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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commercial gas field was found in the southwestern continental shelf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in the

late 1990s. To develop additional gas field, an exploration well was drilled through the coarse infill of submarine

canyon near the gas field, but it was uneconomic to develop hydrocarbons. Using newly acquired deep seismic

reflection and previous well data, we have identified additional geological structure which has hydrocarbon poten-

tials below submarine canyons in the southwestern margin of the basin.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the deep

seismic reflection and well data, the sequences of the study area can be classified into the syn-rift megase-

quence(MS1), post-rift megasequence(MS2), syn-compressional megasequence(MS3), and post-compressional

megasequence(MS4) in relation to the tectonic events. MS1, deposited simultaneously with the basin formation

before the middle Miocene, is characterized by chaotic seismic facies with low- to moderate-amplitude and low fre-

quency reflections. MS2 comprises laterally continuous, low- to moderate-amplitude reflections, showing prograda-

tional stacking patterns due to high rates of sediment supply during basin expansion in the middle Miocene. MS3 is

mainly composed of continuous reflections with high amplitude and moderate- to high-frequency which are inter-

preted as coarse-grained sediments. The coarse-grained sediments of MS3 sequence is widely truncated by several

submarine canyons which filled with fine-grained sediment of MS4 to form a stratigraphic trap of hydrocarbon.

Therefore, the reservoir and seal of the hydrocarbon trap in the study area are coarse-grained sediment of MS3 and

submarine canyon filled with fine-grained sediment of MS4, respectively. A flat-spot seismic anomaly, which may

indicate the presence of hydrocarbon, is observed within the stratigraphic tr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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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는 탄화수소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대륙붕 환경으로 1990년대 말에 상업적 생산이 가능

한 가스전이 발견된 바 있다. 가스전과 인접한 연구지역에서도 추가적인 가스개발을 위해 침식수로 내부의 조립질 퇴

적체를 대상으로 시추가 수행되었지만 경제성이 부족한 것으로 판명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새로 취득된 탄성파 및 기

존 시추 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 분포하는 침식수로 하부에 탄화수소 트랩 가능성이 있는 지질구조

를 탐지하였다. 취득된 심부 탄성파 자료 및 시추자료 해석에 의하면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구조진화와 연계

하여 열개동시성 퇴적층군(MS1), 후열개 퇴적층군(MS2),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 후횡압력 퇴적층군(MS4)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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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구분된다. 중기 마이오세 이전에 분지형성과 동시에 퇴적된 MS1은 주로 중-저진폭, 저주파수의 캐오틱 음향특성

을 나타낸다. 중기 마이오세 동안 분지가 확장되며 다량의 퇴적물이 유입된 MS2는 중-저진폭의 음향특성과 함께 연

속성이 양호하며 전진퇴적 양상을 나타낸다. MS3은 고진폭 및 중-고주파수의 연속성이 양호한 반사면을 나타내는데

이는 조립질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한 MS3는 침식수로에 의해 광역적으로 삭박되었으며 침식수

로 내부에는 MS4의 세립질 퇴적물이 충전되어 층서트랩을 형성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트랩 구조는 MS3의 조립질

퇴적층이 저류층을 형성하며 MS4의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로가 덮개암으로 작용하는 층서 트랩으로 트랩 구

조 내부에서는 탄화수소 부존을 지시하는 flat-spot 탄성파 이상대가 발달한다.

주요어 : 울릉분지, 심부 탄성파, 침식수로, 층서트랩, 탄화수소

1. 서 론

동해 울릉분지는 석유·가스 탐사를 목적으로 지난

수십 년간 탄성파 탐사 및 시추가 수행되었으며 상업

성 있는 석유·가스 부존구조를 규명하기 위하여 퇴적

층서 및 퇴적환경, 지질구조 등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Emery and Hiroshi, 1968; Chough

and Barg, 1987; Park, 1990; Yoon, 1994; Choi,

1998; Lee et al., 1998, 2001, 2009, 2011). 울릉분

지 남서주변부의 고래 구조에서는 석유·가스 부존 가

능성이 높은 지질구조가 규명되었으며 근원암 및 생성

시기에 대한 연구도 보고되었다(Lee et al., 2004). 고

래 V 구조에서는 현재 가스를 생산 중에 있으며, 최근

에는 추가 생산을 위하여 인접한 고래 VIII 구조에서

가스전 개발을 착수하였다. 현재 가스를 생산 중에 있

는 고래 V 구조의 트랩 형태는 하부 사암층의 가스가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로에 의해 집적되는 층

