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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요 약 문 >
 ※ 요약문은 5쪽 이내로 작성합니다.

사업명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
총괄연구개발 식별번호 

(해당 시 작성)

내역사업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번호 20160320

기

술

분

류

국가과학기술

표준분류
ND0804 50% ND0904 30% SA0602 20%

부처기술분류

(해당 시 작성)
00F0101 100% % %

총괄연구개발명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명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2단계)

전체 연구개발기간 2016. 06. 01 - 2021. 06. 30( 5년  개월)

총 연구개발비

 총    23,372,000천원 

 (정부지원연구개발비:   23,372,000천원,  기관부담연구개발비 :   천원, 

 지방자치단체:   천원,  그 외 지원금:   천원) 

연구개발단계
기초[√ ] 응용[  ] 개발[  ] 

기타(위 3가지에 해당되지 않는 경우)[  ] 

기술성숙도

(해당 시 기재)

착수시점 기준(   )  

종료시점 목표(   ) 

연구개발과제 유형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과제 특성

(해당 시 작성)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최종 목표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의 지질 및 지구조 특성 규명

전체 내용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 분포(연장) 형태 및 특성 

연구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의 지질·지질구조 특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와 기존 자료를 해석

하고 도시화하여 대륙붕 퇴적체 발달특성에 대한 개념모델 구축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물 특성의 공간분포 및 이동

경향 연구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물의 퇴적·지화학적 분석 등

을 통하여 해저퇴적물 분포형태·이동 경향 제시

¡ 제4기 퇴적층서 연구 및 국내 관할해역에 적용 가능한 퇴적층서 

분류 기준 설정 및 층서 정립

연구개발성과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 발달(연장성)·진화과정 모델

- 한반도 주변 해역 내 지구물리·지질 빅데이터 DB 구축 및 국가 아틀라스 제작 중

- 고해상도 3D/2D 탄성파 탐사(P-cable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101 m 길이의 퇴적시료 채취 및 분석으로 지난 20만년 동안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서 발달과 고환경 변화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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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음향기반암의 퇴적층서 및 3D 지구조도>

¡ 남해 제4기 층서 정립 및 층서정보 디지털 시스템

- 남해 천부 제4기 퇴적층에 대해 층서단위 분류 기준안 마련

- 퇴적연대, 분포해역, 암상 및 퇴적환경에 따른 17개 층서단위 분류 및 분포도 작성

<남해 대륙붕 층서단위 분류 기준(왼쪽)에 따른 퇴적 단위 분포도(오른쪽)>

연구개발성과 

활용계획 및

기대 효과

¡ 국가 차원의 해양영토 관리 및 상시 활용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역 3D/2D 디지털 트

윈 해저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중

¡ 육지-연안역-대륙붕-대륙사면-심해 연결 퇴적층서 및 지구조 정보 구축

¡ 접근성이 떨어지는 핵심해역에서의 석유·가스 등 잠재적 해저광물자원 자료 확보

¡ 활용 가능한 분야별로 해저공간정보의 현안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데이터 포함)로서 

적용: 지구 기후변화 예측,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질재해 예방, 해군·해경 작전, 연안

개발 및 해양구조물 설치(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연육교, 항만, 해저터널, 

해저도시, CCS 등)

¡ 관할해역 해양공간 활용(해양 구조물 설치, 부지조사, 케이블 루트 조사 등)에 필요한 

지반안정성 및 지질위해 요소 정보 제공

¡ 관할해역 부존 해저자원 개발(골재 및 중광물 자원 등)에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광역 지질정보 및 자료구축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료 활용성 증대 및 중복 탐사 비용 

절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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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원의 국가 간 공동개발 또는 단독개발 등의 다양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

거 제시

¡ 과학자료는 1차적으로는 해양관할권 유지·확장을 위한 근거 → 2차적으로는 자원개발

의 근거 → 3차적으로는 해역별 특성에 따른 해역관리 정책으로 활용

연구개발성과의 

비공개여부 및 사유

연구개발성과의 

등록·기탁 건수

논문 특허
보고서 

원문

연구

시설·

장비

기술

요약 

정보

소프트 

웨어
표준

생명자원

화합물

신품종

생명

정보

생물

자원
정보 실물

32

(SCIE)
1 4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 현황

구입기

관

연구시설·

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

비고

(설치장소)

ZEUS

등록번호

KIOST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1 2017/08/04 32,86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17-

11-240751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1 2017/12/21 31,872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18-

05-243390

탄성파 

수진기 

정렬케이

블

p-cable 1 2020/07/08 505,78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도창고

NFEC-2020-

08-264360

3차원 

탄성파 

신호 

케이블

p-cable 1 2021/04/01 70,235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21-

10-273510

국문핵심어

(5개 이내)
대륙붕 해성층 해수면 변동 제4기 퇴적층서 관할해역

영문핵심어

(5개 이내)

Continental

Shelf

Marine

Sedimentary

Sequence

Sea level

Change

Quaternary

Stratigraphy

Jurisdictional 

Sea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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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1-1. 연구개발 목적

표 1-1. 연구개발 최종 목표, 설정 근거 및 세부 목표

구분 내용

최종 목표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의 지질․지구조 특성 규명

최종 목표

설정 근거

효율적인 해양영토관리 정책 수립을 위한 대륙붕 퇴적체 연장형태 및 관련 

지질자료에 대한 체계적인 지식정보 필요

세부 목표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의 연장형태 및 특성 파악

남해 제4기 퇴적층서 기준 설정 및 층서 정립

가. 최종 목표

1) 해양지질 과학조사를 통하여 관할해역 관련 정책수립을 위한 해양지질 분석자료 확보

- 관할해역 신생대 제3기(Neogene~Recent) 퇴적층에 대한 퇴적환경 복원 및 진화 규명을 통한 광

역적인 해양지질 체계(Marine Geological Framework) 확립

- 퇴적물 및 탄화수소의 이동과 순환에 따른 해저지형 변화

- 해저기인 온실가스 메탄의 자연 배출원과 배출량 측정

- 자료의 활용성 극대화를 위한 DB 구축

2) 관할해역의 퇴적분지의 형성과정과 퇴적작용 해석 및 퇴적분지내 탄화수소의 생성과 집적 가능성 

평가

- 한⋅중 가상중간선 주변 해역 해저 에너지자원 부존 가능지역 파악

3) 관할해역 해양경계획정 최적화 연구 

- 해양경계획정에서의 관련 상황에 따른 해역별 해양경계획정 전략제시

- 해양 갈등 현안 및 국제사회의 해양 질서 변화에 따른 국가 대응 전략 제시

나. 최종목표의 성격 및 설정근거

1) 효율적인 해양영토 확보와 관리를 위해서는 관할해역의 해양 퇴적환경과 해양지질 특성 이해가 

필요함

- 1998년 이후 국립해양조사원은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을 통해 황해와 남해에서 지음향상 분포도를 

발간하여, 해양지질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연구기반과 기초 과학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나 종합적인 

해양지질학적 특성을 규명하기에는 부족

2) 기후변화와 관련하여 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해양퇴적환경 진화의 이해가 필요하며, 

특히 신생대 신제3기 대륙붕 퇴적층에 대한 종합적인 연구가 필요함

- 해양영토 관리 차원에서 퇴적물질 이동 및 해양순환 양상에 대한 지속적인 이해가 필요함

- 해양영토 관리를 위한 관리 예측시스템 구축에 있어 해저지형 및 지질 변동 특성에 대한 이해 

및 기초 과학조사 자료 확보 필요

- 침식과 퇴적으로 해저면 지형변동이나 오염물질의 확산 및 순환 양상에 대한 해양지질학적 연

구는 중국의 급속한 산업화로 인한 황해의 오염물질 증가와 확산에 대비

- 황해 대륙붕에는 황해 중앙 니질대, 황해 남동 니질대, 제주도 남서쪽 니질대가 황해·북동중

국해의 독특한 해류시스템에 의해 발달되는 와류(gyre)와 용승(upwelling) 작용에 의해 형성됨

- 관할해역의 해양순환 및 고해양환경 변화를 이해하기 위한 신생대 제3기 이후 해수면 변동과 

관련한 퇴적 기작 연구 필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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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탄의 지화학적 특성은 가스 및 석유 부존의 징후로 판별할 수 있어서 퇴적층에서 기원하는 메

탄의 면밀한 정량적·정성적 분석이 요구됨

- 유엔기후협약에 의한 국가별 온실기체 배출의 의무감축량 산정을 위해서도 주요 온실기체의 정

확한 자연 배출원 조사가 필요

4)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에 관련된 정부, 지자체, 공공 기관 등의 원활한 정책 수립을 위해서는 

해양지질 기초과학 정보의 유기적인 공유(제공)가 반드시 필요

- 최적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한⋅중 가상중간선 주변의 해저 에너지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이 매우 

중요

5) 관할해역의 심부 지질구조 자료는 1980년대 이전과 2000년대에 한국석유공사에서 취득한 자료가 

대부분이며 자료의 질(Quality) 및 양 부족으로 효율적인 해양경계획정을 위한 협상에 문제가 

있음

- 따라서, 한국석유공사의 탐사자료를 참조하여 설정한 정밀조사를 통해 정확한 해저자원 부존 

가능지역 파악하여 주변국과의 효율적인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하여야 함

다. 해양지질 과학연구 대상지 우선순위 설정 근거

1) 1 순위 사업대상지 황해지역(1단계: 2013~2015, 2단계: 2016~2020)

- 자원 부존 가능성이 높은 분지구조 지역

- 중국·일본의 자원탐사 및 개발 활동 활발

- 중국과 해양갈등 증대 수역(가상중간선 중첩수역)

2) 2 순위 사업대상지 남해 및 동해지역(2020년 이후)

- 남해지역은 황해지역과 인접한 지역으로 연계성 있는 연구가 가능하며, 중국과 해양갈등 수역

(가상중간선 중첩수역)

- 동해지역은 일본과 해양갈등 수역(가상중간선 중첩수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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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그림 1-1. 연차별 연구개발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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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연구개발의 필요성 

가. 체계적인 해양영토관리를 위한 해양지질과학 연구기반 구축

1) 새로운 해양지질 연구 플랫폼 구축을 위해 지구물리·퇴적지화학·고생물학 융합형 연구 및 고

해상 천부 3D 탄성파탐사 기법 도입 필요

2)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 특성(대륙붕 형성과정 및 연장성 등)에 대한 체계적인 과

학자료 수집과 분석·해석 필요

3) 국내 해역 제4기층에 일관성 있게 적용 가능한 층서 기준 설정이 필요

- 조사 주체별, 연구 시기별, 해역별로 연구 결과가 상이함(중복된 탐사가 반복)

- 해양영토관리 및 활용을 위한 효율성 제고가 요구됨

나. 해양영토의 사회적 역할 및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효율적 해양영토 관리 필요성 부각

1) 세계 미래학자들은 ‘21세기는 해양의 시대’라고 강조하고 있으며, 가스, 석유와 같은 에너지

자원은 물론 광물 및 생물자원 등 경제적 중요성 증대로 인한 효율적 해양영토 관리가 필요함

- 육상자원의 고갈, 환경오염 및 기후변화 등 21세기 인류가 풀어야 할 문제에 따라 해양 영역은 

새로운 기회의 장으로 부각되고 있음

- 육지 영토로부터 연장되는 대륙붕은 석유, 가스 등의 에너지, 광물, 해양생물 등 중요 자원을 

지니고 있음

2) 동중국해, 남중국해, 쿠릴열도 등 해양영토 분쟁이 가속화되고 있으며, 특히 주변국들의 해양 

패권주의 강화에 따른 영유권 분쟁 가능성이 확대됨에 따라 해양경계 협상 시 국익 극대화를 위

한 과학적 자료 구축이 필요

3) 세계 연안국들은 국부의 원천을 해양에서 찾고 있어 우리나라 또한 해양력 강화를 위한 해양영

토 관리 및 개발의 필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미국, 캐나다 등 선진국들은 자국 관할해역은 물론 남극･북극 등 해양에서도 자원개발, 항로개

발 등을 통해 국부를 창출하고 있음

- 특히, 삼면이 바다인 우리나라는 관할해역의 전략적이고 체계적인 관리가 필요하며, 이를 위해

서는 관할해역 내 부존자원과 관련된 퇴적환경 및 지질구조의 현황 분석이 우선되어야 함

자원 매장량 비고

석유 1.6조 배럴 이상(세계 매장량의 32.5%) LNG는 매장량의 15%

구리, 망간, 니켈

- 해양 전체 : 전 세계가 200년~1만년 동안 

사용할 수 있는 양

- 심해저: 망간 40년, 니켈 46년, 코발트 

182년간 사용할 수 있는 양

- 심해저에는 망간 3억톤, 

니켈 6,100만톤, 코발트 

670만톤이 존재

금, 아연 금 17년치(4만톤), 아연 23년치(2억톤) 해저열수광상에 함유

가스(메탄 

하이드레이트)

- 250조 입방미터(화석연료의 2배), 

10조톤(기존 LNG 매장량의 100배, 전 세계가 

5,000년 동안 가용)

- 해저 300m 이하에 존재, 

고압·저온 환경+가스+물

해양에너지 15,000Gw 총 해양 가용 에너지

※ 해양자원 개발의 현재와 미래, 배영일, 2011.12.

표 1-2. 해양자원의 잠재가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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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유엔해양법에 따라 해양영토에 대한 국제적 패러다임이 전환됨에 따라 해양관할권 확보 및 관리의 

중요성이 증대됨

1) 우리나라는 1996년‘유엔해양법협약' 비준 후 '배타적 경제수역(EEZ)에 관한 법률'을 제정하여 

EEZ를 선포하고 관할권을 주장함

- 유엔해양법 제정 이전에는‘좁은 영해, 넓은 공해’의 개념을 바탕으로 각국은 연안의 해양관

할권을 관리하여 왔음

2) EEZ 관할권이 200해리 이내에서 중첩되는 인접 연안국들간 중첩수역에 대한 이해관계가 발생

- 자국의 해양관할권 강화를 위해 대륙붕과 EEZ에 대한 해양지질 과학연구가 수행됨

- 과학적 탐사자료 취득, 분석, DB 등을 통하여 유엔해양법 협약에 따른 200해리 이외의 대륙붕 

외측 한계 설정 가능

☐ 유엔해양법협약 

- 바다의 이용에 관한 국제법으로 제3차 유엔해양법회의의 결과, 1982년 4월 30일 유엔에서 채택

되어 ’94년 11월 16일 발효된 해양법에 관한 조약

- 주요내용은 ① 영해의 폭을 최대 12해리로 확대, ② 200해리 EEZ를 신설, ③ 심해저 부존광물자

원을 인류의 공동유산으로 정의, ④ 해양오염 방지를 위한 국가의 권리와 의무를 명문화, ⑤ 연

안국의 관할수역에서 해양과학조사 시의 허가 등을 규정, ⑥ 국제해양법재판소의 설치 등 해양 

관련 분쟁해결의 제도화 등이 있음

☐ 배타적 경제수역법

- 유엔해양법협약에서 인정하고 있는 EEZ의 범위를 설정하고, 그 안에서 대한민국의 권리와 외국

인에게 허용되는 해양 이용의 자유 등을 정함으로써 국제해양질서에 적극 동참하고자 제정

라. 해양자원의 조사, 보존과 개발을 위하여 연안국들은 자국의 관할권을 최대한 확보하기 위해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1) 영해 이외에 200해리 EEZ 제도 정착에 따라 해양자원의 개발을 둘러싼 연안국간의 마찰 심화 

- EEZ 선포국은 EEZ수역 내 자원의 탐사, 이용, 보전 및 관리를 위한 권리와 의무를 부담

2) 주요 선진국들은 선제적 R&D를 통해 관할해역의 해양지질 및 지구조에 대한 체계적 조사·연구를 

수행하여 방대한 기초자료를 확보하여 유리한 위치를 선점

- 자원 개발․관리 전략수립, 국제적 해양 경계 분쟁지역의 근거자료로 활용

- 해양지질 분석기술은 기초기술 분야이나, 선진국은 기초기술의 수준을 넘어 응용기술과 기초산업 

기술로 발전시키고 있으며, 특히 정밀 해양지질 분석기술은 주로 탐사장비 개발 기술을 근간으로 

발전하고 있음

3) 일본, 중국 등 주변국의 해양광물자원개발 움직임에 능동적으로 대처하고, 관할해역 내 자원의 

안정적 확보를 위해 해양지질 및 지구조 자료 확보가 시급

마. 우리나라의 해양지질, 해저자원, 해양경계협정 등에 관한 조사와 연구는 국가정책 및 국제협정 

필요에 따라 선별적으로 진행되어 왔음

1) 해양자원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주변 국가들의 관심이 증대됨에 따라 우리나라도 보다 체계적이고 

과학적인 규명을 통한 전략적 대응이 필요함

2) 관할해역에 대한 지질구조 및 지체구조에 대한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조사를 위한 중장기계획이 

필요한 상황

- 선행연구를 보다 체계적으로 심화·발전시키기 위한 체계적인 R&D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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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효율적 해양영토 관리 및 개발을 위해서는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를 바탕으로 한 

기초자료 확보가 시급함

3) 해양 경계와 대륙붕 경계 협상에 필요한 과학적 자료를 제공할 수 있도록 국가 차원의 연구개발과 

이에 대한 중장기 계획수립이 필요

구분 현황 비고

동해

면적: 약 120,447㎢ - 여의도 면적의 약 14,300배(여의도 면적 8.4㎢)

평균 수심: 약 1,497m 

최대 수심: 약 2,985m
- 최대 수심 지점(우산 해곡 최북측 부근)

   38° 28′45.9″N, 130° 40′39.6″E

남해

면적: 약 131,942㎢ - 여의도 면적의 약 15,700배

평균 수심: 약 71m

최대 수심: 약 198m
- 최대 수심 지점(마라도와 가파도 사이)

   33°08′14.6″N, 126°14′58.3″E

황해

면적: 약 191,449㎢ - 여의도 면적의 약 22,800배

평균 수심: 약 51m

최대 수심: 약 124m
 - 최대 수심 지점(가거도 남동 방향 약 60km)

    33°46′22.5″N, 125°39′2.56″E

섬 3,359개
- 2010년 8월 국토해양부

(무인도서 2,876개, 유인도서 483개)

갯벌 면적: 2,489.4㎢
- 세계 5대 갯벌: 황해 연안, 북해 연안, 캐나다 동해안, 

미국 동해안, 아마존강 하구

계

면적: 약 443,838㎢
- 국토 면적의 약 4.4배(국토 면적 100,210㎢)

- 여의도 면적의 약 52,800배

평균 수심: 약 783m

최대 수심: 약 2,985m - 우산 해곡 최북측 부근

※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2012

표 1-3. 우리나라 관할해역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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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 연구개발 범위

가. 남황해, 북동중국해 및 오키나와 트러프를 연결하는 대륙붕 퇴적체의 성인, 특징, 연장성 및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서 확립

1) 군산분지, 흑산분지, 소코트라분지, 제주분지 및 도미분지를 포함한 종합 지구물리 자료(중·자력, 

정밀 해저지형, 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 자료) DB를 활용한 해양정보 시스템 구축

2) 고해상도 3D·2D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P-cable) 구축

3) 101m 지질공학 코어링 시료 분석으로 시대, 암상, 퇴적상 및 퇴적환경 해석

4) 심부 시추 자료와 지구물리 자료를 깊이별로 융합 해석한 대륙붕 퇴적층서 모델 정립

5)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 발달 양상 재구성(고해양, 고환경 및 고지리 복원)

6) 탐사자료를 종합하여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에서 주제별 지질·지구물리 전자 Atlas 제작

- 탄성파 해석 단면도

- 시대별 지질구조도 및 지층층후도(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향기반암 등)

