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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서 취득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 해석결과에 의하면 연구지역에는 U자 또

는 V자 형태의 침식충전구조가 다양한 규모로 발달한다. 시추공 자료에 의하면 침식충전구조를 채우고 있는 퇴적물은 주

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며, 탄성파 단면상에서 특정 내부 구조를 보여주지 않는 투명 혹은 반투명 음향상 특징을 보

여주는 것과 잘 대비된다. 상기 특징을 갖는 침식충전구조는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4개의 퇴적층군 중 후기 마이오세 분

지변형 기간 동안 퇴적된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Q3)에 우세하게 분포한다. 이와 같은 침식충전구조는 발달규모와

시기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그룹 I에 속하는 침식충전구조는 돌고래 구조발달 시기에 대비되며, 소규모로 분

포한다. 그룹 II에 포함되는 침식충전구조는 돌고래 구조와 고래V 구조가 동시에 발달한 것으로 알려진 시기에 형성되었

으며, 발달개수와 규모가 그룹 I에 비해 크게 증가하였다. 그룹 III는 돌고래 구조의 발달은 점차 약화되었으나 고래V 구

조의 영향은 지속된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침식충전구조의 발달개수와 규모는 그룹 II에 비해 크게 감소하였다. 상기 제

시된 침식충전구조의 분포양상, 발달규모, 내부충전물의 특징에 의하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해저협곡으

로 해석되며, 울릉분지의 닫힘과 관련된 지구조운동과 그에 따른 퇴적물 공급량의 영향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주요어: 울릉분지,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 침식충전구조, 지구조운동, 퇴적물 공급량

Abstract: Analysis of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profiles acquired from the southwestern margin of Ulleung Basin

reveals that the cut and fill structures, which show U-shaped or V-shaped morphology, occur on variable size. The cut

and fill structure mostly consists of fine-grained sediments on the well data and is characterized by transparent or semi-

transparent seismic facies on the seismic section. Such cut and fill structures dominantly occur in the syn-compressional

megasequence (MSQ3), which was deposited during basin deformation of late Miocene, among the four megasequences

of the study area. These cut and fill structures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based on their size and formation time.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 were formed when Dolgorae structure was active, and occurred on a small scale.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I were formed when both Dolgorae structure and Gorae V structure were active,

and the number and size of those increased compared with group I.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II were formed

when Dolgorae structure was weaken gradually but Gorae V structure kept active, and the number and size of those

decreased in comparison with group II. Consequently the cut and fill structures in the southwestern margin of Ulleung

basin are interpreted as submarine canyon based on spatial distribution, size and fill sediment. They were controlled by

the tectonic movement in response to basin closure and tectonic-induced sediment supply vari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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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대륙주변부에 발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형성기원에 따라 해

저협곡(Submarine canyon)과 침식계곡(Incised valley)으로 구

분된다(Table 1). 해저협곡은 해저에서 발생하는 사면붕락

(slope failure) 또는 중력류 등에 의해 형성된 V자형의 계곡으

로서 경사가 급한 대륙붕단과 대륙사면을 따라 발달한다(Farre

et al., 1983; Pratson and Coakley, 1996; Rise et al., 2013). 반

면 침식계곡은 해수면이 하강하는 동안 하성시스템이 하부 퇴

적층을 침식시키면서 형성된 수로 또는 계곡으로 정의되며

(Van wagoner et al., 1990), 대륙붕을 가로질러 발달하기 때문

에 대륙붕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갖는다

(Posamentier, 2001). 해저협곡과 침식계곡은 발달규모 및 내부

충전물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Table 1). 해저협곡의 경

우 주로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의 깊이로 발달하며, 내부

충전물은 질량류 퇴적물 또는 반원양성 퇴적물과 같은 세립질

퇴적물로 대부분 구성된다(Posamentier and walker, 2006). 그

에 반해 침식계곡은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의 깊이로 발달하

며(Dalrymple et al., 1994; Boyd et al., 2006), 내부충전물은

하성퇴적물, 하구퇴적물, 삼각주퇴적물, 해성퇴적물로 구성된

다(Zaitlin et al., 1994). 

해저협곡과 침식계곡에 대한 연구는 형성기작 및 형성과정

과 같은 퇴적학적 분야를 중심으로 수행되었고 이를 토대로

석유가스탐사 및 지질재해와 관련된 분야에 응용되고 있다

(Wonham et al., 2000; Posamentier, 2001; Gong et al., 2011,

Iacono et al., 2011). 해저협곡의 경우 해저협곡을 통해 이동된

사질퇴적물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자원탐사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되고 있다(Wonham et al., 2000; Gong et al., 2011). 뿐만

아니라 해저협곡의 형성과정과 연계되어 발생한 사면붕락 및

중력류 등을 대상으로 한 지질재해의 측면에서도 연구가 진행

되고 있다(Iacono et al., 2011). 침식계곡의 경우는 내부가 상

당량의 사질퇴적물로 충전되어 주요한 탄화수소 저류층으로

이용가능하기 때문에 석유가스탐사 분야에 연구가 집중되고

있다(Salem et al., 2005).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서는 지난 수십 년간 심부탄성파 탐

사자료와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퇴적층서 및 지질구조에 대

한 연구가 진행되었다(Chough and Barg, 1987; Chough et al.,

1997; Yoon et al., 2002, 2003, 2014; Lee et al., 2004, 2011).