서트랩(stratigraphic trap)으로 알려져 있으며(Shinn et

al., 2012),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의 대륙사면부에 주로

분포하는 침식수로 역시 추가적인 석유·가스 부존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Yoon et al.,

2002; Yoon et al., 2003; Sneider, 2003; Shinn et

al., 2012). 석유·가스 저류층의 덮개암으로 작용이 가

능할 것으로 예상되는 이 침식수로의 규모 및 방향성,

충전퇴적물에 대한 분석은 추가적인 석유·가스 부존

구조를 탐사하는데 있어 중요하다. 그러나 연구지역을

포함한 연안 및 대륙붕에 위치한 퇴적분지들은 상당수

의 침식수로가 관측되는 지역임에도 이와 관련된 정밀

한 분석은 현재까지 거의 미흡한 상태이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울릉분지 남서주변부 지역에서 2012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가 취득한 심부 탄성

파 자료를 이용하여 인접 시추공 자료와의 대비를 통

해 연구지역의 전체 퇴적층을 해석하여 저류층 및 덮

개암으로 가능한 구간을 확인하였으며, 덮개암 역할을

하는 침식수로의 층서적 해석과 규모 및 방향성, 내부

충전퇴적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침식수로와 연계

된 트랩 구조를 규명하고자 하였다. 

2. 지질개요

울릉분지 남서주변부는 한반도와 일본열도 사이에

위치하며, 대륙붕 및 대륙사면을 포함하는 대륙주변부

이다. 서쪽에는 우수향 주향이동성 기반암 단층애

(basement escarpment)가 발달하며 북부에는 고래 구

조와 융기 및 단층대의 변형대가 위치한다(Fig. 1). 심

해시추(ODP Legs 127/128) 결과에 따르면, 동해의

열림은 전기 올리고세에 일본분지의 북동부 지각이 얇

Fig. 1. Structural map from the south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modified from Yoon,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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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지면서 시작되었고(Tamaki et al., 1992), 울릉분지는

후기 올리고세에서 초기 마이오세 동안 울릉분지 서쪽

에 위치한 전단대를 따라 우수향 주향이동이 일어나면

서 인리형 분지확장이 진행되었다(Lee et al., 2009).

그 결과, 울릉분지의 중심부에는 이암, 화산쇄설암 및

저탁류 사암 등의 심해퇴적물의 퇴적이 광범위하게 이

루어졌고 주변부에는 육성 또는 연안성 퇴적물이 퇴적

되었다(Inoue, 1982). 초기 마이오세에서 중기 마이오

세까지는 인장력(extension)에 의한 동해 열림작용이

왕성하게 되면서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 집중적으로 퇴

적물이 쌓이며 8~10 km의 두께로 발달하고 있다

(Choi, 1998; Park, 1998; Shin, 2000). 초기 마이오

세의 퇴적층은 분지형성과 함께 연안환경에서 퇴적되

었으며(Chough, 1983) 중기 마이오세에 들어 대륙붕-

대륙사면의 퇴적층을 형성하면서 분지방향으로 전진퇴

적이 계속되었다. 중기 마이오세 말경에는 필리핀해판

의 이즈-보닌 아크(Izu-Bonin Arc)와 유라시아판의 충

돌이 일어나 난카이 해구(Nankai Trough)에 있는 섭

입대가 내륙으로 후퇴되면서 횡압력이 울릉분지에 작

용하기 시작했다(Chough and Barg, 1987). 이로 인해

중기 마이오세 중기(13.8 Ma)에서 후기 마이오세 초기

(10.5 Ma)까지 횡압력에 의해 울릉분지 남동부 대륙붕

지역에 영향을 미치면서 퇴적층의 융기와 함께 충상단

층(thrust fault) 및 정단층 등의 심한 지층변형이 일어

나는 반면 연구지역인 울릉분지 남서주변부는 구조적

변형을 비교적 약하게 받았다(Yoon et al., 1997b;

Choi, 1998). 이러한 퇴적층 변형 정도에 따라 남동부의

돌고래 변형대(Dolgorae Deformed Belt)와 북서부의

비변형대로 구분되었다(Yoon et al., 1997; Shin, 2000;

