

분포 및 발생원인에 관한 연구는 퇴적학적 분야 및 여러 연

구분야에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의 대상이 되는 울릉분지는 제 3기에 분지의 닫힘

작용과 연관된 활발한 지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다량의 질량류

퇴적체가 발생하여 분지를 폭 넓게 채우고 있다(Lee and

Suk, 1998; Lee et al., 2001). 분지에 발달한 질량류 퇴적체

는 제 4기에 들어서는 지구조운동의 약화로 남쪽사면의 기저

부에 제한되어 발달하며, 주기적인 해수면 변동에 따라 반원

양성 퇴적체와 함께 교호하며 사면에 중첩되어 나타난다(Lee

and Suk, 1998; Joh and Yoo, 2009).

울릉분지에서는 지난 30여 년간 질량류 퇴적체가 포함된

퇴적층의 음향특성 분류 및 퇴적층서와 퇴적역사에 대한 연

구가 진행되었다(Chough et al., 1985; Chough et al., 1997;

Lee and Suk, 1998; Lee et al., 1999; Kim et al., 1999; Lee

et al., 2001; Lee et al., 2004; Joh and Yoo, 2009).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후 제 4기 질량류 퇴적체를 구성하는 퇴

적물은 대부분 분지의 남쪽주변부에서 기원하였으며(Kim et

al., 1999), 분지중앙으로 가면서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슬라

이드(slide), 슬럼프(slump), 쇄설류(debris flow), 저탁류

(turbidity current)의 형태로 퇴적되었다(Chough et al., 1985).

Lee et al. (1999)에 의하면 그 중 쇄설류 퇴적체는 남북방향

으로 9개가 발달해있으며, 퇴적분포 및 쇄설류의 거동은 지형

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하지만 대부분의 연구는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였기 때문에, 투과심도의 한계

상 제 4기의 전체 퇴적층 중에서 후 제 4기 질량류 퇴적체만

을 대상으로 수행되었다(Chough et al., 1985; Chough et al.,

1997; Lee et al., 1999; Kim et al., 1999; Lee et al., 2001;

Lee et al., 2004). 최근 울릉분지에서는 에어건을 활용하여

다중채널 광역 2차원 탄성파 탐사자료가 취득되었다

(KIGAM, 2005). 이 자료는 질량류가 발달하는 남쪽 및 서쪽

사면으로부터 분지평원에 이르기까지 광범위한 지역을 대상

으로 취득되었기 때문에, 분지의 제 4기 퇴적층을 구성하는

질량류 퇴적체의 발달 및 분포에 관한 연구에 유용하다. 또한

최근에는 울릉분지에서 수행된 심부시추시료 분석을 바탕으

로 하여(KIGAM, 2008), Yi et al. (2012)의 유기질 미화석

분석에서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의 지층경계가 설정된 바

있다.

그러나 기 수행된 질량류 퇴적체 관련연구의 경우 주로 고

해상 탄성파 탐사자료를 이용함에 따라 해저면과 연계된 천

부 퇴적층에 국한되었으며, 제 4기 퇴적층에 중첩되어 발달해

있는 질량류 퇴적체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한 연구는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 제 4기 퇴적층에 발달한 질량류

퇴적체의 분포 및 기원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연구지역

동해는 북서 태평양에 발달한 주변해 중 하나로서 유라시

아 판과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한 배호분지(back-arc basin)이

다(Yoon and Chough, 1995; Chough et al., 2000). 동해는 한

국대지, 오키뱅크, 야마토 해령과 같이 주변보다 높은 지형에

의해 분리되는 주요 해양퇴적분지인 일본분지, 야마토분지,

울릉분지로 구성된다(Lee and Suk, 1998; Kang et al., 2009).

본 연구지역인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한다(Fig. 1).

울릉분지는 북쪽으로는 한국대지, 동쪽으로는 오키뱅크, 서

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한반도와 일본열도에 둘러싸인 오목한

지형이다(Lee et al., 1996; Lee et al., 2001; Yoo et al.,

2008). 울릉분지의 서쪽은 대륙붕의 면적이 좁고 경사도는

4 ~ 6°로 가파르며, 남쪽은 대륙붕의 면적이 넓고 경사도는

1 ~ 2°로 서쪽사면에 비해 완만하다(Lee et al., 1996; Lee et

al., 1999). 울릉분지의 북쪽 및 서쪽사면 주변부는 대규모의

사면붕락 흔적(slope-failure scars)이 형성되어 있고, 동쪽 및

남쪽사면 주변부에는 다양한 규모의 사면붕락 흔적(slope-

failure scars) 및 소규모의 침식지형(gully)들이 나타난다. 또

한, 북쪽과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수심이 점진적으로 깊어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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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지평원에서는 수심이 2,000 ~ 2,500 m에 달한다(Chough et

al., 1997; Chough et al., 2000).