그 중 분지진화와 관련된 퇴적역사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수행되었으며, 이를 통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울릉

분지의 열림과 닫힘 작용에 관련된 지구조운동, 해수면 변동,

퇴적물 공급량 등에 의해 크게 조절된 것으로 보고되었다

(Chough et al., 1997; Yoon et al., 2002, 2003, 2014). 또한 최

근에는 지질모델을 이용하여 연구지역 일대에 분포하는 지질

구조의 발달사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졌다(Lee et al., 2004,

2011). 이와 같이 연구해역에서 수행된 선행연구는 주로 분지

진화와 관련된 퇴적층의 층서 및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가 대

부분이며 연구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를 대

상으로 하는 연구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자료와 시추공 자료를 이

용하여 이 지역에 발달해 있는 침식충전구조의 분포 및 기원

을 밝히고, 지구조운동 및 퇴적물 공급량과 연계된 침식충전구

조의 발달사에 대해 규명해보고자 한다.

연구지역

동해는 동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에 사이에 위치한 반 폐

쇄성 주변해(semi-enclosed marginal sea)로서 울릉분지(Ulleung

Basin), 일본분지(Japan Basin), 야마토분지(Yamato Basin)와

같은 후열도분지(back-arc basin)로 구성되며 이들 주요 해양퇴

적분지는 한국대지(Korea Plateau), 오키뱅크(Oki Bank), 야마

토해령(Yamato Ridge)과 같은 지형적 고지대에 의해 분리된다

(Fig. 1A; Chough et al., 2000).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쪽에 위치하며 본 연구지역은 울릉

분지 남서주변부 일대이다(Fig. 1B). 연구지역은 울릉분지의

서쪽에 비해 비교적 대륙붕이 넓고 대륙사면의 경사는 완만한

특징을 보인다(Chough et al., 2000). 수심은 남쪽의 대륙사면

으로부터 북동쪽으로 향하면서 점진적으로 깊어지며, 대륙붕

단(Shelf-break)은 수심 300 ~ 400 m 사이에 발달한다(Yoon et

al., 2014). 

Table 1. Comparison of characteristics of submarine canyon and incised valley. 

Definition Occurrence Depth Fill sediment References

Submarine  
canyon

A steep-sided,  V-profile valley 
often heading in the continental 
shelf running down the 
continental slope

Continental shelf 
~ slope

Commonly
several hundreds of 
meters

Commonly fine-grained 
sediment; complex, ranging 
from slide/slump to 
hemipelagic mud

Rise et al., 2013
Harris and Whiteway, 2011
Posamentier and Walker, 
2006

Incised 
valley

Entrenched fluvial systems 
extending their channels 
basinward and eroding into 
underlying strata in response to a 
relative fall in sea level

Land 
~ continental shelf

Commonly 
many meters to 
several tens of 
meters 

Commonly coarse-grained 
sediment at base of valley; 
complex, ranging from 
fluvial to estuarine and open 
marine

Boyd et al., 2006
Posamentier, 2001 
Van Wagoner et al., 1990



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 발달하는 침식충전구조의 기원 및 분포 41

동해의 일본분지 및 야마토분지에서 수행된 심해시추(ODP

Leg 127/128) 결과에 의하면 동해의 열림은 후기 올리고세(약

32 Ma)에 일본분지 북동부의 지각이 얇아지면서 시작되었고,

28 ~ 23 Ma 동안 열개와 해저면 확장이 이어졌다(Jolivet and

Tamaki, 1992). 동시기에 동해의 남부에 위치한 울릉분지와 야

마토분지에서도 지각확장이 일어나 분지 열림이 시작되었다

(Tamaki et al., 1992). 초기 마이오세(23 ~ 18 Ma)에 이르러

동해의 확장은 빠르게 진행되었으나, 중기 마이오세 말에 들어

서 횡압력을 받기 시작하였다(Chough and Barg, 1987; Ingle,

1992; Yoon and Chough, 1995). 횡압력의 결과로 울릉분지 남

부일대에는 북동-남서 주향을 가지는 대규모의 습곡 및 돌고

래 충상단층대가 발달하였고 융기된 퇴적물의 삭박으로 인해

다량의 퇴적물이 주변의 저지대로 공급되었다(Lee et al.,

2001; Yoon et al., 2002, 2003; Kim et al., 2007). 후기 마이

오세에 이르러 울릉분지 남서부 대륙붕일대에는 북서-남동방

향의 습곡축을 가지는 고래V 구조가 형성되기 시작하였고 현

재까지 융기활동이 지속되고 있다(Lee et al., 2011). 

연구자료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에서 취득한

총 13,191.4 L-km의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 탐사 자료를 사용

하였다(Fig. 1B).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자료취득은 탐해 2호

를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탐사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탄성파 탐사 시

정확한 위치를 계산하여 모든 탐사를 제어하는 항측장비는

WesternGeco사의 TRINAV 항측시스템을 이용하였으며, 탄성

파 탐사자료의 기록은 WesternGeco사의 TRIACQ 기록시스템

을 사용하였다. 스트리머는 Nessies 3 디지털 스트리머를 이용

하였다. 음원은 고품질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 Bolt사의 에어건

을 사용하여 6개의 에어건을 하나의 어레이로 조합하였다. 취

득년도에 따라 채널수는 80 또는 160으로서 스트리머의 길이

는 최소 1,000 m에서 최대 2,000 m의 범위로 사용되었으며 음

원용량은 최소 1,035 in3에서 최대 5,370 in3이다. 