Shinn et al., 2012). 후기 마이오세(8.2~6.3 Ma)에는

주로 연안 및 대륙붕 환경이 우세한 퇴적층이 형성되

었으며(KIER, 1982; Yoon, 1994), 횡압력에 의한 영

향을 받아 융기 및 침식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나면서

울릉분지 북부 내지 북서부로 후기 마이오세 이전 퇴

적물을 하도(channel) 및 침식수로를 통해 거의 대부분

재퇴적시켰다(Park, 1990). 후기 마이오세에서 플라이

오세 기간에는 장력의 영향하에 놓였고 플라이오세 이

후 제4기까지 울릉분지 방향에서 작용된 횡압력에 의

해 습곡작용을 받기 시작하여 경사가 완만한 소규모의

배사구조가 발달한다(KIER, 1982; Park, 1992; Shin

et al., 1997).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울릉분지는 전역에

걸쳐 광범위한 퇴적작용이 이루어 졌으며, 주로 연안

및 하성 퇴적층이 형성되었다(KIER, 1982).

3. 탐사자료 취득 및 처리

본 연구에서는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서 취득된 약

1,200 L-km의 심부 탄성파 반사법 탐사자료를 사용하

였다. 정밀한 지질구조 분석을 위해 종방향(In-line)

18 km, 횡방향(Cross-line) 15.5 km의 탐사지역을 250 m

측선간격으로 탐사하였으며 자료취득은 한국지질자원

연구원과 한국석유공사에서 탐해 2호를 이용하여 2012

년 취득하였다. 탄성파 반사법 탐사의 음원은 Bolt사의

에어건(air gun)으로 2,289 in3 용량을 사용하였고 발

파간격(shot interval)은 25 m, 자료추출 간격은 1 ms,

기록시간은 7초이며 수진기 간격(group interval)은

12.5 m, 수진기 수(number of group)는 240 채널인

3,000 m 길이의 스트리머로 예인하면서 자료를 취득하

였다(Table 1). 취득된 탄성파 자료는 침식수로에 대한

공간적 해석을 위해서 Landmark사의 Promax 3DR의

탄성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3차원 볼륨을

제작하였다(Kang et al., 2013). 기본 자료처리 순서로

음원 및 수진기 위치와 항측자료를 일치시키는 공정을

수행하였으며 지질구조를 왜곡시키는 다중반사파를 제

거하였다. 특히, 해양 탄성파 탐사시 다중반사파는 공

기 및 물과 해저면간의 반사계수가 크기 때문에 진폭

이 큰 이벤트가 연속해서 여러 번 짧은 시간 간격으로

나타나는데, 이를 제거하기 위해 Promax 3DR에서 제공

하는 다중반사파 제거 기법인 WEMR(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과정과 레이던 필터(radon filter)를

적용하여 이를 제거하였다. 탄성파 자료 취득 시, 자료

취득 방향에 따라 인공잡음인 탄성파 자료 취득자국

(acquisition footprint)이 흔히 나타나는데 내삽(inter-

polation) 및 외삽(extrapolation)을 통한 공심점 중합수

(CDP fold) 평준화, 중앙값 필터, 방위각 필터 등을

Table 1. Seismic acquisition parameters in the study area

Seismic acquisition parameters

Survey Vessel

Source

Source type

Shot interval

Sampling interval

Recording length

Group interval

Number of Group

Streamer length

Survey Azimuth

Tamhae II

2,289 in3 air gun

array

25 m

1 ms

7 s

12.5 m

240

3,000 m

60o/240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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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이와 같은 탄성파 취득자국을 최소화 하였다.

중합된 탄성파 자료는 시간 영역에서 참반사 보정

(migration)을 실시하여 실제 지질구조와의 차이를 보

정하였으며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및 층서해석에 이용

하였다.

4. 심부 탄성파 자료 해석

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의 층서해석은 큰 주기의

해수면 변화(Haq et al., 1987)와 함께 퇴적작용에 의

해 형성된 탄성파 반사면의 형태 및 절단면을 인지하

여 탄성파 층서를 구분하는 해석방법을 이용하였다

(Mitchum et al., 1977). 취득된 심부 탄성파 측선에

서 관찰된 주요 반사면을 층서 및 연대 분석이 완료된

기존의 연구결과(Lee et al., 2011)와 상호 대비하였고

(Table 2), 하부의 기반암부터 후기 마이오세 최후기

(5.5 Ma)까지 9개의 부정합면에 의해 분리되는 10개의

퇴적단위 U1~U10으로 구분하였다(Fig. 2). 그리고 정

확한 퇴적층 경계면 인지 및 층서해석을 위해 2004년

한국석유공사에 의해 시추된 고래 IX-1공(총 심도 약

1,730 m)의 시간-심도 관계(time-depth relation) 자료

를 이용하여 탄성파 반사면과 대비하였다.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의 대비 결과, 연구지역 침식수로가 속한

