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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 울릉분지 북서 해역에서 취득한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에 의하면 연구해역 내 천부퇴적층은 광역반

사면에 의해 분리되는 5개의 탄성파 단위로 구분되며, 다수의 단층을 수반하는 배사구조가 발달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내에는 높은 RMS 진폭을 보이는 해저모방반사면과 낮은 RMS 진폭을 보이는 음향공백대가 특징적으로 분포

한다. 탄성파 속성 분석에 의하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동시에 부존한 경우 그 경계를 따라 순간진폭이 높게

나타나며 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급격히 감소한다. 반면 가스하이드레이트만 존재하는 경우에는 하부에서 순간진폭이 낮

고 순간주파수가 감소하지 않는다. 해저모방반사면의 주파수 성분 분해 결과 특정 고주파수 영역에서 나타나는 강한 진

폭은 하부 자유가스에 의한 튜닝효과를 지시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자유가스 및 퇴적층의 경사를 고려한 네 가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부존모델을 제시하고 그 특징을 기술하였다.

주요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탄성파 속성 분석, 해저모방반사면, 음향공백대, UBGH2-6 시추공

Abstract: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3D seismic profiles acquired in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the shallow sediments consist of five seismic units separated by regional reflectors. An anticline is present in

the study area that documents activity of many faults. Bottom simulating reflectors are characterized by high RMS

amplitude. Acoustic blanking with low RMS amplitude is distinctively recognized in the gas hydrate stability zone.

Seismic attribute analysis shows that if gas hydrates are underlain by free gas, the high reflection strength and the low

instantaneous frequency are displayed below the boundary between them. Whereas, if not, the reflection strength is low

and instantaneous frequency is high continuously below the gas hydrate zone. Based on the spectral decomposition of

the bottom simulating reflector, the high envelope at the specific high frequency range indicates the generation of the

tuning effect due to the lower free gas content. Four models for the occurrence of the gas hydrate are suggested

considering the slope of sedimentary layers as well as the presence of gas hydrate or free g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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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저온·고압 조건하에서 천연가스와 물이

결합하여 얼음과 같은 형태로 존재하며, 주로 영구 동토지역과

심해저퇴적층에 분포한다(Collet et al., 2009). 전 세계적으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풍부한 양의 유기탄

소를 포함하여 미래 대체에너지 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가지

는 동시에(Kvenvolden, 1993), 온실효과를 일으키는 대기 중

메탄의 공급 인자, 그리고 해리에 의한 해저사면 안정성 문제

를 일으키는 요인으로서 주목받고 있다(Haq, 2000; Mclver,

1982; Paull et al., 2000). 국내의 경우, 동해 남서부에 위치하

는 울릉분지의 천부퇴적층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

되었으며, 1996년을 시작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본

격적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Ryu et al., 2012). 2차원 및 3차

원 탄성파 자료를 포함하는 상당한 양의 지구물리탐사 자료와

퇴적물 시료가 획득되었을 뿐만 아니라, 2007년과 2010년에는

울릉분지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시추 탐사(Ulleung Basin Gas

Hydrate Drilling Expedition; UBGH)가 이루어졌다(Ryu et al.,

2013).

탄성파 단면상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을 지시하는 증

거로는 해저모방반사면(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 음

향공백대(acoustic blanking), 탄성파 침니(seismic chimney),

그리고 증폭반사면(enhanced reflections) 등이 있다(Vanneste

et al., 2001; Holbrook et al., 2002). 그 중, 대륙 주변부 및 심

해를 대상으로 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해석은 주로 해저모

방반사면을 기본으로 한다(Shipley et al., 1979; Hyndman and

Spence, 1992). 이는 Blake Ridge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

존 증거로서 처음으로 보고되었다(Tucholke et al., 1977). 해

저모방반사면은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gas

hydrate stability zone; GHSZ)과 하부의 자유가스(free gas)층

의 경계에 해당하고, 상하부 P파속도차에 기인한 음향임피던

스차에 의해 강한 진폭을 가지며 발달한다(Shipley et al.,

1979; Holbrook et al., 1996; Vanneste et al., 2001). 또한, 퇴

적물의 공극 내 존재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층간 음향임피

던스의 차를 감소시켜 해당 구간의 탄성파 진폭이 매우 낮게

나타나게 되는데 이는 음향공백대로 해저모방반사면의 상부에

서 나타난다(Shipley et al., 1979; Dillon et al., 1993; Wood

and Ruppel, 2000; Lee and Dillon, 2001; Hornbach et al.,

2003). 울릉분지 북서 지역에서는 저탁류 및 반원양성 퇴적물

내에 해저모방반사면과 음향공백대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지

시자로서 뚜렷하게 나타난다고 보고되었다(Yoo et al., 2013).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 분석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 부존 확인을 위한 지구물리학적 지시자로서 이용 가

능하다(Thakur and Rajput, 2011). Rajput et al. (2010)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층과 자유가스층의 두께 변화에 따른 순간진

폭(reflection strength)의 변화를 분석하였고, 각 층의 두께가 5

m, 10 m로 얇을 때 튜닝효과에 의해 순간진폭이 강하게 나타

나는 현상을 보고하였다. Taylor et al. (2000)은 해저모방반사

면 하부에서 형성되는 높은 순간진폭을 가스 부존에 기인한

결과로 보았으며, 주변 활성단층과의 대비를 통해 가스 이동

과정을 추론하였다. Satyavani et al. (2005)는 자유가스가 단

파장(short wavelength)의 에너지를 감쇠(attenuation)시키는 작

용을 하여, 자유가스가 부존된 층은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

또는 자유가스가 존재하지 않는 층으로부터 쉽게 구별될 수

있다고 주장하였다. Wang et al. (2011)은 해저모방반사면의

상부에서 나타나는 높은 순간주파수와 하부에서 나타나는 낮

은 순간주파수(instantaneous frequency)를 각각 가스하이드레

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여 발생하는 현상이라고 보고하였다.

