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146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ISSN 1229-1064 (Print)

Vol. 20 No. 3, 2017, p. 146~162 https://doi.org/10.7582/GGE.2017.20.3.146 ISSN 2384-051X (Online)

동해 울릉분지 북서해역에 분포하는 해저협곡의 탄성파 층서와 발달사

김지현1
·강년건2

·이보연2
·박용준2

·유동근1,2
*

1과학기술연합대학원대학교 석유자원공학과
2한국지질자원연구원 석유해저연구본부

Seismic Stratigraphy and Evolutionary History of Submarine Canyon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Ji Hyun Kim1, Nyeon Keon Kang2, Bo Yeon Yi2, Yong Joon Park2, and Dong Geun Yoo1,2
*

1Department of Petroleum Resources Technology, Korea University of Science and Technology (UST), 

Daejeon 305-350, Korea
2Petroleum and Marine Divisio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aejeon 305-350, Korea 

요 약: 동해 울릉분지 북서해역에 위치한 해저협곡의 층서 및 발달사를 연구하기 위해 다중빔 및 탄성파 자료를 분석하

였다. 탄성파 자료 해석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퇴적층은 침식 부정합면에 의해 분리되는 4개의 층서단위로 구분된다. 대

륙사면에 발달한 퇴적층은 사면붕락을 포함하는 평행층리 음향상이 우세한 반면, 분지로 향하면서 평행층리 음향상과 캐

오틱 음향상을 보이는 퇴적층이 분포한다. 전반적으로 사면에서는 얇은 층후를 보이며, 사면기저부와 분지 평원에서는 두

꺼운 층후로 발달한다. 탄성파 특징과 분포에 의하면 각 층서단위의 퇴적은 해저협곡의 발달사와 잘 대비된다. 음향기반

암 상부에 위치하는 층서단위 1은 사면에서는 얇은 층후로 발달하며 분지로 향하면서 층후는 점차 증가한다. 층서단위 2

는 다른 층서단위에 비해 사면에서 두꺼운 층후를 보이며 단층과 관련된 사면붕락이 발생한다. 사면붕락에 의해 유발된

질량류 퇴적체는 사면기저부에 주로 퇴적되며, 이 퇴적체는 심해 선상지로 해석된다. 퇴적물의 퇴적보다는 침식작용이 우

세하여 협곡의 폭과 깊이는 증가한다. 층서단위 3은 해저협곡 주변부의 사면에서 얇은 층후를 보이며, 분지로 향하면서

퇴적두께는 점차 증가한다. 층서단위 4는 사면에서 슬라이드/슬럼프를 포함하는 얇은 층후를 보이며, 사면기저부에는 두

꺼운 층후로 퇴적되는 심해 선상지가 발달한다. 해저협곡 주변부에서의 사면붕락과 우세한 침식작용에 의해 해저협곡의

폭과 깊이는 증가한다. 결과적으로 연구지역의 해저협곡과 연계된 층서단위의 형성은 사면붕락에 의한 퇴적물 공급량, 광

역적인 구조운동, 해수면 변동에 의해 크게 조절되었다. 

주요어: 울릉분지 북서해역, 해저협곡, 사면붕락, 해수면 변동

Abstract: Multibeam and seismic data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were analyzed to study stratigraphy

and evolutionary history of submarine canyon. A detailed analysis reveals that the sedimentary sequences in this area

consist of four stratigraphic units separated by erosional unconformities. On the continental slope, these units are

dominated by well-stratified facies with some slope failures, whereas these units show well-stratified and chaotic facies

toward the basin floor. Generally, the sediment thickness is relatively thin on the slope, whereas thick sediment

accumulation occurs on the base of slope and basin floor. Based on seismic characteristics and distribution, the deposition

of each units are well correlated with the evolutionary history of the submarine canyon. Unit 1 directly overlying the

acoustic basement has thin sediment layer on the slope, whereas its thickness gradually increase toward the basin floor.

Compared to other units, Unit 2 is relatively thick accumulations on the slope and contains some slope failures related

to faults systems. The mass transport sediments due to slope failures, mainly deposited on the base of slope as a

submarine fan. The width and depth of submarine

canyon increase due to dominant of the erosional

process rather than the sediment deposition. Unit 3 is

thin accumulation on the slope around the submarine

canyon. Toward the basin floor, its thickness gradually

increases. Unit 4 is characterized by thin layers

including slides and slumps on the slope, whereas it

formed thick accumulations at the base of slope as a

submarine fan. The increase in the width and depth of

submarine canyon results from the dominant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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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rosional process and slope failures around the submarine canyon. Consequently, the formation of sedimentary units

combined with the development of submarine canyon in this area is largely controlled by the amounts of sediment supply

originated from slope failures, regional tectonic effects and sea-level fluctuations.

Keywords: northwestern Ulleung Basin, submarine canyon, slope failure, sea level fluctuations

서 론

전 세계 대륙주변부에서 흔히 관찰되는 해저협곡(submarine

canyon)은 대륙사면을 가로질러 심해저 평원까지 연결되어 나

타나는 U자 혹은 V자형의 골짜기로(Shepard, 1981; Pratson et

al., 2007), 대륙붕에서 심해저 평원까지 중력류에 의해 다량의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통로이다(Shepard, 1981). 해저협곡은 퇴

적물 공급이 많은 지역(Gong et al., 2011; He et al., 2013)이

나 능동형 대륙주변부에서 대규모로 발달한다(Mountjoy et

al., 2009; Iacono et al., 2011; Ratzov et al., 2012). 해저협곡

의 형성과 발달은 지형 및 지질학적 조건에 따라 복합적인 요

인에 의해 형성되고 진화하며, 대부분 수십만 년 이상 침식과

퇴적을 반복하며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pard, 1981;

Harris and Whiteway, 2011). 