구간이 주로 포함되어 내부 충전퇴적물의 암상과 비교

적 정확히 대비되는 탄성파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탄성

파 및 시추공 자료분석은 Schlumberger사의 PetrelR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다. 광역적인 부정합면에 의하여

구분되는 퇴적층은 메가시퀀스(megasequence)로서 분

지가 형성되는 동안 지구조적인 변화의 각 단계에서

퇴적된 것으로 연구지역에서는 중기 마이오세 초기

Table 2. Stratigraphic correlation i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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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5 Ma), 후기 마이오세 초기(10.5 Ma) 그리고 후기

마이오세 후기(6.3 Ma)가 생층서 분석을 통해 지질시

대와 대비된 광역적인 부정합면으로 보고되었다

(MicroStrat, 1993). 울릉분지 남서주변부 대륙붕 지역

의 퇴적층은 이 광역부정합면 MB1~MB3에 의해 열

개동시성 퇴적층군(syn-rift megasequence), 후열개 퇴

적층군(post-rift megasequence), 횡압력 동시성 퇴적

층군(syn-compressional megasequence), 후횡압력 퇴

적층군(post-compressional megasequence)으로 구분

되며(Shin, 2000; Shinn et al., 2012) 분지 진화과정

을 반영한다(Fig. 2). 

4.1. 광역부정합면(MB1~MB3)

광역부정합면 MB1은 퇴적단위 U3의 침식면에 의해

인지되며 남서-북동 방향으로 왕복주시 약 3~4초의 경

사를 보이며 대륙붕과 대륙사면을 포함하는 대륙붕단

으로 해석된다(Figs. 2, 3a). 광역부정합면 MB2는 남

동부에서 소규모의 침식과 충전(cut and fill)에 의한

구조가 나타나며, 윗걸침(onlap) 반사면이 관측된다. 광

역부정합면 MB2는 남서-북동 방향으로 가면서 왕복주

시 약 2~3초로 경사져 대륙붕단의 상부에서 전진퇴적

양상을 보이고 있다(Figs. 2, 3b). 광역부정합면 MB3

은 광역적인 침식수로가 나타나고 다른 광역부정합면

과 동일하게 남서-북동 방향으로 왕복주시 약 1.5~2초

로 경사져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연구지역의 북

동부에는 울릉분지 대륙사면의 경사를 따라 소규모의

정단층대가 관측된다(Fig. 3c). 

4.2. 음향 기반암

연구지역의 음향 기반암은 백악기 및 고제3기의 화

산암으로 해저면 하부 최대 10 km 까지 발달하며 육

지방향에서는 대체로 탄성파 반사면의 형태가 거의 없

는 음향적으로 균질한 특성으로 관측되지만 분지 방향

으로 가면서 상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불명확해져 관측

이 어려운 것으로 알려져 있다(Shin, 2000). 울릉분지

대륙주변부에 위치한 연구지역에서도 퇴적층후가 두껍

고 미세한 단층들이 많아서 상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불명확하며 음향 기반암의 인지가 어렵다(Fig. 2). 

4.3. 열개동시성 퇴적층군(MS1) : U1~3

연구지역 내 최하부에 위치하는 열개동시성 퇴적층

군(MS1)의 퇴적단위 U1은 중-저 진폭, 저주파수이며

수평 연속성이 불량한 캐오틱(chaotic) 음향특성을 보

이며 남서방향에서 분지쪽의 북동방향으로 경사져 발

달한다(Fig. 2). 퇴적단위 U2는 중-저 진폭, 저주파수로

연속성이 비교적 양호한 반사면을 보이는데, 이는 밀

Fig. 2. Interpreted seismic section crossing Gorae IX-1 exploration well in the south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asin.

See Fig. 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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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가 높은 고기 퇴적층일 것으로 사료된다(Fig. 2). 퇴

적단위 U3은 중기 마이오세 초(15.5 Ma)의 광역부정

합 하부에 삭박하는 층으로 대체로 중-저 진폭, 저주파

수이며 연속성이 불량하며, 침식면(truncation)의 반사

면이 인지되고 일부 반사파는 강한 진폭을 보인다

(Fig. 2). 열개동시성 퇴적층군(MS1)은 미세한 단층들이

발달하여 복잡한 구조를 보이고 후기 마이오세 초기

(10.5 Ma) 부정합 하부까지 연장성을 보이는데(Fig. 4),

이는 기존 보고된 연구결과에 의하면 북동부의 울릉분

지 대륙사면 기저부에서 관찰되는 서쪽 및 남동방향의

신장운동의 결과인 정단층에 의해 미세한 단층들이 연

장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Kim et al., 2007).