또한, Oliveira et al. (2010)은 주파수 성분 분해(spectral

decomposition)를 이용하여 해저모방반사면에서 나타나는 특

정 고주파수 영역에서의 강한 진폭 이상(anomaly)을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가스와 튜닝효과(tuning effect)를 근거로 설명하

였다. 앞서 언급한 순간진폭, 순간주파수, 그리고 주파수 성분

분해 외에도 다양한 탄성파 속성 분석들이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를 위해 이용 가능하다. 그러나 국내의 경우 가스하이드레

이트 연구를 위한 방대한 양의 탄성파 탐사 자료가 획득되었

음에도 불구하고 탄성파 속성 분석을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와 자유가스의 부존을 규명하고자 했던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을 포함하

는 퇴적층을 대상으로 한 탄성파 단위 분석을 통해 연구해역

의 퇴적 및 구조 발달 양상을 밝히고, 탄성파 속성 분석을 이

용하여 해저모방반사면의 형성기작과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

유가스의 부존 특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연구지역

동해는 유라시아판과 일본 열도에 의해 둘러싸인 반폐쇄성

주변해(semi-enclosed marginal sea)로서 좁은 해협에 의해 서

태평양(Western Pacific), 동중국해(East China Sea), 그리고 오

호츠크해(Okhotsk Sea)로 연결된다(Fig. 1A). 동해는 심부 퇴

적분지인 울릉분지(Ulleung Basin), 야마토분지(Yamato Basin),

그리고 일본분지(Japan Basin)를 포함하며, 이들은 한국대지

(Korea Plateau), 오키뱅크(Oki Bank), 그리고 야마토 해령

(Yamato Ridge)과 같은 해저 고지대(submarine topographic

high)에 의해 분리된다(Lee and Suk, 1998).

울릉분지는 오목한 모양의 후열도분지(back-arc basin)로서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본 연구해역은 울릉분지의 북서쪽

인 심해 분지평원에 해당한다(Fig. 1A). 울릉분지는 남쪽의 대

륙사면으로부터 북동쪽의 심해 분지평원까지 점진적으로 수심

이 깊어져 최대 수심은 2,000 ~ 2,300 m에 이른다(Bahk et al.,

2013). 울릉분지를 둘러싸는 북쪽 및 서쪽 경계는 각각 한국대



218 김경진·이보연·강년건·유동근·신국선·조영호

지와 한반도로서 10o 이상의 가파른 경사를 가지며, 남쪽 및

동쪽 경계는 각각 일본열도(Japan Islands)와 오키뱅크로서 3o

이하의 비교적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Chough et al., 2000).

연구해역을 포함하는 울릉분지의 심해지역은 비교적 평탄하

고 완만한 경사를 이루어, 후열도분지의 닫힘에 의해 융기되고

단층 및 습곡이 발달된 남쪽 주변부 지역과 대조를 이룬다

(Fig. 1B; Lee et al., 2001). Lee and Suk (1998)은 울릉분지의

신 제3기 및 4기 퇴적층이 크게 두 가지의 특징적인 상(facies)

으로 나타난다고 보고하였다. 첫 번째 상에서는 후기 마이오세

부터 발생한 압축력에 의해 분지 남쪽 주변부에서 넓은 규모

로 사면 붕괴(slope failure)가 일어나 질량류 퇴적체(mass-

transport complexes; MTD)가 분지 전역에 걸쳐 분포한다. 그

중 5.5 ~ 3.8 Ma 사이에는 분지 남쪽 주변부로부터 생성된 질

량류 퇴적체가 심해 분지평원까지 전진해나갔다(Lee and

Kim, 2002). 두 번째 상은 플라이스토세부터 홀로세까지로 분

지 남쪽 주변부의 사면 붕괴가 급격히 감소하였고, 질량류 퇴

적체의 분포가 남쪽 사면 기저까지 후퇴하였다. 즉, 이 시기의

심해 분지평원에서는 저탁류 및 반원양성 퇴적물이 지배적으

로 나타난다. 또한, 울릉분지의 심해지역은 대부분의 퇴적층이

대규모의 구조 운동을 받지 않아 수평층리가 잘 발달된 반사

면으로 구성되지만, 화산구조 및 단층에 의해 국지적으로 변형

된 지역도 나타난다(Lee and Kim, 2002).

본 연구의 대상인 울릉분지 북서부 지역은 북쪽과 서쪽의

가파른 경사를 형성시키는 한국대지와 한반도로부터 멀리 떨

어진 곳에 위치하는 심해분지평원으로서 천부퇴적층에서는 저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반원양성 퇴적물이 우세하다(Lee et

al., 2001). 그러나 화산관입구조와 연관되어 발달하는 대규모

의 단층들이 발달하고 천부퇴적층의 하부에서는 거대 질량류

퇴적체 및 다각형의 단층계(polygonal fault system)가 존재하

여, 심해지역에서 반원양성 퇴적물이 퇴적되는 과정 중 다양한

요소에 의해 구조적으로 진화하였음을 시사해준다.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3차원 탄성파 자료(3D seismic data),

UBGH2-6 시추공 지역의 물리검층(well-log) 및 코어(core) 분

석 자료를 이용하였다(Fig. 1B).

3차원 탄성파 자료는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생산 시험

을 목적으로 2012년에 획득되었다. 탐사지역은 울릉분지 북서

쪽 사면과 가까운 지역으로 총 200 km2 (21 km × 12 km)를 포

함한다(Fig. 1C; Ryu et al., 2012). 획득된 자료는 중합 전 키

리히호프 시간 구조보정(Prestack Kirchhoff time migration)을

이용하여 웨스턴지코(Western Geco)사 프로그램으로 처리하

였으며, 처리된 3차원 입방체(3D seismic cube)는 Fig. 2와 같

다. 탄성파 기록시간(recording length)은 5.5 s, 기록시간간격

(sampling interval)은 1 ms이며 빈 크기(bin size)는 6.25 m ×

25 m이다. 3차원 탄성파 자료의 인라인 번호(inline number)는

993 ~ 1473으로 총 인라인의 수가 481개이고 크로스라인 번호

(crossline number)는 1157 ~ 4573으로 총 크로스라인 수는

3417개이다.

Fig. 1. (A) Physiography of the East Sea (contour interval is 1 km).

Insert box is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shown in

(B). (B) Bathymetry map (contours in meters) of the northwestern

area of the Ulleung Basin. The rectangle and inner small circle

indicate 3D seismic survey area and the UBGH2-6 well

respectively. (C) Dotted lines in the range of 3D seismic data denote

the selected seismic profiles shown in Figs. 3 and 4. UBGH2, the

second Ulleung Basin gas hydrate drilling expedition.

Fig. 2. 3D view of the used seismic data seen from south. There

are five seismic units (Unit 1 to Unit 5) separated by seafloor (SF)

and five regional reflectors (H1 to H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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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BGH2-6 시추공은 2010년에 울릉분지 내 가스하이드레이

트 매장 가능성 평가 및 생산 시험 지역 선정을 위해 DV Fugro

Synergy사에 의해 획득되었다(Ryu et al., 2012). UBGH2에서

획득된 시추공 중 울릉분지의 가장 북서쪽에 위치하는 UBGH2-

6 시추공은 LWD (logging while drilling)와 WL (wireline

logging) 자료 모두를 포함하고, 수직탄성파탐사(vertical

seismic profiling; VSP)가 수행되었다. UBGH2-6 시추공 주변

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확인을 위해 주로 전기비저항(ring

resistivity) 및 P파속도(P-wave velocity) 로그를 활용하였다.