-  고대륙붕 분포도, 고환경도 및 고지리도 

- 고수로도 및 고퇴적물 이동도

- 퇴적상 및 퇴적양상 모식도

- 지질 특성 주제별 지층 대비도(코어-코어, 코어-탄성파)

- 한일공동개발구역과 중국측 군산분지·흑산분지의 지질·지구조 연계 지도 제작

7) 한일공동개발구역(JDZ)의 해양자원 개발을 위한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활용 및 향후 활용 

방안 기획

그림 1-2. 현재 및 미래의 연구 목적 및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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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형성·발달과정 규명

1) 심부 시추 코어 퇴적물의 퇴적학적·지화학적-광물학적 기반,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후기 플

라이스토세 퇴적층서 설정 및 고환경 변화 종합 해석

2) 대륙붕 퇴적체 진화모델 구축

3) 연구개발 범위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피스톤·심부 시추 코어 퇴적층서 광역적 대비 및 후기 플라이스토세 

이후 대륙붕 퇴적체 발달과정 종합 분석

다.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연구

1) 연구개발 내용

- 개별 층준 퇴적시기 결정을 위한 시층서 정립

- 남해 전해역에 대한 제4기 퇴적층 개별 층서단위 공간분포 현황 종합

- 남해 대륙붕 적용 가능한 층서 분류 기준표 제시

2) 연구개발 범위

- 시층서 정립을 위한 고해상도 및 고정밀도의 절대연대 측정 자료 생산

- 절대연대 측정 자료획득과 상호 비교를 통한 연대층서 정립

- 남해 전해역 대상 개별 층서단위 구분 결과 보완 및 종합 

- 남해 퇴적층 두께 분포도 작성 

- 남해 탄성파 분석 결과를 활용한 광역지질모델 구축(Petrel S/W)

- 남해 대륙붕 퇴적층서 분류 기준안 제시를 위한 공청회(해양학회 또는 지질학회) 및 자문회

의 개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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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 국내외 기술 개발 현황

¨ 국내 기술 개발 현황

 가. 관할해역 해양지질 R&D 추진현황

1) 1996년「유엔 해양법 협약」비준과「배타적 경제수역에 관한 법률」제정을 계기로 대륙붕과 EEZ에 

대한 과학적 조사를 강화

- 관할해역의 해양지질 및 지구조 관련 연구는 1997년을 기점으로 현재까지 7개 과제가 추진됨

(총 378억원 투자)

- 2009년부터 선행 연구 결과의 DB인‘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체계 구축’과제가 수행됨

- 대륙붕의 심부 지질구조 및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을 위해 한국석유공사가 2D 및 3D 탄성

파 반사법 탐사와 시추를 수행하였으나, 황해에서의 탐사는 대부분 1970년대 및 1980년대에 수

행되었음

2) 관할해역에서는 광물자원 조사, 퇴적물 기원, 대륙붕 한계조사 등의 목적으로 3개 분야로 나누어 

진행되어 왔음

- 1997년부터 광물자원 탐사를 목적으로‘EEZ 해저광물자원 조사’를 시작, 2009년부터 후속으로

‘EEZ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를 수행

- 해양경계획정 대비, 퇴적물 기원 자료 확보를 위해 1998년부터‘황해 퇴적물 이동 관측 연구’

시작했으며, 2009년 후속으로‘동북아해 퇴적물 기원 연구’가 진행됨

- 2000년에는 일본과의 대륙붕 경계획정을 위해 남해에서‘대륙붕 한계 조사연구’를 수행했고, 

2007년부터는 동중국해 중국의 가스전 부근에서‘동중국해 북부 분지 지질구조 연구’사업을 

수행

연도

내용
’97 ’98 ’99 ’00 ž ž ž ’05 ’06 ’07 ’08 ’09 ’10 ’11 ’12 ’13

광물

자원

EEZ 해저광물자원조사

(86억원)

EEZ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52억원) 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조사

(73억원)

퇴적물 

기원

황해퇴적물 이동관측 연구 사업

(46억원)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

(21억원)

대륙붕
대륙붕 한계조사

(33억원)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67억원)

DB

구축

해양영토관리 통합 DB 체계 

구축

표 1-4. 선행 연구 현황

3) 2011년을 기점으로 주변국의 해양 관할권 확장에 대한 능동적 대응과 유사 과제 통합에 따라 기

존 3개 사업이‘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로 통합됨

- 한국 관할해역 지질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사업은 제주도 남부 해역 중·천부 지층 및 해양지질 

특성 연구, 제주도 남부 해역 심부 지체구조 및 지질자원 부존 가능성 연구, 동중국해 북부 지질

구조 연구 및 해양경계획정 현안에 관한 국제 해양법 연구를 포함하고 있음

- 하지만, 기존 3개 사업의 통합에도 불구하고 동중국해 북부 해저 에너지자원 부존 분석의 한계 

및 해양정책 특성을 고려해야 하는 문제점뿐만 아니라, 한·중·일 중첩수역의 경계획정 대비를 

위한 조사자료 및 탐사 범위가 모호하여 보완할 수 있는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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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정밀조사 사업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연구

동중국해 북부분지 지질구조 

연구

연구

기간

계획
2009.06.01.∼2012.05.31.

2012.06.01.∼2015.05.31.
2008.11.01.∼2013.08.31. 2007.06.01.∼2013.05.31.

실행 2009.06.01.∼2011.12. 2008.11.01.∼2011.12. 2007.06.01.∼2011.12.

주관

연구기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사업비
2단계 총 300억원

(124억원/176억원)
1단계 47.6억원

2단계 총 95억원

(40.5억원/54.5억원)

목적

- EEZ 내 자원 부광대에 대한 

광물자원 확인 및 매장량 

평가

- 개략 탐사의 주요 성과에 

대한 구체화 및 개발 가능성 

확인

- EEZ의 효율적 이용ž관리를 

위한 해양자원 정보 DB 구축

- 광물자원 확인을 위한 기술 

개발 및 상용화 기반 구축

- 한ž중간 황해·동중국해 

경계획정에 대비하여 

퇴적물 기원의 경계 

범위에 대한 자료  구축

- 고기후 연구를 위한 중· 

천부 탄성파, 표층 및 

코어 퇴적물의 퇴적학적 

·지화학적·광물학적 

특성 분석

- 국제 해양법 연구

- 동중국해 북부 분지 

주변에 있는 중국측 

시추공 주변 지질구조의 

한국측 연장성 규명

- 한ž중 대륙붕 경계 협상을 

위한 과학적 근거자료 제공

주 연구지역

- 동해 울릉분지

- 황해 군산분지

- 황해 흑산분지

- 남해 제주분지 내 소라분지

- 동북아해(황해, 남해)의 

퇴적물 분포 조사
- 동중국해 북부지역

연구범위

- 심부 해양광물자원 탐사

- 천부 해양광물자원 조사

- 자원탐사 기반기술 개발

- 해양광물자원 정보 

시스템(MRIS) 구축 및 기능 

고도화

- 표층 퇴적물의 입도, 점토

광물, 일반광물, 지화학 

및 고생물의 분포 특성

- 중·천부 탄성파 자료에 

의한 지층 구조, 퇴적층의 

발달과정, 퇴적물의 이동 

방향 및 기원 연구

- 기존 및 신규 탄성파 자료 

해석을 통한 퇴적분지 해석

비고
- 배타적 경제수역 해양광물자원 

조사 사업의 후속 사업

- 황해 퇴적물 이동 관측 

연구 사업의 후속사업

- 대륙붕 한계조사 연구 

사업의 후속 사업

- 보안 과제

표 1-5. 기존 연구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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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핵심과제 주요 내용 비고

1
제주도 남부해역 중·천부 

지층 및 해양지질 특성 연구

- 중·천부 탄성파 탐사와 표층 및 코어 퇴적물 

특성을 활용한 퇴적물 기원 및 고해양·고기후 

연구를 통한 지구환경 변화 규명

2

제주도 남부해역 심부 

지체구조 및 지질자원 부존 

가능성 연구

-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를 통한 심부지층, 분지구조와 

지질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

3
동중국해 북부 지질구조 

연구

- 중국측 시추공 주변 지질구조의 한국측 연장성 

규명

협동과제

(KIGAM)

4
해양경계획정 현안에 관한 

국제해양법 연구

- 한반도 주변 해역 지질구조 및 지질 특성에 따른 

해양경계획정 최적화 전략 및 해양 질서 현안에 

관한 국제 해양법 연구

표 1-6. ‘한국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사업의 주요 내용

구분 문제점 개선 방향

1
해저 에너지 자원분포에 대한 

분석의 한계

- 연구지역내 모든 탐사자료 통합 필요

- 에너지자원 부존가능성 평가를 위해 대외비임에도 불구하고 

해외 전문연구기관·전문가 검증이 필요(일회성 자문보다는 

지속적인 공동연구 및 검증이 필요)

2 해양정책의 특성 고려 미흡

- 주변국간 해양갈등은 예상치 않게 발생하며, 주제와 무관

하게 국가가 정책적으로 대처하기 위한 정책지원, 의제분석 

수요가 다수 발생

- 해양정책에 필요한 해양자원 자료가 요구됨

표 1-7.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의 문제점 및 개선 방향

4) 통합된 사업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연구단 방식의 사업 추진체계를 구축･운영하여, 연구의 일관

성을 유지하는 목적 지향형 R&D 추진이 필요함

- 연구단의 최종 목적을 정확히 제시함으로써, 이에 맞는 과제별 연구목적을 설정하고 관련 연구 

추진이 가능함

- 사업별 특성을 감안하여 연구단 평가 체계를 수립함으로써 공정성 확보 및 효율성 극대화 동시 

달성

나. 관련 기관 연구개발 추진현황

1) 국내 해양자원 탐사 및 개발, 해양환경 보전 등 해양 관련 연구개발은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석유공사와 국내 15여개 대학에 설치된 해양 및 지질 

관련 학과 및 18여개의 산업체를 중심으로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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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학교명 업체명

1 부경대학교 지마텍(주)

2 한국해양대학교 (주)해양정보기술 

3 부산대학교 (주)지오뷰

4 서울대학교 (주)아쿠아드론

5 군산대학교 (주)에이에이티

6 전남대학교 (주)한국해양과학기술

7 충남대학교 (유)해양기술사사무소 

8 충북대학교 (주)오션그래픽 

9 인하대학교 (주)서브씨테크놀로지

10 강원대학교 (주)가온해양

11 고려대학교 (주)마린이노텍

12 동아대학교 오션테크(주) 

13 연세대학교 (주)지오맥스

14 제주대학교 (주)에이스해양 

15 한양대학교 (주)세계해양기술 

16 (주)에코마린 

17 한국해양환경생태연구소 

18 지하정보기술(주) 

표 1-8. 해양지질 연구를 수행하는 주요 학교 및 업체 리스트

※ 전국 190여개 대학교 중 해양지질 연구 관련 학과 보유 대학 기관은 15개 정도임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

- 우리나라의 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선도하는 종합 해양연구기관으로 기초･응용해양과학기술 개발을 

주도하는 출연 연구기관

① 연구 분야는 해양정책, 환경보전, 미래자원, 지구환경, 해저자원, 해양공간으로, 대형 연구

선과 해외 연구소를 확보하고 있음

- 1997년부터 현재까지 지속적으로 해양지질 과학연구를 수행하여 관련된 인프라 및 기술을 보유

하고 있음

① 1997년부터‘EEZ 해저광물자원 조사’,‘퇴적물 기원 연구’등 관련 해양지질 연구를 지속적

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현재도‘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사업의 주관기관

으로 연구를 추진 중에 있음

② 우리나라 유일의 종합 해양과학연구 기관으로 다양한 탐사 장비를 보유

③ 연안으로부터 심해까지 종합적인 해양과학 연구가 가능하나 심부 지질 정밀탐사를 위한 3D 

탄성파 장비는 보유하고 있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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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기간 주요 연구내용 비고

EEZ 해저광물자원 조사 1997~2008

- EEZ의 해저 광물자원 및 지질구조 파악을 위한 

탄성파 탐사, 천부 지층 탐사, 중력 탐사, 자력 

탐사

- 표층 및 주상 퇴적물의 입도 분석과 유기물, 

탄산염 등 지화학 분석을 통한 해양지질조사

EEZ 해저광물자원 정밀 

조사
2009~2010

- 황해 남동부 해역의 탄성파 탐사를 통한 자

료처리 및 DB화

- 중국 해양경계획정과 자원탐사를 통해 추진

하고자 하는 전략적 방향을 도출하여 대응 

방안 제시

2011년

과제통합 

진행

황해 퇴적물 이동 관측 

연구
1998~2007

- 퇴적물 이동경 계 파악(입도 분류)

- 퇴적층 분포 경계선 파악(탄성파 탐사, 코어 

퇴적층 비교를 통한 수직적 경계선 조사)

- 천부 퇴적층서 복원(SBP·Sparker·SBP 자료 

해석)

- 황해 퇴적물·퇴적층 기원 지시자 연구(퇴적

물의 미량원소 및 동위원소 분석)

동북아해 퇴적물 기원 

연구 및 모니터링
2008~2010

- 주변 해역 해양지질 조사를 통한 퇴적물 기원 

및 이동 모니터링

- 중국의 해양경계획정에 관련한 전략적 방향에 

대응 방안 제시

- 황해 남동부 해역의 탄성파 탐사를 통한 자료

처리 및 DB화

2011년

과제통합 

진행

한국 관할해역 지체구조 

및 해양지질 조사 

(관할해역 해양지질 및 

지구조 연구)

2011~계속

- 선행과제(EEZ 해저광물자원 조사, 동북아해 

퇴적물 연구, 동중국해 북부 분지 지질조사)의 

중복성 문제로 인한 과제 통합

- 선행 과제의 연구 범위를 포괄하여 진행

선행연구 

통합 과제

해양영토 관리 통합 DB 

체계 구축
2009~2013

- 통합 DB 체계 설계 및 자료수집

- 해양영토 관련 과학조사 자료 현황 분석 및 

표준화, 체계적 통합관리 절차 수립

- GIS 기반의 자료관리 및 해양영토 경계획정 

의사결정 지원 시스템 개발

해양 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2009~2011

- 포터블 동북아 해양 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 해양 경계 관련 DB와 연계하여 동북아 해양 

경계획선 시스템 확장 및 보완, 국가정책 자료 

분석을 통한 해양 경계획선 시스템 개발 방향 

제시

- 한·중·일 해양 경계획선 전략분석, 전략별 

경계획선 도폭 발간

표 1-9.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해양지질 관련 연구 수행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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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

설립일 1973년 한국해양연구소 설립, 2012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변경

유형 정부 출연 연구소

규모
인력 4개 연구본부, 3개 연구소 등 469명(’12)

예산(출연) 527억원(’11) è 721억원(’12) è 787억원(’13)

기능

- 관할 해역의 과학적 관리 기반 구축

- 해양자원의 이용 기술 개발

- 해양환경보전 기술 개발

- 해양 안전ž운송 기술 개발

중점 연구 분야

- 해양환경보전 및 기후변화 예측

- 해양 에너지 및 자원 이용

- 해양 운송체 및 시스템 개발

- 해양방위 및 해양재해 대응

해양지질 연구 인프라
- 온누리호, 이어도호, 장목 1,2호

- 각종 해양지질조사 연구장비 구축

표 1-10. 한국해양과학기술원 현황

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 국가 전략 광물자원과 에너지를 확보하고 국토를 보전하기 위해 설립된 출연 연구기관으로 관

할해역의 에너지자원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함

① 설립 초기에는 광물자원 탐사와 개발에만 주력했으나 이후 국토지질, 광물자원, 석유해저, 

지구환경 4개의 분야에 대한 다양한 연구를 추진

- 관할해역의 해양지질 및 지구조 관련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여, 이와 관련연구 인력 및 인

프라가 구축되어 있음

① 1980년대 이후 해저 지질도 발간과 1990년대 중반의 국내 대륙붕 자료 취득을 통하여 해저

지형, 천부 탄성파, 중력 및 자력 탐사 

② 2000년∼2006년 대륙붕 한계 조사 연구를 수행하여 유엔 해양법 협약의 대륙붕 한계 획정을 

위한 자료 취득 및 분석

③ 2005년 이후 연안 지질 위험요소 연구를 위한 해저지형, 천부 탄성파, 천부 시추, 심부 탄

성파, 중력 및 자력 탐사

④ 2007년 이후 동중국해 북부 분지 지구조 연구, 그 외 해양영토 확보 및 관리 기술, 정밀 해

저지형 및 지질구조 분석 기술 개발과 관련한 연구를 수행 중

⑤ 특히, 2000년 ‘대륙붕 한계 조사’, 2007년 ‘동중국해 북부 분지 지질구조 연구’를 위한 

심부 탄성파 탐사를 통해 해양자원 탐사 인력 및 인프라를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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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제 명 기간 주요 연구내용 비고

대륙붕 한계 조사 2000 ~ 2004
- UN 대륙붕 한계위원회 문건 제출 목적으로 남

해역 탄성파탐사 수행
대외비 

동중국해 북부 분지 

지질구조 연구
2007 ~ 2013

- 한일 공동개발구역 서측 해저자원 부존 가능한 

퇴적분지 대한 심부 탄성파·중력·자력 탐사를 

수행

- 한일 공동개발구역 지질 구조대 분석

2011년 과제 

통합 후 

협동과제로 

진행

(대외비)

국제공동 해양시추 사업

(국제 해저지각 

시추사업)

2005 ~ 계속
- 국제협력을 통한 고기후·고해양환경변화 연구, 

고체지구 연구,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수행

2011년 

과제명 변경

연안 지질 위험요소 연구

(서해 연안 지질 

위험요소 연구)

2005 ~ 계속

- 지진 특성, 해저면 특성, 천부 지층 특성, 심부 

지층 특성, 천부 가스 및 퇴적물 분석, 해저 

단층 분석을 통해 해저 제4기 단층 분포도, 지진 

분포도, 천부 가스 및 사면 붕괴 분포도, 쓰나미 

모델 등을 제시

2011년 

과제명 변경

표 1-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해양지질 관련 연구 수행 현황

- 심부 지구조 연구를 통한 에너지자원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해 왔으며, 국내 연구기관 중 유

일하게 3D 탄성파탐사 가능 장비를 보유

① 국내에서 유일하게 3D 탄성파 장비를 보유하고 있지만, 국제적 수준에 미치지 못함

② 보다 정밀하고 수준 높은 3D 탄성파 탐사는 해외 탐사회사의 외주 또는 해외 연구기관과 협

동연구가 필요함

구분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

설립일
1918년 지질조사소 설립

2001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변경

유형 정부 출연 연구소

규모
인력 4개 연구본부, 3개 연구센터 등/총 430명(’11)

예산 627억원(’11) è 867억원(’12)

기능

- 지질자원 기반 정보 구축 및 지반·지하 공간의 효율적 이용 기술 연구

개발

- 광물자원 탐사·개발 및 순환·활용 기술 개발

- 지하 에너지자원 확보 기술 연구 개발

- 지진, 지질 재해와 지질 관련 기후변화 대응 및 적용 기술 연구 개발

- 지하수 자원의 탐사, 개발 및 보전 기술 연구 개발

중점 연구 분야

- 미래 석유·광물·지하수 자원 확보 기술 개발(미래자원 연구 개발)

- 자원개발 실용화 및 심지층 에너지 저장 관련 세계 선도 기술 개발(세계 

일등 창출 연구 개발)

- 국가 자원안보, 재해저감 및 환경보전을 위한 국가 기반 기술 개발

(지질자원 공공기술 연구 개발)

해양지질 연구 인프라
- 해양지질 연구를 위한 장비를 장착한 대형 조사선 보유(탐해2호)

- 국내 연구기관에서는 유일하게 3D 탄성파탐사 장비 보유

표 1-1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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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국립해양조사원

