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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hallow sediments in the southwestern Ulleung Basin consist of mass flow deposits such as slide/slump and debris

flow deposits (DFD), caused by slope failure. These sediments are proven to be important in studying geological disaster

and stability of the seafloor. In this paper, we analysised the flow accumulation and slope failure susceptibility of the

Ulleung Basin on the basis of multi-beam data, collected in this area. We also studied the distribution pattern and the

seismic characteristics of the DFD in the uppermost layer of the Ulleung Basin on the basis of seismic data. The slope

susceptibility was calculated as the frequency ratio of each factors including slope, aspect, curvature and stream

power index (SPI), which causes the slope failure.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slope failure is frequently to occur

in the southern and western continental slope of the Ulleung Basin. The sediment flow (mass flow) caused by the

slope failure converges to the north and northwest of the Ulleung Basin. According to the seismic characteristics,

the uppermost layer in study area can be divided into four sedimentary unit. These sedimentary units develop from

the south and southwest to the north and northwest in association with slope susceptibility and flow accumu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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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남서부의 천부퇴적층은 대부분 사면사태와 쇄설류 퇴적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사면붕괴에 의해

야기된다. 따라서 쇄설류 퇴적체에 대한 연구는 지질재해 및 해저면의 안정성을 연구하는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

는다. 본 논문에서는 다중빔 음향측심자료를 이용하여 울릉분지의 흐름집적도 및 사면붕괴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또

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동해 울릉분지의 최상부층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의 분포 및 특성을 연구하였다.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사면붕괴를 야기하는 각 요소별(경사, 경사방향, 곡률 그리고 수류력지수) 빈도비로 계산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동해 울릉분지의 남쪽과 서쪽 대륙사면에서 사면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것을 지시해준다. 사면붕

괴로 야기되는 퇴적체의 흐름(쇄설류)은 사면기저부를 거쳐 울릉분지의 북서쪽 및 북쪽지역으로 수렴하고 있음을 보

여준다. 탄성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최상부층에 분포하는 쇄설류 퇴적체는 총 4개의 퇴적단위로 구분된다.

이러한 퇴적단위의 분포는 흐름집적도와 사면붕괴 취약성도와 연계되어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 울릉분지, 흐름 집적, 사면붕괴 취약성, 쇄설류 퇴적체, 탄성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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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질량류는 천부 퇴적물을 심해저로 운반하여 퇴적분

지를 채우는 해양 퇴적환경의 중요한 메커니즘 중 하

나이다. 일반적으로 질량류 퇴적체는 대륙붕단이나 협

곡의 상부에 축적된 불안정한 상태의 퇴적체가 무너져

하부로 흐르는 사면붕괴(Slope failure)에 의해 주로 발

생되며 다양한 중력구동 작용에 따른 대량의 퇴적물

이동으로 야기된다(Bonnie et al., 1979). 사면붕괴로부

터 야기되는 퇴적체인 슬라이드/슬럼프(Slide/slump)는

유체성이 증가됨에 따라 쇄설류 혹은 저탁류의 형태로

진행되기도 한다. 특히, 사면의 기저부와 하부에 존재

하는 쇄설류 퇴적체(Debris flow deposits; DFD)의

경우 사면으로부터 발생하는 슬라이드/슬럼프로부터 발

달하며 사면붕괴의 취약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다. 울

릉분지는 많은 사면붕괴가 발생했고 이로 인해 울릉분

지 사면기저부는 대부분 쇄설류 퇴적체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분지쪽으로 갈수록 저탁류 퇴적체로 전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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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l., 2010). 최근에는 멀티빔 후방산란자료의 음향상이

구분되는 울릉분지 북서쪽 지역의 최상부 질량류 퇴적

체 연구가 수행된바 있다(KIGAM, 2011). 이와 같이

질량류는 국지적으로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시기나 지

역에 따라 다양하게 발생되며 질량류의 거동특성이나

퇴적환경에 관한 구체적인 이해는 최근 발생한 질량류

퇴적체 연구로부터 가능하다. 

대규모의 사면붕괴 및 질량류는 쓰나미(Tsunami)와

같은 지질재해를 유발하여 인명 및 재산피해를 입힐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원유시추시설이나 해저송유관 등

의 해저시설물에 직접적인 손상을 야기한다. 남아프리

카 아굴하즈와 파푸아뉴기니에서 발생한 해저사태는 많

은 피해를 발생시킨 재해로 기록되었다(Dingle, 1977;

Yoshiaka et al., 1999). 또한 해저면에 노출되어 있는

해저사태 가운데 세계에서 가장 큰 규모를 가진 노르

웨이해 대륙붕의 스토레가 사태(Storegga Slide)는 약

112,500 km2에 해당하는 해저지형의 변형을 야기했다

(Tom, 1983; Tom et al., 1987; Evans et al., 1996).

그 결과 가스가 발견되는 스토레가 지역에서의 해저면

안정성 평가는 석유산업 및 지반공학 분야의 주관심사

가 되었다. 이와 같이 사면붕괴 및 질량류에 관한 연

구는 경제적, 지질학적인 연구뿐만 아니라 해저면의 안

정성을 포함하는 지질재해 연구 측면에서 중요한 의미

를 가진다. 하지만 해저 지질재해의 경우 지형 특성을

비롯하여 지진이나 단층을 유발하는 지반운동 및 지체

구조에도 영향을 받는다. 또한, 다양한 공간적 요소에

의해 좌우되는 사면붕괴와 질량류는 그 위험성을 예측

하거나 정량적으로 산정하기 어려우며 광역적인 지역

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와 정보의 수집, 분석을 통

한 결과 획득 과정에는 많은 노력과 시간이 요구된다.