연구결과

퇴적층군 분석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지역에 분포하

는 퇴적층은 광역부정합면에 의해 분리되는 4개의 퇴적층군

(하부로부터 MSQ1, MSQ2, MSQ3, MSQ4)으로 구분된다

(Figs. 2 and 3; Table 2). 각각의 퇴적층군의 연대는 기존의 연

구를 바탕으로 대비하였으며(Shin, 2000; Yoon et al., 2002;

KIGAM, 2006), 각 퇴적층군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1) MSQ1(열개동시성 퇴적층군)

연구지역의 퇴적층 중 최하부에 위치하는 MSQ1은 음향기

반암 상부를 피복하는 퇴적층군으로 SB1과 음향기반암으로

경계 지어진다(Fig. 2).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MSQ1의 하부

경계면인 음향기반암은 왕복주시(TWT)로 0.7 s에서 6.1 s에

위치하며 연구지역 서쪽에서부터 동쪽 및 남동방향으로 향하

면서 점진적으로 깊어진다(Fig. 4A). 등시층후도 분석결과,

MSQ1을 구성하는 퇴적체의 층후는 연구지역의 남동쪽으로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4B). 왕복주시(TWT)로 3.4

s이상의 두께를 보이는 퇴적중심은 연구지역의 남쪽일대에 위

치하고 있으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장된 형태를 보인다(Fig.

4B). 탄성파 단면상에서 MSQ1은 연속성이 불량하고 진폭이

큰 반사면이며 캐오틱한 탄성파 특성을 보인다(Fig. 2). 

2) MSQ2(후열개 퇴적층군) 

MSQ2는 하부 퇴적층군과 부정합적인 관계를 보이며 SB6과

SB1으로 경계 지어진다(Fig. 2).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MSQ2

의 하부경계면인 SB1에서는 북동방향으로 점차 깊어지는 저

지대가 특징적으로 발달한다(Fig. 4C). SB1에서 확인되는 저

Fig. 1. (A) Physiographic map of the East Sea (contour in

kilometers). Insert box represents the study area shown in Fig. 1B.

(B) Bathymetry map (contours in meters) of the study area and

track lines of two dimensional multi-channel seismic profiles.

White circle indicates the location of the Gorae VII-1X well.

Heavy lines represent the selected profiles shown in Figs. 2, 3, 6,

7 and 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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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Seismic profile showing megasequences (MSQ), depositional sequences (DS) and cut and fill structures identified in this study (for

location, see Fig. 1). Four megasequences (MSQ1 ~ 4 in ascending order) are separated by sequence boundaries (SB). MSQ3 can be divided

into four depositional sequences (DS7 ~ 10 in ascending order) by sequence boundaries, which are correlated with chronostratigraphy from

Shin (2000), Yoon et al. (2002), KIGAM (2006). Enlarging box illustrates the cut and fill structures in MSQ3. The labels (DS0810 ~ DS1020)

refer to the ten horizons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mapped in the study area.

Fig. 3. Seismic profile showing the cut and fill structures in MSQ3 (for location, see Fig. 1). Note that the cut and fill structures dominantly

occur in MSQ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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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대는 한반도 주변부와 연구지역 남동쪽에 위치하는 북동-남

서방향의 고지대로 둘러싸여 있으며, 북동쪽으로 점차 넓어지

는 특징을 보인다. 저지대는 남서쪽에서 왕복주시(TWT)로 1.8

s를 보이며 북동방향으로 5.3 s까지 깊어진다(Fig. 4C). 등시층

후도 분석결과, MSQ2의 퇴적체는 앞서 언급한 지형적 저지대

를 채우는 형태로 발달하였다(Fig. 4D). 퇴적체의 층후가 2.2 s

이상인 퇴적중심은 연구지역의 중앙에 위치하며 최대두께는

왕복주시(TWT)로 2.9 s에 달한다(Fig. 4D). 

탄성파 단면상에서 MSQ2는 평행층리 음향상(well-stratified),

캐오틱 음향상, 투명한 탄성파 상을 보여준다(Fig. 2). 평행층

리 음향상은 남서쪽 대륙붕 지역에서 주로 관찰되며, 퇴적층은

북동방향의 전진퇴적 양상을 보여준다. 또한 MSQ2는 북동쪽

의 대륙사면지역으로 갈수록 캐오틱 혹은 투명한 탄성파 상으

로 변화되는 양상을 보인다(Fig. 2). 

3) MSQ3(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

MSQ3는 연구지역에 발달한 광역적인 경사부정합면으로 하

부 퇴적층군과 구별되며 SB10과 SB6으로 경계 지어진다

(Figs. 2 and 3).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MSQ3의 하부경계면

인 SB6에서는 SB1보다 지형적 고지대가 광역적으로 나타난

다(Fig. 4E). 이러한 고지대는 한반도 인근과 연구지역 남쪽에

서 발달하며 북동-남서방향의 저지대를 둘러쌓고 있다(Fig.

4E). 그 중 남쪽에 위치한 고지대는 북동방향으로 연장된 형태

를 보인다. SB6에서 관찰되는 지형적 저지대는 남서쪽에서 왕

복주시(TWT)로 0.9 s를 보이며 북동쪽에서 3.0 s까지 급격히

깊어진다(Fig. 4E). 등시층후도 분석결과, MSQ3를 구성하는

퇴적체의 분포는 SB1와 유사하게 지형적 저지대를 채우는 형

태를 보이지만 전반적으로 퇴적체의 두께는 감소하였다(Fig.