울릉분지는 중기 마이오세 말(12.5 Ma) 이후부터 횡압력의

작용으로 분지의 닫힘 작용이 시작되었으며, 제 3기에 들어서

는 울릉분지 남서쪽의 대륙주변부를 따라서 연속적인 융기와

단층작용이 활발하였다(Chough and Barg, 1987; Yoon and

Chough, 1995; Yoon et al., 2002). 제 3기층은 융기구조 상

부의 삭박으로 생성된 다량의 퇴적물이 질량류의 형태로 분

지로 공급되면서 분지 전체에 걸쳐 질량류 퇴적체가 발달하

였다(Lee et al., 2001). 제 4기가 시작되면서 지구조운동은

점차 약화되었기 때문에 질량류 퇴적체는 제 3기에 비해 남

쪽 및 남서쪽사면 기저부 주변으로 퇴적분포가 축소되어 나

타난다(Lee and Suk, 1998; Lee et al., 2001).

울릉분지 제 3, 4기 퇴적층은 대략 5 ~ 10 km의 두께로 발

달하는 것으로 규명되었다(Chough and Lee, 1992;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특히 제 4기 질량류 퇴적체는 최

근에 진행된 연구를 통해서도 분지의 사면지역 일대에서 우

세하게 발달함이 관측된 바 있다(Scholz et al., 2012; Yoo et

al., 2013). 제 4기 퇴적층 중에서도 후 제 4기 천부 질량류

퇴적체는 등수심선과 일치하는 분포를 보이며, 수심이 깊어지

는 방향으로 퇴적상의 변화가 나타난다. 상부와 중부사면에서

는 주로 슬라이드 및 슬럼프 퇴적물이 분포하고 사면의 기저

부에서는 쇄설암(debrite), 분지 중심부에서는 주로 저탁암

(turbidite)이 나타난다(Chough et al., 1985; Lee et al., 1999;

Lee et al., 2003).

연구 자료

본 연구는 총 6,690 L-km의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사용하였다(Fig. 1). 자료취득을 위한 현장탐사는

200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2호를 이용하여 수행되었

으며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항측시스템은 탄성파탐사시 정밀

한 탐사가 이루어지도록 하는 장비로서 WesternGeco사의

TRINAV 항측시스템을 사용하였다. 기록시스템은 항측시스

템에서 보내온 발파신호에 따라 음원의 발파를 유도하고 스

트리머로부터 전달된 신호를 기록하는 장비로서 TRIACQ 기

록시스템을 사용하였다. 지층에서 반사되어 온 신호의 수신은

길이 3 km의 Nessie-3 스트리머를 사용하였다. 음원은 2,000

psi의 고압압축공기로 음파를 생성하는 Bolt 사의 에어건을

사용하였다. 고품질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용량이 각각 다른

6개의 에어건들을 하나의 어레이로 조합하는 동조 에어건 어

Fig. 1. Bathymetry map of the Ulleung Basin and track lines of air-gun seismic profiles. Heavy lines denote the selected profiles shown in

Figs. 2, 3, and 4. Contours i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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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lected seismic profiles and their interpretations (for location, see Fig. 1), showing four stratigraphic units (1 ~ 4 in ascending order)

separated by erosional unconformities. P-P, Pliocene-Pleistocene boundary.

Fig. 3. Selected seismic profile showing Pliocene-Pleistocene boundary (white line) and UBGH wells (yellow line) on the Ulleung Basin (for

location, see Fig. 1). Pliocene-Pleistocene boundary was correlated with the UBGH1-9, 1-10 wells on the basin plain by using palynofloral

analysis (from Yi et al., 2012). MTD, mass transport deposits; THS, turbidite-hemipelagic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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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이(tuned air-gun array) 방법을 사용하였다. 현장탐사 시 자

료취득변수는 다음과 같다. 스트리머 내 수진기 그룹 간격은

12.5 m, 채널 수는 240이며, 총 음원용량은 1035 in3, 음원 발

파간격은 25 m, 중합도는 60이다. 연구자료는 중심주파수

50 ~ 60 Hz의 음원으로 최대 400 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포

함한다(KIGAM, 2005). 취득된 탄성파 탐사자료는 Mitchum

et al. (1977)에 의해 제시된 기준에 따라 층서분석을 실시하

였다.

