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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upo Basin, continental marginal basin, of the East Sea extends to Uljin-gun and Yeongdeok-gun. The Hupo

Bank, a terrain that is higher than the surrounding seabed, is located at the eastern boundary of the Hupo Basin.

KIOST(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conducted detailed bathymetry surveys in the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areas of the Hupo Basin from 2011 to 2013. The Hupo Basin, bounded by steep slopes of the

Hupo Bank, is deepened from the west coast to the east and deepest to a maximum depth of about 250 m. A

narrow seafloor channel appears in the northern, central, and southern areas with the deepest depths. Numerous

pockmarks appear on the seafloor at depths of about 150 ~ 250 m in all the three areas of the detailed bathymetry

surveys. These pockmarks generally have diameters of about 20 to 50 m and depths of about 4 to 6 m, with crater-

like submarine topography of various sizes. Seafloor sediments in the pockmark areas consist of fine silt.

Comparing the shape and size of the pockmark of the Hupo Basin with that of other regions of the world, it is

considered to be classified as a normal pockmark. There are about 7 pockmarks/1 km2 in the northern part of the

three areas and about 8 pockmarks/1 km2 in the central part. The southern part has about 5 pockmarks/1 km2. If

the area with the possibility of pockmarks is extended to the depth area of about 150 ~ 250 m in the entire Hupo

Basin, the number of pockmarks is estimated to be more than about 4800. The pockmark of the Hupo Basin is

more likely to be generated by a fluid such as a liquid than a gas. But it is necessary to scrutinize the cause and

continuously monitor the pockm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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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후포분지는 동해안의 울진군과 영덕군에 걸쳐 있는 대륙주변부의 분지이고 후포분지 동쪽 경계부에는 주변 해

저지형보다 높은 지형인 후포퇴(Hupo Bank)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1년부터 2013년까지 후

포분지 북부해역, 왕돌초가 위치한 중부해역과 남부해역의 세 지역에 대하여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후

포분지는 서쪽 연안부터 동쪽으로 가면서 점점 깊어져 최대 수심은 약 250 m에 이르며 후포퇴 급경사면을 만나면서

분지경계가 나타난다. 후포분지의 북부, 중부, 남부 세지역 모두에서 좁은 수로가 나타나며 그 수로에서 가장 깊은 수

심대를 보인다. 후포분지 정밀 해저지형 자료에서 약 150 ~ 250 m 수심의 범위 해저에 수많은 pockmark들이 나타

나고 있다. 이 pockmark들은 전반적으로 지름이 약 20 ~ 50 m이고 그 깊이는 약 4 ~ 6 m로 다양한 크기의 원

형 화구형태(crater-like)의 해저지형구조를 보인다. Pockmark 지역의 표층 퇴적물은 세립한 실트로 구성되어 있다. 후

포분지 pockmark의 형태와 크기를 해외 다른 지역들의 pockmark와 비교해보면 정상(normal) pockmark로 분류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포분지 북쪽지역은 pockmark가 약 7개/1 km2 있으며, 중앙부는 pockmark가 약 8개/1 km2 나타

난다. 남쪽의 조사구역은 pockmark가 약 5개/1 km2 분포하는 것으로 파악된다. Pockmark 존재 가능성이 있는 구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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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후포분지 전체 약 150 ~ 250 m 수심지역으로 확대하면 그 pockmark 수가 약 4800개 이상일 것으로 판단된다.

후포분지의 pockmark는 가스보다는 액체와 같은 유체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생각되지만 생성원

인에 대한 정밀 조사와 지속적인 모니터링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후포분지, 정밀 해저지형 조사, pockmark, 화구형태, 유체

1. 서 론

경상북도 울진군에서 영덕군까지 해안선과 평행하게

동해 해저에 후포퇴(Hupo Bank)라는 주변보다 높은

지형이 남북으로 길게 자리 잡고 있다. 그 후포퇴와

동해 연안 육지 사이에 후포분지라고 하는 소규모의

동해안 분지가 위치하고 있다.