- 1996년부터 관할해역에 대한 ‘국가해양기본도’사업을 연차적으로 수행

① 유엔 해양법 협약에 따른 주권 해역의 과학적 조사자료 확보와 해양 부존자원 및 에너지 개발 

등 해양개발을 위한 기초자료 제공

② 해상 안전항로 확보, 해양환경 보존 및 해양정책 수립을 위한 필수정보 제공

③ 1996년부터 2010년까지 1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가 수행되었으며, 해양2000호, 바다로1호, 

바다로2호가 활용되어 아래 4가지 항목에 대하여 조사함

 Ÿ 해저 지형도, 중력 이상도, 지자기 전자력도, 천부 지층 분포도

④ 2007년부터 정밀 해저지형 조사에 대한 2단계 국가해양기본조사를 수행하고 있으며, 2017년

까지 진행될 예정

구분 내용 용도 이용처

해저

지형도

다중음향측심기(Muti-beam 

Echo Sounder)로 해저면을 주

사 측량하여 해저 기복과 형상

을 등심선 및 3차원으로 표시

해양 개발정책 수립, 해양환경 

보존 및 오염방제, 수산업 증

진, 안전항로 선정, 해양방위 

및 해양연구 등 

외교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환경부, 해군, 해양수산부, 국

립수산과학원, 해양경찰청, 기

상청, 해운조합 및 해운업자, 

항만 및 대규모 매립 공사업

자, 수산조합 및 어민, 해양 

관련 학계 및 연구소, 기타 해

외 수로 업무기관 등

중력

이상도

해상 중력계를 이용하여 지구

의 중력을 측정하여 각 지점의 

중력 분포 형태를 등중력 이상

치로 표시

지하자원 탐사, 지구의 형상과 

지오이드 결정, 해양대순환 연

구, 군 작전상 중력 이용, 해

양과학 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해군, 국

방과학연구소, 해양 관련 연구

소 및 대학, 해양 개발업자 등 

지자기

전자력도

해상 자력계로 측정한 해저의 

자기 성분을 분석하여 해저의 

지자기 전자력 분포를 등자력

선으로 표시한 도면

해저자원 탐사, 해저 구조물, 

침몰선 탐사, 선박의 나침반 

항해, 해저 케이블 부설, 해저 

지각의 과학적 연구 등 

산업통상자원부, 국방부, 국토

교통부, 해양수산부, 해군, 국

방과학연구소, 해양 관련 연구

소 및 대학, 해양 개발업자 등 

천부 지층

분포도

해저 표층 퇴적물의 형상 및 

구조 등을 그 분포범위에 따라 

표시한 도면

해저자원 탐사, 해저 퇴적물의 

변화 추정, 해저 퇴적 작용의 

연구, 해양 시설물 설치, 해저

지각 연구로 지진 예측 등 

국방부, 해양수산부, 산업통상

자원부, 국방과학연구소, 해양

관련 연구소 및 대학, 해양개

발업자, 석유공사 등 

표 1-13. 1단계 국가 해양 기본도 조사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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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한국석유공사

- 1979년 설립 이후, 국내 대륙붕 석유･가스 탐사를 지속적으로 수행 중에 있음

① 현재 대륙붕 대부분 지역에 대한 심부 2D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일부 에너지 자원 

유망 부존지역에서는 3D 정밀탐사를 수행 중

-‘국내 대륙붕 사업’을 통해 관할해역 석유･가스 자원 부존 가능성을 탐사하고 있으며, 그 성과로 

동해-1 가스전 개발에 성공함

① 2012년 12월 기준, 국내 대륙붕에서 총 116,549L-km의 2D 및 3,192㎢의 3D 탐사와 45공의 

심부 시추 실시

② 국내 대륙붕 개발을 보다 체계적이고 효과적으로 수행하기 위해 “국내 대륙붕 중장기(2008

∼2017) 종합 탐사계획”을 수립하여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이 있는 지역을 정밀 탐사하고 

있음

- 활용도 높은 탄성파탐사 자료를 다량 보유하고 있으나, 대외비 특성이 강하여 현재까지 연구개발 

사업에 활용하지 못하고 있음

분지 광구
광구 면적

(㎢)

물리탐사
시추

(공)

투자비

(천 달러)
2D(L-km) 3D(km2)

동해

제6-1광구 12,918 15,897 2,161 23 267,588

6-1 북부,8광구 9,922 5,107 - 1 134,058

6-1중부 12,918 - - - 1,269

6-1남부 12,918 - 170 - 7,144

황해

제1광구 36,460 8,520 - 1 11,809

제2광구·2-2광구 39,865 19,114 298 4/1 41,663

제3광구 41,427 8,193 - - 5,157

남해

제4광구 42,449 12,781 - 1 11,376

제5광구 42,390 11,995 - 4 26,794

제6-2광구 11,688 12,786 - 3 44,508

JDZ 한일공동개발구역 82,557 19,571 563 7 87,194

기타 기타(동해·황해) - 2,585 - - 1421

합 계 306,607 116,549 3,192 45 639,981

표 1-14. 국내 대륙붕 석유탐사 현황(2012.12.31.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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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 한국석유공사 대륙붕 탐사 현황도

다. 제4기 퇴적층서 정립

1)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천부 층서 및 지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 기본도 사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저 지질도 작성 사업),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진행됨

2) 국가 해양 기본도 사업(국립해양조사원)은 고주파 지층 탐사 및 다중빔 탐사를 수행하여 해저면 

영상도 및 해저면 음향상 분포도를 제작하였으나, 천부 지층의 층서 기준 설정 및 층서 정립과 

연계된 지층탐사 자료 분석은 미 수행(그림 2-1)

3) 해저 지질도 작성 사업(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지층 탐사(단일빔·다중빔, 고주파 및 저주파), 

퇴적물 자료를 이용하여 표층 퇴적물 분포도 등 6개의 도면을 제작하였으나, 천부 지층의 층서 

정립 관련 분야는 포함되지 않음(그림 2-1)

4) 국내 일부 연구자들은 상기의 사업과 일부 국가 연구 개발 사업을 통해 획득한 자료들을 바탕으로 

개별적인 층서 분류 연구를 수행하였음(Lee and Yoon, 1997; Yoo and Park, 1997; Park et al., 

2000; Park et al., 2003; Yoo and Park, 2000; Yoo et al., 2002; Yoo et al., 2003; Lee et 

al., 2013; Lee et al., 2014: Yoo et al., 2014a; Yoo et al., 2014b)

5) 하지만 국내는 이러한 해저 지층의 층서 및 지질 특성 분석 관련 표준화가 되지 못하여 조사 주

체별, 조사 시기별, 조사 해역별로 제시된 연구 결과의 일관성이 결여되고, 국내 해역 지층 특

성에 맞는 층서가 아직 정립되지 못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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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외 기술 개발 현황

가. 미국

1) EEZ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한 미국은 1980년대 말부터 EEZ 관리체계를 본격적으로 구축하기 시작함

- 1982년 4월 유엔에서 유엔 해양법이 채택됨에 따라 미국은 200해리 EEZ 관리체계 구축에 대한 

필요성을 인식함

① 미국은 EEZ 관리체계를 수요자 중심의 연구, 통합적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통해 연구 성과의 

활용성을 극대화

- 1985년부터 5년 주기의 해양자원 조사를 자원관리국(MMS)이 수행하고 있으며, 1994년부터 

CMGP(Coastal and Marine Geology Program, 연안 및 해양지질 연구)를 지속적으로 수행하고 있음

2) 미국 USGS는 CMGP 운영을 통해 연안 및 해양지질 연구를 수행

- 1994년 연안 및 해양지질 탐사를 위해 프로그램 별로 국가 5개년 계획을 수립

- 해양 지질과학 연구와 장기적인 모니터링 및 평가를 기반으로 객관적이고 신뢰할 수 있는 해양

지질 정보를 제공

- CMGP는 환경, 재해, 자원 분야와 연계된 목적지향형 지질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보를 제공함

① 해양환경 조사 및 보존 연구

② 자연재해(폭풍, 지진 등) 예측 및 안전 연구

③ 천연자원(수자원, 광물, 에너지 등) 조사 연구

과제 세부과제

해양환경 조사 및 보존

오염 및 폐기물 처리

취약한 환경

해양 보호구 및 서식지

자연재해 예측 및 안전
해안 및 연안 해식

지진, 해일, 산사태

천연자원 조사

수자원(연안대수층)

해양 광물 자원

에너지 자원

해양지질 정보 구축

해안 및 해양의 체계적인 Mapping

해안 및 해양 정보 은행

정보은행의 판정 및 평가

기술 및 시설

※ 자료: National Research Council(1999)

표 1-15. Coastal and Marine Geology Program 주요 내용

3) CMGP는 고품질의 과학연구를 통해 미국 연안 및 해양의 주요 지질자료를 제공하여 해양관리 

의사결정을 지원

①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접근을 통해 고화질 해양지질 Mapping 수행

② 해양지질 과학연구 수행에 필요한 다양한 장비 및 시스템 보유

③ 해양 정보은행을 구축하여 종합적인 지질 정보 제공

4) 해양 정보은행은 해양지질 환경에 대한 정보의 적절성을 주기적으로 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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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용자의 실질적 자료 활용 가능성 및 효과적 배포를 염두에 둔 DB 디자인과 시스템 관점에서 

DB 구축의 중요성을 강조하여 기존에 수행된 각종 자료를 지도 형식으로 제작하여 정보를 

제공

② ArcIMS 웹서버를 이용하여 사이트 사용자가 인터페이스를 조정할 수 있는 인터랙티브 형식

으로 열람이 가능하며, 일부 GIS 데이터는 직접 다운로드 받을 수 있음

※ 자료: http://coastalmap.marine.usgs.gov/gloria/index.html

그림 1-5. USGS의 CMGP Internet Map Server

5) 미국은 연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해 해양과 지질 관련 부처를 통합한 JOMAR을 설립하여 관련 

프로그램을 운영

- USGS(지질)와 NOAA(해양·대기)의 임무 중복 문제를 해결하고 효과적인 조사를 수행하기 위해 

1987년에 연방 협력 사무국으로 JOMAR을 설립

① JOMAR는 해양과 지질의 공학적인 지식과 정보를 공유하기 위해 설립되었으며, 이로 인해 

EEZ의 해양지질 연구 협조 체계가 구축됨

- JOMAR는 부처 및 부서간 연구 활동을 조정하여 업무 중복성 문제를 해결

① EEZ 해양지질 탐사 및 해저지도 제작

② 조사 및 연구의 장기 계획 수립

6)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Coastal and Marine Spatial Planning, CMSP)을 통해 강력하고 효율적인 

국가 해양정책 추진

- 오바마 정부는 대통령 직속 ‘범부처 해양정책 TF’를 설치(‘09.6.)하여 국가해양위원회를 창설,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을 해양정책의 우선 순위로 함

- 해양공간계획 수립의 자료 분석 단계에서 해양지질 연구 분석 결과를 활용하여 현재와 미래의 

해양지질 환경에 대한 정보를 확보

① 국가해양위원회(National Ocean Council): 국가 고위급 인사로 구성되어 해양자원 관리 등 

해양정책의 주요 의사결정을 수행

② 부문별 관리방식을 지양하고 해양자원의 이용, 개발 및 관리의 대안으로 연안 및 해양공간

계획을 도입

③ 미국이 CMSP를 통해 관리하고자 하는 공간적 범위로는 연안과 오대호를 포함한 영해, 배타적 

경제수역 및 대륙붕까지 임



- 21 -

사전 준비

1단계 계획의 수립 및 시행기관 지정

⇩

2단계 해양공간계획을 위한 재원 확보

⇩

3단계 계획의 범위, 수립 절차, 목표 설정

⇩

4단계 이해관계자 분석 및 조직

                    ê

자료 분석

5단계

이용 및 개발 현황,

해양지질 및 해양환경 현황 분석

(Defining and analyzing existing conditions)

Û
해양지질 연구 

자료 활용⇩

6단계
미래 변화 양상 시나리오 분석

(Defining and analyzing future conditions)

                   ê

계획수립 및 

시행

7단계 공간관리계획(안) 작성 및 승인

⇩
8단계 공간관리계획 시행

                    ê

평가 및 

개선

9단계 계획 이행 모니터링 평가

⇩
10단계 계획 수정(적응 관리)

※ 자료 : UNESCO IOC(2009)를 4단계로 구성

그림 1-6. MSP 수립 절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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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7. 미국 연안 및 해양공간계획(CMSP)

나. 영국

1) 영국 정부는 2002년 연안 및 해양 관리를 위한 종합정책인‘Safeguarding our seas’를 수립하고 

해양의 경제적, 사회적, 환경적 목표를 달성할 수 있는 효율적 수단으로 해양공간계획 개념을 

도입

- MSP 수립의 기초자료가 되는 해양지질 및 지구조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지속적인 해양지질 연

구가 수행되고 있음

자료: MMO, 2011.

그림 1-8. 연안 지역 유형 분류도

자료: Marine Planning Portal 

그림 1-9. Irish Sea 용도 구역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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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또한, 2009년 12월 '해양 및 연안 접근법(Marine and Coastal Access Act)'을 제정하여 2021년

까지 구역별 해양계획을 정책목표로 함

- 이 법률에 근거하여 2010년 4월 영국해양관리위원회(MMO: Marine Management Organization)가 

신설되어 운영

① 영국해양관리위원회: 기존 해양수산청(MFA: Marine and Fisheries Agency)의 업무를 흡수하고, 

에너지·기후변화부(DECC: Department for Energy and Climate Change)와 교통부(DfT: 

Department for Transport)의 해양 관련 기능들을 통합하여 신설

3) 자연환경조사국(NERC), 영국국립해양연구센터(NOC), 지질조사국(BSG)이 중심되어 해양과학에 대한 

중장기적인 연구개발을 수행

- 해양과학 연구에 대하여 종합적으로 분석한 자료를 활용하여 국가 해양공간계획(MSP) 수립에 

활용함

- 해양지질 관련 연구개발은 지질조사국 중심으로 수행 중에 있으며, 아래와 같은 해양지질 조사 

및 관련연 구를 통해 지질도 제작 및 위험 모델을 개발

① Multi-beam Echosounding과 Side-scan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저 지질도 제작

② 해양생물과 해양자원의 분포를 조사하여 해양공간계획 구축 자료로 활용

③ 기후변화 연구를 위해 빙하기 이전 시대의 지질 연구

④ 해양 위험 모델 개발

⑤ 지하수 및 지하자원 연구

자료: British Geological Survey, Dolan, 2013.

그림 1-10. BGS 해양지질 조사

- 자연환경조사국은 지구기후 변화, 해양환경 보전, 분자 생물학(열수지수), 석유, 해양기기 공학을 

중점적으로 연구하며, 아래와 같은 연구주제에 대해 지원

① 대양 해저 지구면 연구: 퇴적 연구, 지각 연구, 해양 지화학 연구, 스코틀랜드 서쪽 연안 

탄화수소 연구

② 해양 수층 연구: 수중생물, 영양염 화학, 분자 유전, 생물 모델링 및 생물 음향 연구, 심해 

저서 생물 연구, 연안 환경 변화가 해양 생태계에 미치는 영향 연구 등

③ 해수 순환과 기후 연구: 원격탐사, 대규모 모델링, 기상, 수로학 등

④ 해양공학: 새로운 센서, 시스템, 플랫폼, 원격 자동 잠수기 등 해양 관련 기기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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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자연환경조사국(NERC)은 4개의 산하 해양 관련 연구부가 있으며, 챌린지 센터, 플리머스 해

양연구소, 국립해양도서관 등 각종 해양 관련 연구소를 보유

4) 영국국립해양과학센터는 2010년부터 체계적인 해양 지체구조 조사 및 지질 조사에 연구개발을 

진행 중에 있음

- 2010년 사우스 햄튼 해양과학기술센터와 국립해양과학센터가 통합되면서 광범위하고 체계적인 

해양과학 연구 기반이 마련됨

- 주 연구 내용으로 해저 3D 지질도 작성, 전세계 해저 지형도(GEBCO) 작성, 해저 메탄수화물, 

해저 지질의 CO₂포함량 조사, 해저 광물 함량, 저압력·저열 에너지 등이 있음

다. 중국

1) 중국은 해양산업의 혁신적 발전을 위한 기초 연구로서 해양지질 연구를 수행하고, 관련 정책 및 

계획을 수립함

- 2003년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공동으로‘전국해양경제발전계획’을 발표하여, 해양과학기술의 

발전을 통해 해양 경제의 구조를 고도화하고 해양산업을 국가 기간산업으로 추진

① 추진사업 및 목표치를 구체적으로 제시하여 중국의 해양정책과 해양과학기술 개발 계획의 

근간이 됨

- 2005년 10월에 발표된‘제11차 국가경제사회발전 5개년 계획(이하 11･5계획)’에서는 해양산업 

분야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독립된 장으로 편성

① EEZ 내에서 중국의 권익 보호와 자원개발, 해양 행정의 통합관리를 강조함

- 2006~2010년 해양경계지역 석유가스전·가스 하이드레이트 개발 연구의 목표를 설정, 2004~ 

2009년 908계획을 통해서 중첩해역 정밀 조사를 수행, 2004년부터 현재까지 전국 석유가스자원 

전략지역 선정에 대한 조사 및 평가 사업을 진행 중에 있음

- 2009년‘국가해양산업 발전계획 요강’은 중국 최초의 총체적인 국가 해양계획으로 지속가능한 

발전과 해양강국 건설의 이정표임

국가 해양산업 발전계획 요강 주요내용

1. 국가가 해양산업 발전을 주도적으로 기획

2. 국가의 해양 권익 수호

3. 국가 안전보장

4. 해양 종합관리 강화

5. 해양자원 개발 질서의 규범화

6. 해양 생태환경 보호

7. 해양 공익서비스 수준 향상

8. 독자적인 해양과학기술 창출 능력 향상

9.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보장

표 1-16. 국가해양산업 발전계획 요강 주요내용

- 중국은 2010년 ①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② 해양의 건강성과 안전, ③ 해양력 강화를 목표

로 하는 ‘해양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2050’을 수립함

Ÿ 해양 생물자원 및 해양 생명공학, 해양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 수자원을 해양 R&D의 전

략적 우선순위 분야로 도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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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해양과학기술 연구개발 인력 및 인프라에 대해 막대한 규모의 투자가 이루어지고 있으며, 가시

적인 성과로 도출되고 있음

- 중국 국가해양국(SOA) 산하 26개 해양관련 기관을 중심으로 해양 전략 및 정책, 해양 자원 및 

환경 등 연구를 수행

① 국가 제1(약 400명), 제2(300명), 제3 해양연구소, 해양지질연구소를 비롯한 각종 해양관련 

국가 연구소들이 전국에 산재해 있음

② 기타 국무원 산하의 CSA를 비롯하여 청도 해양대, 상해 동지대 등 많은 대학에서도 해양관련 

연구를 진행 중

- 중국은 약 2,400억원을 투자하여 EEZ·대륙붕 탐사(126계획, ’96∼’01), 주변 해역 종합조사

(908계획(’04∼’09)를 수행 완료함

① 반면에, 우리나라는 1997년부터 7개 선행과제에 총 378억원이 투자됨

해양정책

(계획)
주요 내용

중국 해양 21세기 

의정

(1996)

- 국가 해양국 신설

- 중국 해양산업의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제시

- 국가 해양권익 수호,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이용, 해양 생태환경 보호

- 해양자원, 환경의 지속가능한 발전을 실현

중국 해양산업 발전

(1998)

- 총 6개 장으로 구성된 중국의 해양 지속가능한 발전 전략

- 해양자원의 합리적인 개발 및 이용, 해양환경 안전과 보호

- 해양과학기술 발전과 교육, 해양의 종합관리 등 명시

전국 해양 경제발전 

요강

(2003)