4F). 또한 지형적 고지대에서는 퇴적체의 두께가 0.1 s 이하로

나타난다. 퇴적체의 층후가 1.3 s 이상인 퇴적중심은 연구지역

북쪽에 위치하며, 최대두께는 왕복주시(TWT)로 1.8 s에 달한

다(Fig. 4F).

탄성파 단면상에서 MSQ3는 MSQ2와 유사한 탄성파 특성

을 보이며 대륙붕단 인근에서 다양한 규모의 침식충전구조가

Table 2. Stratigraphic correlation of depositional sequence with regional tectonic events and sediment supply in the south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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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Time structure map and isochron map of MSQ1, MSQ2, MSQ3 and MSQ4. (A) Time structure map of MSQ1. (B) Isochron map of

MSQ1. (C) Time structure map of MSQ2. (D) Isochron map of MSQ2. (E) Time structure map of MSQ3. (F) Isochron map of MSQ3. (G)

Time structure map of MSQ4. (H) Isochron map of MSQ4. Contour interval is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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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다(Figs. 2 and 3). 이러한 침식충전구조는 투명 혹은 반

투명한 탄성파 상을 가지며 연구지역에 광역적으로 분포한다

(Figs. 2 and 3). MSQ3의 남서쪽 대륙붕지역에서는 중-고진폭

의 연속성이 다양한 평행층리 반사면이 우세한 반면, 북동쪽의

대륙사면지역으로 갈수록 캐오틱 혹은 투명한 탄성파 상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Fig. 2). 

4) MSQ4(후횡압력 퇴적층군)

연구지역의 퇴적층 중 최상부에 위치하는 MSQ4는 하부 퇴

적층군과 부정합적인 관계를 보이며 해저면과 SB10으로 경계

지어진다(Fig. 2). 시간구조도 분석결과, MSQ4의 하부경계면

인 SB10은 SB6과 비교하였을 때 고지대의 분포양상이 크게

달라졌다(Fig. 4G). 한반도 인근에 발달한 지형적 고지대는 북

동방향으로 더욱 넓게 분포하며 연구지역 중앙에는 북서 방향

으로 연장된 지형적 고지대가 뚜렷하게 관찰된다(Fig. 4G). 등

시층후도 분석결과, MSQ4를 구성하는 퇴적체의 층후는 이러

한 고지대에서부터 주변의 저지대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두꺼

워지는 양상을 보인다(Fig. 4H). 퇴적체의 층후가 왕복주시

(TWT)로 0.8 s 이상인 퇴적중심은 연구지역의 남쪽과 북동쪽

에 위치하며 최대 1.0 s에 이른다(Fig. 4H). 탄성파 단면상에서

MSQ4는 전반적으로 진폭이 낮고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우세하다(Fig. 2). 

침식충전구조 분석

탄성파 탐사자료의 해석결과에 의하면 침식충전구조는 횡압

력 동시성 퇴적층군인 MSQ3에 주로 분포한다(Figs. 2 and 3).

Fig. 5. Spatial distribution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and major geological structures (modified from Yoon et al., 2014) in the study area.

Color dashed lines are the position of paleo-shelfbreak (modified from Chough et al., 1997). (A) Distribution of group I. (B) Distribution of

group II (DS0910, DS0920). (C) Distribution of group II (DS0930, DS0940). (D) Distribution of group II (DS0950, DS0960). Note that most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ccur in this group. (E) Distribution of group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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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SQ3은 광역부정합면에 의해 4개의 퇴적단위(depositional

sequence)로 구분되며 경계면의 연대는 하부로부터 12.5 Ma

(SB6), 10.5 Ma (SB7), 8.2 Ma (SB8), 6.3 Ma (SB9), 5.5 Ma

(SB10)에 대비된다(Fig. 2; Table 2; Yoon et al., 2002;

KIGAM, 2006). 침식충전구조는 퇴적단위 7을 제외한 퇴적단

위 8, 9, 10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Figs. 2 and 3; Table 2).

연구해역에 발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U자

또는 V자 형태를 가지며, 투명 혹은 반투명 음향상 특징을 보

인다(Figs. 2 and 3). 상기 특징을 갖는 침식충전구조는 시기와

발달규모에 따라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Fig. 5). 퇴적단위

8의 퇴적층에 분포하는 그룹 I은 다른 그룹에 비해 침식충전

구조가 가장 소규모로 발달하였다(Fig. 5A). 퇴적단위 9의 퇴

적층에 발달한 그룹 II는 그룹 Ⅰ보다 침식충전구조의 발달규

모 및 발달개수가 크게 증가하였다(Figs. 5B, 5C and 5D). 퇴

적단위 10의 퇴적층에 분포하는 그룹 III는 그룹 II와 비교하

였을 때 침식충전구조의 발달규모 및 발달개수가 다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인다(Fig. 5E). Fig. 5는 3개 그룹에 해당하는 각

침식충전구조와 분포를 도시하고 있다. 

1) 그룹 I(10.5 Ma ~ 8.2 Ma)

그룹 I에 속하는 2개의 침식충전구조는 DS0810 반사면과

DS0820 반사면에서 확인되며 10.5 Ma ~ 8.2 Ma 동안 발달하

였다(Figs. 2, 5A and 6). 이 그룹은 CF1과 CF2의 침식충전구

조를 포함한다. 그룹 I의 침식충전구조는 북서쪽 대륙붕단 일

대에서 수직적으로 일부 중첩되어 분포하며 북동-남서 방향으

로 발달한다(Figs. 5A and 6). DS0810 반사면에 포함되는 1개

의 침식충전구조(CF1)는 폭이 0.5 ~ 1.1 km 정도로 최대

0.09 s의 깊이를 보이며 2.3 km의 길이로 연장된다(Figs. 5A

and 6; Table 3). DS0820 반사면에 속하는 1개의 침식충전구

조(CF2)는 폭이 1.2 ~ 1.6 km 정도로 최대 0.08 s의 깊이를 가

지며 3.2 km의 길이로 발달한다(Figs. 5A and 6; Table 3). 