연구지역인 후포분지가 자리잡고 있는 한반도의 동

쪽 대륙주변부는 복잡한 지형특성을 가지고 있다. 북

쪽 지역에는 주변 보다 고지대인 한국대지로 이루어져

있다. 한국대지는 동해의 열림과정에서 현재의 위치로

이동하였으며 대륙에서 떨어져나간 대륙지각의 조각으

로 해석된다(Kim et al., 2007). 반면에 한반도 동쪽

동해안의 남쪽 지역은 전형적인 비활성 대륙주변부에

서 볼 수 있듯이, 안쪽의 소규모 분지(후포분지), 외해

쪽으로 분지와 경계를 이루는 융기된 고지대(후포퇴),

그리고 해양분지(울릉분지)가 바다쪽으로 연속해서 나

타난다(Kim et al., 2011).

연구지역인 후포분지는 수심 약 150 ~ 250 m 범

위의 넓고 평탄한 지형을 갖고 있고 그 분지 동쪽으로

남-북 방향의 후포퇴가 가로막고 있다. 후포퇴 동쪽으

로는 대륙사면으로 이어지며 수심이 깊은 울릉분지와

연결된다(Fig. 1). 후포분지는 동해안에서 바다쪽으로

경사져 있으며 남북방향으로 연장된 주변보다 지형이

낮은 분지로서 전형적으로 15 ~ 20 km 정도의 폭을

가진 좁은 트러프(trough)이다. 정단층으로 분류되는 후

포단층이 위치하고 있는 후포퇴가 후포분지의 동쪽경

계를 이룬다(Kim et al., 2007, 2011). 후포분지의 침

강은 경계단층인 정단층을 따라서 주로 발생하였으므

로 후포분지의 해저지형은 비대칭적인 반지구(half

graben)의 형태를 보인다(Yoon and Chough, 1995).

후포분지는 동해의 해저면 확장 이전에 올리고세 말기

부터 진행된 대륙지각의 열개(rifting)에 의해 형성되었

다(Kim et al., 2007). 후포퇴는 물에 잠긴 리지

(ridge)로서 남북으로 길이가 약 100 km이고 동서로는

폭이 1 ~ 14 km로 나타난다. 후포퇴는 안쪽으로 후

포분지를 감싸는 융기된 해저지형 측면부로 보이며 그

바깥쪽 사면은 울릉분지로 급격히 깊어진다. 후포퇴와

후포분지는 해안선에 평행하게 분포하고, 후포분지는

주향이동 시스템 내에서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고 있으

며 후포분지와 후포퇴를 포함하는 한반도의 동쪽 주변

부는 후열도의 열개와 이후 계속된 울릉분지의 열림과

연관된 지역으로 해석되고 있다(Yoon and Chough,

1995). 후포분지 및 후포퇴의 기반암은 한반도의 동부

지역에 노출된 캠브리아전기 편마암과 고생대의 퇴적

암, 그리고 쥬라기부터 백악기까지 관입한 화강암으로

이루어진 암석복합체일 것으로 여겨진다(Kim, 1982;

Yoon and Chough, 1995). 후포분지의 동쪽 경계인

후포퇴의 중심부에는 왕돌초라는 거대한 수중 암반이

존재하고 있는데 울진군 후포항에서 동쪽으로 약

Fig. 1. The location map of Hupo Basin and Hupo Bank(left) and the regional bathymetry map of Hupo Basin and Hupo

Bank(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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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km 해상에 위치하고 있다. 이 왕돌초 지역은 후포

퇴에서 수심이 가장 얕은 지역이다. 

후포분지 및 주변지역에 대한 연구는 주로 한반도

동쪽 대륙 주변부의 지구조적인 연구(Kim, 1982;

Yoon and Chough, 1995; Kim et al., 2007, 2011)

와 후포분지의 퇴적물 분석에 대한 연구(Kim et al.,

2010; Jun et al., 2014; Lee et al., 2015) 및 후포

퇴의 해저지형 분석(Choi et al., 2008) 그리고 왕돌초

주변 해저지형과 생태계(Lee and Myoung, 2003;

Shim et al., 2008; Kim et al, 2014)에 대한 연구가

주로 있었다. 그러나 후포분지의 정밀 해저지형에 대

한 분석은 아직까지 연구되지 않았으며 그와 관련된

pockmark에 대한 연구도 없었다. 