- 해양 강국을 목표로 국방 역량 촉진과 해양 경제의 고속 성장 추진

- 국가해양국과 22개 해양 관련 부문, 11개 연해성 등의 합동 편제

- 해양 경제산업을 국민경제의 새로운 성장원으로 제시

11․5 계획

(2006∼2010)

- 해양 분야가 처음으로 1개의 독립된 장으로 편성(총 14편 49개 장)

- 해양 의식의 강화, 해양 권익의 보호(영해 및 배타적 경제수역 내 주권 활동 

강화, 분쟁 도서에 대한 주권 관리 강화, 자원에 대한 권익 수호), 해양생태의 

보호, 해양자원의 개발, 해양 종합관리 실시

국가 해양산업 발전 

계획 요강

(2008)

- 11･5계획(2006∼2010) 기간 해양 종합관리 체제의 지속적 개선

- 해양 경제의 고성장을 통한 국민경제 및 사회에 대한 기여도 향상

- 2010년 해양 생산총액의 GDP 비중을 11%, 연평균 일자리 100만개 창출

- 해양과학기술 혁신체제를 개선, 해양경제에 대한 기여도를 50% 향상

- 해양자원 개발 강화 및 통합적 해양관리 시행

중국 해양과학기술 

발전 로드맵

2050(2009)

- 지속적인 해양자원 이용, 해양의 건강성과 안전, 해양력 강화

- 해양 생물자원 및 해양 생명공학, 해양 석유․가스 및 광물자원, 해양 수자원을 

해양 R&D의 전략적 우선순위 분야로 도출

표 1-17. 중국의 해양개발에 관한 기본정책

- 1970년대부터 대규모 해양조사 계획을 수립하여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1980년대 초부터 해양지질 

기초과학 연구 강화를 통해 해양지질 조사 성과를 집대성

① 발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 북부 대륙붕을 포함한 중국 근해 해역의 지구물리,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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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양 퇴적물 조사 완료 및 오키나와 해구, 남중국해 중부 대륙사면, 반심해 평원에 대한 부

분적 지구물리, 지형, 해양 퇴적물 조사 수행

② 각 해역의 해저지형, 지질, 퇴적물, 해양 지구화학, 해양 지구물리학 등 기본도를 완성하고, 

가장 가능성이 큰 석유가스 함유 분지 선정ㅠ

③ 1979~1986년 ‘전국 해안대 및 해안 자원종합 조사’를 통해 1/20만 축적의 종합지도 총 15책, 

1000여 폭의 보고서, 지도, 시료 시리즈물 작성

구분 정책 및 사업명 주요 수행기관 비고

중장기

계획

국가 11.5 과학기술발전계획(‘06∼’10) 국무원

국가해양사업발전계획요강(‘08∼’20) 국가해양국

EEZ 및 대륙붕 탐사: 126계획(‘96∼’11) 중국지질조사국

근해종합해양과학조사: 908계획(‘04∼’09) 국가해양국 2,400억원 투자

전국 석유가스자원 전략지역 선정조사 및 평가

(’04~’15)
국토자원부

’08년까지 

1,356억원 투자 

(중국 3대 석유회사 

예산 2,600억원 

별도 투자)

단기

계획

국가 하이테크 기술 발전계획: 973계획

(해양지질 조사)
국토자원부

자원탐사 및 개발을 위한 기술 개발: 863 계획
국토자원부·국가해

양국·학계

인프라

구축

연도별 과학기술 발전계획

(예,‘06년 해양 유전‧가스자원, EEZ와 대륙붕 관측기술)

지질조사국·해양연

구소·국토자원부

5,000 톤급 종합탐사 선박 대양1호 건조(‘05)

외 5,000톤급 5척 보유
COMRA·해양연구소

7,000m 유인잠수정 화해호 실해역 시험 성공

(‘08)

국가해양국·과학기

술부

표 1-18. 중국 관할해역 해양지질조사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 1990년대부터는 대륙붕과 인근 해역 탐사 및 자원평가에 집중하여 광범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종합연구 수행

① 북쪽 발해만, 압록강 입구에서 남쪽의 증모암사(曾母暗沙), 동쪽의 오키나와 해구까지 광범

위한 해역을 대상으로 지형, 해저지질, 퇴적환경, 제4기 지층과 지질구조, 지구물리장, 석

유가스 자원, 광물자원에 대한 종합적 연구

② 해역별로 나누어 ‘중국 대륙붕과 인근 해역 기초환경 지도집’ 작성

- 2005년에는 동북아해･동중국해 해저지형과 퇴적물 분포에 대한 종합적인 지도와 보고서를 발간

하는 등 한국 및 일본과의 해양영토 확보에 대비한 자료 축적에 심혈을 기울이고 있음

① 이어도에 대한 위치가 자세히 표시되어 있으며, 해중 암초 등 지리적 환경변화 및 새로 발

견된 암초 등에 대한 지리적･지형적 특성을 자세히 기재

② 중국이 조사한 자료에는 황해와 동중국해 해역은 해저 지질도･지형도･천부 지층도, 일본 주

변의 1/20만 해저 지질도･퇴적물 분포도･지형도 등을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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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양 연구사업 효율성 제고 및 성과 분석을 위한‘근해 해양 종합평가’를 수행

- 근해 해양 종합평가 대상을 기초조사, 중점해역 조사, 전문조사로 분리 추진하였으며, 해역조

사는 발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해를 포함

- 국가해양국, 과학원, 고등교육기관, 연해 지방정부 해양기관, 해군 등 관련 단체와 약 248명의 

전문가로 구성된 위원회를 구성 및 운영하여 조사사업에 대한 평가제고, 사업자 선정 및 기술 

보장을 효과적으로 유지

라. 일본

1) 일본은 지진이 빈번한 자연환경 특성으로 해양연구의 중요성이 강조되어 왔으며, 해양영토 확보 

전략으로 주변 해역 해양지질 연구 활동이 활발

-  ’87∼’97년까지 총 1,700억원을 투자하여 실해역 해양 종합조사를 완료하였으며, EEZ와 관

할해역 외측의 심해저 자원 탐사를 위한 기술개발에 집중적으로 투자하고 있음

- 지구 진화 연구를 위해 관측망 운영, 지구 심층 내부 역학, 지화학적 진화, 해양판의 움직임 

등에 관한 연구를 프론티어 연구사업으로 추진해오고 있음

- 해양영토 확보전략을 수립하기 위한 해양자원도 작성을 완료하고, 중점 해역에 대한 3차원 정

밀조사를 수행

- 2004~2009년 대륙붕 연장 가능 지역을 집중 조사하였으며, 2009년부터 현재까지 EEZ에 대한 석

유∙가스 조사 및 유망지점에 대한 시추를 진행 중임

- 2009년‘유엔대륙붕한계위원회’심의 신청을 위해 대륙붕 연장 가능성이 있는 주변 해역에 대

한 집중적인 해양지질 조사를 수행

2) 일본은 해양지질 조사 추진을 위한 정책적, 경제적 여건을 확보

- 2007년 7월에는 해양정책 전반을 다룬‘해양 기본법’을 제정함으로써 주변국과의 해양 문제에 

능동적으로 대응할 근거 확보

- 2008년 해양정책본부는 1조 4,534억엔을 투자하여 해양정책을 효율적으로 추진할 수 있는 재정

적 기반 완비

- 2013년 해양예산 중 해양조사 관련 예산은 총 47,662백만엔(약 5,543억원)으로 책정되어, 국가

적 차원의 관심이 집중되고 있음

해양조사관련 예산 내역 금액

석유·천연가스 자원, 가스 하이드레이트 등 해저광물자원 개발
31,966백만엔

(약 3천 700억원)

해양자원 조사 연구
3,083백만엔

(약 362억원)

해양 권익을 위한 해양조사
1,833백만엔

(약 215억원)

해양활동 및 자원개발 거점이 되는 도서(암초) 정비 작업
10,780백만엔

(약 1천 266억원)

합계
47,662백만엔

(약 5,543억원)

표 1-19. 일본 해양 예산 중 해양조사 관련 예산



- 28 -

구분 정책 및 사업명 주요 수행기관 비고

중장기

계획

해양기본법(‘07) 및 5개년 계획(‘08∼’12) 종합해양정책본부

해양광물자원 조사 수행(‘95∼’04) 통상부공업기술원

대수심 해역의 석유, 광물 탐사(‘08∼04) 통상부공업기술원

200해리 외측 대륙붕 확장조사 신청 

(‘04∼’08/1,000억엔)

외무·문부과학·경제산업

·해상보안청·JAMSTEC

·JOGMEC

순수 

조사비용 

6천억원 

단기

계획

석유천연가스 부존상황 조사(‘08∼’09) 경제산업성
매년 예산 

19억엔

일본 주변 해저지형·지각구조 조사(‘08년) 국토교통성
예산

1,530억엔

57,100톤 심해 시추선 지구(Chikyu)호 건조(‘05)

내각부·문무과학·

농림수산·경제산업·

국토교통

인프라

구축

수화물 기술개발(‘97∼’99/ 예산 5억엔) 일본석유공사 등

1,200채널 최첨단 탄성파장비 건조(‘07) 10개 민간 컨소시엄

표 1-20. 일본 관할해역 해양지질 조사 관련 주요 정책 및 사업 

- 최첨단 장비를 적극 개발, 구입함으로써 보다 정확도 높은 연구 결과 도출을 시도함

① 일본은 1,200채널 최첨단 탄성파 장비를 개발 활용 중이어서, 우리의 최고 사양인 480채널

로 연구 결과 도출에서 차이가 큼

②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3D 탄성파 장비로서 480채널을 보유하고 있으며, 640채널까지 확장이 

가능함

3) 영해기선 및 대륙붕 결정, 해양이용, 개발, 환경보전, 자연재해 등 대비를 위한 과학적 기초자

료 수집

- 해상보안청을 중심으로 해저지형, 해저지질 구조, 지자기･중력 등 과학조사를 수행

- 수로부는 1971년부터 연안과 대륙붕의 해저 지형도, 지질 구조도, 지자기 전자력도, 중력 이상

도 등을 간행

- 개별적으로 추진되던 자원지질 조사를 통합하여 조직적･체계적으로 대수심 해역에서의 석유･광
물자원 기초 조사를 수행(1998~2004년, 총 7년)

① 지진 탐사를 중심으로 지질구조 조사와 해저 샘플링 등을 통한 층서 구분조사 수행

② 조사 주체: 석유천연가스․금속광물자원기구(JOGMEC), 지질조사소, 동경대학 해양연구소, 

(주)심해자원개발, ㈜지구과학종합연구소

마. 러시아

1)‘2020 지질연구 및 광물자원 재생산 장기 프로그램’(05년 채택, 08년 개정)에 따라 자원개발 

관련 인프라 사업 추진 방안 및 대륙붕 개발 계획이 마련됨

- 야말반도, 야말·네네츠자치구, 북크라스노야르스크주 등 육상 유전과 함께 대륙붕 자원개발을 

미래 국부창출의 매우 중요한 분야로 평가하고 있음

- 대륙붕에는 원유 12억 1,600만톤, 가스 10조 5,400억㎥ 매장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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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역 명 원 유 가 스

바렌츠해 4억 1,500만톤 4조 6,630억㎥

카라해 1,500만톤 3조 8,890억㎥

오호츠크해 4억 1,100만톤 1조 1,910억㎥

카스피해 3억 6,700만톤 7,680억㎥

아조프해 240만톤 240억㎥

발트해 640만톤 140억㎥

동해 - 46억㎥

표 1-21. 러시아 해역별 대륙붕 자원 매장량(추정치)

2) 러시아는 해양경계 관련 사항을 법제화하여 경계획정 협상의 기준을 설정함

- 1998년 7월 내수, 영해 및 접속수역에 관한 연방 법률을 제정하여 법률은 통상기선 또는 직선

기선으로부터 12해리 영해를 규정함

- 또한, 동 법률은 인접국과의 영해에 대한 경계획정은 일반적으로 승인된 국제법의 원칙과 러시

아가 당사자인 조약에 따른다고 규정함

- 러시아는 1985년 1월 15일 직선기선을 선포하였으며, 북극해 방향에서 391개 기점을 설정하고 

그 밖에 Kolguev 섬, Franz Josef Land 군도, Hall 섬, Novaya Sibir' 섬, Wrangel 섬, 발틱해 

부근에 대해서도 기점을 설정

3) 러시아와 북한은 1985∼1986년 협상을 통해 해양경계를 획정

- 동해 해양경계획정과 관련하여 인접한 해안을 공유하고 있는 북한과 러시아는 1985년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한 협정, 1986년 EEZ와 대륙붕에 관한 협정을 체결

- 이 협정은 영해의 경계획정에 관하여 어떠한 특별한 경계획정의 방법을 제시하고 있지 않고, 

부속서에 물리적이고 기술적 요소만 기술하고 있음

- EEZ과 대륙붕에 관하여 구체적 경계획정 방법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양국 합의에 의하여(부분적

으로 등거리선에 의해) 획정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음

그림 1-11. 1986년 북한과 러시아의 해양경계(Jonathan과 Lewis,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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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제4기 퇴적층서 정립

1) 우리나라의 경우 경제수역을 대상으로 천부 층서 및 지질 특성에 관한 연구가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 사업), 한국지질자원연구원(해저지질도 작성 사업), 일부 연구기관 등에서 진

행됨

2) 선진국의 경우 자국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활용 및 개발에 필수적인 천부 지층 및 지질 특성 규

명을 위한 조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으며, 자국의 위치와 해양환경 조건이 다르므로 자국의 

해양 조건에 부합하는 표준 층서를 정립하여 광역 지질도와 표준 층서 분포도를 제작하여 활용

하고 있음

3) 위와 같은 표준 층서 설립은 막대한 예산과 시간이 소요되므로 선진국의 경우 미국의 USGS, 독

일의 BGR, 노르웨이의 NGU, 일본의 AIST, 영국의 BGS 등과 같이 정부 주도로 수행하고 있음

① 일본

- 일본은 국립(출연)연구소(AIST)의 주도적인 연구 조사와 수차례의 국제 심부 시추사업(ODP, 

IODP)의 연구 결과로 동해의 일본 해역에 대한 표준 생층서 기반의 제4기 지질시대별 해저지

질·고해양환경의 정보를 제공하고 있으며, 이런 표준 생층서는 육지의 제4기 지층 자료와 대

비를 통하여 육지-해양 생층서 기반의 시계열적 퇴적환경과 지질정보를 제공하고 있음 

- 이와 같이 정립된 자료는 동해의 일본 해역 자원탐사(예,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필요한 해저 

퇴적지층 및 분지 발달사에 대한 정밀하고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여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탐사 

수행에 도움을 주고 있음

② 영국

- 영국의 경우는 영국지질조사소(BGS)에서 지난 20여 년간 수행하고 있는 근해 대륙붕 해저지질

도 조사 사업과 육상 제4기 지질도 조사 사업 등으로 표준 층서가 이미 완료 단계에 있으며 미

화석 표준 생층서와 연계한 시층서, 퇴적층서 결과자료를 디지털화하여 홈페이지를 통하여 대

국민에게 서비스로 제공하고 있음 

- 영국은 이러한 표준 층서 자료가 북해 유전탐사에 필요한 모든 해양-지질-퇴적분지 진화 등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성공적이고 경제적인 유전개발을 수행하고 있음

③ 독일

- 독일은 독일지질자원연구소(BGR)를 통해 관할 대륙붕뿐만 아니라 인근 해역까지 제4기 퇴적층

에 대한 표준 층서 정립을 완료하여 관련 자료를 디지털화하여 대국민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음

(그림 1-12)

그림 1-12. 독일의 지질 특성도 및 표준 층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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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미국

- 미국은 미국지질조사소(USGS)를 통해 이미 10년 전에 연근해에 대한 표준 층서 정립을 완성함

(그림 1-13)

- 특히 멕시코만의 미시시피 삼각주를 대상으로 육상 및 해양 미화석 생층서를 정립하고, 더 나

아가 미시시피강의 상류-중류-하류-삼각주를 연결하는 종단면의 생층서 대비를 통하여 퇴적물

의 기원지로부터 퇴적지에 이르는 시기별 퇴적환경의 상이성을 밝혀냄

그림 1-13. 미국의 지질특성도 및 표준 층서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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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과정 및 수행 내용

2-1. 황해·북동중국해(제주분지) 대륙붕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 발달과 고환경 변화

가. 최대 빙하기(LGM) 이후 대륙붕 퇴적체 층서 및 고환경 변화

(1) 코어 퇴적물 채취 및 분석 방법

연구해역은 제주도 북서부 지역에서 황해·북동중국해 지역으로 연결되는 제주분지 해역으로 북서-

남동 방향의 수로와 사주(channel과 sand ridge system)들이 발달하고 있음(그림 2-1). 제주도 북부와 

북동부 그리고 남부에 최대 수심 약 130m의 협곡이 발달하고 있으며, 남서쪽으로는 수심이 완만해지면

서 양쯔강(揚子江) 삼각주(Yangtze River, delta)와 연결됨. 전반적으로 연구해역의 남서 해역에서는 

삼각주의 발달과 연계되어 수심 약 50m 미만의 평탄한 지형으로 두꺼운 퇴적체가 발달하고 있으나, 한

반도 주변 해역으로 오면서 수로와 사주 지형이 발달하는 복잡한 해저지형 형태를 보임. Line A에 나타

나는 해저 사주 및 수로의 평균 거리는 약 8.8km이며, 수심은 85~110m(평균 수심 약 96m 내외) 범위임. 

사주 지형의 평균 거리는 9.4km이며, 사주 지형의 평균 수심은 약 84m 내외 분포를 보임. 제주 남동부 

지역의 지형 단면도 Line B에서는 최대 수심 약 130m인 두 개의 큰 협곡이 존재하며, 협곡 사이의 수심

은 약 104m 내외로 비교적 평편한 지형을 가짐.

그림 2-1. 연구지역 해저 형도(수심 자료: 국립해양조사원 제공)

2016년 제주분지의 수심 40~100m 해역에서 피스톤 코어 장비를 사용하여, 퇴적물 깊이 150~520cm에 

달하는 총 10개의 코어 퇴적물 시료가 채취되었음(그림 2-1). 모든 코어 시료에 대하여 대자율 측정 스

캐너를 이용하여 대자율을 측정한 후, 사진 촬영과 함께 육안 관찰을 통하여 퇴적물 색상, 구조 등의 

퇴적물 특징을 기술하였음(그림 2-2). 이후 퇴적물의 입도와 지화학적 성분 분석을 위해 10~20cm 간격

으로 부시료(sub-sampling)가 채취되었으며, 각 코어의 특정 깊이에서 퇴적물 연대측정을 위한 시료(유

공충 및 유기물)가 채취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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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2016년 퇴적물 시료 채취 정점도

코어 퇴적물의 대자율 값은 자동 대자율 측정기(ASC Scientific, USA) 스캐너를 사용하여 약 3cm 간

격으로 연속 측정하였으며, 퇴적물의 함수율은 일정량 채취된 퇴적물의 건조 전후의 무게 차를 이용하

여 다음 식으로 계산하였음.

함수율  건조 전 시료 무게
건조 전 시료 무게 건조 후 시료 무게 

×

퇴적물의 건밀도(dry bulk density, DBD)는 밀도 측정기(AccuPyc 1340, Micromeritics, USA)를 이용

하여 퇴적물의 부피와 입자 밀도를 측정한 후, 아래와 같은 식을 활용하여 계산하였음.

건조 용적 전밀도   입자 부피    물의 부피  

건조 후 시료 무게  

퇴적물의 입도는 채취된 부시료에 대하여 과산화 수소수와 묽은 염산 용액을 사용하여 유기물과 탄

산염을 제거한 후, 사질 퇴적물은 체질(sieving) 그리고 니질 퇴적물은 레이저 회절 분석기(Sympatec, 

German)를 사용하여 0.1φ 간격으로 분석하였음. 퇴적물의 평균 입도(mean grain size, Mz), 분급도

(sorting) 등은 모멘트 방법(moment method)으로 계산하였으며, 입자 크기 함량비를 이용하여 퇴적물 

입도 유형(sediment type, Folk's classification system)을 분류하였음.