UBGH2-6 시추지역에서는 총 3개의 시추공이 시추되었으며,

그 중 2개의 시추공을 통해 총 49개의 코어가 획득되었다(Ryu

et al., 2012) 또한, Furgo Pressure Corer (FPC)를 이용하여 2

개의 압력코어(pressure core)가 성공적으로 획득되었다(Bahk

et al., 2013). 획득된 코어는 해당 시추지역 내 구성 퇴적물의

특징 및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확인과 감압실험을 통한 가

스하이드레이트 포화도를 계산하는데 이용되었다(Ryu et al.,

2012; Lee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시추코어 분석에 의해

구분된 퇴적상 조합을 이용하여 탄성파 단위들과의 대비를 통

해 구성 퇴적물의 특징을 파악했으며, 높은 포화도의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된 구간과 해저모방반사면이 형성되는

구간 간 탄성파 속성 결과를 비교 분석하였다.

연구방법

3차원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탄성파 단위 분석(seismic unit

analysis)을 위해 해저면(SF in Fig. 2)과 연구해역 전체에 걸쳐

뚜렷하게 구별되는 5개의 광역반사면(H1 ~ H5 in Fig. 2)을 매

핑하였으며, 이를 기준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을 포

함하는 천부퇴적층을 총 5개의 탄성파 단위(Unit 1 ~ 5 in Fig.

2)로 구분하였다.

탄성파 단위들이 가지는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시간구조도

(time-structure map)를 작성하였고(Fig. 5), 각 탄성파 단위의

두께를 구하기 위해 등시층후도(isochron map)를 활용하였다.

수직탄성파탐사로부터 도출된 Check-shot 정보를 이용하여 각

광역반사면이 가지는 깊이와 탄성파 단위의 두께를 미터(m)

단위로 파악하였다. 탄성파 단위 및 지질구조 분석을 위해 상

대적 음향임피던스(relative acoustic impedance; RAI), 유사도

Fig. 3. Seismic profiles of (A) Inline 1052, (B) Inline 1292, and (C) Inline 1442 (for location, see Fig. 1C). Colored lines are regional reflectors

(H1 to H5) and vertical black lines indicate the various sized faults. UBGH2-6 well is located in Inline 1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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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milarity)와 같은 탄성파 속성(seismic attribute)을 이용하였

으며 이를 통해 탄성파 단면상에서 구별하기 어려운 음향공백

대, 단층(fault)과 같은 탄성파 특성들을 쉽게 구분하였다.

연구해역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free gas) 부존

가능성을 파악하기 위해 다양한 탄성파 속성 분석을 실시하였

다.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의 지시자인 해저모방반사면의 분

포를 파악하기 위해 RMS 진폭 단면도를 도출하였다. RMS 진

폭은 진폭의 양(positive) 또는 음(negative)에 관계없이 절대값

을 보여주는 탄성파 속성으로서, 상하부 층간 임피던스차가 높

기 때문에 발생하는 해저모방반사면은 매우 높은 RMS 진폭

을 가지게 된다. RMS 진폭 단면도를 통해 확인된 해저모방반

사면을 발생시키는 요인으로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

의 부존 유무를 밝히고자 순간진폭, 순간주파수, 그리고 주파

수 성분 분해와 같은 탄성파 속성 분석을 실시하였다. 순간진

폭은 위상(phase)에 독립된 진폭을 말하며, 이는 음향임피던스

의 변화, 암상, 공극률, 탄화수소, 그리고 튜닝효과 등에 매우

민감하게 반응한다(Lynch and Lines, 2004). 또한, 해저모방반

사면의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가스는 단파장의 에너지를 감쇠

시키는 작용을 하기 때문에 해저모방반사면 하부에서 순간주

파수가 매우 감소한다(Taylor et al., 2000; Satyavani et al.,

2005; Wang et al., 2011). 순간진폭과 순간주파수 단면도를 비

교 분석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의 부존 가능성을

추론하였고, 해저모방반사면 하부의 자유가스 부존 확인을 위

해 주파수 성분 분해를 이용하여 각 주파수별 진폭(envelope)

양상을 분석하였다. 전체 구간에 걸쳐 해저모방반사면의 발달

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임의의 탄성파 단면을 이용하여 10 ~ 70

Hz까지 10 Hz 간격으로 주파수 성분 분해를 실시하였다.

연구결과

탄성파 단위 분석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결과 연구해역 내 천부퇴적

층은 광역반사면(H1 ~ H5)을 기준으로 총 5개의 탄성파 단위

로 구분되며 해저면(seafloor)으로부터 하부 방향으로 Unit

1 ~ 5로 명명하였다(Figs. 2, 3 and 4). Unit 1 ~ 4는 대체로 낮

은 진폭을 보이며 내부 반사면 배열이 평행 또는 준평행하다

(Figs. 3 and 4). 상대적으로 Unit 5는 높은 진폭을 보이며 대

부분의 내부 반사면이 평행하지만 국지적으로 포함된 질량류

퇴적체(mass transport deposits; MTD)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

는 캐오틱(chaotic)한 형태를 나타낸다(Figs. 3 and 4).

Bahk et al. (2013)은 물리검층 및 코어 자료를 이용하여

UBGH2-6 시추공 지역의 퇴적상을 총 3개의 퇴적상 조합

(facies associations; FA)으로 구분하였다. 질량류 퇴적체를 지

시하는 FA-3은 H5의 하부에 놓이므로 본 연구범위에서 제외

된다. Unit 1 ~ 4에 해당하는 FA-1은 해저면으로부터 110

mbsf(meter below seafloor)까지를 포함한다. 주로 반원양성 기

원의 퇴적물(hemipelagic sediments)로 구성되며 얇은 저탁류

퇴적물(turbidites)이 교호한다. Unit 5는 110 mbsf 하부에 놓이

는 FA-2에 해당하며 저탁류 퇴적물의 빈도가 급격히 증가하고,

단일 사질층(sandy bed)의 두께가 최대 50 cm 이상에 이른다.

Unit 1에서 Unit 5까지 연구해역의 중앙부에 걸쳐 완만한 배

사구조(gentle anticline)가 발달되어 있다(Figs. 5 and 6). 각 탄

성파 단위의 시간구조도를 중첩시켜 비교해보면 하부로 갈수

록 배사구조의 곡률이 증가함을 알 수 있다(Fig. 6). 또한, 연

구해역의 동쪽에서는 배사구조보다 구조적으로 낮은 소규모의

고지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Unit 1에서 Unit 5로 갈수록 주변

과의 고도차가 증가한다(Figs. 3C and 6). 배사구조의 중심에

서 측면부로 향하면서 반사면들이 경사지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러한 현상은 특히 남서방향을 향해 뚜렷하게 나타나며 깊이

가 깊어질수록 경사가 증가한다(Figs. 3, 4, 5 and 6).