해저 퇴적체의 특성은 탄성파 탐사 자료를 활용한

연구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울릉분지의 남측 대륙붕

과 대륙사면 주변지역에 대한 탄성파 및 퇴적학적 특

성은 많은 연구에 의해 보고되었다(Park et al., 1987;

Lee et al., 1989; KORDI, 1994; Park and Han, 1984;

Park and Choi, 1986; Park et al., 1988; Hong et al.,

1997; Park and Yoo, 1988; Min, 1994; Choi et al.,

1997; Park and Yoo, 1992; Chun et al., 1999). 하

지만 울릉분지에 존재하는 질량류 퇴적체의 발생기작에

대한 이해와 사면붕괴로 인한 질량류 퇴적체의 발생

가능성을 예측한 연구는 미비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정밀해저지형자료와 GIS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기법을 활용하여 퇴적물의 이동경로 유추가 가

능한 흐름집적도(Flow accumulation map)와 연구지역

내의 사면붕괴를 야기하는 요인들 간의 연관성을 분석 후

사면붕괴 취약성도(Slope failure susceptibility map)를

작성하고자 한다. 흐름집적도와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지리학분야에서 많이 사용되는 방법으로 육상의 넓은

지역에서 발생하는 산사태를 예측하는데 유용하다(Lee

et al., 2004; Lee et al., 2005). 따라서 이러한 기법

을 해양환경에 적용하여 사면붕괴 가능성 및 붕괴 후

의 퇴적체 흐름을 예측하고자 한다. 또한, 탄성파 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울릉분지 남서부의 최상부층에 존재

하는 쇄설류 퇴적체의 분포 및 발달과정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러한 연구는 향후 동해 울릉분지 지역의 천부

퇴적환경을 밝히는데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이다. 

2. 연구지역

동해는 유라시아판의 동쪽주변부에 위치하는 후열도

분지로 일본분지, 야마토분지 그리고 울릉분지로 구성

된다. 연구지역인 울릉분지는 동해의 남서부에 위치하

며 북쪽으로는 한국대지와 접해있고 서쪽으로는 최대

10° 이상의 경사를 가진 한반도의 대륙사면, 남쪽으로

는 일본열도로부터 이어지는 3° 정도의 대륙사면 그리

고 동쪽으로는 오키뱅크로 둘러싸여 있다(Fig. 1).

울릉분지는 올리고세 후기에서 마이오세 초기 동안

아시아 대륙으로부터 일본열도가 분리되어 남동쪽으로

이동하면서 발생한 북서-남동 방향의 신장성 지구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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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Extensional tectonics)에 의해 형성되었다(Tamaki

et al., 1992; Jolivet et al., 1995; Chough and Barg,

1987). 마이오세 후기에는 지각 변형장이 신장에서 압

축으로 전환되면서 지역적으로 많은 변형이 일어났고

이로 인해 분지의 서쪽과 남쪽 주변을 따라 많은 지진

과 사면붕괴가 발생하였다. 이러한 지역적 변형은 쇄

설류와 같은 질량류를 발생시켰으며 플라이오세까지 지

속되면서 상당히 많은 퇴적물을 울릉분지로 운반시켰

다(Jeong, 1983; Yoon, 1994; Lee and Suk, 1998).

동해의 퇴적물은 강을 통한 유입과 연안에서의 침식작

용에 의해 주로 공급되며(Irino and Tada, 2003; Um

et al., 2009; Lee et al., 2015) 해류를 따라 재동 및

재분포작용을 받는다(Lee et al., 2011). 해류의 경우

울릉분지 주변은 남쪽에서 유입되는 대마난류와 한반

도 연안을 따라 북쪽에서 유입되는 리만한류에 의해

극전선이 생성되며 대마난류의 세기에 따라 극전선의

위치가 변동한다(Seung, 1992; Lee et al., 2003; Um

et al., 2009). 따라서 울릉분지의 퇴적물 공급은 이들 해

류의 순환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Hong et al., 1997;

Irino and Tada, 2003; Choi et al., 2006; Um et al.,

2009). 

연구지역인 울릉분지 남측 대륙사면은 지형적으로

대한해협을 축으로 하는 남동측과 오끼제도를 축으로

하는 남서측으로 뚜렷이 구분된다. 또한, 수심이 낮은

대륙붕 지역은 사질퇴적물이 주로 분포하지만 수심이

점차 증가하는 상부 대륙사면은 슬라이드/슬럼프 퇴적

체가 존재하고 사면 아래로 향하면서 슬라이드/슬럼프

퇴적체는 쇄설류 퇴적체를 거쳐 저탁류 퇴적체의 형태

로 분지평원까지 확장된다(Chough et al., 1997; Lee

et al., 1999; Park et al., 2012). 

3. 재료 및 방법

울릉분지 퇴적물의 이동특성과 사면붕괴의 가능성은

2005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2호를 통해 얻은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를 활용하여 예측하였다. R/V 탐

해 2호에 설치되어있는 다중빔 음향시스템은 13 kHz

의 중심주파수를 사용하여 11,000 m까지의 수심을 측

량할 수 있는 심해용 Simrad EM 12S-120과 95 kHz

의 중심주파수와 수심 3~300 m 범위에서 사용되는 천

해용 Simrad EM 950으로 구성되어 있다. 취득된 자

료는 연구지역의 흐름집적도와 사면붕괴 취약성도를 작

성하는데 사용하였다. 흐름집적도는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로부터 추출된 격자자료를 사용하였으며 격자화된

자료상에서 특정 셀로 흐를 수 있는 모든 셀의 누적가

중치로 정의된다. 이를 통해 물질 플럭스(퇴적물 유동)

유추가 가능하며 다음과 같이 계산하였다. (1) 격자자

료의 각 셀로부터 경사방향(흐름방향)을 계산한다. (2)