퇴적물의 총질소(total nitrogen, TN)와 총탄소(total carbon, TC) 함량은 원소 분석기(Flash 2000 

elemental analyzer, Thermo Scientific, UK)를 사용하여 분석하였으며, 총무기탄소 함량(total 

inorganic carbon, TIC)은 원소 분석기(PRIMACS AIC 100, Skalar analytical BV, Netherlands)를 사용

하여 측정하였음. 총유기탄소 함량(total organic carbon, TOC)은 TC와 TIC 함량 사이의 차를 이용하여 

계산하였으며, 탄산칼슘(CaCO3)의 함량은 총무기탄소 함량에 원자비(8.333)를 곱하여 계산함. 퇴적물 

내 생물기원 규소(biogenic silica, BSi) 함량은 “Mortlock and Frolich(1989)”의 방식을 변형한 습

식 알칼라인 추출법을 이용하여 측정되었음. 코어 퇴적물의 탄소동위원소(14C) 연대는 퇴적물 내 유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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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 패각 그리고 유기물을 대상으로 미국 BETA에서 가속 질량 분석기(Accelerator Mass Spectrometer, 

AMS)를 이용하여 분석되었음.

퇴적물의 C1(메탄, CH4) 및 C2(에탄, C2H6) 농도 측정은 125ml 갈색 유리 병에 일정 양의 퇴적물과 

함께 NaOH(2.5%)를 넣은 후 혼합(고정)하고 분석 시에는 유리 주사기(tight glass syringe)로 유리 용

기의 상부 공기층 가스를 채취하여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Gas Chromatograph, HP 5890)의 FID(Flame 

Ionization Detector) 검출기 및 일본 나고야 대학(환경대학원)의 가스 크로마토 그래피(Purge and 

trap line by Gas Chromatograph, HP 5890)를 이용하여 정성 및 정량 실험 분석(Blair et al., 1995) 

퇴적물 중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CH4)는 일본 나고야 대학(환경대학원)의 가스 크로마토그래피 분

석 장비인(Purge and trap line by Gas Chromatograph, HP 5890;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Finnigan MAT 252)를, 수소안정동위원소비(δ2DCH4) 또한 같은 대학교의 분석장비(Purge-and-Trap Line 

Gas Chromatograph, Thermo Fisher Scientific, Trace GC Ultra; IRMS, Thermo Fisher Scientific, 

Delta-V)를 이용하여 측정하였음(그림 2-3).

그림 2-3. 주상 퇴적물 코어 시료 및 절개 후 코어 사진 촬영 등의 전처리 과정

그림 2-4.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CH4) 및 수소 안정동위원소비(δ2DCH4) 분석 장면

(2) 코어 퇴적물 물성, 입자 조직, 유기물 함량 및 수직적 변화 

제주분지 해역의 10개 정점에서 채취된 코어 퇴적물 시료는 퇴적물 색상, 입도 조직, 물성 등에서 

다양한 퇴적 특성을 보임(그림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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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 KJS16-P1, P3, P6, P8 및 P20 코어 퇴적물의 대자율(magnetic susceptibility, MS) 수직 

변동 특성

그림 2-7. KJS16-P1, P3, P6 및 P8 코어 퇴적물의 함수율(water content)의 수직 변화 특성

코어 퇴적물 KJS16-P1, P3, P6, P8 시료의 건밀도(dry bulk density, DBD) 값은 각각 1.10~1.67, 

1.02~1.70, 1.13~1.60, 1.18~1.57g/㎤ 범위이며, 대부분의 코어에서 상부 퇴적층으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며, 함수율과 반비례의 수직 변동 특성을 보임(그림 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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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 KJS16-P1, P3, P6 및 P8 코어 퇴적물의 건조 전밀도(dry bulk density, DBD) 값의 

수직 변화 특성

(나) 코어 퇴적물의 입자 조직

코어 퇴적물의 입자 조직과 평균 입도 등의 수직 변화가 그림 3-9에 제시되었음. 코어 KJS16-P1(총 

길이 275cm) 퇴적물의 모래, 실트, 점토 함량 및 평균 입도(mean grain size)는 각각 0~96, 2~65, 

2~54%, 2.6~6.8φ 범위이며, 상부 퇴적층(0~70cm)에서는 모래 함량이 90% 이상인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

된 반면, 하부 퇴적층(70~270cm)은 실트와 점토 함량이 우세한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는 바, 전반적으로 

상향 조립화 특성을 보임. 코어 KJS16-P3(총 길이 426cm) 퇴적물의 모래, 실트, 점토 함량 및 평균 입

도는 각각 0~99, 1~84, 0~55%, 2.7~6.9φ 범위이며, 최하부 퇴적층(210~420cm)은 매우 양호한 분급

(sorting)의 세립질 모래(평균 입도 2.5~3.0φ) 퇴적물, 그 상위로 실트와 점토가 우세한 니질(평균 입

도 6~7φ) 퇴적물, 그리고 최상부 퇴적층(0~90cm)에는 다시 모래 퇴적물이 분포함. 코어 KJS16-P6(총 

길이 212cm) 퇴적물의 모래, 실트, 점토 함량 및 평균 입도는 각각 5~88, 67~80, 0~41%, 3.1~6.1φ 범

위이며, 최하부에서 140cm 구간에서는 평균 입도 약 3.5φ의 실트질 모래(silty sand) 퇴적물, 

50~140cm 구간에서는 평균 입도 약 5~6φ 범위의 모래질 실트 퇴적물, 20~50cm 구간에서는 평균 입도 

약 3~4φ의 니질 모래 퇴적물, 최상부 약 20cm 퇴적층은 평균 입도 약 6φ의 사질니 퇴적물이 분포함.

코어 KJS16-P8(총 길이 248cm) 퇴적물의 모래, 실트, 점토 함량 및 평균 입도는 각각 68~96, 1~11, 

2~22%, 2.7~4.1φ 범위이며, 몇 개 구간을 제외하면 전반적으로 모래 입자의 함량이 75% 이상이며, 평

균 입도는 약 2.7~3.5φ 범위임. 코어 KJS16-P20(총 길이 222cm) 퇴적물의 자갈, 모래, 실트, 점토 함

량 및 평균 입도는 각 0~81, 0~99, 0~69, 0~58%, -1.7~6.9φ 범위이며, 최상부 약 10cm 두께의 니질 퇴

적층(평균 입도 약 6~7φ)을 제외하면 전 코어에서 패각을 포함하는 자갈과 조립질 모래(평균 입도 

-2~3φ)로 구성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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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KJS16-P1, P3, P6 및 P8 코어 퇴적물의 탄산염(calcium carbonate, CaCO3) 함량 

수직 변화

그림 2-11. KJS16-P1, P3, P6 및 P8 코어 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tal organic carbon, TOC) 

함량 수직 변화

그림 2-12. 코어 퇴적물의 총유기탄소(TOC)와 총질소(TN)와의 상관관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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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역의 퇴적층은 최소 30,000yr BP에 집적된 것으로, 코어에 따라 큰 차이를 보임(표 3-1). 특히 

KJS16-P3의 산화대층에서 채취된 탄화된 식물 파편의 연령이 약 27,000yr BP로 지난 최대 빙하기(약 

18,000yr BP) 이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KJS16-PC1 코어에서 깊이 50cm에서 채취한 패각과 저서성 

유공충으로 분석된 연대는 각각 약 30,000yr BP와 4,900yr BP로 큰 차이를 보였으며, 깊이 150cm에서 

채취된 저서성 유공충 시료의 연대는 약 11,800yr BP로 나타나 깊이 50cm의 패각 연대는 재이동되어 퇴

적된 역전 연령으로 보임. KJS16-PC6 코어에서 3개의 깊이(100, 110, 133cm)에서 채취된 저서성 유공충

과 패각들의 연대는 약 11,000yr BP로 깊이 100cm에서 135cm 구간은 비슷한 연대에 퇴적된 퇴적층으로 

보임. KJS16-PC8 코어에서 패각으로 14C 연대측정 결과, 코어 깊이 240cm까지 깊이에 따른 연대 역전 현

상은 있으나, 약 3,000~6,000yr BP 범위의 연대를 보임. 비록 패각으로 측정된 연대의 역전은 있지만 

KJS16-PC8 코어의 약 200cm 깊이까지는 약 6,000년 이전에 퇴적된 층으로 추정됨.

Core no. Depth (cm) Sample type
Radiocarbon Age (yr BP)

(uncorrected)

KJS16-PC1

50 Shell 29,740 ± 170 BP

50 Benthic foraminifera 4,890 ± 30 BP

150 Benthic foraminifera 11,830 ± 40 BP

KJS16-PC3
110 Peaty sediment 27,450 ± 140 BP

120 Peaty sediment 24,660 ± 170 BP

KJS16-PC6

100 Benthic foraminifera 11,900 ± 50 BP

110 Shell 10,990 ± 40 BP

133 Shell 11,340 ± 40 BP

KJS16-PC8

75 Shell 5,910 ± 30 BP

150 Shell 6,060 ± 30 BP

177 Shell 6,390 ± 30 BP

240 Shell 2,940 ± 30 BP

표 2-1. 코어 퇴적물 연대측정 결과

(바) 코어 퇴적물 내 메탄 농도 및 탄소 동위원소비

코어 KJS16-PC2, PC7 및 PC14의 퇴적물 내 메탄(methane) 농도는 각각 평균 2.5μM(1.3~3.5μM), 

3.2μM(2.6~3.8μM) 및 2.9μM(1.9~4.7μM)이며, 탄소 동위원소비(δ13CCH4)는 각각 -46.5~-42.0‰(평균 

-44.5‰), -44.7~-42.5‰(평균 -43.6‰) 및 -45.0~-41.2‰(평균 -43.2‰) 범위임(그림 2-15). 모든 코

어에서 메탄의 농도와 탄소 동위원소비는 수직적으로 뚜렷한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코어 퇴적물 사이

에서도 큰 차이를 보이지 않음. 코어 퇴적물 중 메탄의 탄소 동위원소비 값은 최소 -46.5‰, 최대 

-41.2‰로, 유기물의 분해(해양과 하천을 통해 공급된 유기물이 혐기성 환경 하에서 미생물의 발효과정

으로 메탄이 생성되는 복합적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생물기원, Biogenic origin, -110‰~-50‰)이라

기보다는 지층 심부에서 형성된 열변성 기원(thermogenic origin, -45‰~-20‰)의 메탄이 우세하고, 일

부 생물기원의 메탄이 혼합된 것으로 보임(Mixed origin, -60‰~-45‰)(Jeong et al., 2004; Whiticar 

et al., 1986)(그림 2-16). 이러한 결과는 황해 군산분지에서 채취된 코어 퇴적물의 메탄 기원과는 다

른 것으로, 황해의 경우, 전반적으로 탄소 동위비가 -60~-45‰의 범위로, 생물과 열변성의 혼합 기원으

로 해석된 바 있음(Jeo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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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 KJS16-P2, P7및 P14 코어 퇴적물 내 메탄농도(µM) 및 탄소(δ13CCH4) 

안전동위원소비 수직 변화

2001 year

2001 year

2001 year (Gravity corer)KJS16-PC2

KJS16-PC7

KJS16-PC14

2016 year (Piston corer)

2016 year

Thermogenic

그림 2-16. 과거 2001년 및 KJS16-PC2, PC7 및 PC14 코어 C1(메탄, CH4)/C2(에탄, 

C2H6)비 및 탄소(δ13CCH4) 안전동위원소비 결과 비교(Jeong et al.,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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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분지 해역 대륙붕 퇴적체의 지난 최대 빙하기(LGM) 이후 퇴적층서 

연구 해역에서 채취된 코어 퇴적물은 주로 사질(sand), 니질(mud), 사질과 니질이 혼합된 사니질

(sandy mud)과 니사질(muddy sand), 자갈(gravel), 사질과 자갈이 혼합된 사질 역(sandy gravel)로 구

성되며(그림 3-17), 이러한 퇴적물 조직 특성과 퇴적구조의 “two-tire system”에 근거할 때, 주요 퇴

적상(sedimentary facies)은 엽층리 구조의 니질 퇴적상(LM), 생물교란된 사니질(BsM)과 니사질(BmS) 

퇴적상, 괴상의 사질 퇴적상(MS1과 MS2), 비조직적(disorganized) 역 또는 사질역(G, sG) 퇴적상, 황색 

또는 짙은 하늘색의 고화된 괴상의 니질 퇴적상(HYM and HBM) 그리고 흑색의 탄화된 니질(PL) 퇴적상으

로 구분됨(그림 2-18).

그림 2-17. 코어 퇴적물의 입도 조직 특성과 분류

층리 니 퇴적상(laminated mud facies, Facies LM)은 코어 KJS16-P1의 최하부 퇴적층에서 약 2m 두

께로 분포하며, 엽층리 퇴적구조가 잘 발달하고 있으나, 생물교란 작용에 의해 층리 구조가 교란된 

“mottled structure"가 풍부한, 평균 입도 6~7φ의 니질 퇴적물로 구성됨. 퇴적물의 탄소 동위원소비

(δ13C) 특성에 근거할 때, 퇴적물 내 유기물은 대부분 육상 기원으로 해석되며, 이와 함께 퇴적물 조직

과 퇴적구조 특성을 고려할 때, 본 퇴적상은 조석의 영향을 받는 연안(예, 하구역, 조간대, 삼각주 등)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연구해역 주변에서 보고된 연구 결과(Kim and Lim, 2014)에 의하면, 

본 퇴적상은 코어의 최하부 퇴적층에서 관찰되는 12,000~22,000yr BP의 염하구 퇴적층과 대비되는 것으

로 해석됨.

생물교란 사질니 또는 니사질 퇴적상(bioturbated sandy mud facies and muddy sand facies, Facies 

BsM and BmS)은 전반적으로 코어의 최상부에 분포하며, 대부분 생물 교란되어 있거나, 퇴적구조 없이 

비조직(disorganized)적 특성의 사질과 니질 혼합 퇴적상(mixed facies)으로 구성됨. 평균 입도는 전반

적으로 4~6φ 범위이며, 유기물의 기원은 주로 해양성 플랑크톤으로 해석됨. 본 퇴적상의 하위에 놓이

는 괴상의 사질 퇴적상(MS2)을 고려할 때 6,000yr BP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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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 코어 퇴적물의 주요 퇴적상 분류와 특성

괴상 사질 퇴적상(massive sand facies, Facies MS)은 모래 입자 함량이 90% 이상으로 평균 입도는 

약 2~3φ 범위이나, 크게 퇴적상의 분포 위치와 광물학적 조성 특성에 의해 코어 KJS16-P3의 고화되고 

산화된 황색의 니질 퇴적상(HYM/HBM) 사이에 분포하는 퇴적상 MS1과 대부분의 코어들에서 혼합 퇴적상

(Facies BsM, BmS) 바로 하부에 놓이는 퇴적상 MS2로 구분됨(그림 2-19, 2-20). 대부분 코어 퇴적물에

서 관찰되는 괴상의 사질 퇴적상 MS2는 최대 2.5m 두께로 발달하며,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약 6,000~7,000yr BP에 퇴적된 것으로, 자생광물인 해록석(glauconite) 입자 그리고 유공충과 패각 편 

등의 생물 골격 파편들을 풍부하게 함유하고 있음. 이러한 퇴적학적 및 연대측정 결과에 근거할 때, 본 

퇴적상은 해침기간 퇴적된 해침 모래 퇴적층(transgressive sand sheet)으로 해석됨. 반면, KJS16-P3의 

산화된 층(HYM/HBM facies) 사이에 약 1.7m 두께로 분포하는 괴상의 사질 퇴적상 MS2는 해성 기원의 자

생광물 성분들이 관찰되지 않은 반면, 규조종은 담수부유성종인 Aulacoseira granulata가 드물게 발견

되며, 상부에 놓이는 유기물이 풍부한 탄화층(peat layer)의 연대(약 25,000~27,000yr BP)를 고려할 

때,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육상에 발달한 하상 퇴적체(fluvial deposits)로 해석됨.

역 또는 사질역 퇴적상(disorganized gravel and sandy gravel, Facies G/sG)은 KJS16-P20의 최하부 

약 1.5m 두께로 분포하며, 무질서하게 퇴적된 비조직적 자갈과 모래들로 구성되며, 굵은 자갈(pebble)

과 패각이 부분적으로 산재하고 있음. 평균 입도는 0~-4φ 범위로 6개의 퇴적상 중에서 가장 조립하며, 

상부에는 괴상의 사질 퇴적상이 분포함. 본 퇴적상을 함유하는 코어는 최대 빙하기의 해수면 위치와 유

사한 수심 약 110m에 위치하며, 기존 여러 연구들에서 제시된 바와 같이, 해수면이 낮은 시기의 해안선

에서 퇴적된 해안 환경(shoreface)의 잔류 퇴적물(relict sediments)로 해석됨. 

고화된 니질 퇴적상(hard, yellowish and dark bluish mud facies, Facies HYM/HBM)은 KJS16-P3 코

어의 괴상의 사질 퇴적상(Facies MS2)의 상부와 하부에 나타나며, 퇴적물의 입도는 약 6~7φ 범위로 실

트 입자가 우세하게 분포함(그림 2-20). 본 퇴적상은 퇴적물 색상에 의해 상부 퇴적물은 고화되고 산화

된 특성을 보이는 반면, 하부 퇴적물은 고화되었으나 산화되지 않은 어두운 하늘색을 띄며, 그 경계는 

점이적 특성을 보임. 특징적으로 탄화된 식물 파편들이 풍부하게 관찰되며, 과거의 연구들에서(Lim and 

Park, 2003) 보고된 동토 구조(cryogenic structure)가 잘 발달하고 있음. 또한 본 퇴적상에서는 생물

기원 규소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담수 규조종인 Aulacoseira granulata인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 상부에 발달한 유기물이 풍부한 토탄 니질층(PM facies)의 연대(약 25,000~7,000yr BP)를 고려할 

때 저해수면 시기에 육상에서 반복적 퇴적작용에 의한 하상 니질 퇴적층(예, flood plain of fluvial 

system)으로 해석됨.

탄화된 니질 퇴적상(blackish peaty mud facies, Facies PM)은 KJS16-P3 코어의 산화대층 상부에 발

달하며, 그 경계는 매우 점이적임.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은 탄화된 니질 퇴적층으로 약 

25,000~27,000yr BP의 연대를 보임. 본 퇴적상은 현재의 대륙붕이 해침 이전 산화대층 위에 발달한 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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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도 30% 이상 출현하는 종을 우점종, 10-29% 출현하는 종을 보편종으로 정의하였음. 

그림 2-22. 황해·북동중국해 퇴적체 층서 복원을 위해 사용된 코어 퇴적물의 정점도

(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의 퇴적단위

황해와 북동중국해 대륙붕을 연결하는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의 코어 퇴적물 층서를 대비한 결과 

황해·북동중국해 퇴적체는 퇴적연대와 퇴적환경 변화에 따라 크게 3개의 층서단위(Unit I, II, III)로 

구분됨(그림 3-23). 코어 최하부에 나타나는 Unit III 퇴적층은 코어 KJS16-P3의 하부 약 4m 두께로 나

타나며, 탄화된 니질 퇴적층(peat deposit, facies PM), 고화된 산화대층(oxidized yellowish layer, 

Facies HYM and HBM) 그리고 조립질의 사질 퇴적층(massive sand deposits, Facies MS)으로 구성됨. 퇴

적단위 Unit III의 상부에 발달하는 약 50cm 두께의 토탄 퇴적층(peaty deposit)은 탄소동위원소 연대

가 약 25,000-27,000yr BP임을 고려할 때 육상의 습지(swamp or wetland) 퇴적층으로 해석됨. 토탄층 

하부에 위치하는 고화되고 산화된 특성의 산화대층은 탄화된 식물 파편들이 풍부하게 관찰되며, 과거의 

연구들에서(Lim and Park, 2003) 보고된 동토 구조(cryogenic structure)가 잘 발달하고 있음. 또한 특

징적으로 본 퇴적층에서는 생물기원 규소의 함량이 매우 높으며, 대부분 담수 규조종(Aulacoseira 

granulata)인 것으로 밝혀졌음. 산화대층 하부의 괴상의 사질 퇴적상에서도 담수 규조종이 드물게 발견

됨. 이러한 일련의 특성을 갖는 Unit III 퇴적체는 해수면 상승 이전의 지난 최대 빙하기동안 육상의 

습지(swamp or wetland)와 하상(fluvial channel and flood plain deposits) 퇴적환경에서 퇴적된 저해

수면 퇴적 시스템(lowstand system tract, LST)으로 해석됨.