4.4. 후열개 퇴적층군(MS2) : U4~6

후열개 퇴적층군(MS2)은 중기 마이오세 동안 분지

가 확장되며 다량의 퇴적물 유입에 의해 형성된 층으

로 주로 북동방향의 전진퇴적 양상을 보이며, 반사면

의 진폭 및 연속성이 불량하고 대륙붕 지역에서는 평

행한 반사면 특성을 보인다(Fig. 2). 이 퇴적층군은 전

체적으로 퇴적되면서 전진퇴적률이 줄어들었고 수직누

적률은 증가하여 고해안선의 경로가 위로 오목

(concave-up)하게 형성되었는데, 이는 저해수면기의 정

상적 해퇴(lowstand normal regression)로 수직누적과

함께 기준 해수면의 상승이 점차 증가 될 때 나타나는

전진구축-수직누적형(progradation-aggradation)의 퇴적

양상이다(Fig. 2). 퇴적단위 U4는 전체적으로 연속성이

불량하고 저진폭의 음향특성을 보이는 반면 삼각주 전

면(delta front)의 반사면은 고진폭 및 연속성이 양호하

다(Fig. 2). 퇴적단위 U5는 퇴적단위 하부 U4의 침식

면에 의해 인지되며 전진퇴적 양상이 연장됨을 보이고

(Fig. 2), 퇴적물의 공급방향은 계속해서 북동방향을 나

타낸다. 퇴적단위 U5의 탄성파 반사면은 대륙붕 지역

에서 고진폭 및 수평 연속성이 양호하게 나타나며 사

면부로 가면서 저진폭 및 불량한 연속성을 보인다

(Fig. 2). 퇴적단위 U6은 광역부정합면 MB2의 하부에

위치하고 대륙붕단의 전진퇴적 양상이 연장되며 고진

폭 및 수평 연속성이 양호한 윗걸침 반사면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Fig. 2). 

4.5.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 : U7~8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은 중기 마이오세 말

경의 보닌 아크와 유라시아판의 충돌로 발생한 횡압력

에 의해 분지 변형 및 폐쇄 구조 운동이 최대 변형작

용에 이르게 되었다. 연구지역의 북동부에는 북서-남동

Fig. 3. Time structure maps of (a) MB1(15.5 Ma), (b)

MB2(10.5 Ma), (c) MB3(6.3 Ma). Contour interval is

100 ms in two-way travel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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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정단층 및 재활성 단층대가 발달하는데(Fig. 4)

이는 기존에 보고되었던 울릉분지 대륙사면의 기저부

에 작용한 서쪽 및 남동방향의 인장력에 의한 정단층

(Kim et al., 2007)으로, 이후 후기 마이오세의 횡압력

이 작용하여 정단층이 재활성 된것으로 해석된다. 연

구지역의 대륙사면을 따라 발달하는 이 단층대는 퇴적

단위 후횡압력 퇴적층군(MS4) 까지 연장되며 탄화수

소의 이동통로 및 집적구조 역할을 하였을 것으로 사

료된다(Fig. 4). 퇴적단위 U7의 탄성파 반사면은 고진

폭, 중-고 주파수의 연속성이 양호한 반사면과 다양한

진폭과 연속성이 불량한 반사면이 함께 나타나며 전이

지역(해성-비해성)으로 해석된다(Fig. 2). 후기 마이오세

중기(8.2 Ma)의 부정합면에 의해 삭박된 퇴적단위 U7

의 상부에서는 침식과 충전에 의한 구조가 나타나며,

충전된 퇴적층의 탄성파상은 투명한 특성을 나타낸다

(Fig. 2). 퇴적단위 U8은 고진폭, 고주파수의 반사파

특성과 함께 매우 양호한 연속성을 보이며, U7과 동일

하게 다양한 진폭과 연속성이 불량한 반사면이 함께

나타난다. 상기 반사면의 특성은 주로 대륙붕 지역의

연안환경에 퇴적된 조립질 퇴적물을 지시하여(Sangree

and Widmier, 1978),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의

퇴적단위 U8은 탄화수소의 집적이 가능한 저류층으로

판단된다. 퇴적단위 U8의 상부에는 광역부정합면의 침

식수로가 인지되며 퇴적단위 U8을 삭박하여 형성된 소

규모 배사구조가 관측된다(Fig. 2).