각 셀은 이웃하는 셀들의 경사방향으로부터 자신을 향

하고 있는 셀을 결정하고 이들의 가중치를 자신의 가

중치에 합산시킨다. (3) 이와 같이 합산된 가중치를 누

적 가중치라 하며, 그 셀이 향하고 있는 또 다른 셀로

전달되어 누적 가중치 계산에 사용된다. (4) 위의 과정

을 셀의 누적 가중치의 전달이 없어질 때까지 반복한

다.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빈도비(Frequency ratio)로

작성되었다. 빈도비는 특정 값의 범위 내에서 발생 확

률을 예측하는 방법으로 해저사태 발생과 그에 기여하는

요소와의 상관관계 분석에 의해 계산된다. 본 분석에

사용된 연속형 자료는 경사(Slope), 경사방향(Aspect),

곡률(Curvature) 그리고 수류력지수(Stream power

index)이며 연구지역을 300 m × 300 m 크기의 격자로

나눈 총 421,497개의 다중빔 음향측심자료(KIGAM,

2012)로부터 추출하였다. 추출된 자료를 바탕으로 각각

의 요소들에 대한 등급의 개수와 분포 면적을 계산하

였으며 확률 계산에 적합하도록 등급을 나누었다. 또

한, 본 확률분석에서는 연구지역의 취약성 분석 방법

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해 기존에 연구된 울릉

분지의 북서부 사면 붕괴 자료(KIGAM, 2011)를 훈련

자료(Training data)로 이용하였다. 흐름집적도와 사면

Fig. 1. Bathymetry map of the Ulleung Basin and tracklines

of chirp and air-gun seismic profiles. Heavy lines with

numbers indicate location of seismic profiles shown in

Figures. Box with broken lines is an area shown in Fig. 3, 4

and 14. Contour interval i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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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 취약성도는 많은 양의 공간자료 및 속성정보를

가지며 각 자료의 중첩 분석 및 연관성 분석은 GIS를

활용하였다.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쇄설류 퇴적체의 공간적 분포

및 발달과정을 이해하기 위해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Air-gun)를 활용하였다. 2차원 다중채널 탄성

파 탐사자료는 수직분해능과 투과심도 부분에서 슬라

이드, 슬럼프 및 쇄설류 퇴적체의 두께 분포나 중첩여

부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에

활용된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 탐사자료는 2005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 2호를 통해 취득된 자료의

일부이다(Fig. 1). 현장탐사에 활용된 장비는 항측시스

템, 기록시스템, 음원 등으로 구성된다. 항측시스템은

정밀위성항법(DGPS)을 이용한 웨스턴지코(Western

Geco)의 트리나브(TRINAV)시스템, 기록시스템은 트리

아(TRIACQ)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음원은 2,000 psi의

고압 압축공기와 용량이 다른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

된 동조 에어건 어레이(Turned air-gun)를 사용하였다.

현장 탐사 시 적용한 탐사의 주요 자료취득 변수인 그

룹 간 발파간격은 12.5 m, 채널수는 240 채널, 음원

용량은 1,035 in3 그리고 발파간격은 25 m로써 중합도

는 60이다. 취득 자료의 중심주파수는 50~60 Hz 정도

이며 최대 400 Hz까지의 주파수 대역을 포함한다. 또

한, 연구지역의 고해상도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자료

(3.5 kHz)를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와 일부

병합하여 쇄설류 퇴적체를 확인하는데 활용하였다. 

탄성파 탐사 자료의 층서 해석은 Mitchum et

al.(1977) 의해 제시된 분류 근거를 활용하였다. 탄성파

탐사 자료의 해석을 통해 연구지역의 최상부층에 존재

하는 쇄설류 퇴적체의 퇴적단위를 구분하였으며 등층

후도(Isochron map)와 구조도(Time structure map)로

표현하였다. 등층후도는 퇴적체들의 최소, 최대, 평균

두께와 퇴적중심지(Depocenter)를 나타내고 구조도는

각 퇴적단위의 하부 경계면을 보여준다. 등층후도와 구

조도를 통해서 쇄설류 퇴적체가 퇴적되었을 당시의 과

거 지형 및 이동 방향 등을 유추하였다. 

4. 연구결과

4.1. 흐름집적도

연구지역의 퇴적물 이동경로를 유추하기 위해 흐름

집적도를 작성하였다. Fig. 2는 흐름집적도를 계산하기

위한 과정이다. 각 셀들의 경사 방향이 Fig. 2의 좌상

단에 보이는 화살표와 같다면 1, 2, 4 그리고 7번 셀

의 물질은 5번 셀로 흐를 수 있다. 그리고 3, 5, 8번

셀의 물질은 또 다시 6번 셀로 흐른다. 따라서 5번 셀

은 자신의 가중치와 1, 2, 4, 7번 셀의 가중치를 합산

Fig. 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process to calculate

the flow accumulation. For more explanation, see the text.

Fig. 3. Map showing the flow accumulation calculated from

the accumulated weight of all cells. The higher accumulated

values are represented by deep blue colors. Most flows

with higher values are directed to N and NW i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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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새로운 누적 가중치를 갖게 되고 6번 셀은 3번과

8번의 가중치와 5번 셀의 누적 가중치를 넘겨받게 된

다. 그 결과 모든 셀의 초기 가중치가 1이라 하면 5번

셀은 5의 누적가중치를 갖게 되고 6번 셀은 5번 셀의

누적 가중치의 영향으로 총 8의 누적 가중치를 갖게

된다. Fig. 3은 위 과정을 통해 작성한 흐름 집적도이

다. 누적 가중치가 클수록 진한색으로 나타나며 옅어

질수록 누적 가중치가 작은 것을 의미한다. 사면지역

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가중치를 보이는 흐름이 존재하

며 사면에서 분지를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높은 가

중치를 갖는 흐름도 확인된다. 전체적으로 사면에서 시

작된 흐름들이 분지의 북서쪽과 북쪽으로 향하는 높은

가중치의 수렴 형태를 볼 수 있다. 