퇴적단위 II는 Unit III의 상부와 부정합면을 경계로 최대 4m 이상의 두꺼운 니질(LM) 또는 사니질

(LsM)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황해·북동중국해 대륙붕에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판단됨. 이 

퇴적단위는 특징적으로 사니질의 엽층리(laminations)와 층리(tidal bedding) 퇴적구조가 전 퇴적층에

서 풍부하게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상부 층이 대기중 노출에 의해 산화되고, 풍부한 식물 파편들이 관

찰되기도 함.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에 의하면 약 11,000~25,000yr BP 동안의 초기 해침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최상위의 퇴적단위 Unit I은 니질 퇴적상, 사질니 및 니사질의 혼합 퇴적상, 그리고 괴

상의 사질 퇴적상으로 구성되며, 전체적으로 상향 세립화 경향이 뚜렷하여, 하부에는 사질 및 니사질 

퇴적상 그리고 상부로 갈수록 니질 퇴적상이 우세하게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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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러한 유공충의 종 조성의 변화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유공충의 군집 변화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점

이적 퇴적환경의 변화를 지시하며, 하부의 생물상 II는 염하구나 조간대 환경과 관련한 연안 퇴적환경

을 지시하는 반면, 상부의 생물상 I은 내대륙붕 환경을 지시함.

황해 대륙붕에서 채취된 코어 EZ07-07 시료의 깊이별 분석 결과, 총 18종 14,906개체의 저서성 유공

충이 출현하였으며, 대부분의 퇴적층에서 100개체 이상 풍부하게 산출됨. 특징적으로 300~450cm 구간에

서는 저서성 유공충이 출현하지 않았으며, EZ04-18과 유사하게 부유성 유공충은 전 구간에서 출현하지 

않았음(그림 3-26). 모든 깊이에서 5% 이상 출현하는 종은 Ammonia beccarii, Ammonia ketienziensis, 

Astrononion sp., Bolivina robusta, Buccella frigida, El phidium advenum, El phidium clavatum, El 

phidium subarcticum, El phidium subincertum이며, 이들 9종을 대상으로 깊이별 분포 특성과 Q-mode 

및 R-mode 통계분석을 실시하였음(그림 2-27).

그림 2-24. 코어 EZ04-18 시료의 깊이에 따른 주요 저서성 유공충 조성 변화

그림 2-25. EZ04-18 코어 시료의 저서성 유공충 군집 통계 분석(Q-mode: sample 

5% in at least one station, R-mode: taxa, > 5% in at least one station)

군집분석 결과 Ammonia beccarii, El phidium subarcticum, El phidium clavatum 3종이 우점종으로 

확인되었으며 El phidium subarcticum와 El phidium clavatum는 최상부에서 200cm까지 구간에서 기여도

가 높았으며, 그 이하의 깊이 퇴적층에서는 Ammonia beccarii의 기여도가 높은 것으로 나타남. 코어의 

퇴적 깊이에 따른 우점종들의 출현비율과 군집분석 결과, EZ04-18 코어는 크게 3개의 생물상(Biofacies 

I, II, III)으로 구분되며, 생물상 I과 II는 2개의 아생물상(sub-biofacies)으로 세분되며, 생물상 III

은 저서성 유공충이 거의 출현하지 않는 무화석대 구간(barren zone)을 대표한다(표 2-3). 종합적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북동중국해 코어와 유사하게 유공충의 군집 변화는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점이적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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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의 변화를 지시하며. 하부의 생물상 II는 염하구나 조간대와 관련한 연안 퇴적환경을 지시하는 반

면, 생물상 I은 생물상 II에서 해수면이 본격적으로 상승하면서 형성된 환경으로 이들 저서 유공충 생

물상을 구성하는 일반적 종을 고려할 때 생물상 I-b는 해수면 상승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점에 형성되

었으며, 생물상 I-a는 해수면 상승이 거의 끝나는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Core Biofacies Assemblage

Core 

depth

(cm)

Dominant 

species(>30%)

Common species 

(10-29%)

Depositional 

environment

EZ04-18

Ia
Pseudorotalia

gaimardii
<20

Pseudorotalia

gaimardii
Bolivina robusta

Inner shelf

environments

Ib
Pseudorotalia

gaimardii
20~60

Pseudorotalia

gaimardii

Ammonia beccarii

El phidium

subarcticum

Inner shelf(shallow

water)

environments

IIa
El phidium

subarcticum
60~120

El phidium

subarcticum

Ammonia beccarii

Pseudorotalia

gaimardii

Shallow

water(coastal)

environments

IIb
Ammonia

beccarii
120~200

Ammonia

beccarii

Ammonia

ketienziensis

El phidium

subarcticum

Rosalinasp.

Estuarine complex

environments

IIc
El phidium

subarcticum
>200

El phidium

subarcticum
Ammonia beccarii

Estuarine complex

environments

표 2-2. 코어 EZ04-18 시료의 저서 유공충 생물상 구분 및 주요 특성

그림 2-26. 황해에서 채취된 EZ07-07 시료의 깊이에 따른 주요 저서성 유공충 조성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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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 코어 EZ07-07 시료의 저서성 유공충 군집 통계 분석(Q-mode: sample 5% in at least one 

station, R-mode: taxa, >5% in at least one station)

Core Biofacies Assemblage

Core 

depth

(cm)

Dominant 

species(>30%)

Common species 

(10-29%)

Depositional 

environment

EZ07-07

I-a

El phidium

clavatum

-El

phidiumsubarcti

cum

<110

El phidium

clavatum

El phidium

subarcticum

Ammonia beccarii

Buccella frigida

El phidium

advenum

Inner

shelf(shallow

water)

environments

I-b

E.clavatum

·E.subarcticum

- Ammonia

beccarii

110~210

El phidium

clavatum

El phidium

subarcticum

Ammonia beccarii

Ammonia

ketienziensis

Buccella frigida

Shallow water

environments

II-a
Ammonia

beccarii
210~290 Ammonia beccarii

Elphdium

subarcticum

Estuarine(tidal

flat)

environments

III Barren zone 290~450 Barren zone Barren zone

II-b

E.clavatum

·E.subarcticum

- Ammonia

beccarii

>450

Ammonia beccarii

El phidium

clavatum

El phidium

subarcticum

Buccella frigida

El phidium

advenum

Shallow

water(estuarine

and coastal)

environments

표 2-3. 코어 EZ07-07의 저서 유공충 생물상 구분 및 주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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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륙붕 퇴적체의 최상위 퇴적단위 Unit I은 크게 2개의 퇴적층으로 세분되는 바, 하위에 사질 퇴적

물이 우세한 Unit Ib와 상위에 니질 퇴적물이 우세한 Unit Ia로 구성됨. 하부의 모래 퇴적층에는 해양 

자생광물인 해록석(glauconite) 입자들이 풍부하게 관찰되며, 퇴적연대는 초기 현세(약 10,000∼

6,000yr BP) 시기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이러한 사질 퇴적층은 해수면 상승 초기에 빠르고 

강한 해침 동안 형성된 해침 모래 퇴적층(transgressive sand deposits)으로, 최대 빙하기 동안 과거 

해안선에서 형성된 잔류 퇴적물들이 이동-재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됨. 한편 해침 모래 퇴적층 상

위로 약 5,000∼6,000yr BP 이후의 중기-후기 현세 동안 느린 해수면 상승 동안 형성된 두꺼운 니질 퇴

적층이 현재의 대륙붕에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음. 이 퇴적층에서의 저서 유공충은 쿠로시오의 영향을 

받는 내대륙붕 환경에서 주로 서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 Pseudorotalia gaimardii 종이 우점하는 것

으로 분석되었으며, 이 퇴적단위의 하부 퇴적층은 해수면 상승이 계속해서 발생하는 시점에 형성되었으

며, 상부 퇴적층은 해수면 상승이 거의 끝나는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유기물 기원 또한 하부 

해침 퇴적층에서 상부 니질 퇴적층으로 갈수록 해양성 기원이 크게 증가함. 결론적으로 퇴적물의 퇴적

학적·지화학적·미고생물학적 특성 분석 결과, 황해·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는 지난 최대 빙하기 

동안이나 이후 느린 해수면 상승 동안 과거 해안선 부근에 발달한 연안 퇴적환경의 조수 퇴적층(tidal 

deposits) 그리고 현세 해침 동안 형성된 해침 모래 퇴적층과 해침이 끝난 이후 형성된 대륙붕 니질 퇴

적층으로 구성됨. 또한 EZ4-10 코어 퇴적물의 알케논 분석에 의해 복원된 수온 결과에 따르면 후기 플

라이스토세부터 초기 현세 동안 수온(약 23℃)이 현재(24℃) 보다 약 1℃ 더 낮았던 것으로 추정됨. 

(5) 황해·북동중국해에서 최대 빙하기(LGM) 이후 고해양환경 변화

황해·북동중국해에서 Mg/Al과 Fe/Al 비는 중국과 한국 강 기원을 구분하는 유용한 퇴적물 기원 프

록시(proxy)로 제시되며(Lim et al., 2006), Fe와 Mg 함량의 경우 같은 퇴적물 입자 크기에서 한국 강 

퇴적물과 비교하여 중국 강 퇴적물에서 높게 나타남. 최근 Lim et al.(2020)은 Al-Mg 회귀직선 모델을 

활용하여 황해·북동중국해 퇴적물의 기원을 정량적으로 평가하였음(그림 3-29). 결과에 따르면, 황해

의 경우 특징적으로 약 124°E 기준으로 한국과 중국의 강 퇴적물이 약 50%씩 혼합된 것으로 평가되며, 

중국 강 퇴적물의 기여도(contribution of CRs)는 황해 중앙 니질대(CYSM) 퇴적물에서 55~80% 그리고 

황해 남동 니질대(SEYSM, 흑산 니질대) 퇴적물에서 10~40% 범위로 평가되었음. 이러한 결과는 희토류 

성분 분석에 의해서도 분명하게 뒷받침됨. 그림 3-30에 제시된 것처럼, 황해 중앙 니질대(CYSM)의 경우 

중국 강 퇴적물은 점토 입자의 약 65%, 실트 입자의 약 80% 차지하며, 황해 남동 니질대(SEYSM)의 경우 

점토 입자의 약 40%, 실트 입자의 10%를 차지함. 즉, 상대적으로 조립한 실트 입자들은 기원지에서 가

까운 연안역에 퇴적되며, 세립한 점토 입자들은 대륙붕 해역까지 이동되어 퇴적되는 것으로 보임. 특징

적으로 황해 남동 니질대 퇴적물의 경우 중국 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그 양은 전체 퇴적체 

양의 약 30~50% 정도 차지하는 것으로 평가됨. 황해·북동중국해 퇴적물 기원지의 이러한 공간적 분포 

특성과 퇴적물 이동은 쿠로시오 해류의 변동과 세기, 전선대, 냉수대, 지형 등의 복합적 요인에 의해 

조절되는 것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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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 황해·북동중국해 표층 퇴적물에서 중국(또는 한국) 강 퇴적물의 기여도 

정량화 공간 분포(왼쪽). 황해와 북동중국해를 가로지르는 3개의 라인에서 중국 강 기원 

퇴적물의 기여도(Lim et al., 2020) 

그림 2-30. 희토류 원소의 분포 특성 분석을 통한 황해 니질 

퇴적체에서 중국과 한국 강 기원 퇴적물의 상대적 기여도(Jung 

et al., 2021). a) 점토 입자 퇴적물의 중국과 한국 강 퇴적물 

기여도, b) 실트 입자 퇴적물의 중국과 한국 강 퇴적물 기여도. 

CRs: Chinese rivers, KRs: Korean rivers, CYSM: central Yellow 

Sea mud deposit, SEYSM: southeastern Yellow Sea mud 

deposit

한편, 코어 퇴적물에 대한 이러한 기원지 프록시 적용은 지난 최대 빙하기(LGM) 이후 황해·북동중

국해에서 발생한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함. 이를 위해 황해 남동부 해역(흑산 니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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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채취한 최대 두께 약 60m에 달하는 두 개의 기존 심부 시추 코어(YSDP102와 103, KIGAM 제공)

와 2m 내외의 피스톤 코어(Y21과 E0619, 해양시료도서관 제공) 2개에 대한 지화학적 성분 분석과 함께 

Mg/Al 비를 활용한 퇴적물 기원지 변화를 해석하였음(그림 3-31). 황해 남동 니질대(흑산 니질대)의 퇴

적체는 지난 빙하기 이후 현재까지 약 2만년 동안 해수면 상승과 함께 형성된 두꺼운 니질 퇴적층(약 

50m 이상)으로 구성되며, 크게 3개의 탄성파 퇴적단위로 구분됨. 탄성파 퇴적단위 A1은 최대 빙하기 이

후부터 초기 현세 시기(20,000~7,000yr BP), A2는 초기에서 중기 현세 시기(7,000~4,000yr BP), 그리고 

퇴적단위 B는 후기 현세(4,000yr BP~present) 시기에 해당됨. 퇴적물 평균 입도는 6~9φ 범위이며, 최

근 1,000년 동안 조립화한 경향을 보임. 유기물의 탄소 동위원소 값의 변동에 따르면, 연구해역은 

7,000yr BP 이전에는 주로 담수 유입이 우세한 연안 환경 특성을 보이나, 이후 해수면 상승과 함께 해

양환경으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됨. Mg/Al 비의 수직적 변화에 의하면, 연구해역에서 퇴적물 기원 또한 

지난 7,000년을 기준으로 크게 변화하는 바, 지난 7,000년 이전에는 한국의 강(KR source)으로부터 기

원된 퇴적물이 우세하게 집적·퇴적된 반면, 이후에는 한국의 강에서 공급되는 양은 크게 감소하고, 중

국의 강(CR source)으로 부터 이동·집적된 퇴적물은 크게 증가한 것으로 해석됨. 더욱이 최근 1,000년 

동안은 중국 기원의 퇴적물 유입이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 이러한 지난 7,000년 전후에서 퇴적

환경과 퇴적물 기원지의 변화는 쿠로시오 해류(Kuroshio Current) 유입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즉, 빙하기동안 단절되었던 쿠로시오 해류가 지난 약 7,000년 전후에 북동중국해와 황해로 유

입되면서, 중국 강(특히 양쯔강(揚子江)) 퇴적물이 황해와 한반도 연안으로 유입이 크게 증가한 것으로 

추정됨(Lim et al., 2020). 이러한 쿠로시오 해류의 유입과 황해·북동중국해의 퇴적환경은 기존의 점

토광물과 지화학 성분 연구에서도 잘 뒷받침 됨(Lim et al., 2015).

그림 2-31. 황해 남동 니질대(SEYSM)에서 채취한 심부 시추 코어 및 피스톤 코어 퇴적물의 

지화학적 성분 변화. 보정된 Mg/Al 비의 수직적 변화는 지난 2만년 동안 퇴적물 기원지 변화를 

지시함

 Lim et al.(2015)의 연구에 따르면, 황해 중앙 니질대 코어 퇴적층의 퇴적환경은 최대 빙하기 이후

에서 초기 현세 기간(14,000~9,000yr BP), 중기 현세(9,000~5,000yr BP), 그리고 후기 현세(~5,000y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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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현재)로 크게 구분됨. 초기 현세 기간 동안 황해 중앙 니질대 퇴적물은 주로 고황하 강 퇴적물과 해

침에 따른 해저 침식 퇴적물로 구성되며, 이후 중기 현세 동안 양쯔 강 퇴적물로 점이적으로 변화하며, 

이후 해수면 상승이 크게 둔화한 후기 현세 동안에는 약간의 황하와 한국 강 퇴적물이 혼합된 양쯔 강 

퇴적물이 우세하게 퇴적됨. 이러한 변화는 강의 위치 변화, 기후 및 해수면 변동과 함께 강의 위치 변

화, 쿠로시오(황해 난류)와 연안류(Yellow Sea Coastal Current, YSCC) 시스템 변화와 관련이 있는 것

으로 해석됨(그림 2-32). 따라서 코어의 위치에 따라 연대가 약간 다르지만, 황해 남동 니질대 퇴적층

의 환경변화와 일치함.

그림 2-32. 최대 빙하기 이후 황해-동중국해에서 쿠로시오-황해 난류 유입 변화 및 주요 

니질 퇴적층 발달 과정(Lim et al., 2015)

 

또한, 그림 2-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특징적으로 3,000~4,000yr BP 사이에 퇴적물 기원의 급격한 

변화를 보임. 즉, 이 기간 동안 황해 남동 니질대 해역에서 중국 강 기원 퇴적물 공급은 급격히 줄어든 

반면, 한국 강 기원 퇴적물이 우세하게 집적됨. 더욱이 이 시기에 유기물 기원의 급격한 변화는 육상물

질 공급이 우세한 연안 환경으로의 퇴적환경 변화를 지시함. 이러한 환경변화 특성은 쿠로시오

(Kuroshio) 유입 이전의 초기 현세 시기의 퇴적환경과 일치하며, 이는 쿠로시오 유입의 일시적 중단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따라서 퇴적물 기원의 변화는 중기와 후기 현세 사이에 대략 1,000년 정도의 짧은 

기간의 신빙하기(Neoglacial cold event)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했음을 또는 했다는 것을 

지시함. 이러한 짧은 소빙하기 동안 쿠로시오 해류 및 중국의 강 기원 퇴적물의 유입이 크게 약화된 것

으로 추정됨. 이러한 황해·북동중국해에서의 고해양환경 변화는 오키나와 해곡(Okinawa Trough)의 심

해 코어 퇴적물의 수은(mercury)을 포함한 다양한 지화학적 수직 분포에 의해서도 잘 설명됨(그림 

3-33). 북서태평양에서 오키나와 해곡(Okinawa Trough)을 통해 유입되는 쿠로시오는 동아시아의 해양 

및 기후 환경에 미치는 영향이 매우 커, 과거 쿠로시오 유입의 변동을 복원하기 위한 다양한 고해양학

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으나, 빙하기·간빙기 동안 쿠로시오의 유입 시기나 변동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있어 왔음. 본 연구에서는 오키나와 해곡에서 복원한 새로운 고해상도의 수은 함량 기록을 통해 

빙하기·간빙기 동안의 쿠로시오의 변동을 복원하였음. 오키나와 해곡 코어 퇴적물에서 수은 농도는 빙

하기 퇴적물에서는 매우 낮은 것이 특징이나, 홀로세 퇴적물에서는 이례적으로 높았으며, 특히 9.5ka 

이후 그 농도가 급격히 증가하였음가 소빙하기와 일치하는 4.5~3.2ka 동안 급격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

임. 오키나와 해곡에서 수은의 대부분은 해저열수 활동에 의해 공급되는 것으로, 이러한 수은의 시간적 

변동 해류 순환에 의해 확산-퇴적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Lim et al., 2017). 특히 9.5ka 

이후 급격한 수은의 증가는 연구해역으로 쿠로시오 유입 및 오키나와 해곡 내 심층 순환 강화와 밀접하

게 관련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4.5~3.2ka 동안 수은의 급격한 감소는 소빙하기에 의한 쿠로시오 해류 

유입의 중단에 의한 해류 순환의 약화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됨. 더 나아가 퇴적물 내 수은의 빙하

기·간빙기 변화는 저층 환경의 변화(anoxic-oxic)를 지시하는 다른 지화학 프록시들과 일치하며, 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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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이 9.6ka 이후 산화 환경으로 변하는 원인으로는 쿠로시오의 강화와 담수 효과의 감소로 인한 저층

수의 용승 강화로 인한 것으로 해석됨(그림 2-33).

