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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오호츠크해는 동해와 연결된 바다로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지역 중  하나이다 오호츠크해

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의 지구물리 구조를 규명하기 위해 년 월과 월 두차례에 걸처 사할린 북동 대

륙사면지역에서 오호츠크해 가스하이드레이트 국제공동연구 탐사가 수행되었다 이번 탐사에서는 고해상

도 천부지층 탄성파 수중음향 자료 등을 획득하였다 스파커 음원을 이용하여 얻은 탄성파 단면도

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이 뚜렷하지 않지만 깊이 부근에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진폭이 강화된 반사층들

이 관찰되었다 따라서 사용하는 음원의 주파수에 따라 의 반사특성이 다르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또한 

깊이에서 해저면으로 상승한 좁은 폭의 가스기둥 들이 다수 발견되었다 이 기둥들은 내부음향특성이 

전혀 보이지 않는 그룹과 주변에 비해 상대적으로 강한 반사특성 을 보이

는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이런 반사특성 차이는 기둥내에 가스 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중 어떤 물질이 집중적으로 

충적되었는지에 따라 구별되는 현상으로 해석된다 수중음향자료에는 지층으로부터 해수중으로 수백 의 높이까지 

뿜어져 오르는 많은 가스분출기둥들이 관찰되었다 가스분출기둥들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에 해당하는 상대

적으로 깊은 수심에서 관찰된다 이는 지층의 가스기둥 주변을 둘러싼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이 가스가 스며들지 

못하는 차단벽을 형성하면서 심부에서 공급되는 가스의 대부분이 가스기둥을 따라 해저면까지 운반되며 이에 따라 

가스기둥 위의 표층에서 해수중으로 분출하는 가스분출기둥이 형성된다

주요어 가스하이드레이트 오호츠크해 가스기둥 가스분출기둥 지구물리탐사

As the sea connecting with the East Sea, the Sea of Okhotsk is the most potential area of  gas hydrates 
in the world. In other to examine geophysical structures of gas hydrate-bearing sediments in the Sea 
of Okhotsk, the CHAOS (hydro-Carbon Hydrate Accumulation in the Okhotsk) international research 
expedition was carried out in August 2003. In the expedition, high-resolution seismic and geochemical
survey was also conducted. Sparker seismic profiles show only diffusive high-amplitude reflections without
BSRs at BSR depth. It means that BSR appears to be completely different images on seismic profiles
obtained using different frequencies. Many gas chimneys rise up from BSR depth to seafloor. The 
chimneys can be divided into two groups with different seismic characteristics; wipe-out (WO) and 
enhanced reflection (ER) chimneys. Different seismic responses in the chimneys would be caused by 
amount of gas and gas hydrates filling in the chimneys. In hydroacoustic data, a lot of gas flares 
rise up several hundreds meters from seafloor to the water column. All flares took placed at the depths
within gas hydrate stability zone. It is interpreted that gas hydrate-bearing sediments with low porosity
and permeability due to gas hydrate filling in the pore space make good pipe around gas chimneys 
in which gas is migrating up without loss of amount. Therefore, large-scale gas flare at the site on 
gas chimney releases into the water column.   

gas hydrate, Okhotsk Sea, gas chimney, gas flare, geophysical investig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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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오호츠크해는 동해와 연결된 바다로 동해로 유입되

는 차가운 북방해류가 공급되는 지역이며 한반도의 기

후에 영향을 미치는 오호츠크 기단이 발생하는 지역이

다 해양학적으로는 북서 태평양 해수순환에 있어서 

중층수가 형성되는 해역으로 전 지구적인 심층순환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역이다 또한 인접한 사할

린섬에 세계 최대규모의 천연가스전이 발견되어 우리

나라까지 가스파이프 설치가 검토되기도 했던 가스자

원이 풍부한 지역이다

최근 오호츠크해는 세계에서 가장 유망한 가스하이

드레이트 부존지역중 하나로 밝혀지면서 학계의 많은 

주목을 받고 있다

오호츠크해처럼 

어군탐지기와 같은 간단한 장비에 의해서도 해저의 가

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으로부터 바다속으로 뿜어져 나

오는 가스기둥이 감지되고 짧은 표층 퇴적물 코아시

료에서도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채취되는 지역은 지구상

에 매우 드물다 이런 현상은 지층과 해양 그리고 대

기에 이르는 메탄가스의 순환이 어떻게 지구환경변화

에 영향을 미치는지를 연구할 수 있는 좋은 연구주제

를 제공한다

이 연구는 한국 일본 러시아 독일 벨기에 등 

개국이 참여한 오호츠크해 가스수화물 국제공동연구 

프로젝트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

프로젝트의 연구지역으로 현재까지의 연구결과에 의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바라이트 의 산출이 확인된 