4.6. 후횡압력 퇴적층군(MS4) : U9~10

후횡압력 퇴적층군(MS4)은 후기 마이오세 후기

(6.3 Ma)에서 제4기에 걸쳐 형성되었으며, 횡압력 동시

성 퇴적층군(MS3)에서 관측되었던 정단층 및 재활성

단층대가 연장되어 나타난다(Fig. 4). 상부층으로 가면

서 주로 연안환경에서 퇴적작용이 진행되어 주기적으

로 반복된 해수면의 상승-하강에 따른 고진폭, 고주파

수의 연속성이 양호한 수평층리(well-stratified) 음향상

이 우세하다(Fig. 2). 퇴적단위 U9 하부의 침식수로 내

부에는 투명한 상과 아래걸침(downlap) 반사면이 광역

적으로 충전됨을 보인다(Table 3; Fig. 2). 투명한 상

의 아래걸침 반사면은 침식수로 내부에 중력류의 영향

을 받아 퇴적이 진행된 것으로 사료되며 대륙붕 지역

이기 때문에, 주로 세립질 퇴적물이 충전되었을 가능

성이 높다. 따라서 하부 퇴적단위 U8에 대한 덮개암

역할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된다. 퇴적단위 U9와 U10

을 구분하는 후기 마이오세 최후기(5.5 Ma) 부정합은

연구지역의 북동부에서 후기 마이오세 후기(6.3 Ma)의

침식수로와 유사하게 퇴적층을 삭박하며 나타나지만 남

부에서는 침식면이 관측되지 않는다(Fig. 5). 

Fig. 4. Interpreted seismic section showing normal faults along the south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asin. See Fig. 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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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침식수로 내부 탄성파상 분석

연구지역 내 후횡압력 퇴적층군(MS4)에 분포하는 후

기 마이오세 후기(6.3 Ma) 침식수로의 탄성파상을 분

석하고 반사면의 연속성, 진폭, 주파수 등의 요소를 기

술하였다(Table 3). 탄성파상 SF-A는 연구지역의 남동

부에 위치하며 종방향 탐사측선에 해당되며, 분지방향

으로 향하는 아래걸침 반사면과 함께 연속성이 양호하

고 저진폭 및 중-저 주파수의 투명한 상으로 채워져

있다(Table 3). 탄성파상 SF-B는 연구지역 남서부의

횡방향 탐사측선에 해당되며, 투명한 상의 중-저 진폭

및 주파수를 보인다. 횡방향의 탄성파상 SF-B는 거의

수평 층리의 형태로 관측되며 부분적으로 비교적 강한

진폭의 반사면을 포함하고 있다(Table 3). 탄성파상

SF-C는 연구지역 북동부에 위치하며 분지로 이어지는

대륙사면에 인접하여 아래걸침 반사면이 급격한 경사

도 보인다. 주로 투명한 상의 저진폭 및 중-고 주파수

를 나타내며 다른 종방향의 탄성파상과 거의 유사한

형태를 나타내지만 층리의 발달이 약하거나 중간 정도

를 보인다(Table 3). 앞서 관측된 투명한 탄성파상은

연구지역과 같은 대륙붕 환경에서 퇴적된 균질한 암상

을 보이는 세립질 퇴적물의 대표적인 탄성파상으로 제시

된 바 있으며(Posamentier and Kollar, 2003; Madof

et al., 2009) 아래걸침 반사면은 일반적으로 고해수면

기에 형성되고 퇴적률이 수용공간을 초과하면서 나타

나며 하부의 최대해침면(Maximum Flooding Surface)을

지시한다(Galloway, 1989; Schlager, 1991; Galloway,

2004). 따라서, 침식수로 내부에서는 아래걸침 반사면

에 의해 최대해침면이 인지되고(Fig. 5), 투명한 상의

침식수로 내부 퇴적체가 약 0.2~0.4초의 층후로 광역

적인 분포를 보여(Table 3; Fig. 6) 퇴적단위 U8의 저

류층을 밀폐하는 덮개암 역할이 가능하다. 