각 탄성파 단위의 두께는 구조와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각

탄성파 단위 내 가장 얇은 두께는 연구해역의 중앙부에 발달

된 배사구조의 중심축에서 나타나며, 가장 두꺼운 두께는 반사

면들이 가장 많이 경사지는 연구해역의 남서쪽 가장자리에서

Fig. 4. Seismic profiles of (A) Crossline 1753, (B) Crossline 2679,

and (C) Inline 3753 (for location, see Fig. 1C). Colored lines are

regional reflectors (H1 to H5) and the vertical black line in (A)

indicates the fault equal to the leftmost one in Fig. 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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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

연구해역 내에서는 Unit 5 내에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해저모방반사면(bottom simulating reflectors; BSR)

과 음향공백대(acoustic blanking)가 특징적으로 존재한다(Fig.

7A). Figs. 7A와 7B를 통해 음(negative)의 강한 진폭을 보이

고 남서쪽의 경사지는 반사면을 절단하며 발달하는 해저모방

반사면을 확인할 수 있다. 또한, 주변의 반사면보다 약한 진폭

을 가지며 발달하는 음향공백대가 존재한다(Figs. 7A and 7C).

이러한 특징들은 RAI 단면도를 통해 쉽게 인지할 수 있다

(Figs. 7D, 7E and 7F). Fig. 7E의 노란 박스 내에서는 음

(negative)의 매우 낮은 RAI를 나타내며 발달하는 해저모방반

사면이 관찰되며, Fig. 7F의 노란 박스 내에서는 0에 가까운

RAI를 나타내며 발달하는 음향공백대가 관찰된다.

본 연구범위인 천부퇴적층 내에는 왕복주시 0.42 ~ 1.12 s의

다양한 수직변위를 가지며 상하부 경계가 상이한 다수의 단층

들이 발달되어 있다(Figs. 3 and 4). 일부 단층은 왕복주시

4.0 s 이상에서 분포하는 화산 관입 구조(volcanic intrusion

structure)와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단층의 하부 경계가

화산 관입 구조의 직상부까지 발달한다. 각 광역반사면의 시간

구조도를 통해 개별 단층의 분포 양상을 확인할 수 있고, 대부

분의 단층이 연구해역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배사구조의 측면

또는 동쪽의 소규모 고지대가 나타나는 영역을 중심으로 분포

한다(Figs. 5A, B, C, D and E). 각 단층의 방위각(azimuth)은

105o~ 155o까지 다양하고 남서 또는 북동 방향의 경사를 보이

는데, 9:4 비율로 대부분의 단층들이 남서 방향을 향해 경사진

다. 또한 위경사(apparent dip)가 51o~ 67o의 범위를 가져 고각

단층(dip slip fault)임을 지시한다. 배사구조의 남서 측면에 위

치하는 두 개의 단층은 가장 큰 수평변위를 보이며(Figs. 5A,

Fig. 5. Time structure maps of each regional reflector (H1 to H5). Contour interval is 2 milliseconds for (A) and (B), 5 milliseconds for (C),

(D), and (E). Each time structure map shows the gentle anticline and strata incline southwestward in all the regional reflectors. Black bold

lines indicate the faults which are shown in Figs. 3 and 4.

Fig. 6. Stacked time structure map of all the regional reflectors. On

the central part, the axis of the anticline is located, and the

curvature of the anticline increase from H1 to H5. Each regional

reflector dips in flank of the anticline, particularly, in the southwest

direction. UBGH2-6 well site is located on the southwestern side

of the anti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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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C, D and E), 해저모방반사면과 음향공백대가 발달한 지역

주변에 있는 UBGH2-6 시추공의 남서쪽 부근에 위치한다(Fig.

3B). 두 단층은 해저모방반사면과 수평층리가 잘 발달된 반사

면들을 절단하고 서로 다른 경사 방향을 가져 그 사이에 저지

대가 발달한다(Fig. 3B).

해저모방반사면

Fig. 8A에서 UBGH2-6 시추공의 140 ~ 155 mbsf 구간에서

는 매우 높은 값의 전기비저항과 P파속도가 나타나며, 이는 흰

색으로 표시된 두 선(Upper and Lower lines in Fig. 8A)에 의

해 경계되어 진다. UBGH2-6 시추공의 남서쪽에 위치하는 해

저모방반사면은 해저면과 반대의 극성을 가지며 음(negative)

의 강한 진폭을 보이며 발달한다(B-1 in Fig. 8B). 반면, 높은

전기비저항 및 P파속도를 가지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의

하부경계에서는 강한 진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지 않는

다(B-2 in Fig. 8B).

전기비저항과 P파속도가 높고 탄성파 단면상에서 가스하이

드레이트의 부존 지시자인 해저모방반사면과 음향공백대를 포

함하는 140 ~ 155 mbsf 구간(interval between Upper and

Lower lines in Fig. 8A)을 대상으로 RMS 진폭의 체적 속성

(volume attribute)을 적용한 결과는 Fig. 8C와 같다. UBGH2-

6 시추공의 북서쪽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남쪽에 이르기까

지 붉은색으로 표시된 매우 높은 RMS 진폭값을 보이는 해저

모방반사면 발달 지역이 점선을 따라 궁형(arch) 모양으로 분

포한다(Fig. 8C). UBGH2-6 시추공 주변부에서 가장 높은 값

을 보이며 북쪽을 향해 갈수록 그 값이 점점 감소하는 경향이

다. 높은 RMS 진폭값을 나타내는 구간은 Fig. 8A에서 해저면

과 평행하게 발달하는 해저모방반사면이 분포하는 구간과 일

치한다. 또한, UBGH2-6 시추공으로부터 북동쪽 방향으로 타

원 모양의 매우 낮은 RMS 진폭을 보이는 구간이 보이는데 이

는 음향공백대가 발달하는 지역을 나타낸다(Fig. 8C).

해저모방반사면을 지시하는 높은 RMS 진폭값이 나타나는

구간은 3차원 공간적으로 Fig. 8D와 같이 분포한다. BSR area

가 가리키는 구간 내 흰색 표시 영역은 높은 RMS 진폭값을

가지는 구간을 나타내며, 이를 H5의 시간구조도와 교차

(blending)시켜 표현하였다(Fig. 8D). 내부반사면들이 경사지는

배사구조의 북쪽으로부터 반시계방향으로 남쪽까지 해저모방

반사면의 발달이 뚜렷하지만, 북쪽으로부터 시계방향으로 남

동쪽에 이르는 배사구조의 측면에서는 높은 값의 RMS 진폭

을 가지는 영역이 존재하지 않는다(Fig. 8D).