Pockmark는 마맛자국이라는 의료용어로 시작되어 구

멍 같이 들어간 지형을 가리키는 말이 되었으며

(Hovland and Judd, 1988; Hovland et al., 2002),

현재는 일반적으로 pockmark는 해저면에 움푹 들어간

화구형태(crater-like)의 지형구조를 일컫는 명칭이다

(Hovland and Judd, 1988). 국내에서 해저 pockmark

지형에 대한 연구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지역을 찾기 위

한 지시자의 하나로 주로 연구되었다(Kang et al.,

2008; Yoo et al., 2008; Park et al., 2012). Lee et

al.(2005)은 대한해협 이토대(Korea Strait Shelf Mud,

KSSM)에서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다양한

가스관련 음향이상구조들의 분포특성에 대해 연구하였

다. 또한, Kim et al.(2008)은 진해만에서 탄성파 자료

를 이용하여 가스관련 음향이상구조를 분류하고 이들

의 특징에 대해 파악하였다. Jin et al.(2005)은 북극

페초라해 해저지형조사 중에 가스나 지층수가 해저로

분출되면서 생기는 구조인 pockmark가 국부지역에서

다수 관찰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렇듯이 가스하이드레

이트와 관련된 pockmark의 연구가 주를 이루었으며

그 외는 간헐적으로 pockmark 지형에 대한 내용이 기

술되었으나 후포분지내의 pockmark 해저지형과 관련

된 연구는 전무한 실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획득한 후포

분지 북부, 중부 및 남부지역의 정밀 해저지형 자료를

분석하고 그 해저지형에서 나타난 후포분지 내

pockmark의 특성에 대하여 연구하였다. 

2. 현장조사 및 자료처리

2.1. 현장조사 개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011년, 2012년, 2013년

에 걸쳐 후포분지 남쪽지역, 후포분지 북쪽지역과 왕

돌초를 지나는 중부지역에 대한 정밀 수심 측량을 실

시하였다(Fig. 2). 조사는 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이어도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으며 조사에 이용한 장

비는 이어도호에 장착되어 있는 다중빔 음향측심기

(EM710, Kongsberg)를 이용하였다. 왕돌초의 수심 얕

은 해역은 장목2호와 다중빔 음향측심기(EM3001,

Kongsberg)를 이용하여 해저지형조사를 실시하였다.

2011년에는 후포분지 남부해역의 후포분지 일부와 그

동쪽의 후포뱅크 남부 주변에 대하여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실시하였다. 2012년에는 울진군 죽변면 동쪽에

위치한 후포분지의 북쪽지역인 북위 37°측선 주변지역

에 대하여 정밀 해저지형을 조사하였다. 2013년에는

왕돌초(후포-왕돌초) 측선 및 왕돌초 주변해역에 대하

여 정밀 해저지형 조사를 실시하였다.

2.2. 정밀 해저지형 자료처리

현장조사에서 획득한 다중빔 음향측심기 자료에 대

하여 자료처리 및 보정 작업을 실시하였다. 먼저 정밀

해저지형 자료는 자료의 획득과 동시에 다중빔 음향측

심기의 Operating system 및 PU(Processing Unit)

system에 의하여 자료의 획득과 동시에 실시간으로 전

처리 과정을 거치게 된다. 위치 정보를 보내주는

Fig. 2. The bathymetry survey areas of KIOST(Korea

Institute of Ocean Science and Technology) in 2011~2013.