사할린 사면 과 데러긴 분지

지역이 선정되었다 년 월과 월

에 수행된 현장탐사에는 총 명의 각국 연구원이 

참여하였다 연구기관으로는 러시아 과학원 산하 샹

트페테르부르그의 모스코바의 

블라디보스톡의 

이르크

츠크의 참여하였고 일본의 

독일의 

벨기에의 그리고 한국의 극지연

구소 한국해양연구원 부설 가 각각 참여하였다

이 프로젝트의 주요 연구주제는 지층

수 배출에 의한 가스수화물 형성 형태와 크기 가

스수화물 충적율과 분포 규명 가스수화물 성분과 

형성수 가스와 지층수 상호작용에 의한 가스수화

물 형성 구조 가스배출구조하에서 가스수화물 안

정영역 내부의 가스 포용 효과 가스수화물 형성 

및 대륙사면 형성과정과 판구조론의 영향 등이다

이 논문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내의 구조를 

상세히 볼 수 있는 고해상도 천부탄성파자료와 해수중

으로 분출하는 가스분출구조를 관찰할 수 있는 수중음

향자료를 획득하여 지하 심부로부터 가스하이드레이

트 지층을 지나 해수층까지 이동하는 가스의 거동에 

대한 제반 현상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는 지구환경

변화에 상당한 영향을 주는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

된 메탄가스의 순환을 이해하는데 좋은 실마리를 제공

할 것이다

현장탐사 및 자료획득

현장탐사는 두 개의 항차로 구성되었는데 제 항차

는 년 월 일부터 일까지 주로 지구물리탐사

를 중심으로 실시되었으며 제 항차는 월 일부터 

월 일까지 가스하이드레이트시료 획득과 지구화

학탐사를 중심으로 수행되었다 다양한 연구주제를 위

해 탐사기간 동안 

탄성파 탐사 지열류량

자료를 

획득하였다

연구선으로 러시아 블라디보스톡의 

가 보유한 

톤 가 이용되었고 항해경로는 블라

디보스톡 사할린 코르샤코프 연구지역 사할린 코르샤코

프 블라디보스톡이었다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는 제 항차 기간동안 총 개

의 탐사 측선에서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 탐사

에는 러시아 연구소에서 자체 개

발된 스파커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시스템이 구성과 특성은 에 나타내었다 이 

시스템은 주로 천해지역 호수 댐 등에서 기반암을 

찾거나 천연자원 탐지 환경오염문제 파이프라인이나 

케이블 설치등과 같은 환경 및 공학적인 목적에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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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 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사용되는 장비이다 이 장비

의 장점은 운송수단에 의해 이동이 쉬울 뿐 아니라 

어떤 연구선에도 장착하기 하기 매우 용이하다 이 장

비는 이번 프로젝트에서는 대

역의 스파커를 음원으로 사용하여 천부 퇴적층에 대해

서 해상도를 제공하며 표층아래 심

부까지 투과가 가능하다

탄성파 탐사와 함께 해수중에 나타나는 가스분출현

상을 관찰하기위해 수중음향 자료를 획득하였다 이번 

탐사에서는 러시아 연구소에서 

자체 개발된 수중음향탐지기 를 사용하여 탐

사를 수행하였다 주로 대역에서 가스분출기

둥이 잘 탐지되었다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의 고해상도  
천부지층 구조 해석

탐사에 사용하는 탄성파 장비의 음원 주파수 대역

에 따라 가스하이드레이트에 관련된 지층 영상이 매우 

다르게 나타난다는 연구 결과들이 최근에 발표되고 있

다 예를 

들면 수십 대역의 낮은 주파수를 발생시키는 에어

건을 이용하는 일반적인 해양 다중채널 탄성파 단면도

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기저반사층인 

이 강한 진폭의 선명한 반사층

으로 나타난다 반면에 수백 주파수 대역을 

사용하는 스파커 나 단

면도에서는 이 잘 보이지 않고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대의 기저구간 부근에 약간 강화된 반사층들로 나

타나는 등 뚜렷하지 않다 하지만 이런 고주파수 대역

의 단면도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 내부의 구

조를 상대적으로 상세하게 관찰할 수 있는 장점이 있

다

앞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스파커 음원을 사용한 이

번 탐사에서 얻어진 개 측선의 단면도에서는 이 

뚜렷하지 않다 다만 측선에서 수심 왕

복주시 구간의 해저면 아래 약 

부근에 약 구간에 걸쳐 해저면과 평행하게 

경사져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사층이 관찰된다

이 반사층은 해저면과 평행하게 경사져 있고 해저면 

왕복주시 지점 아래에서는 수평한 퇴적층을 

가로지르고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형

태의 반사층이 이 구간에서만 단속적으로 나타난 이유

는 분명하지 않다 앞으로 파형분석을 통해 정밀한 분

석이 이루어질 예정이다 이전에 연구지역에서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여 얻은 탄성파 단면도에서 해저면 하부 