Fig. 4. Selected seismic profiles and their interpretations showing several mass transport deposits and erosional unconformities (for location,

see Fig. 1). Note that lobe 02 is thicker than other mass transport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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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결과

층서단위 분석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결과, 울릉분지 제 4기 퇴적층은 4

개의 층서단위(하부로부터 1, 2, 3, 4)로 구성된다(Fig. 2). 또

한 각각의 층서단위는 강한 진폭과 양호한 연속성을 보이는

침식부정합면(하부로부터 H1, H2, H3, H4)에 의해 분리된다.

제 4기 퇴적층은 남쪽사면 주변에서는 캐오틱 혹은 투명한

내부 음향상 특징을 보이는 질량류 퇴적체가 우세하게 분포

하고 있으며,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평행층리 음향상으로 대

표되는 저탁류 및 반원양성 퇴적체가 중첩되어 분포한다(Fig.

2a). 또한 퇴적층의 층후는 남쪽사면에서 북쪽의 분지평원으

로 향하면서 점진적으로 얇아지는 경향이 나타난다. 동서단면

상에서는 분지중앙을 기준으로 동쪽과 서쪽에 위치한 퇴적층

의 층후가 더 두꺼우며, 질량류 퇴적체와 저탁류 및 반원양성

퇴적체가 서로 교호한다(Fig. 2b). 제 4기 퇴적층의 최하부 경

계면인 H1은 Yi et al. (2012)의 유기질 미화석 연구에 의하

면,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경계면에 해당되며, 양호한 연

속성과 강한 진폭 특징을 보인다(Fig. 3). 본 연구는 H1 상부

의 층서단위 내에 분포하는 질량류 퇴적체를 대상으로 하였다.

질량류 퇴적체 분석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결과, 4개의 층서단위는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18개의 질량류 퇴적체로 구성된다(Fig. 4). 질량

류 퇴적체는 캐오틱 혹은 투명한 음향상 특징을 보이며, 외부

형태는 렌즈상 혹은 쐐기모양이다. 각각의 질량류 퇴적체는

발생 시기에 따라 하부로부터 로브 01-14로 명명하였고, 그 중

발생의 전후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로브는 상대적 위치에 따라

서쪽에서 발달하면 a, 동쪽에서 발달하면 b로 구분하였다.

층서단위 1에 속하는 2개의 질량류 퇴적체는 총 두께

50 ~ 100 ms의 범위를 가진다. 퇴적체의 층후가 90 ms 이상

인 퇴적중심이 연구지역의 남서쪽과 동쪽에 위치하며, 최대

두께는 동쪽에서 210 ms에 달한다(Fig. 5a). 층서단위 1의 하

부 반사면인 H1의 시간구조도는 남쪽사면으로부터 북쪽의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경사가 완만해지는 경향이 나타나며,

연구지역의 중앙과 북동쪽 끝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지형특징

Fig. 5. Total isochron map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in stratigraphic unit 1 (a) and distributions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 time

structure map of H1 (b and c). Contour interval is 20 milliseconds. Arrows indicate the interpreted direction of progress about mass transport

deposits. CSH, central struc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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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나타난다(Fig. 5b). 그 중에서 분지중앙에 남북방향으로 발

달해 있는 높은 구조지형(CSH: Central Structural High)은 융

기된 형태로서, 분지를 동서로 분리한다. 이 융기지형을 기준

으로 남쪽사면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형성된 골 및 북동방향

으로 낮아지는 지형이 나타나며, 각 저지대의 고저차는 최대

100 ms에 달한다. 로브 01은 남서사면의 하부에 위치하며, 북

쪽의 분지평원까지 연장되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Fig. 5b). 로

브 02는 시간구조도의 낮은 지형을 따라서 분지평원으로 향

하면서 두 방향으로 분리된 형태로 분포하며, 분지의 남서쪽

에 위치한 로브 01 및 해저면을 넓게 피복하는 특징이 나타

난다(Fig. 5c).