해저협곡을 대상으로 한 연구는 형성기원과 발달 과정을 규

명하고자하는 퇴적학적 분야에서 많이 수행되었다(Twichell

and Roberts, 1982; Farre et al., 1983; Pratson et al., 1994;

Pratson and Coakley, 1996; Straub and Mohrig, 2009; Jobe et

al., 2011; Iacono et al., 2014; Almeida et al., 2015). 해저협

곡은 발달 위치 및 형태학적 특징에 따라 대륙붕 만입 협곡

(shelf-indenting canyon)과 사면 한정 협곡(slope-confined

canyon)으로 구분된다(Twichell and Roberts, 1982; Farre et

al., 1983; Pratson et al., 1994; Pratson and Coakley, 1996;

Pratson et al., 2007; Iacono et al., 2014). 대륙붕 만입 협곡은

대륙붕에서부터 대륙붕단을 가로지르며 발달하고 저해수면 시

기에 대륙붕 지역에 퇴적된 사질 퇴적물이 중력류에 의해 이

동하여 발달하거나(Popescu et al., 2004), 하성 시스템과 연계

되어 형성된다(Vail, 1987; Posamentier and Vail, 1988). 이러

한 협곡은 육상으로부터 공급된 다량의 사질 퇴적물이 이동하

면서 발생하는 침식작용이 우세한 환경에서 발달하고 퇴적물

공급이 많거나 지구조 운동이 활발한 대륙주변부에서 주로 관

찰된다(Harris and Whiteway, 2011). 이 협곡은 형태학적으로

경사가 완만하고 총 길이가 길며, 중심축은 사행하는 특징을

가진다(Harris and Whiteway, 2011; Iacono et al., 2014). 사면

한정 협곡은 대륙사면에 한정되어 발달하는 해저협곡으로 사

면붕락의 후퇴작용(retrogressive slope failure)에 의해 주로 형

성된다(Twichell and Roberts, 1982; Farre et al., 1983; Pratson

and Coakley, 1996). 이러한 협곡은 대륙붕으로부터 이동되는

육성기원 퇴적물의 공급이 적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내부는 질량류 퇴적체(mass transport deposits)

또는 반원양성 퇴적물과 같은 이질 퇴적물이 주로 퇴적된다(Li

et al., 2015; Zhou et al., 2015). 이 협곡의 발달은 하부 지형

및 지구조 운동에 의해 조절된다고 알려져 있다. 사면 한정 협

곡은 수동형 및 능동형의 모든 대륙주변부의 대륙사면에서 관

찰되며(Harris and Whiteway, 2011), 형태학적 특징은 경사가

가파르며, 총 길이가 짧고 중심축은 직선 형태이다(Harris and

Whiteway, 2011; Rise et al., 2013; Iacono et al., 2014). 

울릉분지에서는 해저협곡의 발달과 관련하여 남서대륙주변

부에서 일부 연구되었으며(Park et al., 2015), 해저협곡의 형성

과 발달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하다. 울릉분지 대륙주변부에

서는 협곡의 형성 원인 중 하나인 사면붕락과 질량류 퇴적작

용에 대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Lee et al., 1991; Lee et

al., 1996; Chough et al., 1997; Lee and Suk, 1998; Lee et al.,

1999; Lee et al., 2014; Cukur et al., 2016). Lee et al. (2014)

는 울릉분지 대륙주변부에 발달하는 사면붕락의 형태를 연구

하였다. 이 연구에 의하면 서쪽 대륙주변부에는 다수의 소규모

침식수로(gully)가 관찰되고, 연구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대규

모의 침식수로의 하부에는 심해선상지(deep-sea fan)가 발달한

다고 보고된 바 있다. Cukur et al. (2016)는 사면 안정성 분석

을 통해 울릉분지 서쪽사면의 사면붕락을 유발하는 요인은 해

수면 하강에 의한 퇴적층 내에 발생하는 과잉 공극압 조건과

지진활동이라고 제시하였다. 기존에 수행된 연구들은 현생퇴

적물을 대상으로 제한되어 연구가 수행되었고, 해저협곡과 질

량류 퇴적과정의 연계성은 부족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2차원 탄성파 및 다중빔 자료를 활용

하여 울릉분지 북서해역에서 발달한 현생 해저협곡의 형태를

알아보고 협곡 주변부의 탄성파 층서와 고기에 발달한 협곡의

형태 분석을 실시하여 협곡의 층서와 발달사에 대해 밝히고자

한다.

연구지역

동해는 동아시아 대륙과 일본 열도(Japan Arc) 사이에 위치

한 반 폐쇄성 주변해 (semi-enclosed marginal sea)로 심부 퇴

적분지인 울릉분지(Ulleung Basin), 일본분지(Japan Basin), 야

마토 분지(Yamato Basin)로 구성되며, 이들은 지형학적 고지

대인 한국대지(Korea Plateau), 오키 뱅크(Oki Bank), 야마토

해령(Yamato Ridge)에 의해서 분리된다.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오목한 형태의 퇴적분지로 북쪽으로는 한

국대지와 서쪽과 남쪽으로는 각각 오키 뱅크와 일본 열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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둘러싸여 있다(Fig. 1(A); Yoon and Chough, 1995; Lee and

Suk, 1998; Chough et al., 2000).

연구지역은 울릉분지 서쪽 대륙주변부로 해안선과 평행하게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며 남쪽 대륙주변부에 비해 좁은 대륙붕

(< 20 km)과 급경사의 대륙사면(4 ~ 10°)으로 구성된다(Yoon

and Chough, 1995; Chough et al., 2000). 울릉분지 서쪽 대륙

주변부는 대륙붕, 대륙사면 그리고 분지 평원으로 구성되며 해

저지형의 급격한 변화를 보인다. 연구지역의 상부 대륙사면 경

사는 2° 내외이며, 중부 및 하부 대륙사면으로 갈수록 수심이

점차 증가하여 경사는 최대 11°에 이른다. 가파른 경사의 대

륙사면을 지나 수심 1,500 ~ 2,100 m에서는 비교적 평탄한 분

지 평원으로 이어진다(Fig. 1(B); Chough et al., 2000; Yoon

et al., 2014).

서쪽 대륙주변부는 큰 하성 시스템은 발달하지 않은 지역으

로 작은 하천이 존재한다. 연구지역의 대륙붕은 남북으로 약

140 km에 걸쳐 후포단층이 발달하고, 길이 약 80 km, 폭 1 ~

20 km의 후포뱅크가 위치한다(Yoon and Chough, 1995;

Chough et al., 2000; Yoon et al., 2014). 또한, 해안선과 평행

하게 위치하는 후포뱅크는 한반도로부터 유입되는 퇴적물을

차단하기 때문에 이 지역의 퇴적층은 주로 해양성 퇴적물로

구성된다(Yoon and Chough, 1995). 가파른 경사를 갖는 중부

및 하부 사면은 큰 규모의 사면붕락 흔적이 존재하며, 이와 관

련된 질량류 퇴적체가 분포한다(Chough et al., 1992; Chough

et al., 1997).