2) 그룹 II(8.2 Ma ~ 6.3 Ma)

그룹 II에 속하는 23개의 침식충전구조는 DS0910 반사면에

서 DS0960 반사면까지 총 6개의 반사면에서 확인되며 8.2

Ma ~ 6.3 Ma 동안 발달하였다(Figs. 2, 3, 5B, 5C, 5D, 6 and

7). 이 그룹은 CF3 ~ CF25의 침식충전구조를 포함한다. 그룹

II의 침식충전구조는 연구지역에 전반적으로 분포하며 북동-남

서 또는 남북방향으로 발달한다(Figs. 5B, 5C and 5D). 이 그

룹에 속하는 침식충전구조는 대륙붕단 뿐만 아니라 대륙붕까

지 광범위하게 연장되어 발달하며 그룹 I의 침식충전구조와

비교하였을 때 발달개수 및 발달규모가 크게 증가한 것이 특

징적이다(Figs. 3, 5B, 5C, 5D, 6 and 7). 또한 고래V 구조 주

변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돌고래 구조 지역 인근에 발달

Fig. 6. Seismic profile showing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 (for location, see Fig. 1). Shaded color indicates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 which occur on small scale in comparison with other grou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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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침식충전구조보다 상대적으로 규모가 크다(Figs. 5B, 5C

and 5D). DS0910 반사면에 발달한 3개의 침식충전구조(CF3

~ CF5)는 폭이 1.7 ~ 6.4 km 정도로 최대 0.453 s의 깊이를

보이며 최대 24 km의 길이로 연장된다(Figs. 2, 3, 5B, 6 and

7; Table 3). 특히 이 반사면에 발달한 침식충전구조 중 북서쪽

에 발달한 CF3은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 중 가장

규모가 크다(Figs. 2, 3 and 5B; Table 3). DS0920 반사면에 속

하는 3개의 침식충전구조(CF6 ~ CF8)는 DS0910 반사면의 침

식충전구조와 유사한 1.8 ~ 5.8 km의 폭과 최대 0.447 s의 깊

이를 보이며 최대 18 km의 길이로 연장된다(Figs. 3, 5B, 6

and 7; Table 3). DS0930 반사면에 포함되는 4개의 침식충전

구조(CF9 ~ CF12)는 폭이 1.7 ~ 6.7 km 정도로 최대 0.284 s

의 깊이를 보이며 최대 9.5 km의 길이로 분포한다(Figs. 2, 3,

5C and 6; Table 3). DS0940 반사면에 해당하는 6개의 침식충

전구조(CF13 ~ CF18)는 폭이 0.8 ~ 3.7 km 정도이고 최대

0.209 s의 깊이를 가지며 최대 6.3 km로 연장된다(Figs. 3, 5C

and 6; Table 3). DS0950의 반사면에 속하는 3개의 침식충전

구조(CF19 ~ CF21)는 폭이 0.6 ~ 4.5 km 정도로 최대 0.180

s의 깊이를 보이며 최대 7.6 km의 길이로 연장된 것이 관찰된

다(Figs. 3, 5D and 6; Table 3). DS0960 반사면에 분포하는 4

개의 침식충전구조(CF22 ~ CF25)는 폭이 0.9 ~ 7.2 km 정도

로 최대 0.341 s의 깊이를 가지며 최대 8.5 km의 길이로 발달

한다(Figs. 3 and 5D; Table 3).

침식충전구조의 기하학적 특징을 파악하기 위해 그룹 II의

침식충전구조 중 대규모로 발달하는 CF3과 CF6을 대상으로

횡단면상 모양의 변화양상을 분석하였다(Figs. 9A and 9B).

CF3과 CF6의 시간구조도 분석결과 침식충전구조는 분지방향

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점차 증가하며, 횡단면상 모양이 U

모양에서 V모양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인다(Figs. 9A and

9B). CF3는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증가

하며, 왕복주시(TWT)로 최대 2.2 s까지 깊어진다(Fig. 9A). 횡

단면상 모양은 a ~ d의 구간에서는 U모양을 보이며, e ~ l 구

간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크게 증가하면서 V모양으로 변화

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9A).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CF6은

CF3과 유사한 기하학적 특징을 보인다(Fig. 9B). 그리고 CF6

또한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는 증가하며, 왕

복주시(TWT)로 최대 1.9 s까지 깊어진다(Fig. 9B). 횡단면상

모양은 a ~ d의 구간에서 U모양을 보이며, e ~ j 구간에서는

V모양에 가까워진다(Fig. 9B). 

3) 그룹 III(6.3 Ma ~ 5.5 Ma)

Table 3. Summary of geometric analysis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in syn-compressional megasequence. 