4.2. 사면붕괴 취약성도

사면붕괴를 야기하는 요인으로는 경사, 경사방향, 곡

률 그리고 수류력지수가 있다. 모든 사면붕괴는 기본

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으며 외력이 주어지지 않더라

도 경사가 급해지면 파괴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

면붕괴가 일어난다. 경사방향은 물질의 흐름 방향과 관

계되는 요소로써 물질의 흐름 속도나 세기는 기후 변

화에 따라 달라지지만 지면이 이루는 경사방향과 일치

할 경우 퇴적물에 가해지는 전단응력을 증가시키는 특

징을 갖는다. 곡률의 경우 질량수송이나 중력류가 발

생할 시 퇴적물의 수렴 혹은 발산 여부를 결정짓는 요

소이다. 퇴적물은 수렴하게 되면 중력가속도가 증가하

기 때문에 더 많은 퇴적물의 이동을 야기할 수 있다.

수류력지수는 유체에 의한 침식 가능성 정도를 나타내

는 지수로써 집수지역의 면적과 경사도에 비례한다.

Table 1은 연구지역의 경사에 관한 표이다. 연구지역

의 경사 등급은 경사 범위에 따라 총 4개로 나누었다.

0~2°에 해당되는 경사 범위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많

은 면적 비율을 차지하며 8° 이상의 경사 분포가 가장

적은 비율을 갖는다. 경사 요인이 사면붕괴를 발생시

키는 척도는 경사 등급과 면적비율 등의 자료를 바탕

으로 계산된 빈도비를 활용하였다. 빈도비는 사면붕괴

요인들과 사면붕괴가 발생한 지역의 상관관계를 해석

하는 확률기법으로 각 요인의 등급별 사면붕괴 면적

비율을 각 요인 등급이 전체 면적에서 차지하는 비율

로 나눈 것이다. 빈도비가 1이면 평균, 1보다 작으면

사면붕괴 가능성이 평균보다 낮고 빈도비가 1보다 크

면 사면붕괴 가능성이 평균보다 높음을 의미한다(Lee

et al., 2004). 연구지역은 0~2° 경사 범위가 1.19의

가장 높은 빈도비를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대

Table 2. Relationship between slope-failure and aspect in the study area. The slope-failure area is marked by slide/slump and

debris flow deposits (DFD) on the seafloor. For more explanation, see the text

Aspect
Pixels of slope-failure area Pixels in the study area

Frequency ratio (a/b)
Count Ratio (%)a Count Ratio (%)b

Flat 1 0 153 0 0.03

N 31,993 36 97,685 23.2 1.55

NE 15,755 17.7 83,155 19.8 0.90

E 2,908 3.3 45,641 10.8 0.30

SE 626 0.7 11,784 2.8 0.25

S 515 0.6 11,807 2.8 0.21

SW 1,152 1.3 20,762 4.9 0.26

W 8,448 9.5 53,004 12.6 0.76

NW 27,501 30.9 97,506 23.1 1.34

Total 88,899 100.0 421,497 100.0 

Table 1. Relationship between slope-failure and topographic slope in the study area. The slope-failure area is marked by

slide/slump and debris flow deposits (DFD) on the seafloor. For more explanation, see the text

Slope Range
Pixels of slope-failure area Pixels in the study area

Frequency ratio (a/b)
Count Ratio (%)a Count Ratio (%)b

0~2 ° 87,353 98.3 348,838 82.8 1.19

2~4 ° 1,430 1.6 40,631 9.6 0.17

4~8 ° 116 0.1 24,641 5.8 0.02

8 ° < 0 0 7,387 1.8 0

Total 88,899 100.0 421,497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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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을 차지하는 0~2°의 사면경사를 갖는 지역은 사

면붕괴 가능성이 높음을 지시해준다. Table 2는 경사

방향에 관한 표이다. 경사방향은 동(E), 서(W), 남(S),

북(N) 4개의 방위를 세분화한 총 8개 방위와 방향성을

갖지 않는 Flat를 포함한 9개로 구분하였다. 경사방향

에 대한 빈도비는 N(북쪽방향)에서 1.55의 가장 높은

값을 보이며 NW 1.34, NE 0.90, W 0.76 등의 순서

대로 값을 갖는다. Flat은 빈도비가 0.03이며 연구지역

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이러한 결과는 연구지역

이 전체적으로 N(북쪽방향)을 포함하는 경사방향이 높

은 지수 값을 차지함을 나타낸다. Table 3은 곡률에

대한 분석 결과이다. 연구지역의 곡률에 대한 빈도비는

볼록한 지역(Convex)이 1.05, 오목한 지역(Concave)은

0.99의 값을 보인다. 평탄한 지역(Even)은 연구지역에

서 0.11의 가장 낮은 빈도비를 갖는다. Table 4는 연

구지역의 수류력지수를 분석한 표이며 연구지역 중 침

식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0~4의 수류력지수

분포 지역은 1.78의 가장 높은 빈도비를 갖는다.

Fig. 4는 사면붕괴 취약성도로써 사면붕괴의 가능성

을 제시해준다. 이러한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사면붕괴

를 야기하는 각 요소의 총합 즉, 경사 경사방향, 곡률

그리고 수류력지수를그림으로 표현한 것이다. 지수 총

합이 높을수록(적색 계열) 사면붕괴에 취약한 지역을

나타내며 지수 총합이 낮을수록(녹색 계열) 상대적으로

사면붕괴 가능성이 낮은 지역을 의미한다. 연구지역의

경우 지수 총합이 높은 값을 보이는 지역은 대부분 경

사가 급한 대륙 사면에 집중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이에 비해 분지평원과 연구지역의 동쪽 및 북동쪽 지

역은 녹색계열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어 사면붕괴

취약성이 상대적으로 낮은 것을 보여준다. 이러한 사

면붕괴 취약성도는 연구지역에서의 퇴적물 이동경로를

알아보기 위해 작성한 흐름집적도와 비교하면 연구지

역인 울릉분지는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대륙사면에서

Table 3.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slope-failure and curvature in the study area. The slope-failure area is marked by slide/

slump and debris flow deposits (DFD) on the seafloor. For more explanation, see the text