ODP Leg 127/128 결과에 의하면 동해의 지구조적 진화는

올리고세 중기(32 Ma)에 일본분지 동쪽에서 지각의 얇아짐에

의해 시작되었고, 이후 올리고세 말(28 Ma)에 열개와 해저 확

장이 진행되었다. 울릉분지 열림시기 동안 작용한 신장력은 중

기 마이오세에 일본 열도와 필리핀 판의 충돌로 인해 압축력

으로 전환된다(Ingle, 1992; Jolivet and Tamaki, 1992; Tamaki

et al., 1992). 연구지역은 후기 마이오세에서 제 4기 동안 발

달된 퇴적층으로 구성된다. 울릉분지 서쪽 대륙주변부에 발달

한 후포단층은 전기 마이오세 시기의 신장성 주향이동단층 운

동을 야기시켰다(Yoon and Chough, 1995; Yoon et al., 2014).

Fig. 1. (A) Physiographic map of the East Sea (contour interval is 1 km). Inserted box indicates the study area shown in Fig. 1(B). (B)

Bathymetry map (contours in meters) of the northwestern area in the Ulleung Basin and the track lines of air-gun, sparker, chirp seismic

survey lines. Gray box indicates the coverage of multibeam echo sounding data. Heavy lines denote the selected profiles shown in Fig. 3

and Figs. 7 ~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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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마이오세에는 점진적인 침강에 의해 사면지역에 두꺼운

퇴적층이 퇴적된다(Yoon and Chough, 1993). 이후 후기 마이

오세 말에 대륙주변부의 융기가 일어나 한반도로부터 유입된

퇴적물이 사면지역으로 퇴적되고, 플라이오세에는 후포뱅크가

발달한다(Yoon and Chough, 1995; Yoon et al., 2014).

연구자료 및 연구방법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탐해 2호

를 이용해 취득된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 자료(2D seismic

data), 스파커 자료(sparker data), 고해상도 첩 자료(chirp data)

그리고 다중빔 음향 측심 자료(multibeam echo sounding data)

이다(Fig. 1(B)).

2차원 탄성파 탐사에 이용된 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음원 등으로 구성되며 스트리머는 156채널(1.95

km)을 사용하였고 음원그룹은 1,035 in3 용량의 에어건 배열 1

개를 수심 5 m 깊이에서 견인하면서 25 m 마다 등 간격으로

발파하였다(KIGAM, 2015). 

해저협곡 내에 분포하는 퇴적층의 정밀 분석은 스파커 자료

및 천부 지층 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스

파커 음원은 SIC (Service and Instuments of Geophysique)사

가 제작한 기기로 1,000 ~ 6,000 Joule 범위 내에서 음원 에너

지 가변이 가능하다. 수진기는 Geo Marine Survey Systems사

의 Geo-Sens Mini-Streamer가 이용되었다. 스파커 음원 및 스

트리머는 속도 약 4.2 ~ 4.5 knot로 5 s 간격 등 시간 발파를

실시하였다. 첩 자료는 스파커 자료와 동시에 취득되었다. 다

중빔 음향 측심 자료는 해저면의 형태를 고해상으로 구현 가

능한 자료로서 약 1,600 km2를 이용하였다. 다중빔 음향측심

기는 Kongsberg사의 EM 302를 사용하였고 30 kHz의 주파수

를 갖는 다중빔을 발생시켜 수심 10 ~ 7,000 m 사이 해역의

측량이 가능하다.

탄성파 단면해석은 Mitchum et al. (1977)에 기초하여 탄성

파 반사 특성에 따라 기반암 및 퇴적층의 경계부를 인지하여

해석하였다. 경계부에 의해 설정된 각 층서단위는 내부에 나타

나는 음향상 분석을 통해 퇴적환경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

다. 각 층서단위는 시간구조도(time-structure map)와 등시층후

도(isochron map)를 작성하여 분석하였으며, 이들은 하부 경계

면의 형태와 각 층서단위의 퇴적분포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연구결과

해저지형 특징

본 연구해역은 울릉분지의 북서쪽에 위치하며 수심 500 ~

2,200 m에 분포를 보인다(Fig. 2). 다중빔 음향 측심 자료를 이

용한 해저지형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해역의 중앙부는 동서

방향으로 해저협곡이 발달하고 연구해역의 남측과 북측에는

다수의 소규모 걸리(gully)가 관찰된다(Fig. 2(A)). 협곡의 주변

부에서는 경사가 급격히 변하는 최소 3개의 붕락단애(headwall

scarp)가 수심 600 ~ 850 m에 분포하며 돔형(amphitheater)이

나 아치형(arcuate) 형태로 나타난다(Fig. 2(B); Table 1). 이러

한 붕락단애는 평면상에서 연속적인 급경사면을 가지는지에

따라 구분하였다. 붕락단애는 질량류 퇴적체의 상부사면 방향

에 위치하는 급경사면 또는 경계면으로 정의되며, 평면상에서

연속적인 급경사면과 하나 이상의 아치형의 형태를 보이며 발

달한다고 알려져 있다(Bull et al., 2009). 

해저협곡의 규모 및 형태는 협곡의 종단면 및 횡단면상의

형태를 통해 확인하였다(Fig. 2(B) and 2(C)). 종단면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협곡이 발달하지 않은 사면인 공해사면(open

slope)에서는 종단면상이 볼록한(convex)한 형태를 보이고 해

저협곡 발달 지역에서는 오목한(concave) 형태를 보인다(Fig.

Fig. 2. (A) Three dimensional high-resolution bathymetric relief

image of the northwestern area in the Ulleung Basin. (B) Plan

view of the bathymetric relief image with cross-sectional profiles.

(C) Longitudinal profiles showing the slope gradient (a) in the

submarine canyon and (b) in the open slope (for location, see Fig.

2(B)). 



150 김지현·강년건·이보연·박용준·유동근

2(B) and 2(C)). 해저협곡이 발달한 사면의 종단면은 평균 경

사가 3.6°이며 공해 사면은 평균 경사 5.3°로 협곡이 발달한

사면이 공해 사면에서의 경사보다 완만하게 나타난다. 연구해

역에 발달한 해저협곡의 종단면상은 지형구배에 따라 4개의

구역으로 나뉜다(Fig. 2(B) and 2(C)). 붕락단애 상부에 위치한

상부 부분(upper segment)은 경사가 2.4°로 완만하고 평탄한

지형을 보이며, 수심 600 m까지의 해역에 해당한다. 중부 부

분(middle segment)은 5.4°로 가파른 경사를 보이고 수심 600

~ 1,400 m에 위치한다. 중부 부분에 주로 나타나는 붕락단애

는 높이가 60 ~ 88 m이며 경사는 7 ~ 15°의 분포를 보인다.

붕락단애의 높이와 경사는 북쪽 사면에서 최대값을 보인다. 하

부 부분(lower segment)은 경사 2.7°의 완만한 경사를 보이고

수심 1,400 ~ 2,100 m에 위치한다. 하부 부분은 볼록한 지형

을 보이며 완만한 사면을 지나 매우 평탄한 지역인 분지 평원

으로 이어지는 특징을 보인다(Fig. 2(C)). 