Black dashed lines represent a narrow seafloor chann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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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GNSS(Differential Global Navigation Satellite System)

신호와 선박의 운동을 감지하는 모션센서 자료 등의

데이터가 동기화 되면서 다중빔 음향측심기의 전용 프로

그램인 SIS(Seafloor Inforamtion System)에 실시간으로

보정된 자료를 보여주게 된다. 얻어진 원본 데이터는

후처리 프로그램인 HIPS & SIPS에서 자료보정, 음속

보정, 조석보정 및 기타 자료처리가 이루어지는데 이때

에는 조사 측선 라인에 대하여 조사수행에 이용된 연구

선에 따라 날짜별로 관리되어 작업을 수행하며 사전

보정 작업으로 음속도 및 조석 보정을 수행하게 된다.

그후 수심자료들을 취합하여 위치 및 모션 보정, 오측심

자료제거 등의 처리 작업이 이루어진다. 구역별로 보정

을 하는 즉시에 그 결과들을 계속적으로 확인하여 보정

과 검토를 반복수행하여 최종 수심 자료를 완성하였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후포분지 연구지역의 해저지형 

후포분지의 북부와 중부(후포-왕돌초지역) 및 남부 3

지역에 대하여 해저지형조사를 통하여 얻은 정밀 수심

자료를 분석하였다. 

3.1.1. 후포분지 북부

후포분지 북부지역은 죽변항 부근 위도 37°지역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조사를 실시하여 정밀 수심 자

료를 획득하였다. 연안 수심 약 90 m에서부터 수심

약 1,200 m에 이르는 동-서 방향의 해역으로 조사지

역 중심부에는 후포퇴가 위치하고 있다(Fig. 3). 이 북

부지역은 연안-후포분지-후포퇴-대륙사면으로 이어지는

해저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으로 연구지역의 동쪽 끝부

분인 대륙사면을 지나면 울릉분지로 이어진다. 서쪽의

후포분지에서는 소규모의 수로지형 또한 관찰되고 있

으며 후포분지에서는 그 수로지형에서 가장 깊은 수심

대를 보인다. 이 후포분지의 수로는 북부지역부터 중

부지역을 지나 남부지역까지 연구지역 전체에 걸쳐 나

타나는 것으로 보아 후포분지의 전 지역에서 연결되어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후포퇴에서는 암반지

대들이 나타나며, 후포퇴 평탄부를 지나 동쪽으로 가

면서 후포퇴 경계면을 지나면 가파른 경사면으로 이어

지며 수심이 깊어진다. 가장 동쪽부 해역에서는 급경

사면과 함께 약 800 m 이하의 매우 깊은 수심대가

나타는데, 이는 울릉분지와 이어지는 대륙사면에 해당

되는 지역이다. 후포퇴의 평평한 경계부분 수심은 약

130 ~ 140 m 로서 제 4 기 빙하기때 해수면이 하

강한 위치(Suk, 1989)와 유사하다. 후포퇴는 지난 빙하

기(last glacier age)때의 해수면에 의해 침식 영향을

받은 지역으로 판단된다. 조사지역의 후포퇴 서쪽 측면

Fig. 3. The bathymetry of the northern part of the Hupo Basin.

Fig. 4. The submarine landslide in the northern part of the

Hup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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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면에서는 해저사태로 판단되는 지형적 특성이 정밀

해저지형도와 해저면영상도의 분석 결과 나타나는데, 그

해저사태의 지형 형태로 보아 빙하기의 침식으로 후포

퇴가 지금과 같이 생성된후 해저사태가 나타난 것으로

생각된다(Fig. 4). 이 해저사태가 사면의 흘러내림으로

생긴 해저사태인지 아니면 후포퇴 부근에 자주 발생하

는 해저지진으로 생성된 것인지 아니면 다른 이유로

생긴 것인지 정확한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3.1.2. 후포분지 중부(후포-왕돌초 지역)

후포분지 중부 조사지역은 후포항 주변 동쪽지역으

로 후포퇴에서 가장 수심이 얕은 왕돌초가 위치하고

있다. 중부 조사지역은 연안-후포분지-왕돌초-대륙사면

으로 이어지는 해저지형을 보이며 수심은 약 5 m부터

약 1300 m까지 다양한 수심대를 보이고 있다(Fig. 5).