탄성파 속성 분석

해저모방반사면과 음향공백대가 발달한 지역의 순간진폭 및

순간주파수 분석을 위해 탄성파 단면(A-A' in Fig. 8C)을 사용

했으며, 전체에 걸쳐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한 탄성파 단면(B-

B' in Fig. 8C)을 이용하여 10 ~ 70 Hz까지 10 Hz 간격으로 주

파수 성분 분해를 실시하였다.

1) 순간진폭

A-A' 탄성파 단면상에서 UBGH2-6 시추공의 북서방향에서

뚜렷하게 발달하는 해저모방반사면을 확인할 수 있다(Fig.

9A). 노란 박스로 표시되어 높은 P파속도 및 전기비저항이 나

타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구간(gas hydrate occurrence

zone; GHOZ)의 하부 경계가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깊이

와 비교적 잘 일치한다.

Fig. 9B는 순간진폭 단면도이며 해저모방반사면을 따라 매

우 높은 값의 순간진폭을 보인다(HRS-1 in Fig. 9B). 또한,

UBGH2-6 시추공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근접한 지역의 해저

모방반사면 상부에서는 순간진폭이 높은 이상대 구간이 나타

난다(HRS-2 in Fig. 9B). 앞서 언급한 대로 UBGH2-6 시추공

의 물리검층 결과 높은 P파속도와 전기비저항이 나타나는 왕

복주시 3.11 ~ 3.14 s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된 구간

이며(Fig. 9A), 순간진폭이 매우 낮아 음향공백대로 나타난다

(LRS in Fig. 9B).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영역의 직하

Fig. 7. Seismic profile and relative acoustic impedance profile

showing BSR and acoustic blacking interval (for location, see Fig.

3B). (A) Seismic profile showing the BSR and acoustic blanking

interval in Unit 5. (B) Yellow dotted line indicates the BSR with

strong amplitude. (C) Yellow dotted line indicates the acoustic

blanking interval with weak amplitude. (D) Relative acoustic

impedance profile showing BSR and acoustic blanking interval in

Unit 5. Yellow and red color indicate the positively and negatively

high value respectively, and grey to black color indicates the low

value. (E) Red color in yellow dotted line indicates the BSR. (F)

Grey or black color in yellow dotted line indicates the acoustic

blanking interval. BSR; bottom simulating reflect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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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에서는 일부 구간에서 순간진폭이 높게 나타나는 현상이 관

찰된다(HRS-3 in Fig. 9B).

해저면과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구간을 포함하는 Unit 5는

전체적으로 높은 값의 순간진폭을 보이며, H5 하부에서도 높

은 순간진폭을 나타내는 영역이 0.2 s의 폭을 가지며 발달한다

(HRS-4 in Fig. 9B). 3.2 s 이하에 분포하는 거대 질량류 퇴적

체 내부에서는 높은 순간진폭 영역이 다수 산재해 있고 일부

구간에서는 매우 높은 순간진폭을 보이는 영역이 수직방향의

띠모양으로 존재한다(HRS-5 in Fig. 9B).

2) 순간주파수

해저모방반사면 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뚜

렷하게 나타난다(LIF-1 in Fig. 9C). UBGH2-6 시추공의 북서

쪽에서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구간 내 순간주파수의 수

직 분포도를 통해 120 Hz 이상의 높은 순간주파수가 해저모방

반사면의 하부인 3.14 s ~ 3.18 s 영역에서 40 Hz 이하로 떨어

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 9D). 그러나 해저모방반사면

상부에 순간주파수가 낮은 영역이 일부 존재한다(Figs. 9C

and 9D).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지역의 순간진폭과 순간주파수

의 변화를 상관시켜 비교해보았을 때, 해저모방반사면의 상부

또는 동일한 위치에서 순간진폭은 높은 값으로 나타나고

(HRS-1 and HRS-2 in Fig. 9B), 하부에서는 순간주파수가 급

격히 감소한다(LIF-1 in Fig. 9C). 그러나 UBGH2-6 시추공의

북서 방향으로 약 1,200 m 떨어진 지점부터 발달하는 해저모

방반사면 구간에서는 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뚜렷하게 감소하

지만 상부에서는 높은 순간진폭을 보이는 현상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Fig. 9C).

UBGH2-6 시추공으로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확인된 구간

(GHOZ in Fig. 9A)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순간주파수를 보이

는데 이는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지역의 상부와 비교했

을 때 매우 높은 값이다(HIF in Fig. 9C). 또한, 가스하이드레

Fig. 8. Seismic profile showing the BSR and acoustic blanking interval (for location, see Fig. 3B) and the result of RMS amplitude analysis

for detecting the distribution of the BSR. (A) BSR and acoustic blanking are located in the interval bounded with two white lines. Acoustic

blanking interval is equal to gas hydrate occurrence zone identified by high resistivity (red line) and p-wave velocity (yellow line). (B) BSR

has strong amplitude and reversed polarity with respect to the seafloor in B-1, but the BSR is not detected under the acoustic blanking interval

in B-2 (for location of B-1 and B-2, see Fig. 8A). (C) High RMS amplitude indicate the BSR due to very strong amplitude. The distribution

of the BSR is shaped like arch and (D) located from northwest to south counterclockwise in flank of the anticline. White lines in (C) are

the arbitrary lines (A-A' and B-B') used for seismic attribute analysis. RMS; root mean squa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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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부존 구간의 직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감소하는 현상은

해저모방반사면이 분포하는 동일한 깊이의 구간에 비해 뚜렷

하지 않지만 높은 순간진폭을 보이는 일부 구간(HRS-3 in

Fig. 9B)을 따라서는 그 값이 비교적 크게 감소한다(LIF-2 in

Fig. 9C).

3) 주파수 성분 분해

RMS 진폭 단면도를 통해 배사구조의 북서쪽으로부터 남쪽

에 이르기까지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와 하부의 자유가스

존재에 기인한 음향임피던스 차로 인해 뚜렷하게 발달하는 해

저모방반사면을 확인하였다(Fig. 8C). Fig. 10은 전체에 걸쳐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한 지역(B-B' in Fig. 8C)을 대상으로

실시한 주파수 성분 분해 결과이다.