해저협곡의 횡단면상 도시 결과에 의하면 a ~ d 구간에서는

U자형, e ~ h는 V자 형태로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사면에서

분지 평원으로 향하면서 U자형에서 V자형의 형태 변화를 보

이며, 협곡의 깊이는 깊어지고 폭은 좁아지는 양상을 보인다

(Fig. 2(B)). 연구해역에 발달하는 해저협곡의 폭은 2.5 ~ 7.7

km, 최대 높이 360.0 m, 길이는 총 14.7 km를 보인다. 또한,

평면상에서 협곡의 중심축은 직선 형태로 나타난다. 협곡 측면

부(sidewall)의 경사는 최대 17°로 두부(headwall)에서 나타나

는 붕락단애보다 가파른 경사를 보인다(Fig. 2(C)).

탄성파 층서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침식 부정합면에 의해 분리

되는 4개의 층서단위로 구성된다(Fig. 3). 각 층의 경계면은 하

부에서부터 상부로 H1(음향기반암), H2, H3, H4로 명명하였

Fig. 3. Selected air-gun seismic profiles near the submarine canyon

showing four stratigraphic units (1 ~ 4 in ascending order) (for

location, see Fig. 1). (A) N-S direction seismic profile representing

the slope region. Vertical black line indicates the fault. (B) E-W

direction seismic profile showing the basin floor.

Table 1. Main morphologic and sedimentary features of the mordern submarine canyon in the study area.

Along-axis profile Headscarp shape Plain view path trajectory Headscarp position Type of evolution

concave-upward amphitheater straight slope-confined bottom-up

Fig. 4. Time-structure map of each reflector (H1 ~ H4) and cross-

sectional profiles. Contour interval is 0.1 seconds. (A) Time-

structure map of H1. (B) Time-structure map of H2. (C) Time-

structure map of H3. (D) Time-structure map of H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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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각각의 층서단위는 층서단위 1(Unit 1), 층서단위 2(Unit

2), 층서단위 3(Unit 3), 층서단위 4(Unit 4)로 명명하였다(Fig.

3). 각 층서 경계면의 연대는 H1에서 초기 마이오세 말, H2는

후기 마이오세, H3는 후기 마이오세 말, H4는 플라이오-플라

이스토세 경계에 대비된다(Lee and Kim, 2002; Yi et al.,

2012). 

층서단위 1은 불규칙한 음향기반암을 피복하는 층서단위로

음향기반암 직상부에 위치한다(Fig. 3). 탄성파 단면상에서 층

서단위 1의 내부 음향상은 두개로 구분된다. 하부는 강한 진

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well-stratified) 음향상과 부분

적으로 캐오틱한(chaotic) 음향상이 협재되어 나타나며 상부는

약한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나타난다

(Fig. 3(A)). 내부 음향상은 사면에서 분지로 향하면서 캐오틱

한 음향상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3(B)). 이 층서단위는 사

면지역을 얇게 피복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분지쪽으로 향하면

서 급격하게 층후가 증가하는 쐐기(wedge)형태로 발달한다

(Fig. 3(B)).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 층서단위 1은 연구해역의

서쪽에서 동쪽으로 향하면서 경사가 급격하게 변화하는 경향

을 보이며(Figs. 4(A) and 5(A)), 연구지역 중앙부에는 동서 방

향으로 발달한 골(trough)이 관찰된다(Fig. 4(A)). 등시층후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사면 전역에 걸쳐 퇴적층은 박층으로 분

포하며 남쪽의 저지대를 왕복주시(two-way travel time; TWT)

160 ~ 360 ms 두께의 퇴적층이 피복하고 있다(Fig. 6(A)). 급

경사의 하부사면을 지나 분지에서는 500 ms 이상의 두께로 분

Fig. 5. 3D-structure map of each reflector (H1 ~ H4). Contour interval is 0.1 seconds. (A) 3D-structure map of H1. (B) 3D-structure map

of H2. (C) 3D-structure map of H3. (D) 3D-structure map of H4. Dotted black line indicates the boundary of the cany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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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하며, 남동쪽으로 향하면서 퇴적두께는 점차 증가하여 최대

770 ms 이상의 두께를 보이는 퇴적중심(depocenter)을 보인다

(Fig. 6(A)). 

층서단위 2는 H2 상부에 퇴적되는 층서단위로 두개의 음향

상으로 구성된다(Fig. 3). 하부는 중간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분지로 향하면서 평행

층리 음향상과 캐오틱 음향상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상부는 강

한 진폭의 연속성 좋은 평행층리 음향상이 나타난다. 이 층서

Fig. 6. Isochron map of the Unit 1 ~ 4. Contour interval is 0.025 seconds. (A) Isochron map of the Unit 1. (B) Isochron map of the Unit

2. (C) Isochron map of the Unit 3. (D) Isochron map of the Unit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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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는 사면기저부에서 캐오틱 음향상을 보이는 렌즈상의 퇴

적체가 협재되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Fig. 3(B)). 이러한

렌즈상의 퇴적체는 하부 반사면에 온랩(onlap) 또는 다운랩

(downlap)하는 반사종결(reflection terminations)을 보이며 발

달한다(Fig. 7(A)). 층서단위 2는 사면지역을 두껍게 피복하는

형태로 발달하며, 분지로 향하면서 두께가 감소하는 쐐기형태

로 발달한다(Fig. 3). 남쪽 사면에서는 다수의 단층과 대규모의

침식면(erosional surface)이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Figs.

3(A) and 8(A)). 시간구조도 분석 결과에 따르면 층서단위 1에

서 골이 발달한 부근에서 협곡이 발달하며 층서단위 1에 비해

서쪽으로 확장되어 나타난다. 이 층서단위의 사면기저부에 발

달하는 볼록한 형태는 층서단위 1에 비해 전진하여 나타난다

(Figs. 4(B) and 5(B)). 등시층후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층서단

위 2는 남쪽 사면에서 130 ~ 200 ms 두께의 퇴적층이 넓게

Fig. 7. Seismic profile and isochron maps representing the submarine fan within the Unit 2 (for location, see Fig. 1). (A) N-S direction air-

gun profile showing the submarine fan. (B) Distribution of the submarine fan in the lower part within the Unit 2 with time-structure of H2.

(C) Distribution of the submarine fan in the upper part within the Unit 2 with time-structure of H2. Dotted black line indicates boundary of

the submarine fan. Contour interval is 0.025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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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하며 중앙부에는 동서 방향으로 박층으로 분포한다(Fig.