층서단위 2에 속하는 6개의 질량류 퇴적체는 총 두께

50 ~ 120 ms의 범위를 가진다. 퇴적체의 층후가 90 ms 이상

인 퇴적중심이 연구지역의 남쪽 일대 및 북동쪽에 위치하며,

최대 두께는 연구지역의 남쪽 중앙에서 200 ms에 달한다

(Fig. 6a). 층서단위 2의 하부 반사면인 H2의 시간구조도는

전체적으로 H1과 유사한 경향이 나타나며, 북서방향의 골 및

북동방향의 저지대에서 나타나는 고저차는 각각 최대 80 ms,

60 ms까지 감소하였다. 로브 03a와 03b는 각각 연구지역의

남서쪽과 남동쪽에 위치하며, 분지평원까지 연장되지 않은 분

포를 보인다(Fig. 6b). 로브 04는 남쪽사면 중앙에서부터 북

서방향의 골을 따라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로브 03a 및 하

부퇴적층을 넓게 피복한다(Fig. 6c). 로브 05는 연구지역의 북

동쪽에서 지형의 낮은 부분을 따라 북서방향으로 분포한다.

로브 06a은 남쪽사면에서 두 방향으로 분리되며, 그 중 동쪽

퇴적체가 북서방향의 골을 따라 분지평원까지 연장된 분포를

보인다(Fig. 6d). 로브 06b는 연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하며

지형을 따라 북동방향으로 분포한다.

층서단위 3에 속하는 8개의 질량류 퇴적체는 총 두께

50 ~ 130 ms의 범위를 가진다. 퇴적체의 층후가 100 ms 이상

인 퇴적중심이 연구지역의 남서쪽 및 남동쪽과 동쪽에 위치

하며, 최대 두께는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 310 ms에 달한다

(Fig. 7a). 층서단위 3의 하부 반사면인 H3의 시간구조도는

북서방향의 골 및 북동방향의 저지대에서 나타나는 고저차가

최대 40 ms까지 감소하였고, 예외적으로 남서사면 하부에서

고저차가 최대 60 ms까지 낮은 지형특징이 나타난다. 로브

Fig. 6. Total isochron map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in stratigraphic unit 2 (a) and distributions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 time

structure map of H2 (b, c, and d). Contour interval is 20 milliseconds. Arrows indicate the interpreted direction of progress about mass

transport deposits. CSH, central struc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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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은 남쪽사면의 하부에서부터 낮은 지형을 따라 북동방향으

로 진행하며 분지평원까지 연장되지 않은 분포를 보인다(Fig.

7b). 로브 08과 09는 각각 로브 07의 서쪽과 동쪽에 위치하

며, 북쪽 및 북동쪽으로 진행하나 마찬가지로 분지평원까지는

분포하지 못한다(Fig. 7c). 로브 10은 남서사면 하부에서부터

분지의 북서쪽까지 연장되어 분포한다(Fig. 7d). 로브 11은 연

구지역의 동쪽에 위치하며 지형의 낮은 부분을 따라 북서방

향으로 분포한다. 로브 12a는 남쪽사면에서부터 북동방향의

저지대를 따라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하부에 위치한 로브를

대부분 피복한다(Fig. 7e). 로브 12b는 연구지역의 북동쪽에

서 로브 11과 동일한 방향으로 분포한다. 로브 13은 로브 10

의 일부를 피복하며 남서사면에서부터 북서쪽 분지평원까지

Fig. 7. Total isochron map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in stratigraphic unit 3 (a) and distributions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 time

structure map of H3 (b-f). Contour interval is 20 milliseconds. Arrows indicate the interpreted direction of progress about mass transport

deposits. CSH, central struc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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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장된 분포를 보인다(Fig. 7f).

층서단위 4에 속하는 2개의 질량류 퇴적체는 총 두께

30 ~ 100 ms의 범위를 가진다. 퇴적체의 층후가 90 ms 이상

인 퇴적중심이 연구지역의 남서쪽과 동쪽에 위치하며, 최대

두께는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 150 ms에 달한다(Fig. 8a). 또

한 질량류 퇴적체의 퇴적중심은 다른 층서단위에 비해 규모

가 작은 경향이 나타난다. 층서단위 4의 하부 반사면인 H4의

시간구조도는 저지대의 고저차가 10 ~ 20 ms 범위 이하로 감

소함으로써 전반적으로 완만한 형태를 보이고, 특히 그러한

변화는 남서사면의 하부와 연구지역의 동쪽에서 뚜렷하게 확

인된다. 로브 14a는 연구지역의 서쪽에서 소규모의 범위로 분

포하며, 로브 14b는 분지의 남서쪽 및 남쪽사면에서부터 분지

평원으로 향하면서 지형을 따라 두 방향으로 분리된다(Fig. 8b).