약 깊이에서 강한 이 잘 발달되어 있어 

이 형

태의 반사층이 나타난 깊이와 거의 일치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대 기저 부근에 나타나는 
고진폭 반사신호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측선에서는 이 보이지 않

는 대신에 해저면에서 대략 깊이에 분산적

으로 나타나는 고진폭 반사층

이 관찰된다 이 들은 

처럼 해저면과 대체적으로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

으며 출현 깊이가 에어건을 사용한 탄성파 단면도에

서 나타나는 의 깊이와 잘 일치한다 잘 알려져 있

듯이 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의 기저

즉 상부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와 하부의 프리가스 의 경계면

에서 나타난다 이 들은 

의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도에서 관찰되는 

들과 매우 유사한 형태로 나타난다

는 이런 형태의 들이 바

로 아래에 위치한 퇴적물들의 공극사이에 존재하는 프

리가스 때문에 일어나는 반사현상으로 해석하였다

음향 기둥에서 나타나는 반사특성감쇄 와 
강화 현상

이번 연구의 탄성파 단면도들에서는 주변과는 매

우 다른 반사특성을 보이는 좁은 음향 기둥

들이 자주 관찰된다 이 기둥들

은 에서 수백 까지 솟아오른 형태로 되어 있

고 일부는 해저면까지 도달한다 이들 기둥 위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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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면에는 포크마크 나 작은 언덕구조 등과 

같은 특이한 해저지형구조들이 나타나기도 한다

측선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이 음

향기둥들은 상반된 반사특성을 보이는 두 개의 그룹으

로 나누어진다 첫 번째 그룹은 상대적으로 기

둥의 폭이 좁고 내부 반사특성 없이

하얀 색으로 나타나는 기둥이다 두 번째 그룹은 상대

적으로 폭이 넓고 분산되어 나타나는 강화된 반사대 

를 보이는 그룹이다

은 기둥에서 나타나는 진폭

감쇄현상은 기둥을 따라 일어나는 열수의 이동에 수반

되는 현상으로 이 기둥 내에서 탄성파 에너지가 급격

히 감소되어 일어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이

들의 연구에서도 이런 의 성인을 대한 명확한 증

거는 제시되지 않았다 기둥안에 가스가 존재하

고 있다는 어떠한 증거도 이번 단면도에서는 찾아볼 

수 없다 한편 기둥내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주

변에 비해 휠씬 농집되어 있다면 기둥과 같은 반

사특성을 나타낼 수 있다 즉 높은 속도의 가스하이드

레이트가 기둥 내부에 높은 농도로 채워져 있으며 기

둥내부의 반사계수가 매우 낮아서 반사특성을 볼 수 

없는 진폭소멸현상 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번 단면도에서는 은 들과 매우 비슷한 

반사특성을 보이는 점이 주목할 만하다 이 

하부의 가스에 의해 나타나는 현상이라면 

도 기둥내에 존재하는 가스에 의한 현상일 가능

성이 높다 가 제시했듯이 단층을 따라 

뜨거운 지층수가 심부에서 공급되면 단층 주변에서는 

온도의 상승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이 깨지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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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가 해저면쪽으로 상승이동할 수 있는 조건이 형성

된다 따라서 단층 주변에는 과 비슷한 반사특성

을 보이는 이 형성될 수 있을 것이다 이번 단면

도에서는 가스의 존재에 의해 나타날 수 있는 속도감

소 현상 등과 같은 증거들이 에서 관찰되지 않는

다

이 두 그룹의 기둥들은 상승구조라는 형태에서는 

유사한 모습을 보이지만 반사특성은 상반된다 이 연

구에서는 두 그룹의 기둥의 성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해석을 제시한다 즉 기둥내에 주로 채워진 물질이 가

스인 경우에는 기둥 형태를 보이고 가스하이드

레이트인 경우 기둥 형태로 나타난다 이를 검증

하기 위해 기둥내의 속도구조를 정확히 알 수 있는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나 시추코아 시료가 필요하다

수중음향자료 해석 해수 중으로 
분출되는 가스분출기둥 

오호츠크해에서는 약 에서 를 사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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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수중음향탐지기에 해저면에서 해수중으로 방출되