Curvature
Pixels of slope-failure area Pixels in the study area

Frequency ratio (a/b)
Count Ratio (%)a Count Ratio (%)b

Convex 44,335 49.9 200,434 47.6 1.05

Even 227 0.2 9,462 2.2 0.11

Concave 44,337 49.9 211,601 50.2 0.99

Total 88,899 100.0 421,497 100.0 

Table 4.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slope-failure and stream power index (SPI) in the study area. The slope-failure area is

marked by slide/slump and debris flow deposits (DFD) on the seafloor. For more explanation, see the text

SPI

Range

Pixels of slope-failure area Pixels in the study area
Frequency ratio (a/b)

Count Ratio (%)a Count Ratio (%)b

< -4 4,105 4.6 174,026 41.3 0.11

-4~0 16,619 18.7 51,610 12.2 1.53

0~4 60,083 67.6 160,318 38.0 1.78

4 < 8,092 9.1 35,543 8.4 1.08

Total 88,899 100.0 421,497 100.0 

Fig. 4. Map showing the slope susceptibility using the

frequency-ratio method in the Ulleung Basin. The slope

failure-related factors to generate this susceptibility map

are slope, aspect, curvature and stream power index (SPI).

The higher and lower susceptibility values are represented

by reddish and greenish colors, respectively. Note that the

continental slope and base of slope are dominated by

higher susceptibility values compared to the basin floor of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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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면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사면붕괴로 인해 야기되는 쇄설류 퇴적체의 흐름

은 사면을 거쳐 분지의 북서쪽과 북쪽지역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음을 지시해준다.

4.3. 쇄설류 퇴적체의 탄성파 특성 및 분포

본 연구에서는 울릉분지 남서부 해저의 최상부층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의 분포 양상과 발달과정을 규

명하기 위해 탄성파 탐사 자료상에 나타나는 퇴적체의

층서 단위를 구분하였다. 연구지역의 최상부층에 분포

하는 쇄설류 퇴적체는 총 4개의 퇴적단위(DFD 1~4)

로 나뉘며 공통적인 내부와 외부의 음향상 특징이 나

타난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퇴적체들의 내부 구조는 무

질서하고 불분명한 반투명의 음향상을 갖는다. 외부 구

조의 경우는 렌즈, 쐐기, 그리고 얇은 판상의 형태와

강한 진폭의 연속성을 보이는 침식부정합면은 퇴적체

의 하부에 존재한다. 이러한 내, 외부 특징들은 주로

쇄설류 퇴적체를 나타낸다. Figs. 5~8은 이러한 쇄설

류 퇴적단위를 보여주는 탄성파 단면도이며 그 분포는

Fig. 9에 나타난다. 

Figs. 5~7은 연구지역의 동서방향 탄성파 단면도이

다. Fig. 5에서는 DFD 1과 DFD 2가 확인된다. DFD

2는 사면기저부의 2.1~2.4s (Two-Way Traveltime;

TWT)에 위치하며 서쪽에서 동쪽으로 갈수록 얇은 판

Fig. 7. Chirp (above) and air-gun (below) seismic profiles

showing debris flow deposits (DFD 4) in a E-W direction.

For location of seismic profiles, see the insert map. Vertical

axis is two-way traveltime (s).

Fig. 6. Chirp (above) and air-gun (below) seismic profiles

showing debris flow deposits (DFD 1 and 3) in a E-W

direction. For location of seismic profiles, see the insert

map. Vertical axis is two-way traveltime (s).

Fig. 5. Chirp (above) and air-gun (below) seismic profiles

showing debris flow deposits (DFD 1 and 2) in a E-W

direction. For location of seismic profiles, see the insert

map. Vertical axis is two-way traveltime (s).



136 이선종 ·이정민 ·유동근 ·이고은 ·박수철

상에서 두꺼운 층후의 형태인 렌즈모양으로 발달한다.

DFD 2의 동쪽에 위치한 DFD 1은 2.4~2.6s (TWT)

에 위치하며 단면도상에서 서쪽의 층후가 동쪽보다 두

꺼운 것이 확인된다. Fig. 6은 Fig. 5의 동서 단면도보

다 수심이 깊은 북쪽에 위치한 단면도로써 36.5°N,

130.5°E 근처의 주변보다 솟아오른 융기된 지형을 기

준으로 서쪽은 DFD 3, 동쪽은 DFD 1이 존재한다.

DFD 3은 연구지역의 서쪽에 위치한 사면 기저부 바로

아래에 위치하는 쇄설류 퇴적체로써 동서 규모는 DFD

1과 2에 비해 작으며 뚜렷한 렌즈모양의 외부형태를

갖는다. DFD 3은 단면도의 중앙부에 위치한 융기된

부분에 의해 가로막혀 동쪽으로 확장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6의 동쪽에 위치한 DFD 1은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도에서 뚜렷한 렌즈 혹은 쐐기모양의 형태

를 보이고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단면도상에서는 두

껍고 얇은 판상형태의 외부형태를 갖는다. DFD 1은

같은 경도상에 존재하는 DFD 3에 비해 동서로 넓게

발달한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 Fig. 7은 연구지역 서

쪽의 37 °N에 위치한 동서방향의 탄성파 단면도이다.

이 퇴적체는 경사가 매우 큰 대륙사면 기저부 바로 아래

에 판상 형태로 분포하며 제한적인 분포범위를 보인다.

Fig. 8은 연구지역의 중앙부를 가로지르는 남북방향

탄성파 단면도이다. 단면상에서 확인되는 쇄설류 퇴적

체는 DFD 1, 2 그리고 3이다. 총 3개의 쇄설류 퇴적

체는 연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사면기저부터 북쪽의

분지평원에 걸쳐 분포한다. DFD 1은 얇은 판상의 형

태를 가지며 남쪽의 상부사면에서부터 발달하여 사면

아래로 확장된다. DFD 2는 쐐기 모양의 외부형태를

보이며 남쪽으로 DFD 1을 피복한다.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 가장 북쪽에 위치하는 DFD 3은 DFD 1과 2

와 같이 중첩되지 않고 독립적으로 발달한 퇴적체이다.