토 의

제 4기 질량류 퇴적체의 발달사

울릉분지는 후기 마이오세부터 플라이오세까지 분지 닫힘

작용으로 지속적인 횡압력을 받았다(Chough and Barg, 1987;

Yoon and Chough, 1995). 분지의 남쪽 대륙주변부는 이러한

횡압력의 작용으로 습곡, 단층 및 융기와 같은 지구조운동이

활발하였다(Chough and Barg, 1987; Chough et al., 2000).

본 연구의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제 3기 지구조운동의 영향

으로 분지의 중앙에는 융기지형(CSH)과 북서방향의 골 및 북

동방향의 저지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Fig. 5b). 층서단

위의 등시층후도 분석 결과, 각 층서단위에 발달하는 질량류

퇴적체는 구조적으로 형성된 융기지형(CSH)의 영향에 의해

퇴적작용이 크게 조절되었다(Figs. 5 and 8). 일반적으로 질량

류는 낮은 지형을 채워 새로운 지형을 형성하며, 퇴적당시 하

부퇴적층의 형태에 따라 진행방향이 변화한다(Lee et al.,

1999; Gee et al., 2001). 또한 기존에 퇴적된 질량류 퇴적체

는 이후 발달하는 퇴적체의 진행방향 및 분포에 영향을 미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Frey-Martinez et al., 2005).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제 4기 질량류 퇴적체의 퇴적양상은 기존의

지형특징을 반영하며, 질량류 퇴적체의 퇴적 및 침식의 영향

으로 각 퇴적시기에 따라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이게 된 것으

로 해석된다(Figs. 5 and 8). 울릉분지에 분포하는 제 4기 질

량류 퇴적체의 시기별 발달과정은 다음과 같다(Fig. 9).

퇴적시기 1은 남쪽사면으로부터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

으며, 질량류 퇴적체가 북쪽의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지형적

인 요인에 의해 두 방향으로 분리되었다(Figs. 9a and 9b). 퇴

적시기 1의 질량류 퇴적체는 남쪽사면에서부터 북서방향의

골을 따라 분지의 낮은 지형을 삭박하면서 진행하였다(Fig.

9a). 또한 퇴적체가 북동방향으로 진행하면서 사면 경사가 변

화하는 구간을 중심으로 하부퇴적층을 삭박하였고, 두꺼운 층

후로 발달하였다(Fig. 9b). 퇴적시기 1동안 형성된 퇴적체의

규모가 큰 이유는 지구조운동과 연관된 다량의 퇴적물 공급

의 영향인 것으로 해석된다(Lee and Suk, 1998; Lee et al.,

2001).

퇴적시기 2는 남쪽사면 및 분지의 남동쪽으로부터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 남쪽사면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은

북서 및 북동의 두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하였다(Figs. 9c and

9d). 퇴적시기 2의 질량류 퇴적체는 남쪽사면을 중심으로 층

후가 두껍게 퇴적되었으며, 북서방향의 골을 따라 진행하면서

하부퇴적층을 삭박하였다(Fig. 9c). 또한 일부 퇴적체는 북동

방향으로 진행하며 사면의 기저부를 중심으로 소규모로 발달

하였다(Fig. 9d). 질량류 퇴적체의 층후가 두껍게 퇴적된 남쪽

사면 주변은 Fig. 5a에 나타난 바와 같이 층서단위 1 퇴적체

의 층후가 얇은 부분과 분포가 일치한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상부의 질량류 퇴적체가 진행하면서 하부퇴적층을 삭박시킨

Fig. 8. Total isochron map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in stratigraphic unit 4 (a) and distributions of mass transport deposits with time

structure map of H4 (b). Contour interval is 20 milliseconds. Arrows indicate the interpreted direction of progress about mass transport

deposits. CSH, central struc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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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로 해석되며, 여러 지역에서 이와 같은 예가 보고된 바

있다(Gee et al., 2007; Diaz et al., 2011; Mosher and

Campbell, 2011). 그 중에서 Gee et al. (2007)의 연구에 의하

면, 보르네오섬 북서부에 분포하는 볼륨 1,200 km3의 대규모

질량류 퇴적체는 하방침식을 통해 하부퇴적층을 깊게 삭박하

며 진행한 것이 규명되었다. 퇴적시기 2에서는 Fig. 6c에서

나타나는 로브 05와 같은 일부 퇴적체가 분지의 남동쪽 및 일

본주변부에서 기원하여 분지로 유입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Lee et al. (2004)의 연구에 의하면, 마지막 빙하기에 오키뱅

크에서 발생한 대규모의 질량류 퇴적체가 울릉분지 북동쪽에

위치한 한국해저간극(Ulleung Interplain Gap) 주변에 퇴적된

것이 보고된 바 있다.