서쪽의 후포분지에서는 후포분지 북부지역과 마찬가지

로 후포분지의 동쪽 가장 끝부분이며 후포퇴 서쪽인

위치에서 소규모의 해저수로지형이 관찰된다. 후포분지

중부지역에서도 그 해저수로에서 가장 깊은 수심을 보인

다. 후포분지 중부지역의 수심대는 약 150 ~ 210 m

의 범위에서 분지지형이 나타난다. 후포퇴에 위치한 수

심이 가장 얕은 왕돌초를 지나 동쪽으로 가면서 대륙

사면과 이어지고 급격한 경사면을 보이며 수심이 깊어

져 약 1300 m의 수심을 나타낸다. 왕돌초에는 해양관

측등부표가 설치되어 있으며 왕돌초 주변해역의 해양

관측등부표 주변 및 동쪽지형으로는 복잡한 지형 기복

Fig. 6. The bathymetry of the Wangdol-cho.

Fig. 5. The bathymetry of the central part of the Hup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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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많은 암반들이 산재한다(Fig. 6). 해양관측등부표 서

쪽으로는 불규칙한 지형보다는 지형 기복이 완만한 모

습을 보이다가 급격한 경사면이 나타나며 후포분지와

연결되어 있다. 왕돌초 주변 수심은 약 5 ~ 130 m

의 수심대를 보이며 해양관측등부표 근접 해저지형에

서 가장 얕은 약 5 m 정도의 수심이 나타난다. 왕돌

초 해역은 암반이 주로 나타나고 간간히 퇴적층이 혼

재되어 있으며 서쪽 급한 경사면 쪽으로는 암반지대

보다는 퇴적층이 주를 이루는 것으로 판단된다.

3.1.3. 후포분지 남부

후포분지 남부의 조사지역은 위의 북부와 중부에 비

해 남북으로 넓고 동서로 짧게 조사된 구역으로 후포

분지의 동쪽부분 일부와 후포퇴 일부로 구성되어 있으

며 세 구역 중 가장 먼저 해저지형이 조사된 지역이다.

동쪽으로 수심이 얕은 후포퇴가 자리하고 있고 서쪽지

역은 후포분지로 이어지면서 수심이 깊어진다(Fig. 7).

동쪽은 수심 약 130 m ~ 100 m의 후포퇴 정상부

평탄면이 주로 나타나고 남동쪽에 약 60 m의 얕은 수

심을 보이는 해저지형이 위치하고 있다. 후포분지 남

부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수심은 약 60 ~ 250 m의

수심대를 보인다. 북부 및 중부와 마찬가지로 서쪽 후

포 분지내의 최고 수심대에는 소규모의 수로(channel)

가 나타나며 그 수로의 수심은 약 240 ~ 250 m를

보인다. 이 수로에서는 저층 해수들이 이 수로 중심으

로 모여 지나가면서 주변 타 지역보다 해류가 강할 것

으로 판단된다. 후포퇴 서쪽의 후포분지쪽으로는 전반

적으로 퇴적물들이 많이 덮여 있으나 동쪽의 후포퇴로

는 곳곳에 암반들이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3.2. 후포분지내 Pockmark 해저지형

후포분지의 정밀 해저지형 분석 중에 pockmark 해

저지형들을 발견하였다. 조사지역인 후포분지 북부, 중

부, 남부 모두에서 무수히 많은 pockmark들이 발견되

었으며 이로 유추해보면 후포분지 내에 전체적으로

pockmark가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Pockmark는 마맛자국이라는 의료용어로 시작되어 현

재 pockmark는 바닷속 해저면에 움푹 들어간 화구와

유사한 지형 구조를 나타내는 명칭으로 사용된다

(Hovland and Judd, 1988). 전형적인 pockmark는 가

운데 중심부가 평탄하며 가장 깊고 가장자리는 경사면

을 형성하면서 지형이 높아지는데, 1 ~ 10 m 넓이에

약 0.5 m 깊이의 unit pockmark부터 10 ~ 700 m

넓이에 45 m의 깊이까지 다양하게 나타난다(Kelley

et al., 1994; Hovland et al., 2002). 하나, 둘씩 띄

엄띄엄 나타나는 경우도 있고, 광범위한 지역에 집단

적으로 나타나는 경우도 있다. 이런 pockmark는 다양

한 바다와 호수 등의 지질학적 환경에서 나타나고, 크

기와 형태, 특성이 다르며 매우 다양한 기작에 의해

형성된다(Kelley et al., 1994; Hovland et al, 2002).