Group Horizon
Cut and fill 

structure
Width 
(km)

Max. Thickness
(Sec. in TWT)

Length 
(km)

I
DS0810 CF1 0.5-1.1 0.09 2.3 

DS0820 CF2 1.2-1.6 0.08 3.2 

II

DS0910

CF3 2.5-6.4 0.453 24.0

CF4 1.7-2.8 0.190 4.8

CF5 2.3-3.2 0.129 4.0 

DS0920

CF6 1.8-5.8 0.447 18.0

CF7 4.1-8.8 0.353 15.0

CF8 3.6-4.3 0.177 4.5 

DS0930

CF9 1.7-4.5 0.284 9.5

CF10 3.4-6.7 0.219 8.1 

CF11 1.9-2.6 0.152 4.9 

CF12 3.1-4.3 0.205  4.7  

DS0940

CF13 1.5-2.5 0.121 3.0 

CF14 1.4-3.0 0.209 6.0

CF15 2.2-3.7 0.130 5.3 

CF16 2.5-3.1 0.154 6.3

CF17 1.1-2.7 0.187 5.4 

CF18 0.8-1.8 0.116 3.0

DS0950

CF19 0.6-0.9 0.112 1.4

CF20 1.7-2.2 0.180 6.3

CF21 1.4-4.5 0.144 7.6 

DS0960

CF22 0.6-0.9 0.086 1.3 

CF23 0.7-1.0 0.108 1.3 

CF24 3.6-7.2 0.341 8.5

CF25 2.9-3.8 0.265 7.7

III
DS1010

CF26 2.1-4.3 0.430 18.0 

CF27 1.3-2.5 0.262 8.1

CF28 1.3-1.8 0.094 0.8 

CF29 1.1-1.3 0.163 7.0

DS1020 CF30 1.2-1.4 0.058 1.7

Fig. 7. Seismic profile showing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I (for location, see Fig. 1). Note that CF3 and CF6 are the largest

cut and fill structures mapped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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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룹 III에 속하는 5개의 침식충전구조는 DS1010 반사면과

DS1020 반사면에서 확인되며 6.3 Ma ~ 5.5 Ma 동안 발달하

였다(Figs. 2, 3, 5E and 8). 이 그룹은 CF26 ~ CF30의 침식

충전구조를 포함한다. 그룹 III의 침식충전구조는 주로 연구지

역 북서쪽에 분포하며 북동-남서 또는 남북방향으로 발달한다

(Fig. 5E). 이 그룹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 중에서 고래V 구

조 주변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대규모로 발달하였으며

대륙붕까지 길게 연장된 형태를 보인다(Figs. 2, 3, 5E, 6, 7

and 8). 그룹 III의 침식충전구조는 그룹 II의 침식충전구조에

비해 발달규모 및 발달개수가 전반적으로 감소하였다(Figs.

5E, 6 and 8). DS1010 반사면에 해당되는 4개의 침식충전구조

(CF26 ~ CF29)는 폭이 1.1 ~ 4.3 km 정도로 최대 0.430 s의

깊이를 보이며 최대 18 km의 길이로 연장된다(Figs. 2, 3, 5E,

6, 7 and 8; Table 3). DS1020 반사면에 포함되는 1개의 침식

충전구조(CF30)는 폭이 1.2 ~ 1.4 km 정도로 깊이는 최대

0.058 s로 발달하였고 1.7 km의 길이로 연장된다(Figs. 3 and

5E; Table 3). 

시간구조도 분석결과, CF26은 그룹 II에서 확인되는 CF3

및 CF6과 유사한 기하학적 특징을 보인다(Fig 9C). 침식충전

구조는 분지방향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점차 증가하며, 횡단

면상 모양이 U모양에서 V모양으로 변화하는 경향이 나타난다

(Fig. 9C). CF26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증가하며, 왕복주시(TWT)로 최대 1.6 s까지 깊어진다(Fig.

9C). 횡단면상 모양은 a ~ b의 구간에서 U모양을 보이며, c ~

i 구간으로 갈수록 폭과 깊이가 크게 증가하면서 V모양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9C).

토 의

침식충전구조의 형성기원

대륙주변부에서 발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형성기원에 따라

해저협곡과 침식계곡으로 구분되며 분포양상, 발달규모, 내부

충전물에서 서로 다른 특징을 보인다(Farre et al., 1983;

Pratson et al., 1994; Zaitlin et al., 1994; Pratson and Coakley,

1996; Reynaud et al., 1999; Posamentier, 2001; Boyd et al.,

2006; Simms et al., 2007; Harris and Whiteway, 2011). 침식

계곡의 경우 해수면이 하강하는 동안 육상과 연계된 하성시스

템이 하부 퇴적층을 삭박시키면서 형성되며, 대륙붕을 가로 질

러 발달하기 때문에 대륙붕 일대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Reynaud et al., 1999; Posamentier, 2001; Simms et al., 2007).

그에 반해 해저협곡은 대륙붕단 혹은 대륙사면에서 발생한 중

력류와 사면붕락 등으로 형성되며, 주로 대륙사면을 가로지르

면서 발달한다(Farre et al., 1983; Pratson et al., 1994; Pratson

and Coakley, 1996; Harris and Whiteway, 2011). 연구지역의

침식충전구조는 대부분 대륙붕단을 중심으로 분포하며, 일부

대륙붕까지 연장된 형태의 침식충전구조로 육상의 하성시스템

Fig. 8. Seismic profile showing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II (for location, see Fig. 1). Shaded color indicates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group III which are small scale compared with group II. 



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 발달하는 침식충전구조의 기원 및 분포 49

과 연계된 흔적이 나타나지 않는다(Fig. 5). 선행연구 결과에서

도 울릉분지는 육상으로부터 연결된 대규모의 하성시스템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고되었다(Lee and Suk, 1998; Lee et

al., 2001). 