퇴적시기 3은 남서쪽 및 남쪽사면과 분지의 남동쪽으로부

터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 남서쪽 및 남쪽사면으로부

터 공급된 퇴적물은 앞서 퇴적시기 2와 마찬가지로 북서 및

북동의 두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하였다(Figs. 9e and 9f). 퇴

적시기 3의 질량류 퇴적체는 하부퇴적층을 삭박하며, 북서방

향의 골을 따라 북쪽의 분지평원까지 진행하였다(Fig. 9e). 또

한 일부 퇴적체는 하부퇴적층을 삭박하며 사면의 기저부를

중심으로 중첩되어 발달하였다(Fig. 9f). 질량류 퇴적체의 층

후가 두껍게 퇴적된 사면기저부는 Fig. 6a에 나타난 바와 같

이 층서단위 2 퇴적체의 층후가 얇은 부분과 분포가 일치한

다. 이러한 퇴적양상은 퇴적시기 2와 마찬가지로 상부퇴적체

의 삭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분지의 남동쪽 및 일

본주변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퇴적물은 퇴적시기 2

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지로 공급되었다.

퇴적시기 4는 남서쪽 및 남쪽사면과 분지의 남동쪽으로부

터 소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 질량류 퇴적체가 북쪽의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지형적인 요인에 의해 두 방향으로

분리되었다(Figs. 9g and 9h). 퇴적시기 4의 질량류 퇴적체는

전반적으로 얇은 층후로 해저면을 피복하며 발달하였고, 다른

퇴적시기에 비해 질량류 퇴적체의 삭박작용이 뚜렷하게 나타

Fig. 9. Schematic model illustrating the Quaternary infilling history of the Ulleung Basin. Each maps on the right showing the areal

distribution of mass transport deposits; CSH, central structural hig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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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지 않는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시기 4에 발달한 질량류 퇴

적체의 분포양상은 Chough et al. (1997)과 Lee et al. (2004)

의 연구에서 규명된 후 제 4기 질량류 퇴적체의 분포와 일치

하며, 따라서 선행연구에서 보고된 바와 같이 퇴적시기 4는

마지막 빙하기와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분지의 남

동쪽 및 일본주변부에서 기원한 것으로 판단되는 퇴적물은

퇴적시기 2와 3에 이어서 계속해서 분지로 공급되었다. 퇴적

시기 4에는 울릉분지의 서쪽사면에서 발생한 소규모의 질량

류 퇴적체가 처음으로 분지에 유입되었으며, 제 4기 퇴적체

중에서 가장 작은 규모로 나타난다. Lee et al. (2014)의 연구

에 의하면, 울릉분지의 서쪽사면은 남쪽사면에 비해서 스카

(scar)의 규모가 작고, 후포 뱅크와 후포 골(trough)에 의해 퇴

적물의 공급이 제한되기 때문에 서쪽사면에서 기원한 퇴적체

는 소규모로 발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질량류 퇴적체의 조절요인

상기의 발달과정을 보이는 질량류 퇴적체는 크게 지형특징,

퇴적물 공급량,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와 같은 3가지의 요인

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울릉분지는 분지 닫힘작

용과 연관된 제 3기 지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분지의 중앙에

구조적 융기지형(CSH) 및 저지대가 형성되었으며, 이러한 지

형특징은 질량류 퇴적체가 분지평원에서 북서 및 북동방향으

로 분리되게 하는 첫 번째 조절요인으로 해석된다.