Table 3. Seismic facies of submarine canyon fill in the study area. See Fig. 3 for location

SF Seismic Facies Description

SF-A

SF-B

SF-C

Fig. 5. (a) Uninterpreted and (b) interpreted seismic profiles

crossing 6.3 Ma submarine canyon in southwestern margin

of the Ulleung Basin. MFS; Maximum Flooding Surface,

HST; Highstand Systems Tract, TST; Transgressive Systems

Tract, LST; Lowstand Systems Tract. See Fig. 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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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트랩 구조 분석

트랩 구조는 대표적으로 구조(structural trap) 및 층

서트랩 그리고 복합트랩(combination trap)으로 분류된

다. 구조트랩은 배사구조와 단층 등에 의해 형성되며

본 연구에서 다뤄지는 층서트랩에는 부정합, 침식수로,

사주(sandbar), 핀치아웃(pinchout) 등이 속하며 구조

및 층서트랩의 합쳐진 형태로 복합트랩 또한 존재한다

(Selley and Sonnenberg, 2014). 연구지역에서는 후횡

압력 퇴적층군(MS4)의 침식수로가 덮개암으로 작용하

여 하부에 저류층이 존재한다면 층서트랩을 형성할 가

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측된다.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및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침식수로의 방향 및 분

포, 내부 충전퇴적물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여 덮개암

의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후횡압력 퇴적층군(MS4)의

침식수로는 주로 후기 마이오세 후기(6.3 Ma)에 나타

나며, 연구지역 내 남서-북동 방향으로 발달한다

(Fig. 3c). 이 침식수로의 폭은 약 1~5 km로 넓어지고

심도는 깊어지는데, 일반적으로 분지와 인접한 경사를

보이는 사면에서 형성되는 침식수로는 해저협곡

(submarine canyon)으로 알려져 있으며 침식수로 내부

퇴적물의 공급은 경사가 급해지는 방향으로 진행된다

(Fig. 3c). 침식수로의 내부 퇴적은 주로 경사가 있는

사면으로부터 중력류(gravity flow)에 의해 퇴적되며 이

류(mudflows), 저탁류(turbidity currents) 등이 주로

나타난다(Catuneanu, 2006).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침식

수로의 탄성파 자료 해석 결과, 침식수로 내부에서 저

해수면기 퇴적체가 관측되는데 중력류에 의해 이동되

던 퇴적체 중 비교적 무거운 조립질 퇴적체가 잔류하

여 나타나는 것으로 사료된다(Fig. 5). 고해수면기에는

대륙붕 환경의 세립질 퇴적물이 투명한 상과 아래걸침

반사면을 보이며 저해수면기 퇴적체를 피복하는데

(Table 3; Fig. 5), 이 세립질 퇴적물은 일반적으로 중

력류에 의해 발생한 슬럼프의 영향을 받는 것으로 알

려져 있다(Catuneanu, 2006; Juhász et al., 2013).

국내에서 발견된 동해-1 가스전 역시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로와 연계되어 형성된 층서트랩으로 가

스 생산에 성공한 지역이다. 이 동해-1 가스전과 인접

한 연구지역에서도 침식수로 내부의 조립질 퇴적체를

대상으로 고래 IX-1이 시추되었지만 작은 규모 및 낮

은 경제성으로 가스 발견에 실패하였다. 시추공 자료

대비결과에서도 침식수로 내부 저수위 퇴적계 연합체

(Lowstand Systems Tract)의 조립질 퇴적체에서는 자

연감마선 검층치가 낮고 주로 저탁류로 대표되는 불규

칙한 원통형(cylindrical) 형태를 지시하며(Shanmugam,

2000) 상부로 가면서 상향 세립화(fining-upward) 경향

을 보인다. 공극률은 약 35~40%로 양호하며 우세한

사암층이 지시된다(Fig. 7). 전기비저항 검층에서는

LLD(deep laterolog)가 LLS(shallow laterolog)보다

높게 나타나고 밀도 및 중성자 검층 대비 결과에서는

검층 곡선들이 역전을 보이는데, 이는 일반적으로 가

스 징후를 지시한다(Hilchie, 1978; Li and Zhao,

2014). 하지만 침식수로 내부의 조립질 퇴적체는 규모

가 작고 분포를 예측하기 어려워 생산하기에는 적합하

지 않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고래 IX-1 공의 가스

발견 실패 원인으로 분석된다(Fig. 5). 침식수로 내부를

거의 대부분 채우고 있는 해침/고수위 퇴적계 연합체

(Transgression/Highstand Systems Tract)에서는 비교

적 높은 자연감마선 검층치의 두꺼운 세립질 퇴적물을

지시하였고 상부로 가면서 상향 조립화(coarsening-

upward) 경향을 보인다. 이 구간의 공극률은 약 20 %

의 불투수성 암상으로 저류층의 덮개암 역할이 가능하

다(Fig. 7). 연구지역의 고래 IX-1 시추공에서 북동방향

으로 약 11 km 떨어진 대륙사면부의 침식수로 하부에

서는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의 조립질 퇴적층

이 분포한다. 이 조립질 퇴적층은 소규모 배사구조의

형태로 발견되었으며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

로에 의해 주변의 탄성파 반사면 형태와는 다른 수평

으로 발달한 탄성파 반사면이 관측된다(Fig. 8). 이 평

Fig. 6. Isochron map of the seismic sequence U9 showing

the two way travel(TWT) time thickness in the study area.