해저협곡과 침식계곡은 규모에 있어서도 큰 차이를 보인다

(Dalrymple et al., 1994; Posamentier, 2001; Boyd et al., 2006;

Dalrymple, 2006; Harris and Whiteway, 2011). 침식계곡의 경

우 해수면 하강의 지속시기와 규모에 따라 수십 킬로미터에서

수백 킬로미터의 길이로 다양하게 나타나며(Posamentier,

2001; Dalrymple, 2006), 깊이는 수 미터에서 수십 미터로 발

달한다(Dalrymple et al., 1994; Boyd et al., 2006). 반면 해저

협곡의 경우 대부분 수십 킬로미터의 길이를 보이며, 깊이는

수백 미터에서 수 킬로미터로 발달한다(Harris and Whiteway,

2011; Obelcz et al., 2014).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침식충전구

조는 대륙붕단에서 부터 대륙붕 방향으로 연장된 형태로 최대

24 km의 길이를 보이며, 깊이는 탄성파 속도를 평균 2,000 m/

s로 가정한 경우 최대 476 m의 깊이를 보인다(Figs. 2, 3 and

5; Table 3).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침식충전구조

의 규모가 침식계곡보다는 해저협곡의 특징에 잘 일치하는 것

을 보여준다. 

내부 충전물의 경우 침식계곡은 저해수면 시기에 형성된 하

성기원의 조립질 퇴적물이나 해침 및 고해수면 시기에 형성된

하구, 삼각주, 해성기원의 퇴적물로 충전된다(Zaitlin et al.,

1994; Boyd et al., 2006). 그러나 해저협곡의 내부는 대부분

해저기원의 질량류 퇴적물 및 반원양성 퇴적물과 같은 세립질

퇴적물로 채워진다(Posammentier and Walk, 2006). 본 연구에

서 확인된 침식충전구조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투명 혹은 반투

명한 탄성파 상이 특징적이며(Figs. 2, 3, 6, 7 and 8), 이러한

탄성파 상은 일반적으로 균질한 암상을 지시한다(Mitchum et

al., 1977; Sangree and Widmier, 1979).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침식충전구조를 대상으로 한 고래 7-1X공의 시추 결과, 침식

충전구조의 내부 충전물은 진폭이 약하고 연속성이 불량한 탄

Fig. 9. Time structure maps and cross-sectional profiles of CF3,

CF6 and CF26 (for location, see Fig. 5). Contour interval is 50 ms.

Time structure map shows that topographic feature, outer boundary

and location of cross-sectional profiles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Dashed line represents the outer boundary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 and Red line indicates the axe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

Note that cross-sectional morphology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gradually changes from U-shaped to V-shaped basinward. 

Fig. 10. Seismic section showing Gorae VII-1X well penetrating

the cut and fill structure in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Shinn

et al., 2012). Yellow fluctuational line represents gamma-ray log.

The cut and fill structure is filled with fine-grained sediments (for

location, see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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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 상을 보이며, 이는 두꺼운 셰일층(1,400 m ~ 1,640 m)에

대비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10; Shinn et al., 2012). 남

중국해의 대륙붕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해저협곡의 경우, 연구

지역과 유사한 투명 혹은 반투명한 탄성파 상을 보이며 높은

감마 검층 값을 갖는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해저협곡이 보

고된 바 있다(He et al., 2013).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침식충전구조의 경우 육상의

하성시스템과 연계되지 않고 대륙붕단에 발달하는 해저협곡으

로 해석되며, 특히 침식충전구조의 대륙붕단에 제한적으로 발

달하는 특징과 수백 미터의 깊이를 갖는 규모 그리고 세립질의

내부충전물은 해저협곡의 특징에 부합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침식충전구조 발달사

해저협곡은 지질학적 조건과 지형적인 요소에 따라 지역마

다 다양하고 복합적인 기원과 형성기작을 통해 진화하는 것으

로 보고되었다(Shepard, 1981). 해저협곡의 형성과 발달은 습

곡, 단층, 융기와 같은 지구조운동(Buchbinder and Ziberman,

1997; He et al., 2013; Iacono et al., 2014)과 퇴적물 공급량

(Lofi et al., 2003; Popescu et al., 2004; Mitchell et al., 2007;

Gong et al., 2011)의 영향에 크게 조절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울릉분지 남서주변부는 중기 마이오세 이후 분지 닫힘 작용

과 연계된 횡압력 작용을 받아 지구조운동이 활발하였고

(Chough and Barg, 1987; Yoon and Chough, 1995; Lee et al.,

2011), 연구지역의 퇴적물 공급량은 이러한 지구조운동에 큰

영향을 받았다(Lee et al., 2001; Kim et al., 2007). 본 연구결

과에 의하면 지구조운동이 활발하였던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

군(MSQ3)에서 침식충전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대륙붕단

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로 발달한다(Figs. 2, 3 and 5). 따라

서 침식충전구조의 발달양상은 연구지역의 지구조운동과 퇴적

물 공급량에 의해 크게 조절되었을 것이라 해석된다.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의 시기별 발달과정은 다

음과 같다(Fig. 11). 

발달시기 I은 2개의 침식충전구조를 포함하는 그룹 I의 발

Fig. 11. A schematic model illustrating the depositional history of the cut and fill structures in the southwestern margin of Ulleung Basin.