DFD 3은 분지 평원 부근에 위치하며 퇴적체의 북쪽

끝단이 다른 탄성파상 특징을 보이는 형태의 퇴적체로

전이되는 것을 볼 수 있다. 전이된 퇴적체의 탄성파상

은 층리의 발달이 뚜렷하고 연속성이 양호한 양상을

보인다.

Fig. 9는 탄성파 자료 분석으로 확인된 DFD 1~4

를 나타내는 분포도이다. DFD 1은 울릉분지의 남쪽과

남동쪽에 위치한 사면을 기점으로 분지 중앙부와 북동

쪽 지역까지 연장되며 연구지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

범위를 차지한다. DFD 2는 연구지역의 남서쪽 사면을

기점으로 분지 평원이 위치한 북동쪽방향으로 발달되

는 특징을 보이며 DFD 1의 서쪽 일부를 피복한다.

DFD 3과 DFD 4는 울릉분지의 서쪽 사면으로부터 기

인하여 분지방향으로 발달되는 소규모의 쇄설류 퇴적

체 발달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확인되듯 연구지역의 최

상부층에서 구분된 모든 쇄설류 퇴적체들은 울릉분지

Fig. 8. Chirp (above) and air-gun (below) seismic profiles

showing debris flow deposits (DFD 1, 2 and 3) in a N-S

direction. For location of seismic profiles, see the insert

map. Vertical axis is two-way traveltime (s).

Fig. 9. Distribution map of the DFD in the uppermost layer

of the seafloor in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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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부사면을 포함하는 사면기저부를 거쳐 분지 평원

이 위치한 연구지역의 동쪽, 북쪽 그리고 북동쪽 방향

으로 발달하는 분포 특징을 보인다. 

4.4. 쇄설류 퇴적체의 등층후도 및 구조도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연구지역의 최상부층에는 크게

4개의 쇄설류 퇴적체가 존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

인된 각각의 쇄설류 퇴적체에 대한 특징을 알아보기

위해 퇴적 단위별 등층후도와 구조도를 작성하였다.

Figs. 10~13은 쇄설류 퇴적체의 등층후도(a)와 구조

도(b)로써 각 퇴적 단위의 분포 범위, 퇴적체의 두께,

퇴적중심지 그리고 퇴적체가 생성될 당시의 하부 지형

을 보여준다. Fig. 10은 DFD 1의 등층후도와 구조도

이다. DFD 1은 연구 결과에서 확인된 퇴적 단위 중

가장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한다. DFD 1의 규모는

동서방향으로 최대 약 110 km, 남북방향으로 최대 약

120 km 길이를 갖는다. DFD 1의 평균 두께는 0.038 s

이며 연구지역의 동쪽 사면 기저부에서 0.143s의 최대

층후를 보인다. 퇴적중심지는 남쪽과 동쪽의 2곳에 위

치하며 북쪽의 분지 중앙부로 갈수록 층후가 얇아지는

형태를 보인다(Fig. 10a). DFD 1의 구조도(Fig. 10b)를

보면 퇴적체 하부의 깊이는 약 1.578~2.839s에 달한

다. DFD 1의 하부 지형은 동쪽과 남쪽의 사면 상부

에서 급경사를 보이고 분지평원으로 갈수록 경사가 완

만해진다. 또한, 경사 방향은 전체적으로 북쪽을 향한

다. DFD 1의 층후 분포 및 형태 그리고 하부 지형으

로 보아 퇴적물의 공급은 연구지역의 남쪽과 동쪽의

두 방향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1은 DFD 2의 등층후도와 구조도이다. 연구지

역의 남서쪽에 존재하는 DFD 2는 동서방향 약

Fig. 10. Isochron (a) and time structure map (b) of DFD 1. Contour intervals are two-way traveltime in second (s).

Fig. 11. Isochron (a) and time structure map (b) of DFD 2. Contour intervals are two-way traveltime in seco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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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km, 남쪽에서 북쪽으로 최대 55 km 까지 발달한다.

DFD 2의 평균 층후는 0.041 s이며 서쪽사면 지역에

최대 0.152 s의 층후가 존재한다. 퇴적중심지는 퇴적체

의 서쪽과 중앙부의 총 2곳에 존재한다(Fig. 11a).

DFD 2의 하부 경계면 깊이는 약 1.338~2.484s에 달

하고 하부 지형 경사의 방향은 남서쪽에서 북동쪽으로

향하며 DFD 1에 비해 완만한 경사면을 갖는다

(Fig. 11b). DFD 2의 퇴적물 공급은 구조도와 등층후도

의 형태로 보아 연구지역인 울릉분지의 서쪽의 사면에

서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퇴적중심지 인접

지역은 경사가 급하지 않아 퇴적체가 지형을 따라 멀

리까지 이동되지 않고 두껍게 퇴적된 것으로 사료된다.

Fig. 12는 DFD 3의 등층후도와 구조도이다. DFD

3은 DFD 2의 북쪽에 존재하며 동서 폭은 약 27 km,

남북 길이는 약 50 km에 달한다. 이 퇴적체는 평균

0.024s의 두께를 보이며 퇴적체의 북쪽에서 최대

0.056s의 층후를 갖는다. 퇴적중심지는 북쪽과 남쪽의

2곳에 위치한다. 퇴적체의 하부 지형은 약 2.574~

3.010s에 위치하며 남에서 북으로의 경사 방향과 완만

한 경사를 보인다(Fig. 12b). 퇴적중심지의 위치와 퇴

적체의 층후 형태를 보아 DFD 3의 퇴적물 공급은 대

부분 연구지역의 서쪽 사면에서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

다. DFD 3의 남동쪽에 위치한 두꺼운 퇴적층후는 경

사방향 및 퇴적체의 하부지형으로 보아 연구지역의 남

Fig. 12. Isochron (a) and time structure map (b) of DFD 3. Contour intervals are two-way traveltime in second (s).