White arrows; progradation in basinward, Black dash

lines; cut and fill, SCF; Submarine Canyon Fi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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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한 반사면은 저류층 내에 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경

우 주변의 지층구조와 상관없이 상하부의 음향 임피던

스 차이에 의한 평행한 양(positive)의 반사면을 나타내

는 flat-spot 탄성파 이상대로 사료된다. 평탄한 반사면

은 주로 물과 가스의 접촉부를 나타내며 거의 평탄하

게 나타나지만 일부는 경사가 기울어서 나타나기도 한

다. 경사가 기우는 원인에는 유체 흐름(hydrodynamic

flow), 퇴적상의 변화 등에 의해 나타나 유의해야 한다

(Selley and Sonnenberg, 2014). 평탄한 flat-spot 탄성

파 이상대가 발달하는 연구지역의 트랩 구조는 주로 후

기 마이오세 중(8.2 Ma)에서 후기 마이오세 말(5.5 Ma)

동안 대륙붕 환경에서 퇴적된 사암층과 이를 삭박한 세

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로가 교호하면서 형성된

Fig. 7. Well-log analysis for 6.3 Ma submarine canyon fill. LLD; Deep Laterolog, LLS; Shallow Laterolog, MSFL; Micro-

Spherically Focused Log.

Fig. 8. Interpreted seismic section showing a flat-spot

anomaly at MS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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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서트랩으로 사료된다. 그러나 flat-spot 탄성파 이상

대와 같은 탄화수소 직접 지시체(DHI`s; Direct

Hydrocarbon Indicators)가 항상 탄화수소의 부존을

지시하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분석을 위

해서는 AVO 및 주파수, 진폭 등의 탄성파 속성

(seismic attributes) 분석과 같은 추가적인 연구도 요

구된다.

7. 결 론

동해 울릉분지 남서주변부에서 세립질 퇴적물로 충

전된 침식수로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트랩 구조에 대해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탄화수소 트랩 구

조를 분석하였다. 전체적인 층서는 4개의 메가시퀀스

열개동시성 퇴적층군(MS1), 후열개 퇴적층군(MS2), 횡

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 후횡압력 퇴적층군(MS4)

으로 구분된다. 열개동시성 퇴적층군(MS1)은 중기 마

이오세 이전에 분지형성과 동시에 퇴적된 연안 및 삼

각주 환경으로 해석되며 후열개 퇴적층군(MS2)은 중

기 마이오세 동안 다량의 퇴적물 유입에 의해 전진퇴

적 양상이 나타나는 삼각주 환경이다.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은 후기 마이오세에 들어 횡압력에 의

한 영향을 받았으며 주로 연안 및 삼각주 환경의 조립

질 퇴적층이 분포하며 저류층으로 적합하다. 후횡압력

퇴적층군(MS4)은 후기 마이오세 후기(6.3 Ma)에서 제

4기에 걸쳐 연안환경에서 퇴적되었으며 하부의 횡압력

동시성 퇴적층군(MS3)을 광역적으로 삭박하는 침식수

로가 관측된다. 침식수로 내부의 충전퇴적물 분석 결

과, 투명한 탄성파상과 아래걸침 반사면이 광역적으로

퇴적되었으며, 물리검층 대비 결과에서도 높은 감마선

검층치의 세립질 퇴적물을 지시하여 덮개암의 역할이

가능하다. 연안 및 삼각주 환경의 횡압력 동시성 퇴적

층군(MS3) 퇴적층에서 상부의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

된 침식수로에 의해 측방으로 밀폐된 트랩 구조를 확

인하였으며 탄화수소의 부존을 지시하는 flat-spot 탄성

파 이상대가 관측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트랩 구조

는 세립질 퇴적물로 충전된 침식수로가 연안 및 삼각

주 환경의 저류층을 밀폐하여 형성되는 층서트랩일 가

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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