Table on the right shows regional tectonic event and sediment supply in the study area. (A)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stage I occur on

a small scale due to high sediment supply. (B)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stage II develop toward the shelf, and the number and size of

those increase in comparison with Stage I due to tectonic movement and high sediment supply. (C) The cut and fill structures of stage III

are formed as small scale compared with Stage II due to low sediment supply and tectonic mov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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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시기에 대비된다(Fig. 11A). 발달시기 I은 연구지역의 남동

쪽에 위치한 돌고래 구조의 발달로 충상단층 및 습곡작용이

활발하였다(Fig. 11A; Lee et al., 2011). 또한 이 시기에는 약

12.5 Ma ~ 10.3 Ma 동안 발달한 지구조운동에 의해 삭박된

다량의 퇴적물이 연구지역에 공급되었다(Fig. 11A; Kim et al.,

2007). Lee et al. (2011)에 의하면 고래V 구조의 발달이 시작

되었지만 융기작용은 미약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러한 조건하에서 발달시기 I 동안 형성된 침식충전구조는

대륙붕단 일대에서 소규모로 발달하였다(Figs. 5A and 11A).

이는 고래V 구조의 발달이 미약하여 대륙붕지역까지 침식충

전구조가 연장될 수 있는 과급경사(oversteepening)를 형성하

지 못했으며 다량의 퇴적물 공급만으로 조절되었기 때문이라

고 해석된다(Fig. 11A). 다량의 퇴적물 공급에 의해 형성된 해

저협곡은 북서 지중해 및 남동 오스트레일리아 대륙주변부에

서 보고된 바 있다(Lofi et al., 2003; Mitchell et al., 2007). 따

라서 발달시기 I의 침식충전구조는 주로 다량의 퇴적물 공급

에 의해 조절되었으며 지구조운동의 영향은 거의 받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Fig. 11A). 

발달시기 II는 23개의 침식충전구조를 포함하는 그룹 II의

발달시기에 대비된다(Fig. 11B). 발달시기 II는 돌고래 구조와

고래V 구조가 동시에 발달하였다(Fig. 11B; Lee et al., 2011).

이 시기에는 약 10.3 Ma ~ 9 Ma에 발달한 지구조운동의 영

향으로 다량의 퇴적물이 주변의 저지대로 공급되었다(Fig.

11B; Kim et al., 2007). 

이러한 조건에서 발달시기 II의 침식충전구조는 다량의 퇴

적물 공급과 함께 지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아 발달규모 및 발

달개수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된다(Figs. 5B, 5C, 5D and

11B). 본 연구결과, 발달시기 II의 침식충전구조는 대륙붕으로

길게 연장되어 대규모로 형성되었으며, 분지방향으로 폭과 깊

이가 증가하고 횡단면상 모양이 U모양에서 V모양으로 변화한

다(Figs. 5B, 5C, 5D, 9A and 9B). 이와 유사한 발달양상은 동

지중해 대륙주변부 지역에서도 보고된 바 있으며 이러한 해저

협곡은 대륙붕지역의 융기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

었다(Drunkman et al., 1995; Buchbinder and Ziberman, 1997).

따라서 발달시기 II의 침식충전구조가 대규모로 발달 할 수 있

었던 이유는 고래V 구조의 발달로 인한 대륙붕의 과급경사 때

문이라고 판단된다(Fig. 11B). 그러므로 발달시기 II의 침식충

전구조는 지구조운동과 다량의 퇴적물 공급에 의해 동시에 조

절된 것으로 해석된다(Fig. 11B). 

발달시기 III는 5개의 침식충전구조를 포함하는 그룹 III의

발달시기에 대비된다(Fig. 11C). 발달시기 III는 돌고래 구조의

발달이 약화되었으나 고래V 구조는 지속적으로 발달하였고,

짧은 기간 동안 ‘Tectonic pulse’ 영향을 받았다(Fig. 11C; Lee

et al., 2001, 2011). 하지만 퇴적물 공급량은 이전 시기들에 비

해 급격히 감소한 것으로 보고되었다(Fig. 11C; Kim et al.,

2007). 

이러한 조건하에서 발달시기 III의 침식충전구조는 고래V

지역 주변에서 대규모로 발달하였지만 돌고래 지역에서는 거

의 형성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Figs. 5E and 11C). 이러한

발달양상은 고래V 구조의 발달로 인해 그 주변 일대에서는 대

륙붕의 과급경사가 지속되었으나, 돌고래 구조 지역은 점차 안

정화되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에 의하면 발달

시기 III의 침식충전구조는 발달시기 II의 침식충전구조와 유

사한 기하학적 특징을 보인다(Fig. 9C). 따라서 발달시기 III의

침식충전구조는 지구조운동에 의해 주로 조절된 것으로 해석

된다(Fig. 11C).

결 론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U자형 또는 V자형 형

태로서 대륙붕단을 중심으로 다양한 규모로 발달한다. 침식충

전구조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투명 혹은 반투명한 탄성파 상을

보이며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된다. 상기 제시된 침식충전

구조의 분포양상, 발달규모, 내부충전물의 특징에 의해 연구지

역에 분포하는 침식충전구조는 해저협곡으로 해석된다. 연구

지역의 침식충전구조는 3단계의 발달과정으로 형성되었다. 발

달시기 I의 침식충전구조는 소규모로 발달하며 이는 다량의

퇴적물 공급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발달시기 II의 침식

충전구조는 연구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가장 대규모로

발달하였고 이는 지구조운동과 다량의 퇴적물 공급의 영향 때

문이라고 해석된다. 발달시기 III에 형성된 침식충전구조는 발

달시기 II에 비해 발달개수 및 발달규모가 크게 감소하였으며

이는 돌고래 구조 발달의 약화 및 퇴적물 공급량 감소의 영향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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