Fig. 13. Isochron (a) and time structure map (b) of DFD 4. Contour intervals are two-way traveltime in second (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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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로부터 일부 전이된 것으

로 판단된다. 

Fig. 13은 DFD 4의 등층후도와 구조도이다. DFD

4는 동서, 남북 방향이 각각 약 8 km의 규모를 갖는다.

퇴적체의 평균 두께는 0.010s이며 최대 0.021s의 층후

는 퇴적체의 서쪽에 위치한다(Fig. 13a). DFD 4는 연

구지역의 최상부층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중 가장

좁은 분포 범위를 보이며 평균 두께가 가장 얇다.

DFD 4의 하부 지형은 약 2.837~2.963s의 깊이에 달

하고 서쪽에서 동쪽으로의 내리막 경사를 갖는다

(Fig. 13b). 등층후도와 구조도로 보아 퇴적물의 공급은

연구지역의 서쪽 사면으로부터 이루어진 것으로 보이

며 발달된 퇴적체는 분지방향인 동쪽으로 향한다. 

5. 토 의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지리학 분야에서 많이 사용되

는 기법으로 육상에서 발생하는 산사태 발생지역의 범

위를 설정하고 산사태 가능지역을 예측할 수 있는 GIS

기반의 연구방법이다. 이러한 연구방법은 우리나라의

산사태 위험도 분석에서도 사용되었으며 실제로 산사

태가 발생한 지역의 위치는 산사태 취약성도와 밀접한

관계가 있음이 확인되었다(Lee, 1999; Lee et al.,

2005; Lee et al., 2004 and 2012). 

우리나라 동해의 울릉분지와 같이 사면경사가 발달

된 지역은 사면붕괴로 인한 사태 및 쇄설류의 발달이

용이한 지역이다(Lee et al., 1999; Chough et al.,

2000). 대기-하천-지표의 접촉관계를 갖는 육상하천계

의 산사태는 주로 심한 강우 후 물에 의해 토양의 마

찰력이 감소한 경우에 발생하며 지역에 따라 쇄설류

혹은 이류로 발전한다. 해양에서의 사태 및 쇄설류는

육지보다 더 용이하게 발전할 수 있는 조건을 가지고

있다. 해저 사면의 퇴적층은 항상 물에 포화된 상태로

써 퇴적물 사이의 간극수압 증가, 퇴적물의 포화로 인

한 단위 중량 증가 등에 의해 사면에서의 저항력과 마

찰력을 감소시킨다. 육지의 산사태나 해양에서의 사면

붕괴(미끄럼사태 및 함몰사태) 및 쇄설류는 중력으로

인해 발생되는 흐름이다. 사면붕괴를 발생시키는 여러

가지 요인 중 사면 경사는 사면상에서 물질의 추진력

에 크게 작용한다(Lee, 1999). 그러므로 사면의 경사도

는 사면붕괴를 일으키는데 절대적인 영향을 끼친다. 따

라서 사면의 경사도를 토대로 작성한 사면붕괴 취약성

도와 흐름집적도는 육지나 해양에서 사면붕괴 및 이로

인해 발생되는 흐름의 방향을 예측할 수 있는 거의 유

일한 방법이다. 

육지에서 발생하는 산사태의 경우 원격탐사 및 GIS

를 통하여 그 범위와 위치가 확인 가능한 반면 해양에

서 발생하는 사태 및 쇄설류의 경우 정밀탄성파탐사

및 다중빔해저지형탐사를 통해 확인이 가능하다

(KORDI, 1998; Choi et al., 2001; Kang et al., 2008;

Koo et al., 2014). 본 연구에서는 울릉분지 남서부 대

륙사면으로부터 야기된 것으로 추정되는 해저면 최상

부층의 쇄설류 퇴적체 분포와 흐름을 파악하였다. 이

러한 쇄설류 퇴적체는 최근에 발생한 중력류로써 발생

할 당시의 해저지형은 현재의 지형과 거의 유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14는 본 연구결과에서 확인된 울릉분지의 사면

붕괴 취약성도, 흐름집적도 그리고 쇄설류 퇴적체의 발

달과정을 보여주는 모식도이다. 울릉분지 해저 표면의

최상부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는 총 4개의 서로 다

른 규모와 분포를 갖는 퇴적체들로 구성되며 이러한

퇴적체들은 공통적으로 사면으로부터 시작되어 사면의

하부 혹은 분지 평원까지 연장되어 발달한다. 이러한

쇄설류 퇴적체는 일부 퇴적체를 뒤덮기도 하며 상부

및 하부 경계면에서는 침식된 부분이 발견되기도 한다.

또한, 다른 퇴적체로의 전이가 발생되는 지역도 존재

Fig. 14. Schematic diagram illustrating the area of slope

failure susceptibility, flow accumulation, distribution and

progressive direction of the DFD (1~4) in the Ulleung

Basin. The progressive direction of DFD is based on the

isochron and time structure maps. Contour interval in 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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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흐름집적도와 사면붕괴 취약성도는 동해 울릉분

지 주변의 대륙사면 지역이 사면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되는 쇄설류 퇴적체의 발

달 및 흐름은 연구지역의 북서쪽과 북쪽지역으로 수렴

하는 것을 보여준다. 또한,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 시

작된 흐름들은 분지의 북서쪽으로, 남쪽 및 남동쪽 사

면에서 발생한 흐름들은 분지 중앙인 북쪽으로 향하는

것을 보여준다. 흐름집적도와 해저지형을 비교하였을

때 수심이 얕은 대륙사면에서 시작된 흐름은 수심이

깊은 분지쪽을 향하며 이러한 결과는 경사와 경사를

이루는 경사방향에 따른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쇄설

류 퇴적체의 분포와 퇴적중심지는 연구지역에 존재하

는 쇄설류 퇴적체들이 사면의 기저부에서 발생되며 흐

름집적도를 통해 얻은 퇴적물 이동 유추 경로와 같은

방향으로 발달하는 것을 보여준다. 연구결과를 종합 해

석하면 동해 울릉분지 남서부 지역은 사면붕괴 취약성

이 높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게 될 퇴적체의 향후 흐름

은 최상부층에 분포하는 쇄설류 퇴적체와 유사하게 분

지의 북서쪽 혹은 북쪽을 향할 것으로 예상된다. 