그 이유는 해저면 아래 유체 흐름에 의해 형성되는데

유체의 종류(기체 또는 액체)와 기원(미생물, 열수, 화산

또는 지하수 등)이 무엇이든지 생성이 가능하기 때문이

다(Hovland and Judd, 1988). 일반적으로 pockmark

는 현재와 과거의 해저면 유체활동의 증거 및 지시자

로 활용되며, 집중된 유체 흐름의 증거이다. pockmark

Fig. 7. The bathymetry of the southern part of the Hup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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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대부분 저투과성(low-permeability)을 가진 세립

(fine grained)한 표층퇴적물에서 나타난다. 

후포분지 지역 pockmark 지형을 살펴보면 유사하게

움푹 들어간 화구 형태의 지형들이 불규칙적으로 나타

나지만 주로 수심 약 150 ~ 250 m의 범위에서 많이

분포하고 있다(Fig. 8). 후포분지 지역에서 확인되는

pockmark들의 정밀 해저지형 분석 결과를 보면 지름은

약 20 ~ 50 m, 깊이는 약 4 ~ 6 m의 다양한 크기

로 무수히 많이 분포하고 있는 모습을 보이며(Fig. 9)

Fig. 8. Pockmarks in the northern(a), the central(b) and the

southern(c) parts of the Hupo Basin. Fig. 9. Various pockmarks in the Hup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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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mark들간의 분포 거리는 특별한 규칙을 보이지는

않는다. 해저면영상탐사기(Side Scan Sonar)를 해저면

약 20 m까지 내려 관측한 pockmark의 자료를 보면

그 모습이 원형으로 잘 나타나고 있다(Fig. 10). 깊이

가 깊고 지형적 굴곡이 큰 pockmark는 해저면영상탐

사기에 잘 나타나지만 깊이가 얕고 굴곡이 작은

pockmark는 그 모습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Andrew et al.(2010)와 Gafeira et al.(2012)은

pockmark 형태적인 방향은 pockmark 형성 당시 해저

해류의 방향을 반영한다고 하였는데 본 연구지역의

pockmark들은 거의 원형의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으

로 보아 pockmark 생성 당시 해저 저층 해류 흐름의

영향이 약해서 특정 방향으로 길게 나타나지 않고 원

형을 이루는 것으로 유추 해 볼 수 있다. 

후포분지의 pockmark 지형에서 채취한 퇴적물의 입

도를 분석한 결과 모두 silt가 우세한 것으로 분석되었

다. 앞서 말한 것과 같이 낮은 투과성과 세립한 퇴적

물 지역에서 pockmark가 많이 나타난다는 연구결과와

일치하는 입도분석 결과로서 후포분지의 pockmark들

이 나타나는 지역은 세립한 실트가 주를 이루는 지역

이며 투과성 역시 낮은 것으로 판단된다. 

세지역중 북쪽지역에서 pockmark가 나타나는 수심

약 150 ~ 250 m사이의 해저면 지역에서 pockmark

가 1제곱킬로미터 당 약 7개 있으며, 중앙부는

pockmark가 1제곱킬로미터 당 약 8개 분포하는 것으

로 판단된다. 남쪽의 조사해역은 pockmark가 1제곱킬

로미터 당 약 5개 나타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 분

포를 기준으로 pockmark 존재 가능성이 있는 구역을

후포분지 전체 약 150 ~ 250 m 수심지역으로 확대

하면 그 지역의 면적은 후포분지내에 약 780 km2으로

분석되며 그 지역에 분포하는 pockmark 수는 약

4800개보다 많을 것으로 판단된다.