두 번째 요인은 퇴적물 공급량이다. 일반적으로 질량류 퇴

적체는 고해수면 시기보다 저해수면 시기에 더 자주 발생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Lebreiro et al., 1997; Piper et al.,

2003; Posamentier and Kolla, 2003; Lee, 2009), 해수면이 낮

아지면 육상에 발달한 하성환경과 연계된 퇴적중심이 외대륙

붕으로 이동하면서 분지로 공급되는 퇴적물의 양이 증가하는

것으로 규명된 바 있다(Posamentire and Martinsen, 2011). 미

국 동부 대륙주변부에서는 제 4기의 저해수면 시기에 강을

통해 운반된 다량의 퇴적물 및 대륙붕단에 형성된 델타(shelf

margin delta)가 질량류로 발생하는 것이 보고된 바 있다

(Prior et al., 1986; Twichell et al., 2009). 하지만 울릉분지

의 경우 다량의 퇴적물 공급원이 될 수 있는 강의 발달이 미

약한 환경에 속한다. 따라서 분지의 진화와 관련된 지구조운

동의 영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Lee and Suk, 1998;

Lee et al., 2001), 공급된 퇴적물의 양에 의해 질량류 퇴적체

의 규모가 결정된 것으로 해석된다.

질량류 퇴적체 발달의 마지막 조절요인은 가스하이드레이

트 해리이다. 울릉분지와 같은 환경에서 해수면이 낮아지면,

퇴적층 내에서 과잉공극압(excess pore pressure)의 생성 및

전단응력의 감소로 인해 사면붕락이 발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pton et al., 1996; Lee et al., 1996; Lee et al.,

2010). 퇴적층에 과잉공극압을 생성시킬 수 있는 요소들은 가

스하이드레이트 해리, 퇴적물 내 충진된 가스, 지진 등이 있

다(Carpenter, 1981; Bugge et al., 1987; Frey-Martinez et al.,

2005; Posamentier and Martinsen, 2011). 그 중에서 가스하

이드레이트는 정수압 및 저층수 온도변화로 인해 해리가 발

생할 수 있다(Carpenter, 1981; Paull and Ussler, 1991; Haq,

1998).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정수압이 감소하면서 가스하이드

레이트 안정영역의 깊이가 낮아지고 그에 따라 자유가스층의

범위가 더 확장되면서 해리가 발생한다(Paull et al., 1996;

Rao et al., 2002). 자유가스로 해리된 퇴적층에서는 가스와

물의 발생으로 과잉공극압이 증가하기 때문에 퇴적층의 전단

응력이 감소하고 사면의 안정성이 낮아진다(Lee et al., 1996;

Locat and Lee, 2002; Bryn et al., 2005; Kvalstad et al.,

2005). 울릉분지는 Lee et al. (1996)에 의하면, 표층에 분포

하는 질량류 퇴적체의 분포 수심이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성

상부 제한심도 이하로만 나타나며, 이를 통해 질량류 퇴적체

의 발생과 가스하이드레이트와의 연관가능성이 제시되어왔다.

Lee et al. (2004)의 연구에서도 저해수면시기와 연관된 가스

하이드레이트 해리는 울릉분지 및 오키뱅크(Oki Bank) 주변

에서 마지막 빙하기때 발생한 질량류 퇴적체의 발생원인으로

보고된 바 있다. 또한 Watanabe et al. (2008)에 의하면, 동해

의 동쪽주변부 지역에서 마지막 빙하기동안 가스하이드레이

트 해리로 인한 메탄가스 방출이 활발했다고 규명되었다. 따

라서 울릉분지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저해수면 시기의 가

스하이드레이트 해리는 사면안정성을 조절함으로써 분지에

분포하는 질량류 퇴적체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결 론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동해 울릉분지 남부의 제 4기 퇴적층

은 침식부정합면에 의해 분리되는 4개의 층서단위로 구성되

며, 총 18개의 서로 다른 특징을 갖는 질량류 퇴적체가 발달

하고 있다. 제 4기 질량류 퇴적체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캐오

틱 혹은 투명한 음향상 특징을 보이며, 쐐기 혹은 렌즈상의

외부형태를 가진다. 이 질량류 퇴적체는 분지중앙에 형성된

융기지형 및 저지대와 같은 지형에 의해 주로 북서 및 북동

방향으로 분리되어 퇴적된 양상이 나타난다. 등시층후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질량류 퇴적체는 퇴적 및 침식의 영향으로 각

퇴적시기에 따라 다른 분포양상을 보인다. 결과적으로 울릉분

지 제 4기 퇴적층에 분포하는 질량류 퇴적체는 분지의 지구

조운동으로 형성된 지형특징, 퇴적물 공급량, 저해수면시기와

연관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에 의해 조절된 것으로 해석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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