해양환경에서는 다양한 형태와 여러 가지 요인에 의

해 생성되는 퇴적체들이 존재하며 이러한 퇴적체의 절

대적인 퇴적 시기를 파악하는 것은 퇴적 당시의 환경

을 유추할 수 있어 매우 중요하다. 연구지역의 최상부

층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DFD 2)의 표층에서 취

득한 코어(MB97PC-20) 퇴적물에서는 울릉-Oki 화산

재로 여겨지는 층이 존재한다(KORDI, 1997). 울릉-

Oki 화산재는 10.69ka 시기에 울릉도 화산의 폭발적인

분화로 인해 울릉분지로 유입 후 퇴적되었으며 울릉분

지에서는 홀로세 퇴적물의 표식화산재로 이용된다(Chun

et al., 1997). 이는 DFD 2를 포함하는 울릉분지의 최상

부층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들의 퇴적시기가 울릉-

Oki 이전의 저해수면시기에 퇴적되었음을 시사해준다.

쇄설류 퇴적체는 사면의 붕괴로부터 발달되고 모든

사면붕괴는 기본적으로 중력의 영향을 받는다. 또한,

사면에 형성된 퇴적체는 외력이 주어지지 않더라도 경

사가 급해지면 사면과 평행한 방향으로 작용하는 전단

응력이 강해진다. 전단응력이 사면 퇴적체가 지니는 전

단강도를 초과할 경우 파괴면이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면붕괴가 일어난다. 즉, 지면을 이루는 경사는 향후

발생될 쇄설류 퇴적체의 거동을 이해하는데 매우 중요

한 요소라고 할 수 있다. 해저 산사태의 경우 지상의

산사태와 가장 큰 차이점은 3°의 아주 작은 해저 사면

경사에서도 사면붕괴가 일어날 수 있다는 것이다(Locat

and Lee, 2002). 연구지역의 경우 서쪽 사면에서는 6°

이상, 남쪽 사면에서는 4° 이상의 사면경사를 보인다

(KIGAM, 2013). 따라서 울릉분지의 대륙사면 지역은

사면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높은 지역이다(Lee et al.,

1993; Lee et al., 1996). 동해 울릉분지는 사면경사

외에 지진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의 요인에 의해서

도 사면붕괴가 일어나며 그에 따른 쇄설류 퇴적체가

발생되는 것으로 보인다. 울릉분지는 과거 열림-닫힘

과정동안 많은 단층작용이 발생한 지역으로써 분지 주

변에는 단층선들이 존재한다(Yoon and Chough, 1995;

Chough et al., 2000; Kang et al., 2008). 또한, 이

단층 주변에서 발생되는 지진은 대륙사면에서 질량류

의 이동을 발생하는데 영향을 끼친다고 보고되었다

(Baag et al., 1998; Lee et al., 2002). 울릉분지에서

는 위와 같은 이유로 인해 사면 사태가 촉진되었고 쇄

설류 퇴적체가 빈번하게 발생했을 것으로 판단된다.

쇄설류의 또 다른 생성 요인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리이다. 퇴적층 내에서 물과 가스로 구성된 가스하

이드레이트는 형성 압력과 온도 범위를 벗어나면 해리

가 발생하고 해리 시 물과 메탄가스가 방출된다. 이로

인해 해저사면 내의 퇴적물 골격사이는 부피팽창과 과

잉간극수압이 증가되고 유효응력 감수와 그에 따른 강

성 및 강도 저하가 일어난다. 가스하이드레이트의 해

리로 인한 자유가스의 상향이동(Upward migration) 및

삼출(Seepage)은 미고화된 퇴적물의 파괴를 유발한다.

이로 인해 해저지반은 붕괴가 야기되고 질량수송 및

중력류로 발전될 수 있다(KIGAM, 2013; Keith, 1993

and 1999; Jürgen et al., 2005; Jung and Peter,

2004; Peter and Jung, 2002; Sultan et al., 2004a

and 2004b). Yoo et al.(2008)은 동해 울릉분지의 남

쪽사면, 서쪽사면저부 그리고 북쪽 중앙분지를 가스하

이드레이트의 부존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구분하였다.

또한 Huh et al.(2004)은 동해 울릉분지의 퇴적양상과

해저지형을 연관시켜 볼 때 천부가스 부존지역이 쇄설

류 퇴적체가 우세한 지역으로 해석하였다. 따라서 동

해의 대륙사면 지역은 가스하이드레이트 해리로 인해

사면사태 및 쇄설류 발달에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

다는 것을 지시해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동해 울릉분지의 사면붕괴를 야기하는

요인간의 연관성을 분석 후 사면붕괴를 예측하기 위해

사면붕괴 취약성도를 작성하였다. 그 결과 연구지역인

울릉분지는 남쪽과 서쪽에 위치한 대륙사면에서 사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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붕괴가 발생할 확률이 가장 높으며 사면붕괴로 인해

발생하는 퇴적체의 흐름은 사면의 기저부를 거쳐 분지의

북서쪽과 북쪽지역으로 수렴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탄성파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지역

의 최상부층에 분포하는 쇄설류 퇴적체를 구분하였으

며 규모와 분포 범위가 다른 총 4개의 퇴적단위가 존

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쇄설류

퇴적체들은 주로 울릉분지의 하부사면과 사면기저부를

거쳐 분지 평원이 위치한 연구지역의 동쪽, 북쪽 그리고

북동쪽 방향으로 발달하는 분포를 보인다. 이러한 쇄설

류 퇴적체들의 분포와 발달은 사면붕괴 취약성도 및

흐름집적도와 연계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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