10 Hz 주파수 영역에서는 뚜렷한 이상대가 보이지 않고 전

체에 걸쳐 진폭이 낮게 나타나며(Fig. 10B), 30 Hz 주파수 영

역에서는 해저모방반사면이 분포하는 깊이를 따라 약간 높은

진폭대가 보인다(LFA in Fig. 10C). 50 Hz 주파수 영역에서는

매우 높은 진폭을 가지는 구간이 해저모방반사면을 따라 형성

되는데(HFA-1 in Fig. 10D) 50 Hz 이상의 주파수 영역에서는

진폭이 현저히 감소하여 10 Hz 영역에서의 결과와 동일하게

나타난다. 또한, 해저모방반사면의 하부에 존재하는 거대 질량

류 퇴적체 내부에서는 해저모방반사면에서의 진폭보다는 낮지

만 주변보다 높은 진폭을 보이는 이상대 구간이 수직 방향의

띠모양으로 소수 존재한다(HFA-2 in Fig. 10D).

토 의

해저모방반사면의 형성 기작

일반적으로 해저모방반사면은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와

하부의 자유가스 부존으로 인해 특징적으로 나타나지만 상부

의 가스하이드레이트만 존재하는 경우 또는 하부의 자유가스

Fig. 9. The result of reflection strength and instantaneous frequency

analysis using arbitrary line (for location, see A-A' in Fig. 8C). (A)

BSR with black bold line is located near the UBGH2-6 well and

GHOZ identified by well log is colored with yellow. (B) High and

low reflection strength are expressed in red and blue color

respectively. High reflection strength appears at the BSR (HRS-1)

and under the specific area (HRS-3) of the GHOZ (LRS-3). (C)

High and low instantaneous frequency expressed in red and blue

color respectively. Instantaneous frequency decreases sharply under

the BSR (LIF-1) and GHOZ has very high instantaneous frequency

(HIF). Note that decrease of instantaneous frequency under the BSR

(about 3.14 s) from (D) vertical distribution chart of the

instantaneous frequency. It shows a little low instantaneous

frequency on the BSR due to the wavelet interference (from Kim

et al., 2013). GHOZ; gas hydrate occurrence zone, HRS; high

reflection strength, HIF; high instantaneous frequency, LRS; low

reflection strength, LIF; low instantaneous frequency, MTD; mass

transport deposits.

Fig. 10. The result of spectral decomposition analysis using arbitrary

line (for location, see B-B’ in Fig. 8C). (A) The arbitrary line used

for spectral decomposition where the BSR (white line) is formed

throughout the seismic profiles. (B) The 10 Hz frequency panel,

there is not any anomaly. (C) The 30 Hz frequency panel, LFA is

indicated at the BSR and a little high envelope intervals are located

in the mass transport deposits. (D) The 50 Hz frequency panel, very

high envelope is generated at the BSR (HFA-1). Also, high

envelope intervals appear in the mass transport deposits shaped like

vertical thin-band (HFA-2). HFA; high frequency anomaly, LFA;

low frequency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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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 존재하는 경우에도 주변 퇴적층과의 음향임피던스 차이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되었다(Prasanti et al., 2009). 또한,

자유가스가 존재하는 경우에 더욱 뚜렷한 해저모방반사면이

나타난다(Holbrook et al., 1996).

탄성파 단면상에서 해저모방반사면이 인지되는 구간을 따라

실시한 탄성파 속성 분석 결과,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

의 부존을 지시하는 요소들이 관찰된다(Figs. 9 and 10). 해저

모방반사면을 따라 나타나는 높은 순간진폭은(HRS-1 in Fig.

9B)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와 하부의 자유가스의 존재로 인

해 음향임피던스 차이가 증가함으로써 발생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Taner and Sheriff, 1977; Bünz and Mienert, 2004;

Thakur and Rajput, 2011). 동일한 지역의 순간주파수 단면도

에서는 해저모방반사면의 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떨어지는 현

상이 뚜렷한데(LIF-1 in Fig. 9C) 이는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

가스가 단파장의 고주파수 에너지를 감쇠(attenuation) 시키는

작용을 하여 나타나는 현상이다(Taner and Sheriff, 1977;

Taylor et al., 2000; Bünz and Mienert, 2004; Thakur and

Rajput, 2011; Satyavani et al., 2005; Wang et al., 2011). 해저

모방반사면의 직상부에서 일부 순간주파수가 감소하는 구간이

보이는데(Fig. 9C) 이는 두 개의 연속적인 피크(peak)의 발생

으로 인해 파의 간섭(wavelet interference)이 발생하여 나타나

는 현상이다(Kim et al., 2013b).

UBGH2-6 시추공으로부터 획득된 코어의 감압 실험을 통해

구해진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구간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포화

도는 54.0% ~ 71.8%이며, 전기비저항 및 P파속도 로그를 이용

해 구해진 값은 각각 91.0%, 44.0%로 포화도가 매우 높다

(GHOZ in Fig. 9A; Bahk et al., 2013; Kim et al., 2013a). 해

당 영역의 순간주파수는 단면상에서 매우 높은 값을 보이지만

(HIF in Fig. 9C),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구간의 상부에

서는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인다. 즉, 해저모방반사면의 상부에

서는 낮은 포화도를 가지는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지만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가스의 영향으로 인해 높은 주파수 성분

의 감쇠현상이 일어나고(LIF-1 in Fig. 9C), 자유가스 부존에

기인한 상하부 높은 음향임피던스 차이가 발생하여 뚜렷한 해

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한다고 해석할 수 있다(Holbrook et al.,

1996; Satyavani et al., 2008).

해저모방반사면이 나타나는 구간에 걸쳐 주파수 성분 분해

를 실시한 결과 특정 고주파수 영역에서 높은 진폭을 보이는

데(HFA-1 in Fig. 10D) 이는 낮은 주파수 영역에서 높은 진폭

이 발생하여 가스의 존재를 지시하는 Low frequency anomaly

와는 상반되는 결과이다(Taner et al., 1979). Oliveira et al.