6(B)). 사면기저부에서는 190 ms 이상의 두꺼운 층후를 보이

며 특히 250 ~ 450 ms의 부채꼴형의 퇴적체가 분포한다(Fig.

6(B)). 이 부채꼴형 퇴적체는 반사종결에 의해 상부 부분과 하

부 부분으로 구분할 수 있으며, 등시층후도 작성결과 분지방향

으로 전진하는 양상으로 퇴적된다(Fig. 7(B) and 7(C)). 

층서단위 3은 H3 상부에 퇴적되는 층서단위로 두개의 음향

상으로 구성된다(Fig. 3). 하부는 사면에서 약한 진폭의 연속성

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나타나며 분지에서는 대규모의

캐오틱한 음향상을 보이는 퇴적체를 포함한다. 상부는 사면과

분지에서 강한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나

타난다(Fig. 3). 층서단위 3은 사면지역을 피복하며 협곡 주변

부에서 얇은 층후를 보이고 분지쪽으로 향하면서 층후가 증가

하는 쐐기형태로 발달한다(Fig. 3). 이 층서단위는 내부의 평행

층리 음향상을 급격하게 절단하는 스텝(step)형태의 외부형태

가 관찰되는 것이 특징이다(Fig. 8(B)). 시간구조도 분석결과,

연구지역 중앙에 위치한 협곡은 이전시기에 비해 가파른 경사

를 보이며, 동쪽에 발달한 볼록한 지형은 남동쪽으로 전진하여

나타난다(Figs. 4(C) and 5(C)). 등시층후도 작성결과, 층서단

위 3은 사면에서 160 ~ 320 ms의 퇴적분포를 보이며 협곡 중

앙부에 동서로 연장된 퇴적체가 140 ~ 240 ms로 분포한다. 분

지평원으로 점차 완만하게 퇴적층후가 증가하여 420 ms 이상

의 퇴적중심이 연구지역의 남동쪽에 위치한다(Fig. 6(C)).

층서단위 4는 H4 상부에 위치하는 최상부 퇴적층으로 탄성

파 단면상에서 연속성이 양호한 약한-중간 진폭을 가진 평행

층리 음향상이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3). 이 층서단위는 사면지역을 피복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분지

쪽으로 향하면서 급격하게 층후가 증가하는 쐐기형태로 발달

한다(Fig. 3).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인 첩과 스파커 단면도 상

에서 붕락단애와 하부의 허모키한(hummocky) 표면이 관찰되

며 해저협곡 중앙부에는 다수의 퇴적체 블록(block; slump

deposit)이 나타난다(Fig. 9(A)). 블록의 내부는 층리가 발달하

거나 변형된 층리상을 보이며 이러한 퇴적체는 협곡의 중심부

인근에서 주로 관찰된다. 퇴적체 블록 하부에는 강한 진폭의

반사면인 미끄러짐 면(glide surface)이 관찰되며(Fig. 9(A)) 사

면붕락이 발생하지 않은 상부 사면에서는 작은 단층과 같은

수직변위를 보이는 크라운 크랙(crown crack)이 나타난다(Fig.

9(B)). 사면기저부에는 렌즈모양의 외부형태와 캐오틱한 내부

Fig. 8. Seismic profiles representing the slope region. (A) Seismic profile representing the erosional surface near the canyon. (B) Seismic

profile showing the failure scarp and paleo-failure scarp like step morphology and mass-transport deposit (MTD) and it indicates retrogressive

slope fail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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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을 보이는 쇄설류 로브(debris lobe) 3개가 평행층리 음

향상 사이에 협재하여 나타난다(Fig. 10(A) and 10(B)). 시간

구조도 분석결과, 연구지역 중앙부에 위치한 협곡은 연구지역

의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동쪽에 위치한 볼록한 지형은 층서단

위 3에 비해 사면으로 후퇴하여 나타난다(Figs. 4(D) and 5(D)).

이 층서단위는 전반적으로 사면일대에 박층으로 분포하며, 상

부사면 일대에서 60 ~ 130 ms의 층후를 보인다(Fig. 6(D)). 사

면기저부에서는 퇴적층후가 급격하게 증가하며 분지 전역에

걸쳐 200 ~ 260 ms의 퇴적중심을 갖는다. 스파커 단면도 상

에서 인지되는 3개의 쇄설류 로브 중 최상부에 위치한 로브에

대하여 등시층후도를 작성한 결과, 이 퇴적체의 최대 두께는

약 17 m, 면적은 65 km2, 체적은 0.5 km3이다(Fig. 10(C)).

해저협곡의 형태

해저협곡의 경계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내부 반사면들이 급

경사로 절단된 지점인 붕락단애 또는 변곡점으로 설정하였고,

각 층서단위에 나타나는 협곡의 기하학적 특징을 알아보기 위

해 협곡의 중심축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횡단면 형태를 1

km 간격으로 도시하여 분석하였다(Fig. 4). 해저협곡의 높이는

탄성파 속도를 평균 1,500 m/s로 가정하여 구하였다. 

H2 반사면에 발달하는 협곡은 폭 1.9 ~ 5.4 km, 길이는 17.5

km, 최대 높이는 193.5 m를 보인다(Table 2). 해저협곡 중심축

의 방향은 두부가 남쪽을 향해 발달한다(Fig. 4(B)). H3 반사

면에 발달하는 협곡은 폭 2.0 ~ 5.1 km를 보이며, 길이는 16.5

km, 최대 높이는 287.3 m를 보인다(Table 2). H2 반사면에 발

달하는 협곡에 비해 폭은 감소하고 깊이는 증가하였다. H4 시

기에는 해저협곡의 폭은 2.3 ~ 4.4 km, 길이 14.7 km, 최대 높

이는 228.7 m를 보인다(Table 2). 협곡의 중심축은 거의 직선

Fig. 9. Chirp seismic profiles showing the upper part of the submarine canyon. (A) N-S direction seismic profile showing distinct failure

scarp and slide/slump deposit. The slide/slump deposits converge into the axis of the canyon. (B) E-W direction seismic profile representing

crown crack in the undisturbed slo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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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ismic profiles and isochron map representing the submarine fan within the Unit 4. (A) N-S direction sparker profile and (B) E-

W direction sparker profile showing the modern submarine fan stacked in three debris lobe in the base of slope (for location, see Fig. 1).