는 가스분출기둥 들이 많이 발견된다 이런 

가스분출현상은 멕시코만 등 가스하이드레이트 산출현

상이 활발한 몇몇 지역에서 보고된 바 있는데 활동성

과 빈도에 있어 오호츠크해 지역이 더욱 활발한 것으

로 알려져 있다

기존에 발견된 많은 가스분출기동 외에도 이번 탐

사기간 동안에도 새로운 가스분출기둥들이 다수 발견

되었다 은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는 동안 수

중음향탐사에서 발견된 가스분출기둥들의 위치와 수심 

등을 나타낸 표이다

대부분의 가스분출기둥은 해저면에서 수백 높이

까지 뿜어져 나오는 모습을 보인다 가스분출기둥 

의 경우 기둥의 높이가 에 달한다 기둥

의 폭은 보다 좁다 기둥 의 경우 해저면 

위로 약간 상승한 지형에서 분출하는 형태를 보인다

의 경우 해저면에서 떨어져 수중에 떠올라가는 형

태를 보인다 이는 가스분출이 연속적이지 않

고 단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는 이

번에 발견된 기둥들 가운데에서 가장 낮은 수심 

에서 발생한 것으로 약간 솟아오른 지형에서 나타난

다 이 수심은 가스하이드레이

트 안정영역에 속한다 만일 해수 중으로 이런 대규모 

가스를 분출하는 현상이 안정영역에 해당하는 깊은 수

심에서만 일어난다면 다음과 같은 해석이 가능하다

즉 상대적으로 온도가 높아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가스기둥과 그 주변을 제외하고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은 공극에 충적된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인해 공

극률과 투수율이 급격하게 감소됨에 따라 지층내로 가

스의 이동이 어렵게 된다 따라서 주위에 가스하이드

레이트 퇴적층으로 둘러싸인 가스기둥과 그 주변은 심

부로부터 공급된 가스들이 큰 손실없이 해저면까지 운

반되는 좋은 통로를 형성하게 된다 이렇게 기둥을 따

라 많은 양의 가스들이 해저면에 도달하게 되고 해수

로 분출된다 이에 반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에 

해당하지 않은 낮은 수심의 퇴적층에서는 단층을 따라 

이동하는 가스들이 지층내로 계속 스며들어 소진되기 

때문에 해수중으로의 대규모 가스분출현상이 일어나기 

어렵다

결 론

년 월과 월에 걸쳐 오호츠크해 가스하이드



진영근 정경호 김예동

214 지구물리

레이트 국제공동연구 탐사가 사할린 북동 대

륙사면지역에서 수행되었다 오호츠크해는 해수중에 많

은 가스분출현상이 발견되고 해저표층의 퇴적물 시추

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가 획득되어 세계적인 

학계의 관심을 모으고 있는 지역이다 이번 

탐사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의 천부 지층구조

와 해수중으로 방출되는 가스분출현상을 파악하기 위

해 고해상도 천부지층 탄성파 수중음향 자료를 획득

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저주파수 대역의 에어건을 사

용하여 얻은 탄성파 단면도에서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의 기저반사층인 이 선명하게 나타나지만

이번 탐사에서 고주파 스파커 음원을 이용하여 얻은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도에는 거의 식별할 수 없다

대신에 그 깊이에서 분산적으로 나타나는 진폭이 

강화된 반사층인 들이 관찰된다 이는 사용하는 

음원의 주파수에 따라 의 반사특성이 다르게 나타

남을 지시한다 은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바로 아래 지층에 존재하는 프리가스 때문에 형성된 

반사특성으로 해석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내에는 심부에서부터 해저

면으로 상승하는 좁은 폭의 상승구조인 음향기둥들이 

다수 발달되어 있다 이 기둥들은 심부의 가스가 해저

면까지 이동하는 경로일 것으로 생각된다 이 가스기둥

들은 서로 반사특성과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두 개

의 그룹으로 나누어진다 즉 기둥의 내부음향특성이 전

혀 보이지 않는 기둥과 강한 반사특성을 보이는 

가둥이다 기둥의 반사특성은 깊이에서 나

타나는 과 매우 유사하여 기둥내에 가스가 

충적되어 있을 가능성을 강력하게 시사한다 따라서 

음향기둥내에 주로 채워진 물질이 가스인 경우에는 

기둥 형태를 보이고 가스하이드레이트인 경우 기

둥으로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탄성파탐사와 동시에 수행된 수중음향탐사에서는 해

저표층에서 해수중으로 최대 까지 뿜어져 오르

는 다수의 가스분출기둥들이 새로 발견되었다 가스분

출기둥들이 발견된 지점중 가장 얕은 수심은 

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에 해당하는 수심이다

가스분출기둥들이 안정영역 구간에서 주로 발생하는 

것은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이 구간에서는 상대적으

로 온도가 높아 가스가 존재할 수 있는 가스기둥과 

그 주변은 투과율이 낮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퇴적층에 

둘러쌓여 있어 많은 손실없이 심부의 가스들이 해저

면까지 이동하는 통로를 형성한다 이에 따라 지층의 

가스기둥 위에서 해수중으로 많은 가스가 뿜어져 나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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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가스분출기둥이 발생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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