(2010)에 따르면 해저모방반사면에서 나타나는 특정 고주파수

대역에서의 높은 진폭이 하부에 존재하는 자유가스층에 기인

한 튜닝효과에 의해 발생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 가스하

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의 직하부에 자유가스가 존재하는 경우

자유가스를 함유한 층의 상하부 경계면에서 극성이 다른 반사

면이 발생하고, 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튜닝두께(tuning

thickness)에 도달하면 파의 간섭 현상으로 인해 특정 고주파수

대역에서 진폭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본 연구해역은 완만하게 형성된 배사구조에 영향을 받아 중

심부에서 퇴적층이 얇고 반사면이 경사지는 서쪽과 남서쪽에

서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인다(Figs. 5 and 6). 그러나 반사면의

경사가 급격히 증가하는 연구해역의 서쪽과 남서쪽의 가장자

리를 제외하면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구간을 포함하는

배사구조의 측면에서는 뚜렷한 층의 두께 차이를 보이지 않는

다. 즉, 두께가 비교적 일정한 여러 퇴적층의 특정 구간에 걸

쳐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각각 상하부 퇴적층에 부

존하고 이로 인해 물성차이가 발생하여, 경사지는 퇴적층을 가

로지르는 임의의 경계면인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것이다

(Fig. 11). 또한, 임의의 경계면과 퇴적층의 상하부 경계면이 교

차하여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는 현상이 발생하는 구간에서

는 튜닝효과가 일어나 해저모방반사면의 진폭이 더욱 커지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12의 Case 1에서 파란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상

하부 경계면의 극성이 각각 양의 값과 음의 값으로 반대 극성

을 가지며, 초록색 박스로 표시된 구간에서는 상하부 경계면의

극성이 각각 음의 값과 양의 값의 서로 반대 극성을 가진다.

퇴적층이 얇아지는 구간에서는 서로 반대의 극성을 가지는 파

가 간섭현상을 일으켜 특정 두께(1/4 λ)에서 튜닝효과가 일어

나는 것이다(Widess, 1973). 튜닝 두께 도표에 따르면 튜닝효

과가 발생하는 겉보기 시간 단위 두께(apparent time thickness)

가 0.009 s 이다(Fig. 13). 또한, 탄성파 단면상의 해저모방반사

면이 발달하는 지역에서는 층의 두께가 0.01 s 이상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동일한 두께의 퇴적층에서 튜닝효과가 발생할 수

없다. 따라서 단일 퇴적층의 두께가 튜닝두께보다 두꺼운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 부존 퇴적층에서는 튜닝효과가 발생

하지 않지만, 층의 상하부 경계면과 해저모방반사면이 교차하

여 두께가 얇아지면서 1/4 λ(파장)에 도달하면 튜닝효과가 발

생하는 것이다(Case 1 in Fig. 12).

요약하자면, 배사구조 측면의 경사층리 내에 가스하이드레

이트 및 자유가스의 부존으로 인한 물성차이가 발생하여 그

경계면을 따라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고, 해저모방반사면과

경사층리가 교차함으로써 튜닝효과가 발생하여 더욱 높은 진

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

탄성파 속성 분석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

부존 모델을 다음의 4가지로 분류하였다(Figs. 11 and 12;

Table 1).

Case 1. 경사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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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se 2.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는 경우

Case 3.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는 경우

Case 4. 경사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 모

두가 부존하지 않은 경우

Case 1의 경우, 경사층리의 특정 구간에서 가스하이드레이

트와 자유가스가 상하부에 각각 부존한다(Case 1 in Fig. 12;

Table 1). 앞서 언급한 대로 상하부 퇴적층의 물성차이로 인해

경사층리를 가로지르며 발달하는 해저모방반사면이 형성된다

(Fig. 12A). 또한, 해저모방반사면과 퇴적층의 상하부 경계면이

교차하는 영역을 따라 층이 얇아지는 현상이 일어나 튜닝효과

가 발생하고, 이는 해저모방반사면의 진폭을 더욱 증가시키는

역할을 한다. 탄성파 속성 분석 결과, 해저모방반사면을 따라

강한 순간진폭이 나타나며 하부에서는 순간주파수가 감소하는

현상이 확인되었다(Figs. 9B and 9C; Table 1). 또한, 주파수

Fig. 13. A chart of tuning analysis. Blue dotted line indicates the

point where the tuning effect is generated and tuning thickness is

0.009 s. At this point, the amplitude is maximum and apparent time

thickness starts to be shown thickly more than actual time thickness

on the seismic profiles.

Fig. 11. A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occurrence of gas hydrate and free gas as well as BSR between them. Solid red line indicates

the strong BSR and dotted red line indicates the weak BSR. Gas hydrate and free gas are found in Unit 5 bounded by 2 black bold horizons

(H4 and H5) and two large scaled faults are located near the BSR. Four boxes (A-D) are the location of selected profiles used to suggest a

model for the occurrence of gas hydrate and free gas in Fig. 12.

Fig. 12. A model for the occurrence (Case 1 to Case 4) of gas hydrate and free gas (for location of A-D, see Fig. 11). (A) Distinct BSR is

identified with strong amplitude due to the acoustic impedance contrast between gas hydrate above and free gas below in the seismic profile.

The full red line of Case 1 indicates the BSR. In Case 1, between the BSR and upper or lower boundaries of the strata with black bold

lines, tuning effect is generated which increases the amplitude of the BSR. (B) Weak BSR is identified. Although the BSR is generated by

the occurrence of gas hydrate and free gas, it is not distinct due to the absence of tuning effect and a little free gas below. The dotted red

line of Case 2 indicates the weak BSR. (C) The BSR is not generated due to low acoustic impedance contrast between gas hydrate and

water-bearing sand. The gas hydrate of Case 3 is only reserved without free gas below. (D) Seismic indicators indicating gas hydrate or free

gas in Case 4 are not shown anywh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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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 분해 결과 특정 고주파수 영역에서 강한 진폭이 나타나

는데 이는 튜닝효과를 지시한다(Fig. 10D; Table 1). 결과적으

로, Case 1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의 부존으로

인해 그 경계면에서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것과 더불어

튜닝효과에 의해 더욱 강한 진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나타나

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Case 1과는 대조적으로 Case 2와 Case 3은 해저모방반사면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이 음향공백대로 나타난다

(Figs. 7F, 8A and 9A). 이전 연구에 의하면, 가스하이드레이

트가 존재하는 퇴적층이 탄성파 단면상에서 음향공백대로 나

타날 수 있다고 보고된 바 있다(Dillon et al., 1993; Shipley et

al., 1979). 또한, UBGH2-6 시추공의 물리검층 결과 음향공백

대 구간에서 높은 전기비저항 및 P파속도를 보이는데(Fig.

9A), 이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해준다(Bellefleur et

al., 2013; Kvenvolden and Lorenson, 2001; Boswell et al.,

2009). 일반적으로 공극률이 높은 퇴적물 내에 가스하이드레이

트가 형성되는데 이때 공극률이 낮은 주변의 퇴적물에 비해 P

파속도가 높게 나타난다. 하지만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포화도

가 비교적 낮아 주변 퇴적물과의 음향임피던스 차이가 감소하

거나 높은 포화도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조밀하게 분포하여

층간 음향임피던스 차이가 감소하면 음향공백대로 나타날 수

있다(Lee and Dillon, 2001; Holbrook et al., 2002; Hornbach

et al., 2003).