그림 2-33. 오키나와 해곡에서 채취된 코어 퇴적물의 수은 농축비(EF Hg), 생물기원 규소(BSi), Ba/Al 비 등의 

시간적 변동(Lim et al., 2017) 

요약하면, 황해·북동중국해·오키나와 해곡에서 채취된 코어 퇴적물의 퇴적학적·지화학적·고생물

학적 분석·연구 결과, 지난 LGM 이후 황해·북동중국해 해역의 층서는 크게 저해수면 동안 연안 환경

에서 퇴적된 하구 또는 조수성 퇴적층과 그 상위로 해수면 상승 동안 퇴적된 해침 모래 퇴적층(또는 델

타 퇴적층)과 고해수면 동안 발달한 니질의 대륙붕 퇴적층(또는 델타 퇴적층)이 발달함. 황해·북동중

국해는 지난 약 7,000년 전후로 퇴적환경과 퇴적물 기원에서의 큰 변화를 보이는 바, 이는 해수면 변동

과 함께 쿠로시오 해류와 연안 해류 순환 시스템의 발달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특히 빙하기 동안 단절

되었던 쿠로시오 해류가 지난 약 7,000yr BP 전후로 북동중국해와 황해로, 그리고 10,000yr BP 전후에 

오키나와 해곡에 유입된 것으로 사료됨. 더욱이 지난 3,000-4,000년 사이에 쿠로시오 해류 및 중국의 

강 기원 퇴적물의 유입이 크게 약화되고, 겨울철 몬순이 강화된 짧은 기간의 소빙하기(Neoglacial cold 

event)가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역에 존재했던 것으로 밝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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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동중국해(제주분지) 해역의 심부 시추 코어 퇴적물 특성 

가. 심부 시추 코어 ECSDP102 퇴적물 퇴적학적-지화학적 특성

황해·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의 제4기 후기 퇴적역사 및 고해양환경 변화 연구를 위해 제주 니질

대(Southwestern Cheju Island Mud deposit, SWCIM, 그림 2-34)의 수심 약 70m 해역에서 길이 65m에 달

하는 시추 코어(ECSDP-102)가 채취·분석되었음. 연구해역은 양쯔 강 삼각주(delta) 평원(subaqueous 

deltaic plain or prodelta environments) 퇴적체의 경계 해역으로 전지구적 기후 및 해수면 변동과 관

련한 육상과 해양의 상호작용에 매우 민감한 퇴적환경임. 특히 연구해역은 지난 제4기 후기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는 빙하기·간빙기 기후변화와 해수면 변동에 대응하여 형성된 100m 이상의 두꺼운 양쯔강 

삼각주 퇴적체가 발달하고 있음(Ye et al., 2016). 따라서 본 연구해역에 두껍게 형성된 삼각주 퇴적체

의 퇴적 역사(depositional history)에 대한 체계적 연구는 아시아 대륙 뿐만 아니라 북서태평양에서의 

고기후·고해양환경 변화, 특히 몬순기후와 쿠로시오 해류 변동 등을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기대됨. 본 연구에서는 지난 약 150,000yr BP 동안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ECSDP-102 시추 코

어 퇴적체에 대한 퇴적학적·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해석하고, 이를 토대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고

해양환경 변화에 대한 이해를 넓히고자 함. 북동중국해 제주 니질대 해역에서 채취된 길이 약 65m에 달

하는 심부 시추 코어 ECSDP-102로부터 깊이별로 총 358개의 퇴적물 부시료가 채취되었으며, 이들 퇴적

물에 대한 총 탄소-질소 함량, 총 유기-무기탄소 함량, 총 황 함량, 생물기원 규소 함량, 원소 성분(주

원소, 미량원소, 희토류) 함량, Sr-Nd 동위원소비 등이 분석됨.

 

그림 2-34. 연구해역 및 심부 시추 코어 ECSDP-102의 정점 위치

시추 해역의 탄성파탐사 자료에 의하면, 퇴적층은 강한 반사 경계면에 의해 3개의 탄성파 퇴적단위

로 나누어짐(그림 2-35, KIGAM, 2003). 기존 연구에 의하면, 최상의 Unit I은 약 2m 정도의 두께로 얇

고, 연속성이 불량한 평행층리를 포함한 반투명 음향상을 보임. Unit II는 두 개의 퇴적단위로 세분화

되며, 약 6m 두께의 Unit IIa는 연속성이 불량한 평행층리 또는 반투명 음향상을 보임. 약 15~25m 정도

의 두께를 보이는 Unit IIb는 경사층리와 전진 구축하는 형태의 음향상 등 다양한 특성을 보임. 특징적

으로 하부 퇴적층이 부분적으로 심하게 침식작용을 받은 부근에서 두껍게 분포하며, 이는 Unit IIb가 

기존의 하부 퇴적층을 삭박하면서 형성된 수로(incised channel) 또는 고하구 형태의 저지대를 채워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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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형태로 발달함. 이러한 형태는 이 퇴적층이 하구나 삼각주 환경에서 퇴적물이 바다쪽으로 전진

(prograding)하면서 형성된 것임을 지시함. 약 20m 내외의 두께로 발달하고 있는 Unit III는 뚜렷한 층

리 없이, 허모키(hummocky) 또는 카오틱(chaotic)한 음향상이 우세하게 관찰됨.

그림 2-35. 시추 코어 ECSCP102 채취정점에서 조사된 탄성파 층후도(KIGAM, 2003)

코어 퇴적물의 입자 조직, 평균 입도, 분급도 등을 분석한 결과(그림 3-36), 전반적으로 퇴적물 깊

이 약 27m 경계로 하부의 모래 퇴적층과 상부의 니질 퇴적층으로 크게 구분되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

임. 코어 하부 퇴적구간인 27-65m 사이의 퇴적층은 평균 입도가 약 2.5-6.5ø 사이로 모래와 실트가 교

차하며, 분급은 불량에서 매우 불량한(poorly sorted to very poorly sorted) 특성을 갖음. 27m 상부 

퇴적층은 니질 퇴적물이 크게 우세하며, 평균 입도는 4.3-8.1ø 범위임. 특징적으로 19-27m 구간에서는 

니질 입자의 상향 세립화, 약 7-19m 구간에서는 니질 입자의 상향 조립화, 0-7m 사이의 퇴적층에서는 

니질 입자의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임.

그림 2-36. 코어 ECSDP-102 퇴적물 입자 조직의 수직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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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코어 ECSDP-102 퇴적체는 퇴적물 입도와 퇴적구조 등에 따라 다음과 같이 총 9개(Facies A to 

I)의 퇴적상(sedimentary facies)으로 구분됨.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Laminated silty sand), 경

사진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Cross-laminated muddy sand), 교호층을 보이는 사질 니(Alternated sandy 

mud), 평행한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Parallel laminated muddy sand), 경사진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

(Cross-laminated sandy mud),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Laminated silty sand), 교호층을 보이는 니

질 사(Alternated muddy sand),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Lenticular bedded sandy mud),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퇴적상임(그림 2-37). 특징적으로 최상부 8m 두께의 Facies A와 B, 그리고 약 

15~25m 사이의 Facies E는 니질 퇴적물이 풍부한 세립 퇴적물로 구성된 반면, 나머지 대부분의 퇴적상

은 주로 모래 퇴적물이 우세하며, 모래와 니질이 교호하는 평행 또는 사층리 구조가 풍부하게 관찰됨

(그림 3-38). 

퇴적물 내 유공충의 14C와 석영 입자의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 결과에 의

하면, 괴상(massive)의 니질 퇴적물로 구성된 최상부 2m 퇴적층의 퇴적연대(depositional age)는 

1.3~8.2kyr BP 범위로 최대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과 함께 대륙붕 퇴적환경에서 형성된 MIS1 퇴적층

으로 판단되며, 한편 OSL 연대측정 결과(72.7~162.1kyr BP)는 2m 이하의 두꺼운 하부 퇴적층은 MIS3~7 

사이의 해수면 변동과 연계되어 발달한 퇴적체임을 지시함(표 2-4). 

 

Core depth(m) OSL age(ka)

4.6∼7.9 73.9±5.1∼72.7±4.9ka → MIS 5a

14.1∼23.9 105.7±6.9∼102.9±7.6ka → MIS 5d

37.9∼47.4 123.2±10.5∼120.4±9.5ka → MIS 5e

48.45 162.1±15.6ka → MIS 6

표 2-4. 퇴적 층서 복원에 적용 가능한 ECSDP-102 코어의 층서별 연대 분포 범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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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 시추 코어 ECSDP-102 퇴적물의 대표 퇴적상 사진(KIGAM, 2003). A: Homogeneous mud facies, 

B: Lenticular bedded sandy mud facies, C: Alternated muddy sand facies, D: Laminated silty sand facies, 

E: Cross-laminated sandy mud facies, F: Parallel laminated muddy sand facies, G: Alternated sandy mud 

facies, H: Cross-laminated muddy sand facies, I: Laminated silty sand f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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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 심부 시추 코어 ECSDP-102의 퇴적상 수직 분포(숫자: 퇴적물 연대, KIGAM,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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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와 같이 심부 시추 코어 ECSCP102 퇴적물은 퇴적상의 수직적 분포와 그 특성에 따라 크게 5개의 

퇴적단위로 구분되는 바, 0~2m(퇴적단위 1), 2~26m(퇴적단위 2), 26~40m(퇴적단위 3), 40~55m(퇴적단위 

4), 55~65m 구간(퇴적단위 5)으로 구분됨. 최상부 2m 두께의 퇴적층은 대부분 니질 퇴적물(Facies A)로 

구성되며, 약 2,000~8,000yr BP의 연대를 갖음. 따라서 이 퇴적층은 해수면이 현재 위치에 도달한 중기

에서 후기 현세(middle to late Holocene) 동안 오늘날의 대륙붕 환경 조건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퇴적단위 2는 주로 퇴적상 Facies B, D, E로 구성되며, 실트(또는 모래)와 니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엽

층리 구조에서 풍부하게 나타남. 상부 8m 구간까지는 약 70,000yr BP, 그리고 8-26m 퇴적층은 약 

100,000yr BP의 연대를 갖음. 이러한 결과는 본 퇴적층이 지난 최대 간빙기(MIS5e, 약 125,000yr BP) 

이후부터 최대 빙하기(약 25,000yr BP)까지 해수면이 전반적으로 하강하는 동안 연안이나 하구역 부근

에서 퇴적된 퇴적층으로 해석됨. 퇴적단위 3은 퇴적상 Facies F로 구성된 두꺼운 퇴적층으로 평행 엽층

리가 발달하고 있고, 풍부한 패각 편을 함유하는 니질 사(muddy sand) 퇴적물로 구성됨. 퇴적연대는 약 

125,000yr BP 전후이며, 지난 최대 간빙기 동안 형성된 퇴적층으로 추정됨. 한편 퇴적단위 4는 퇴적상 

Facies G와 H 그리고 퇴적단위 5는 퇴적상 Facies I로 구성되며, 모두 엽층리와 사층리가 발달한 모래 

퇴적물로 구성됨. 퇴적연대는 약 160,000yr BP로 지난 최대 간빙기 이전의 저해수면 동안 형성된 퇴적

층으로 추정됨.

기존 분석된 화분 포자 분석 결과에 따르면(KIGAM, 2003), 코어 퇴적물은 크게 4개의 생층서 대로 

구분되는 바, 최하부 54~65m 퇴적구간은 육상환경 우세, 54~28m 퇴적구간은 해수 영향이 강한 시기로, 

현재보다 더 따뜻한 기후로 추정됨. 이후 28~15m 퇴적구간에선 전반적으로 해양환경의 영향이 감소한 

반면, 최상부로 갈수록 해양환경이 회복된 것으로 해석됨. 한편, 코어 퇴적물의 퇴적학적·지화학적 성

분들은 깊이에 따라 큰 변동을 보이며, 이러한 변동은 일차적으로 퇴적물 입도(grain size)의 영향 때

문으로 해석됨. 따라서 각 지화학적 성분들의 입도 보정(normalization)을 위한 Al 함량과의 상대적 비

를 활용한 다양한 고환경 지시 프록시들의 수직 변동을 보면, 약 65m에 달하는 ECSDP-102 퇴적체는 해

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크게 5개의 퇴적단위로 구분됨(그림 2-39). 코어 깊이 56m 아래의 최하부 퇴적층

은 MIS7, 깊이 45~56m의 퇴적층은 MIS6, 깊이 15~45m의 퇴적층은 MIS5, 깊이 2~15m의 퇴적층은 MIS3-4, 

최상부 2m의 퇴적층은 MIS1에 해당하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생물기원 규소(BSi), THg/TOC, Ti/Al의 수

직적 변동은 육성 또는 해양환경을 구분하는 좋은 프록시로 제시되며, 이러한 퇴적학적·지화학적 변동

에 의해 구분된 고환경변화는 화분 화석(pollen) 분석 결과와도 전반적으로 일치함(그림 2-40). 그러나 

이들 퇴적단위에 대한 해수면 변동과 관련한 퇴적환경(특히 양쯔 강 삼각주의 발달과 후퇴) 및 고해양

환경·기후 변화에 대한 더욱 구체적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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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 코어 ECSDP-102 퇴적층(0~32m 구간)의 퇴적물 내 희토류(REEs) 성분 특성. 코어 퇴적물은 

전반적으로 중국 기원 특성을 보임. CJ(R): Changjiang, (M)HH: modern Hunaghe, HR: Han River, KR: Keum 

River, YR: Youngsan River 

 

그림 2-41. 코어 ECSDP-102 퇴적층에서 Sr-Nd 동위원소비의 수직 변화. 퇴적구간 30~35m의 모래 퇴적층을 

제외하면, 퇴적물의 기원은 전반적으로 코어의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황하(HH) 기원에서 양쯔(CJR) 강 기원 

퇴적물 우세로 변화함. HH: Huanghe, CJR: Changji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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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 퇴적물의 퇴적학적 특성

북동중국해 제주분지 대륙붕 퇴적체에서 10만년 이상의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진화와 고환경 복

원을 위해 2019년 9월 시추 전용 연구선인 “Patra Offshore”호를 이용하여 수심 83m에서 총 길이 

101m에 달하는 심부 시추 코어 퇴적물 시료(KJS19-JJD1)를 채취함(그림 2-42).

이어도 해양과학기지에서 동쪽으로 약 80km 떨어진 약 80m 수심에서 채취된 심부 시추 코어 시료를 

해양시료도서관 실험실로 옮긴 후, 대자율 코어 스캐너(magnetic susceptibility core scanner)를 이용

하여 각 섹션별로 퇴적물의 대자율 변동을 측정하였으며, 이후 각 코어 퇴적물 섹션을 절개하여 사진 

촬영과 함께 육안 관찰을 통하여 퇴적물 색상, 구조 등의 퇴적물 특성을 기술하였음(그림 2-43). 코어 

퇴적물의 회수율은 평균 80%에 달하며, 퇴적물의 함수율, 전단응력 등을 포함한 퇴적학적·지화학적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퇴적 깊이에 따라 약 10~20cm 간격으로 부시료가 채취되었음. 

코어 퇴적물은 전체적으로 암회색의 분급이 양호한 괴상의 세립 모래 퇴적상(dark grayish, 

massive, well-sorted fine sand facies)이 가장 우세하게 분포하며, 이 퇴적층에서는 부분적으로 패각 

편(shell fragments)들이 풍부하게 산재함. 한편 코어의 최상부 1~2m 구간은 현재의 대륙붕 환경에서 

발달한 옅은 황색의 균질한 니질 퇴적상(yellowish massive mud facies), 그리고 깊이 10~12m 퇴적구간

에서는 대기 중에 노출된 것으로 해석되는 적갈색의 교란된 모래 퇴적층(disturbed brownish sand 

facies)이 발달하고 있음. 또한 엽층리 퇴적구조가 풍부한 세립질 모래 퇴적층(laminated fine sand 

facies)들이 약 2~3m 두께로 반복적으로 나타나며, 최하부 약 5m 구간은 조수 기원의 엽층리 구조가 잘 

발달한, 약간 고화된 세립한 니질 퇴적층으로 구성됨.

그림 2-42. 해양 시추선과 시추 모습(왼쪽),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의 정점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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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어 퇴적물의 대자율은 약 10~500cgs 범위로, 깊이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보임(그림 2-44). 전반적

으로 상부 1.5m의 니질 퇴적층에서 20cgs 미만으로 낮고, 나머지 대부분의 퇴적층에서는 50~150cgs 범

위이나, 부분적으로 200cgs 이상의 높은 값을 보임. 퇴적물의 함수율은 평균 23.7%이며, 최상부 1.5m 

퇴적구간에서 50% 이상으로 가장 높고, 나머지 퇴적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20~30% 범위임. 퇴적물의 전

밀도 값은 0.7~1.7g/cm3(평균 1.48g/cm3) 범위이며, 전반적으로 함수율 변동과 반비례하는 경향을 보임

(그림 3-44). 함수율과 전밀도 값의 변동은 일차적으로 퇴적물 입도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해석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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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4.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 퇴적물의 함수율(water contents), 전밀도(DBD) 및 

대자율(MS)의 수직 변화

 

퇴적물의 입자 조직(sediment texture) 특성을 보면, 모래 함량은 8.2~98.0%(평균 69.7%), 실트 함

량은 0.9~62.5%(평균 18.8%), 점토 함량은 0.7~37.9%(평균 11.5%) 범위로, 전반적으로 모래 입자가 우

세한 퇴적물 특성을 갖음.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2.04~7.40φ 범위로, 퇴적층에 따라 큰 변동을 보임

(그림 2-45). 최상부 약 1.5m 퇴적층에서 9φ로 가장 세립하며, 퇴적구간 37~47m, 58~60m, 73~77m, 그

리고 최하부 퇴적층 97~101m에서 평균 입도 5~8φ의 세립한 니질 퇴적물로 구성됨. 이 퇴적구간을 제외

하면 대부분의 심부 시추 코어는 평균 입도 2~4φ 범위의 조립한 모래 퇴적층으로 구성됨. 분급도는 

0.38~3.53 범위이며, 평균 입도 6φ 이상의 니질 퇴적층 구간들을 제외하면, 평균 입도와 매우 양호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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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관성을 보이며, 퇴적물 입자가 세립화 할수록 분급은 점이적으로 불량(poorly sorted)해지는 특성을 

보임. 전반적으로 퇴적물의 입도는 깊이에 따라 큰 변동 폭을 보이며, 이는 분급과 양호한 상관성을 보

이는 바, 모래와 니질이 교호하는 교호층리 퇴적구조에 의한 것으로 보임. 