Hovland et al.(2002)는 pockmark들의 특성을 분석

하여 정상(normal) pockmark, 유닛(unit) pockmark,

Elongated pockmark, Eyed pockmark의 4개 pockmark

로 분류하였다. 정상 pockmark는 직경이 10 m에서

최대 700 m, 깊이가 1 m에서 45 m인 원형의 함몰

을 말한다. 유닛 pockmark는 작은 함몰(전형적으로 1

~ 10 m 직경, 최대 약 0.5 m 깊이)로 정의되고 아

마도 1 회 분출 이벤트로 생성된 것으로 유추하였으며

유닛 pockmark는 정상 pockmark 안팎에서 일반적으

로 나타난다고 하였다. Elongated pockmark는 한 축

이 다른 축보다 훨씬 긴 함몰을 가리킨다. 이

pockmark들은 강한 하층류에 의해 영향을 받는 해저

면이나 경사면에서 발생한다. Eyed pockmark는 음향

적으로 반사가 강한 물체가 pockmark 중앙 부분에 위

치하고 있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이와 비교하여 후포

분지 pockmark의 크기와 형태로 보았을 때 정상

pockmark의 범주에 들어가고 평평한 해저면에 생성되

었으며 해저면에서의 해류가 강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Hovland et al.(2002)는 해저에 있는

pockmark의 분포 밀도는 지하 지질, 유체 플럭스 및

해저 퇴적물의 특성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며 반원양

성 머드(hemipelagic mud)에서 발생하는 정상적인

pockmark의 경우에서 제곱킬로미터 당 5 ~ 10개의

pockmark가 있다고 유추하였다. 후포분지에서 계산한

Fig. 10. Side scan sonar image of a pockmark in the Hupo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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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ckmark 개수를 이와 비교해보면 정상적인 pockmark

생성의 개수 범위 내에 들어가는 것을 알 수 있다. 이

보다 많은 경우는 유체의 활동성이 매우 강한 지역으

로 파악되는데(Hovland & Judd, 1988) 후포분지의

pockrmark는 정상 범위내에 들어가는 것으로 보아 유

체활동이 매우 강한 지역은 아니라고 판단된다. 

Hovland et al.(2002)는 대부분의 pockmark가 활동

적이지 않고 휴면된 것으로 보일지라도, 많은

pockmark들은 주기적으로 활동할 것이라고 유추하였

다. 본 후포분지 중부의 pockmark 지역을 2013년에

조사한 뒤로 2019년에 후포분지 중부의 소규모

pockmark 지역을 다시 조사하였다. 조사지역에 분포하

는 pockmark는 모두 같은 자리에 그대로 분포하는 것

으로 파악되었다(Fig. 11). 몇 개 pockmark의 단면을

비교하여 보았는데 그 단면이 거의 유사하게 나타나는

것도 있었고 미약하게 지형의 변화를 보이는 곳도 있

었다(Fig. 12). 수심이 약 200 m 정도의 깊은 지역으

로 연안과 같이 지형의 급격한 변화가 있는 곳이 아니

며 수심 깊이에 비해 pockmark 지형의 변화가 아주

작지만 지하의 유체들에 의해 지금도 미약하게나마 활

동할 가능성도 있다고 판단된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pockmark의 형성은 여러 기원

에 의해 가능하지만 대부분은 지하의 유체가 해저면의

고운 퇴적층을 뚫고 나오면서 생성된다고 알려졌다.

Stieglitz(2012)는 호주의 Yongala 지역에서 나타나는

pockmark와 유사한 해저지형들을 발견하였는데 발견

수심대가 pockmark 지형이 나타나는 수심대보다 얕으며

크기도 일반 pockmark보다 작게 나타난다. 이것은 가

오리와 같은 생물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하지

만 명확히 밝혀지진 않았다. 또한 Garlan et al.(2018)

은 프랑스 남부 연안 해역에서 pockmark와 비슷한 수

백 개의 원형 해저지형을 발견하였는데 표층 퇴적물도

모래, 자갈, 점토 등이 혼재되어 있는 지역으로 가스나

유체 등에 의한 pockmark의 가능성은 없고 제 2 차

세계대전의 폭탄흔적으로 추정하였다. 