Dotted white line indicates the boundary of debris lobe. (C) Distribution of the submarine fan in the uppermost of the Unit 4 with time-

structure of H4. Contour interval is 0.002 seco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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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발달한다. 해저면(seafloor; SF)에 이르러서는 H4에 발

달한 해저협곡에 비해 폭이 상당히 커지며, 폭은 2.5 ~ 7.7

km, 길이는 14.7 km, 최대 높이는 360.0 m를 보인다(Table 2).

상기 결과에 따르면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해저협곡은 H2에

서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이후 협곡의 규모는 작아지다가

현생의 해저협곡에서 다시 커지는 양상을 보인다(Table 2). 또

한, 협곡의 경계는 상부로 이동하는 양상을 보이고 협곡의 중

심축은 두부 부근에서 작은 변화를 보인다. 해저협곡의 중심축

은 협곡의 초기 발달상인 H2에서는 두부가 남쪽으로 치우쳐

발달하며 점차 북쪽으로 이동하여 이후 시기부터 전 시기에

걸쳐 직선 형태를 나타낸다(Fig. 4). 협곡의 횡단면 분석결과에

의하면 횡단면은 상부 사면에서는 U자형을 보이며 하부로 내

려갈수록 V자형을 보이고 분지에 이르러서 다시 U자형의 횡

단면상을 보인다(Fig. 4). 현생에서의 해저협곡 분석결과와 마

찬가지로, 사면에서 분지평원으로 향하면서 협곡의 깊이는 깊

어지고 폭은 좁아지는 양상을 보인다(Fig. 4).

토 의

해저협곡 발달모델

해저협곡은 다양한 요인들에 의해 복합적인 기원과 형성기

작을 통해 진화하며, 장시간에 걸쳐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epard, 1981; Harris and Whiteway, 2011). 이러한 해

저협곡의 발달은 저탁류와 사면붕락과 관련된 질량류에 기인

하는 해저침식(submarine erosion)이 중요한 역할을 한다

(Shepard, 1981). 앞서 제시된 해저침식과 관련하여 발달모델

은 탑-다운 모델(top-down model)과 바텀-업 모델(bottom-up

model)이 존재한다(Twichell and Roberts, 1982; Farre et al.,

1983; Pratson et al., 1994; Pratson and Coakley, 1996; Pratson

et al., 2007). 

탑-다운 모델에 의해 형성된 해저협곡은 대규모로 발달하고

(Harris and Whiteway, 2011), 하성 시스템과 연계되어 발달하

거나 상부 대륙사면 또는 대륙붕에 위치한 사질 퇴적물의 이

동에 의한 저탁류의 침식작용에 의해서 사면 상부에서 분지방

향으로 협곡이 발달하는 모델이다(Popescu et al., 2004;

Pratson et al., 2007). 협곡의 입구에서 사질퇴적물로 구성된

저류층이 잘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Posamentier and Kolla,

2003; Mayall et al., 2006; Jobe et al., 2011). 바텀-업 모델에

의해 형성된 해저협곡은 사면붕락과 관련된 질량류 퇴적작용

에 의해 하부사면에서 상부로 협곡이 발달하는 모델로(Pratson

et al., 2007), 탑-다운 모델에 비해 규모가 작다(Harris and

Whiteway, 2011). 초기에 작은 사면붕락 등에 의해 걸리(gully)

가 형성된 후, 저지대를 따라 협곡이 점진적으로 상부사면으로

발달한다. 이러한 협곡을 미성숙 협곡(immature canyon)이라

하며, 계속된 두부침식으로 협곡이 대륙붕과 연장되면 성숙 협

곡(mature canyon)이라고 한다(Twichell and Roberts, 1982;

Farre et al., 1983; Pratson and Coakley, 1996; Pratson et al.,

2007). 이 모델에 의해 발달하는 협곡의 내부는 주로 캐오틱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이 특징이다(Zhou et al., 2015).

바텀-업 모델에 의해 발달한 협곡은 탑-다운 모델에서 관찰

되는 상부사면에서 수로 형태의 침식구조가 관찰되지 않으며

대륙붕과 연장되지 않고 사면에 한정되어 나타난다. 본 연구해

역의 상부사면은 수로에 의한 침식 흔적이 관찰되지 않으며

협곡의 주변부에서는 뚜렷한 붕락단애가 관찰된다(Fig. 2). 해

저면 뿐만 아니라 각 층서단위 경계면의 상부사면에서도 고-

붕락단애(paleo-headscarp)가 관찰된다(Figs. 3(A) and 8(B)).

바텀-업 모델에 의해 발달하는 협곡은 두부에서 사면붕락이

활발히 일어나기 때문에 협곡의 중앙부는 주로 슬라이드/슬럼

프와 같은 질량류 퇴적체가 퇴적되는 것이 특징이다(Rise et

al., 2013; Zhou et al., 2015). 본 연구해역에 발달한 해저협곡

은 사면붕락에 의해 기인한 캐오틱 음향상을 보이는 질량류

퇴적체가 관찰된다. 이 질량류 퇴적체는 협곡의 중앙부를 충진

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층서단위에 협재되어 관찰된다(Figs.

3(A) and 8(B)). 사면기저부에서도 층리발달 음향상과 질량류

음향상이 협재된 두꺼운 퇴적체가 부채꼴 상으로 분포한다

(Figs. 7 and 10). 바텀-업 모델에 의해 형성된 협곡은 횡단면

상 분석결과, 두부에서는 질량류에 의한 퇴적이 일어나기 때문

에 U자형의 형태를 보이고 하부로 향하면서 저탁류에 영향에

의해 V자형의 변화양상을 보인다고 알려져 있다(Covault et

al., 2011). 현생 협곡과 고기에 발달한 해저협곡은 전반적으로

횡단면상이 U자형에서 V자형으로의 변화 양상을 보이며 사면

에서 분지로 향하면서 깊이가 증가하고 폭은 좁아지는 특징을

가진다(Fig. 2; Table 2). 상기결과는 Rise et al. (2013)이 보고

한 노르웨이 북서부 대륙주변부에서 발달한 협곡과 유사한 특

징을 보인다.

따라서 전반적으로 연구지역에 발달한 해저협곡은 발달규모,

협곡의 발달위치, 협곡 내부를 충진하는 음향상 등을 근거로

주로 사면붕락과 관련된 질량류 퇴적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바

Table 2. Summary of geometric analysis for the canyon developed in each horizon. 