Case 2의 경우,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

가스가 상하부에 각각 부존한다(Case 2 in Fig. 12; Table 1).

상부의 음향공백대를 따라 높은 포화도의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지만(Bahk et al., 2013), 진폭이 강한 해저모방반사면이

형성되지는 않는다(Fig. 12B). 이는 자유가스가 부존하지만 비

교적 양이 적어 상부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퇴적층과의 음

향임피던스 차이가 작게 발생되기 때문이라고 해석될 수 있다

(Bangs et al., 1993). 또한,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

와 자유가스가 부존하기 때문에 튜닝효과의 영향을 받지 않아

Case 1과 같은 높은 진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형성되지 않는

다. 순간진폭은 Case 1과 동일하게 나타나지만 순간주파수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구간의 직하부에서 급격한 감소

를 보이지 않으며, 이는 자유가스의 양이 적음을 간접적으로

지시한다(Figs. 9B and 9C). 또한, 주파수 성분 분해에 따른 각

주파수별 진폭 이상(anomaly)을 보이는 현상도 나타나지 않는

다(Table 1). 결과적으로 하부의 자유가스가 존재하지만 Case

1과 비교했을 때 자유가스의 양이 적고 튜닝효과의 영향이 없

어 탄성파 단면상에서 비교적 낮은 진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Case 3의 경우,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

한다(Case 3 in Fig. 12; Table 1). Bahk et al. (2013)에 의하

면 UBGH2-6 시추공 지역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구간의

하부에서는 전기비저항은 급격하게 감소하는 반면 P파속도 및

밀도 로그가 계속해서 높은 값을 유지하는데 이는 자유가스가

아닌 물을 함유한 중간 정도 또는 두꺼운 사질층이 존재하기

때문이라고 보고되었다. 즉, UBGH2-6 시추공 지역에서는 하

부의 자유가스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가스하이드레이트 부

Table 1. The results of seismic attribute analysis and their interpretation.

Case
Seismic 

characteristics

Seismic attribute
Seismic 

appearance3)
InterpretationReflection 

strength1)
Instantaneous 
frequency2)

Spectral 
decomposition1)

1
Strong BSR within 
dipping strata

High
From high 
to very low

High envelope at 
specific high 

frequency range

Strong BSR is generated by acoustic impedance 
contrast between hydrate and free gas, and tuning 
effect enhances the amplitude of BSR

2

Weak BSR within parallel 
strata
Acoustic blanking interval 
upon the BGHSZ4)

High
From very high 

to low
−

BSR is generated by acoustic impedance contrast 
between hydrate and free gas, but the amplitude of 
BSR is so low due to the absence of the tuning 
effect

3

Parallel strata without 
BSR
Acoustic blanking interval 
upon the BGHSZ

Low
From very high 

to high
−

BSR is not generated because the acoustic 
impedance contrast between hydrate and water-
bearing sand is so low. This is equal to the result 
of core analysis showing the none of free gas 
beneath the GHOZ from UBGH2-6 well

4
Dipping strata without 
BSR

Low - −

BSR is not generated due to the absence of hydrate 
and free gas

1)Reflection strength and spectral decomposition results at the BGHSZ, 2)The change of instantaneous frequency downward across the BGHSZ, 3)Each

white bold and dotted line indicates the strong and weak BSR respectively, and the acoustic blanking interval between black dotted lines is the GHOZ

identified by the analysis of cores acquired from UBGH2-6 well, 4)The depth of BGHSZ is similar to the depth of BSR, BGHSZ = Base of Gas

Hydrate Stability Zone, BSR = Bottom Simulating Reflector, GHOZ = Gas Hydrate Occurrence Zone, UBGH = Ulleung Basin Gas Hydrate Drilling

Expedi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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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 구간 직하부에서 높은 순간진폭대가 나타나지 않고(Fig.

9B), 이는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지 않는 것을 의미할 수 있

다(Fig. 12C). 결과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층과 물을 함

유한 사질층 간의 음향임피던스 차가 적어 해저모방반사면이

발달하지 않는다. 즉, Case 1 및 Case 2와 다르게 가스하이드

레이트 부존층 하부에서 순간진폭이 강하게 나타나지 않고

순간주파수도 계속 높은 값을 유지한다(Figs. 9B and 9C;

Table 1).

Case 4의 경우, 경사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

가스 모두 부존하지 않는다(Case 4 in Fig. 12; Table 1). 경사

층리를 따라 물성차이를 일으킬 수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또

는 자유가스가 부존한다면 Case 1과 동일하게 튜닝효과가 발

생하여 강한 진폭의 해저모방반사면이 형성될 수 있지만 탄성

파 단면상에서 어떠한 변화도 보이지 않는다(Fig. 12D). 순간

진폭, 순간주파수, 주파수 성분 분해 결과에서도 뚜렷한 이상

을 나타내지 않는다(Table 1).

결 론

동해 울릉분지 북서 해역에서 취득된 3차원 탄성파 탐사 자

료와 UBGH2-6 시추공 자료를 분석하여 얻은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3차원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결과, 연구해역 내 해저면

으로부터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을 포함하는 천해퇴적층

은 5개의 탄성파 단위로 구성된다. 연구해역의 중앙부에 걸쳐

완만한 배사구조가 형성되며 다수의 단층들이 배사구조의 측

면에 분포한다.

2)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을 지시하는 해저모방반사면과

음향공백대가 탄성파 단위 5 내에 존재한다. 높은 RMS 진폭

을 보이는 해저모방반사면이 배사구조의 북서쪽으로부터 반시

계방향으로 남쪽에 이르기까지 분포하며, 낮은 RMS 진폭을

보이는 음향공백대는 UBGH2-6 시추공 주변부에 분포한다.

3)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동시에 부존한 경우 그

경계를 따라 순간진폭이 높고 하부에서 순간주파수가 급격히

감소하는 반면, 가스하이드레이트만 부존한 경우에는 하부에

서 순간진폭이 낮고 순간주파수가 감소하는 현상을 보이지 않

는다.

4) 배사구조 측면의 경사층리 내 발달하는 해저모방반사면

은 가스하이드레이트층과 자유가스층의 음향임피던스차에 의

해 발생하는 것이며, 해저모방반사면과 경사지는 퇴적층이 교

차하는 구간을 따라 발생하는 튜닝효과는 해저모방반사면의

진폭을 더욱 증가시킨다.

5) 탄성파 속성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아래의 네 가지 가스

하이드레이트 및 자유가스 부존 모델을 제시하였다 

Case 1. 경사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는 경우

Case 2.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가

부존하는 경우

Case 3. 평행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부존하는 경우

Case 4. 경사층리를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자유가스 모

두가 부존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하는 총 4가지의

모델로 분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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