후포분지의 pockmark는 생성 수심대, 세립질 퇴적

물, 크기 등으로 보아 유체에 의한 pockmark로 판단

된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도 후포분지 내 구멍들의

존재를 발견하여 퇴적물의 가스 분석을 실시하였으나

가스의 흔적을 발견하지는 못하였다고 한다(한국지질

Fig. 12. Comparison of pockmark profiles between 2013

survey and 2019 survey. See Fig. 11 for the locations of the

profiles.

Fig. 11. Comparison of bathymetry of a pockmark site between 2013 survey(left) and 2019 survey(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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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원연구원 한현철박사님과 개인적인 의견 교환). 울진

지역은 온천(Kim et al., 2006)과 지하수(Kim et al.,

2001; Gyeongsangbukdo, 2015) 등이 많이 발달한 지

역이다. 후포분지의 pockmark들은 가스에 의한 생성원

인보다는 울진 지역의 많은 지하수와 온천들로 미루어

보아 후포분지 하부의 지하수와 같은 액체에 의해 생

성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본 연구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획득한 후포분지

북부, 중부, 남부지역의 정밀 해저지형을 분석하여 그

지역에 나타난 pockmark의 특성을 연구하였다. 후포분

지 북부와 중부 및 남부에서 모두 pockmark가 나타났

으며 크기, 형태 및 분포 빈도로 보아 정상 pockmark

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 pockmark들은 후포

분지에 전체적으로 분포할 것으로 판단되며 지하의 유

체 특히 가스보다는 액체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Hovland et al.(2002)은 pockmark를 산업적으로는

북해 트롤(Troll Field)과 같은 탄화수소(hydrocarbon)

분포지역에서 많이 발생하기 때문에 탄화수소 축적의

지표로 모니터링하여 사용할 수 있다고 하였다. 또한

재해대응적으로는 pockmark가 지하의 수압활동성

(hydraulic activity)과 경사면 파괴 및 해저 불안정성

등의 가능성 지표로서 중요할 수 있다고 설명하였다.

이와 관련하여 pockmark는 지진 및 폭풍 등과 관련된

지하수 압력 및 흐름 등에 의해서 활성화될 수도 있다

고 그리스, 캘리포니아 및 일본 등에서 연구되기도 하

였다(Field & Jennings, 1987; Hasiotis et al., 1997;

Soter, 1998; Gontz et al., 2001). 그러므로 pockmark

의 지속적인 모니터링은 지하 압력의 변동으로 인해

유체가 빠져나오기 쉬운 불안정한 지역에서의 지하 압

력 안정성 모니터링에 유용하게 사용 될 수 있을 것이

라 판단된다. 울진, 영덕지역은 연안에 후포단층이 지

나가며 동해안에서 지진의 발생빈도가 높은 지역으로

알려져 있다. 앞서 말한바와 같이 후포분지 pockmark

의 모니터링을 통하여 지진과 관련된 유체의 활동이

발견된다면 동해안권 지진연구에 새로운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pockmark 지형은 지하의

유체가 해저로 빠져나가는 곳으로 가스나 민물이 해수

와 만나 일반적인 해양 생태계와는 다른 형태의 특이

생태계 환경을 이룰 것으로 판단되며 서식생물의 서식

환경도 변화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후포분지의 pockmark는 육상기원 지하수

나 가스 등 유체에 의한 여러 가지 생성 원인에 대한

가능성을 유추해 볼 수 있지만 pockmark들의 생성원

인에 대한 정밀 조사가 필요하며 그와 함께 지속적인

모니터링 및 그 특이 환경 연구를 통하여 후포분지내

의 새로운 발견이 도출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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