Horizon Width (km)  Length (km) Max. height (m) Thalweg path Shape change

H2 1.9 ~ 5.4 17.5 193.5 straight U → V

H3 2.0 ~ 5.1 16.5 287.3 straight U → V

H4 2.3 ~ 4.4 14.7 228.7 straight U → V

SF 2.5 ~ 7.7 14.7 360.0 straight U → 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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텀-업 모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저협곡 발달기작

해저협곡의 발달 원인인 사면붕락은 사면안정성에 영향을

주는 다양한 요인들인 사면의 과경사, 높은 퇴적물 공급량, 지

진, 해수면 변동과 해파작용, 쓰나미, 단층, 화산활동 등에 영

향을 받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Hampton et al., 1996). 본 연구

결과에 의하면 다수의 단층이 발달한 층서단위 2에서 협곡의

규모가 크게 나타나며, 층서단위 4의 최상부층에서 협곡의 규

모가 다시 커지는 것으로 나타난다(Table 2). 

사면붕락은 구조 운동과 관련하여 가장 흔히 발생한다고 알

려져 있다(Hampton et al., 1996). 선행연구에 의하면 퇴적물

공급이 적은 대륙주변부에서는 기반암의 형태 및 하부 지층의

구조가 협곡 발달의 중요한 요인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Elliott

et al., 2006). 이러한 협곡의 발달은 아일랜드 서쪽에 위치한

북동 애틀랜틱 대륙주변부(Atlantic continental margin)에서 보

고되었다(Elliott et al., 2006). 해저협곡 주변부에서 단층 및

융기에 의해서 하부 지층에 저지대가 발달하면, 저지대를 따라

중력류(gravity flow)가 흐르게 되고 침식작용에 의해 주변 퇴

적층은 과경사를 형성한다. 따라서 그 주변부를 따라 사면붕락

과 저탁류가 활발히 발생한다(Ediger et al., 1993; Mountjoy et

al., 2009; Dantec et al., 2010; Restrepo-Correa and Ojeda,

2010; Jobe et al., 2011). 울릉분지는 후기 마이오세에 압축력

을 받았으며 이와 관련하여 서쪽 대륙주변부는 단층 및 습곡

이 발달한다(Yoon and Chough, 1993; Yoon et al., 2014). 연

구해역에 분포하는 층서단위 2는 사면일대에서 두꺼운 퇴적분

포를 보이며 다수의 단층이 발달한다. 사면붕락 흔적은 저지대

에 발달한 단층 주변부에서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층서단위 2

는 기반암 및 단층 등의 국부적인 구조운동에 의해 협곡 발달

이 조절된 것으로 판단된다.

구조 운동이 미약한 환경에서 사면붕락이 일어나는 원인 중

하나는 해수면변동이다. 먼저, 해수면이 낮아지면 정수압

(hydrostatic pressure)의 감소와 퇴적물 내의 과잉 공극압을 형

성한다. 결국 퇴적층 내의 전단강도(shear strength)의 감소를

초래한다. 이로 인해 사면이 불안정해지면 사면붕락 등의 중력

류가 쉽게 발생한다고 알려져 있다(Hampton et al., 1996; Lee

et al., 1996). 퇴적층 내에 과잉 공극압을 형성하는 요인으로

는 저해수면 시기의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가 있다. 해수면

이 하강하게 되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안정영역의 변동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가 일어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Paull et al., 1996; Rao et al., 2002). Lee et al. (1996)에 의

하면 울릉분지 서쪽 사면에서 저해수면 시기인 플라이스토세

동안 빈번한 사면붕락이 발생하고, 홀로세인 고해수면 시기에

는 사면이 안정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 또한, Lee et al.

(1991)과 Chough et al. (1992)는 울릉분지 서쪽 대륙주변부의

수심 400 m 이상에서 큰 규모의 사면붕락이 흔히 발생하며,

사면붕락이 등수심선과 평행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선행

연구에 의하면 울릉분지 천부지층 전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나타내는 탄화수소 지시자가 분포한다고 알려져 있으

며(Yoo et al., 2008, 2013), 연구해역의 상부 사면에서는 다수

의 폭마크(pock mark)가 분포한다고 보고되어 가스하이드레이

트 해리에 의한 사면붕락 가능성이 제시되었다(Cukur et al.,

2016). 본 연구해역에 분포한 층서단위 4는 큰 규모의 해저협

곡이 발달하며, 상부사면에서 사면붕락이 아치형 형태로 발달

하고 사면기저부에 쇄설류 로브가 중첩되어 나타난다(Figs. 9

and 10; Table 2). 이 시기에 형성된 쇄설류 로브는 발달시기

2에서 형성된 부채꼴상의 퇴적체 보다 규모가 작다(Fig. 6). 따

라서 대규모로 부채꼴상 퇴적체가 발달한 층서단위 2와는 다

른 원인에 의해 해저협곡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층서단위

4에서 협곡이 발생한 이유는 저해수면 시기에 사면붕락이 일

어나 기존의 형성된 저지대를 따라 사면붕락이 발생하여 협곡

이 발달한 것으로 사료되며 발달시기 4의 협곡발달의 조절요

인은 국부적인 구조 운동 보다는 해수면 변동으로 판단하였다.

해저협곡의 발달사

선행 연구에 의하면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마이오

세부터 제 4기 동안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Yoon and

Chough, 1993, 1995; Yoon et al., 2014). 협곡의 발달은 4단계

로 요약되며, 발달시기는 층서단위와 각각 대비된다(Fig. 11).

발달시기 1은 전기 마이오세에서 후기 마이오세로 층서단위

1에 대비된다(Fig. 11(A)). 울릉분지는 후기 올리고세에서 전기

마이오세 시기에 동해의 후열도 확장 및 분지의 열림이 진행

되었다(Ingle, 1992; Jolivet and Tamaki, 1992; Tamaki et al.,

1992). 분지 열림과 관련하여 대륙주변부에는 빠른 침강이 발

생한 시기이다(Yoon and Chough, 1993). 연구지역의 남서쪽

과 중앙에 위치한 골은 울릉분지 열림시기에 작용한 신장력의

영향으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Fig. 4(A)). 후기 마이오세

동안 층서단위 1은 기존에 발달한 골을 중간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을 보이는 퇴적층이 피복하며 분지에

서는 층후가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퇴적되었다(Figs. 3,

4(A) and 6(A)). 이 시기는 협곡의 발달이 미약했던 것으로 판

단된다.

발달시기 2는 후기 마이오세에서 후기 마이오세 말로 층서

단위 2에 대비된다(Fig. 11(B)). 울릉분지는 중기 마이오세 말

에 신장력에서 압축력으로 응력장이 바뀌며(Chough and Barg,

1987; Yoon and Chough, 1995; Lee et al., 2002), 이와 관련

하여 연구해역은 국부적으로 단층과 습곡이 발달한다고 보고

된다(Yoon and Chough, 1993; Yoon et al., 2014). 서쪽 대륙

주변부는 후기 마이오세 시기까지 점진적인 침강을 받은 지역

으로 이로 인해 연구해역에 두꺼운 퇴적물의 퇴적을 가능하게

해준다(Yoon and Chough, 1993). 이 시기 동안 퇴적된 층서단

위 2는 사면에서 두꺼운 층후로 퇴적되며 사면일대에서는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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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의 단층이 발달한다. 큰 규모의 침식면이 협곡의 주변부에서

흔히 관찰되며(Fig. 8(A)), 층서단위 1과 층서단위 2의 해저협

곡의 측벽에서는 사면붕락이 일어나 침식절단면이 형성되고,

이후 그 상부를 질량류 퇴적체가 피복하여 퇴적된다(Fig. 3).

사면붕락에 의해 유발된 질량류 퇴적체는 협곡을 따라 이동하

여 주로 사면기저부에 쌓이며, 평행층리 음향상과 캐오틱 음향

상이 협재된 두꺼운 부채꼴형 퇴적체가 퇴적된다. 이 퇴적체는

심해 선상지로 해석되며 이전 시기에 비해 분지쪽으로 전진하

여 퇴적된다(Fig. 6). 또한, 협곡의 규모도 크게 나타난다(Table

2). He et al. (2014)에 의하면 해저협곡의 발달과 질량류 퇴적

체의 분포를 통해 해저협곡이 발달 시기에 협곡 내에서 질량

류 퇴적체가 빈번히 발생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따라서 발달

시기 2는 사면붕락에 의한 많은 퇴적물 공급과 단층과 같은

국부적인 구조운동에 의해 협곡의 발달이 활발했던 시기로 해

석된다.

발달시기 3은 후기 마이오세 말에서 플라이오세로 층서단위

3에 대비된다(Fig. 11(C)). 울릉분지 서쪽 대륙주변부는 초기

플라이오세에 후포단층의 재활성화가 일어나며 이와 관련하여

후포뱅크의 융기가 발생한다(Yoon and Chough 1993, 1995;

Yoon et al., 1997, 2014). 이후 후기 플라이오세에 지구조적으

로 안정적인 환경에 이른다. 연구해역은 평행층리 음향상을 보

이는 퇴적층이 협곡 주변부를 피복하는 형태로 퇴적되며, 사면

일대에서 층서단위 3의 중간부분까지 단층의 변위가 관찰된다

(Fig. 3(A)). 이 시기에 퇴적된 퇴적층은 협곡 내부를 일부 충

진하며(Fig. 3(A)), 협곡의 중앙부에는 동서로 연장된 퇴적체

가 관찰된다(Fig. 6(C)). 발달시기 3은 사면기저부에 두드러진

부채꼴형의 퇴적체가 분포하지 않으며 사면기저부는 서쪽으로

후퇴하여 나타난다(Fig. 6(C)). 사면에서 작은 규모의 사면붕락

이 발생하지만 이전 시기에 비해 규모가 작으며 이후 안정적

인 환경에서 퇴적물이 상부를 피복하기 때문에 협곡의 규모는

이전 시기에 비해 작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Table 2). 따라서

이 시기는 작은 퇴적물 공급량과 약화된 구조운동에 의해 해

저협곡의 발달은 미약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발달시기 4는 제 4기 퇴적층으로 층서단위 4에 대비된다

(Fig. 11(D)). 층서단위 4의 하부 경계면인 H4는 플라이오-플

라이스토세 경계부로(Yi et al., 2012), 기존연구에 의하면 울

릉분지는 후기 플라이오세 이후로 지구조적으로 안정적인 환

경을 보인다(Yoon et al., 2014). 층서단위 4는 사면과 분지 전

역에 약한-중간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평행층리 음향상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3). 이 층서단위는 최상부층에서 사면

붕락이 발생하여 뚜렷한 붕락 단애가 아치형으로 발달한다. 붕

락된 퇴적물은 이전시기에 형성된 저지대를 따라 이동하며 일

부는 사면일대에 슬라이드/슬럼프 형태로 퇴적되고 점차 하부

사면으로 이동하여 일부는 쇄설류 및 저탁류로 사면기저부와

분지 평원에 쌓인다. 발달시기 4의 사면기저부에는 쇄설류 로

브 3개가 부채꼴 형태로 중첩되어 퇴적되며(Figs. 9 and 10),

이 퇴적체는 심해 선상지로 해석된다. 또한, 협곡의 규모도 크

게 확장된다(Table 2). 따라서 이 시기는 구조운동이 미약했던

시기로 저해수면 시기의 사면불안정에 의해 협곡의 발달이 활

발했던 시기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구해역에 발달한 해저협곡은 이전에 형성된 저지

대 부근에서의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의 반복으로 형성된 해저

협곡으로 판단된다.

결 론

연구해역의 대륙사면에는 해저협곡이 발달하며, 해저협곡

주변부 퇴적층은 침식 부정합면에 의해 분리되는 4개의 층서

Fig. 11. A schematic model illustrating the evolutionary history of

submarine canyon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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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위로 구분된다. 해저협곡의 발달은 4단계로 요약되며 각 층

서단위와 대비된다. 연구해역에 발달한 협곡은 발달위치, 발달

규모, 내부 충진 음향상을 근거로 사면붕락과 질량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층서단위 2와 4에서 주로 발달한다.

층서단위 1은 사면에 위치한 골 형태의 지형 상부를 퇴적물이

얇게 피복하며 해저협곡의 발달은 미약하다. 협곡의 규모가 크

게 나타나는 층서단위 2는 사면일대에 두꺼운 퇴적분포를 보

이며 단층발달과 관련된 사면붕락이 활발히 일어난다. 또한 사

면기저부에서 부채꼴형태의 퇴적분포를 보이는 심해선상지가

발달한다. 층서단위 3은 협곡주변부에서 얇은 퇴적분포를 보

이며 협곡의 내부를 충진하는 퇴적작용에 의해 협곡의 규모가

작아진다. 협곡의 발달규모가 다시 커지는 층서단위 4는 사면

에서 얇은 퇴적분포를 보이며 해저면에서 사면붕락이 발생한

다. 이로 인해 사면기저부에는 쇄설류 로브가 중첩되어 나타난

다. 이는 구조운동이 미약한 환경에서 저해수면시기의 사면불

안정에 의해 해저면 붕락이 활발히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현생에 발달하는 대규모의 해저협곡의 발달은 고기에

발달한 저지대를 따라 지속적인 퇴적과 침식작용이 반복적으

로 이루어졌으며 사면붕락에 의한 퇴적물 공급과 광역적인 구

조운동, 해수면변동에 의해 조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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