그림 2-45.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 퇴적물의 gravel, sand, silt, clay 함량(%) 및 

평균 입도(MZ, φ)의 수직 변화 

코어 퇴적층은 크게 “pale yellowish mud”, “laminated sand with shell fragments”, 

“well-sorted massive sand”, “oxidized, brownish sand”, “slightly to heavily disturbed 

laminated sands”, “very stiff grayish mud with peat fragments”, “sand/mud interlayered muddy 

sand”, “laminated stiff mud with high organic materials” 등으로 구성됨. 시추 코어에서 관찰되

는 중요한 퇴적구간인 약 58~60m 퇴적층(very stiff grayish mud with peat fragments)에서 채취된 식

물 파편들의 14C 연대측정 결과, 본 퇴적층은 43,000yr BP 이상으로 탄소동위원소 측정 한계 범위를 넘

은 것으로 분석됨. 특징적으로 이 퇴적층은 매우 단단하고, 풍부하게 탄화된 식물 파편을 함유한 니질 

퇴적층으로 구성되며, 채취 코어의 수심과 해수면 변동 그리고 퇴적상과 연대를 고려할 때, 지난 최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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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빙기 직전의 저해수면 동안(MIS 6) 퇴적된 습지 퇴적층으로 해석됨. 코어 퇴적물의 색상, 입도, 퇴적

구조 등의 일차적 특성을 고려할 때,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의 퇴적환경은 20만년 이상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 발달 기록을 포함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9~13m 퇴적구간은 지난 최대 빙하

기 동안 대기중에 노출된 퇴적층으로 해석되며, 13~58m의 퇴적층은 5번의 소규모 해수면 변동이 있었던 

MIS 5의 시기에 대응하는 것으로 풍부한 패각 편을 함유한 모래 퇴적층에서 다양한 엽리 퇴적구조를 갖

는 조수 퇴적층까지 큰 변동의 퇴적상을 보임. 또한 최하부 퇴적 구간인 96-101m의 퇴적층은 조수 엽리 

퇴적구조가 잘 발달된 다소 고화된 니질 퇴적층으로 MIS 8의 저해수면 동안 발달한 연안 퇴적층으로 추

정됨.

결론적으로 코어 퇴적물의 기초 분석 결과에 근거할 때, 본 시추 코어(KJS19-JJD1) 퇴적체는 지난 

약 20만년 이상 동안 여러 차례 반복되는 해수면 변동과 관련한 다양한 퇴적역사의 기록들을 함유하고 

있는 것으로 추정됨. 특히 황해·북동중국해에서 지난 3만년 이전에 집적·퇴적된 오래된 퇴적체에 대

한 연구 결과가 매우 드물고, 퇴적물 시료의 희귀성을 고려할 때, 본 시추 코어는 북동중국해의 퇴적역

사와 대륙붕 퇴적체의 진화를 더 폭넓게 연구·이해할 수 있는 중요한 시료와 자료를 제공할 것으로 판

단됨. 더욱이 기존 심부 시추 코어 ECSDP102의 퇴적체가 니질 퇴적층과 사니질 엽층리 퇴적층의 반복적 

교호, OSL 연대측정 및 퇴적물의 지화학적 특성을 고려할 때 지난 약 10만년 이상의 해수면 변동 동안 

형성된 것으로 추정됨. 그러나 OSL 연대측정의 일부 불확실성 그리고 유공충 군집의 변동을 고려할 때, 

본 퇴적층이 지난 최대 빙하기 이후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석되는 것도 배제할 수 없음. 따라서 본 연

구에서 채취된 심부 시추 코어 KJS19-JJD1의 분석과 해석은 기존 ECSDP102와 함께 북동중국해 퇴적체를 

해석하고, 그 형성과정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기반(기준) 자료를 제시할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완전한 

후기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황해·북동중국해 퇴적체의 종합적인 퇴적역사와 고환경 변화 복원을 이해하

기 위해서는 이들 심부 시추 코어 퇴적물에 대한 연대·지화학(유기물 및 퇴적물 기원, 육상 기후 변동 

복원 등)·점토 광물학(퇴적물 기원 및 풍화 변동 복원 등)·미고생물학(고환경·고기후 변동 등) 특성

에 대한 자세한 추가 연구가 요구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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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할해역 제4기 생층서 연구

(1) 북동중국해 퇴적체의 생층서 연구(ECSDP-102 코어의 유공충 군집 특성)

(가) 서론

지난 30년간 동중국해역 대륙붕에서 최후 빙하기 전후 paleo-fluvial 퇴적작용에 대해 지질학적, 지

구물리학적 측면에서 많은 연구가 수행되어 왔음(Berné et al., 2002; Wang et al., 2013; Yang et 

al., 2014, 2016). 그럼에도 불구하고 최후 빙하기 동안 또는 이후 동중국해역 대륙붕에서 

paleo-fluvial 퇴적작용에 대해 많은 다른 견해들이 존립하고 있음.

대부분 해양 퇴적물에는 많은 미화석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미화석들은 퇴적물의 퇴적시기, 퇴

적환경 및 분지 변천과정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미화석 중 유공충 각은 해수면 변화, 고

환경 복원, 생층서 및 대비, 고해양환경 및 해양환경 오염의 지시자로 활용되고 있으며, 특히 퇴적물의 

운반 경로를 이해하는데 유용한 도구로 알려져 있음(Scott et al., 2001; Murray, 2006). 따라서 본 연

구에서는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유공충 군집으로부터 퇴적물의 형성 기작을 이해하고자 함.

(나) 유공충 시료 채취 및 분석방법

유공충 시료는 ECSDP-102 코어(총 길이: 64m)에서 약 1m 간격으로 각각 10g의 건시료를 총 64개 채

취하였음. 실험실에서 각 시료는 수저(비이커)에 일정 시간(약 1일) 잠긴 후 4Ø 표준체로 체질 후, 약 

2일간 50℃에서 건조하고, splitter로 일정량 나눈 후 실체 현미경으로 유공충을 picking하여 분류하였음.

(다) 연구 결과 

① 종 조성

각 깊이별 퇴적물 시료 총 64개 중 23개 지점에서 저서성 유공충 59속 92종을 분류하였음(부록 

3.2.1). 저서성 유공충은 사질 5속 6종, 석회질-유리질 51속 79종, 석회질-자기질 3속 5종으로 구성되

며, 평균 산출 빈도 5% 이상을 보이는 우점종은 Ammonia beccarii, Cribroel phidium excavatum, El 

phidium advenum, Epistomoinella naraensis, Rotalinoides gaimardi이며 이들 산출 빈도 분포는 그림 

3-46과 같음. 저서성 유공충 평균 산출 빈도는 834개체이며, 깊이 6m에서 5,264개체로 가장 높은 산출

량을 보임(그림 2-46-G). 종 다양도는 평균 2.6이며, 깊이 7m에서 3.61로 높게 나타남(그림 2-46-F). 

우점종 중 평균 산출 빈도 8,9%의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이는 A. beccarii는 깊이 15m에서 25%, 깊이 

50m, 53m에서 각각 24.3%, 23.7%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2-47-A). C. excavatum은 평균 산출 빈도 5.8%

로서 깊이 15m에서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47-B). E. advenum은 평균 산출 빈도 5.5%로서 깊

이 47m에서 21.4%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47-C). E. naraensis는 평균 산출 빈도 6.4%로서 깊이 

16m와 15m에서 각각 28.6%, 2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47-D). R. gaimardi는 평균 산출 빈도 

10%로서 깊이 45m에서 77.8%의 매우 높은 산출 빈도를 보임(그림 2-47-E). 각 우점종의 산출 빈도가 높

은 깊이는 15m, 16m, 47m, 50m, 53m로 나타남. 이들 깊이에서의 산출량은 각각 64, 224, 36, 14, 412, 

152개체로 나타나고 있음. 깊이 50m의 402개체를 제외하고는 평균 산출량 834개체에 비해 매우 낮은 산

량을 보임. 따라서 특정 깊이에서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일 경우에는 산출량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 같음.

부유성 유공충은 17개 지점에서 13종 23속을 분류하였음(부록 3.2.2). 부유성 유공충의 평균 산출 

빈도는 647개체이며, 깊이 6m에서 산출량 3,488개체로서 가장 높은 산출량을 보임(그림 2-47-H). 평균 

산출 빈도 5% 이상을 보이는 우점종은 Globigerina falconensis, Globigerinita glutinata, 

Globigerinoides ruber, Turborotalita quinqueloba 등임(그림 2-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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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6. ECSDP-102코어에서 산출하는 우점종 비율(%), 종다양성, 그리고 저서성 및 부유성 

유공충 개체수(10g당) 분포도

② 저서성 유공충 군집분석 

총 23개 깊이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을 대상으로 Bray-Curties 유사도 지수를 이용하여 군집분

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음(그림 2-48). 그 결과, 총 9개 군집이 형성되었음: E. naraensis-A. 

beccarii, A. beccarii-C.excavatum-E. naraensis, E. advenum-A. beccarii-C. excavatum-B.robusta, 

E. naraensis-C. excavatum-G. subglobosa-A. beccarii, G. subglobosa-B. robusta-E. naraensis-C. 

subarcticum, R. gaimardi-A.inflata-A. beccarii-E. advenum, R. gaimardi-A. beccarii P. decorum, 

R. gaimardi-B. robusta-A. angulata, R. gaimardi. 깊이 약 40m 이하 층들에서는 Rotalinoides 

gaimardi를 중심으로 한 군집들이 분포하고, 깊이 15-40m 에서는 E. naraensis-C. excavatum-G. 

subglobosa-A. beccarii, 군집과 R. gaimardi를 중심으로 한 군집들이 혼재하고, 깊이 3-15m에서는 G. 

subglobosa-B. robusta-E. naraensis-C. subarcticum 을 주축으로 하는 군집이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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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7.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부유성 유공충. A. Globigerina bulloides, 7m, umbilical 

view. B, C. Globigerinita minuta, 4.6m, umbilical view(B), spiral view(C). D, H. Neogloboquadrina 

incompta, 4.6m, umbilical view(D), spiral view(H). E. Neogloboquadrina pachyderma, 3m, umbilical 

view. F, G. Globigerina falconensis, 3m, spiral view(F), umbilical view(G). I, J. Turborotalita 

quinqueloba, 3m, umbilical view(I), spiral view(J). K. Globigerinita uvula, 4.1m, spiral view. L. 

Turborotalita humilis, 3m, spiral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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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8.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군집 분포도

③ 산출상태

각 깊이별 저서성 유공충 군집 구성 종들의 산출상태를 보면 깊이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임다. 주로 

하부층 약 40m 이하의 깊이에 분포하는 R. gaimardi 군집들의 주요 종인 R. gaimardi의 산출상태를 보

면 각의 margin 및 표면들이 거의 파손, 마모된 상태로 나타남(그림 2-49 A-H). A. beccarri를 보면, 

표면 마모가 뚜렷하고, 깨짐 현상까지 수반됨(그림 2-49 I-K). 그리고 상부층(40-15m) 군집들의 주요종

인 C. excavatum의 산출상태를 보면(그림 3-49E-H), 표면 마모 현상들이 매우 뚜렷하게 나타남. A. 

beccarii에서도 표면 마모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50 I-K). 최상부층(8-3m) 군집의 주

요 구성 종인 E. advenum, C. subarcticum을 보면(그림 2-50 B-D), 전반적으로 보존이 양호하나 표면 

마모 현상이 나타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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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9.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A-H. Rotalinoides gaimardi, 45m, 

apurtural view(A), umbilical view(B-D), 46m, umbilical view(E-H). I. Ammonia inflata, 51m, 

umbilical view. J, K. Ammonia angulata, 51m, umbilical view. L. Pseudononion decorum, 32.2m, 

side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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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0.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A. Epistominella 

naraensis, 7m, umbilical view. B. El phidium advenum, 7m, side view. C, D. 

Cribroel phidium subarcticum, 7m, side view(C), 6m, side view(D). E, F, G, H. 

Cribroel phidium excavatum, 25m, side view(E, F, G), 4.6m, side view(H). I ,J, 

K. Ammonia beccarii, 19.7m, umbilical view(I), spiral view(J), 25m, spiral 

view(K), L. Bolivina robusta, 4.6m, side view

④ 저서성 유공충 형성 기작

저서성 유공충의 군집, 산출 빈도, 저서성 및 부유성 유공충의 상대적 산출 빈도, test 산출상태 등

의 코어 깊이별 분포를 보면 그림 3-51과 같음. 이들 분포 특성으로부터 3단계로(Stage I, II, III) 나

누어지며, 각각의 stage는 저서성 유공충 형성 기작을 반영하고 있음. Stage I은 R. gaimardi가 마모, 

깨짐 현상이 발생하는 것은 에너지가 매우 높은 tidal ridge 같은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되며, 

stage II와 III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세립해지는 mass flow 퇴적상으로 추정되는 퇴적상을 보이나 저서

성 및 부유성 유공충의 산출 빈도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stage II는 짧은 거리를 운반 

퇴적된 군집이며, stage III는 먼 거리를 운반 퇴적된 군집으로 생각됨. 이러한 운반 기작에는 LGM 이

후 홀로세 해수면 상승과 매우 밀접한 관련성을 가지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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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1. ECSDP-102 코어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군집, 산출 빈도, 산출상태, 퇴적상 종합 

비교표 

LGM 이후 해수면이 상승함에 따라 양쯔강 삼각주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시기로서 주변에 발달한 

tidal ridge 등에 서식 또는 운반되어온 A. beccarii, R. gaimardi 등이 wave의 제동작용 등과 같이 

high energy의 영향을 많이 받았던 시기로 생각됨(그림 2-52-Stage I). 이후 해수면 상승이 증가함에 

따라 양쯔 삼각주는 발달하기 시작하고 양쯔강을 통하여 퇴적물을 대량으로 운반되는 시기로서, 하계 

우기시에는 유량 증가에 따라 muddy sand와 같은 고밀도 퇴적물들을 주축으로 한 mass flow 등에 의해 

운반된 시기로 생각됨(그림 2-52-stage II). 그리고 해수면 상승이 지속됨에 따라 mass flow는 sandy 

mud와 같은 세립질 퇴적물들이 저밀도 상태로 변화하고, 다량의 mass flow가 형성, 운반된 것으로 생각

됨(그림 2-52-stage III). 저서성 유공충의 표면 마모 현상이 stage III에서, 그리고 표면 마모와 깨짐 

현상이 stage II에서 공존하는 것은 상기 현상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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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2. LGM 이후 홀로세 해수면 상승에 따른 저서성 유공충 군집 형성 과정

(2) 북동중국해 심부 시추 코어(KJS19-JJD1)의 유공충 군집 특성 연구

(가) 서론

제4기(Quaternary) 180만년 동안의 빙하기·간빙기의 전지구적 기후변화에 따른 해수면 변동이 발생

했으며, 제4기 플라이스토세 말기는 빙하기가 끝난 후 간빙기가 시작되면서 해수면이 상승한 시기로 알

려져 있음(Chernicoff and Venkatakrishnan, 1995). 전 세계적으로 최후 빙하기(LGM: the Last Glacia 

Maximum) 동안 현재의 해수면 보다 약 130~150m 낮았고, 해수면은 대기 중에 노출되었음. 전 세계 대륙

붕 퇴적물의 약 70%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으며, 한반도의 대륙붕 퇴적물 역시 빙하기 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었으며, 지난 홀로세 동안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되어 발달한 것임(Emery, 1968; Milliman and 

Emery, 1968). 따라서 넓은 대륙붕이 발달한 지역에서는 해수면 변화에 민감하며, 특히 후기 제4기 빙

하기·간빙기에 일어난 전지구적인 해수면 변동에 따라 고환경의 변화를 지시하는 기록이 퇴적층에 잘 

보존되어 있음(Kim and Kennett, 1998; Kim et al., 1999; Li et al., 1999; Liu et al., 2000; Lee et 

al., 2008). 

해양 퇴적물은 많은 미화석들을 함유하고 있으며, 이들 미화석들은 퇴적물의 퇴적시기, 퇴적환경 및 

분지 변천 과정에 대한 방대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유공충은 모든 해양환경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생태학적 요인에 민감하게 반응함. 유공충의 생태 특성을 이용하여 해수면 변화, 고생태 및 고환경 복

원, 생층서 및 대비 연구 등에 광범위하게 활용되고 있음(Scott et al., 2001; Murray, 2006). 

본 연구에서는 북동중국해 대륙붕에서 채취한 주상 퇴적물에서 저서성 유공충의 종 조성 및 군집 특

성을 통해 고해양환경의 변화를 알아보고자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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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구방법

① 시료채집 

2019년 9월 제주도 남서쪽 해역인 북동중해 대륙붕 해저(위경도 31°59′34.4″N, 126°09′2.0″E; 

수심 83m)에서 코어링한 주상 퇴적물 KJS19-JJD1(총 길이: 101m)에서 약 1m 간격으로 총 99개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하였음.

② 저서성 유공충 

저서성 유공충을 분석하기 위해 깊이별 10g의 시료를 채취한 후 4∅(63㎛)의 표준체를 이용하여 세

립질 퇴적물을 제거한 뒤 남은 시료는 60℃ 이하의 온도에서 건조시켰음. 건조된 시료는 미량 분리기

(Microsplitter)를 사용하여 분리한 후, 실체 현미경(SMZ1000, Nikon)으로 유공충을 추출하였음. 유공

충 동정(classification)은 도감과 문헌을 통하여 종을 확인하였음. 

동정된 저서성 유공충의 특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각의 성분과 구조에 따라 사질(agglutinated) 유공

충과 석회질 유리질(calcareous-hyaline) 유공충과 석회질 자기질(calcareous-porcelaneous) 유공충으

로 분류하여 각 산출 비율을 계산하였음. 부유성 유공충은 종 분류를 하지 않고, 부유성과 저서성 유공

충을 포함하는 전체 개체수로부터 차지하는 비율을 계산하였음. 그리고 각 정점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의 출현 종수(S)와 10g 당 출현 개체수를 구하였음. 종 다양도(species diversity)와 균등도

(evenness)를 깊이별로 계산하였음. 종 다양도 측정 공식은 Shannon-Weaver information function(H′)

를 사용하였음. 

  ′ 
 



ln (Shannon and Weaver, 1963)

위 식에서 H′는 종 다양성 지수이며, S는 출현 종의 수, Pi는 총출현 개체수에 대한 i번째 종의 출

현 비율임. 모든 개체가 같은 종에 속할 경우 최소값 0을 가지며, 모든 개체가 다른 종으로 구성될 경

우 종 다양도 H′는 lnS로 최대가 됨. 그러나 작은 수의 종이 거의 균등하게 배분되는 집단과 많은 종

이 불균등하게 배분되는 집단이 거의 비슷한 H′ 값을 가지게 됨. 따라서 종 다양도를 측정할 경우 종 

균등도(evennsee, J)를 함께 측정함. 

깊이별 유공충 종 조성의 유사도를 파악하기 위하여 군집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음. 통

계분석은 PRIMER 6.0(Primer-E Ltd., Plymouth, United Kingdom)을 이용하였음.

(다) 결과

① 저서성 유공충 종 조성

주상 퇴적물 KJS19-JJD1의 깊이별 퇴적물 시료 총 99개 중 24개 지점에서 저서성 유공충 39속 55종

(사질 유공충 3속 4종,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35속 49종, 석회질 자기질 유공충 1속 2종)이 확인되었음

(표 3.-5, 표 3-6). 

종의 수(S)는 1종~34종(평균 13종)으로 최하부인 100.6m에서 70.77m까지는 평균 3종으로 매우 적은 

종 수로 산출하였고, 69.01m에서 최상부인 0.07m까지는 평균 18종으로 상대적으로 다양한 종이 출연하

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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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코어 KJS19-JJD1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종 조성 및 산출 빈도(%)

Species     Depth(m) 0.07 1.07 2.07 3.06 4.07 6.07 7.07 25.13 27.07 28.07 40.05 45.07

Agglutinated Foraminifera

Gaudryina sp 0 0 0 5 0 4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Sigmoilopsis schlumbergeri 0 9 2 9 1 8 0 0 0 0 1 8 0 0 1 3 0 8 2 0 14 3 1 8 

Textularia agglutinans 0 0 0 5 1 3 0 0 0 0 0 0 0 0 0 0 0 0 2 0 0 0 0 0 
Textularia sagittula 0 0 1 0 0 0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Calcareous-Hyaline Foraminifera
Ammonia angulata 8 1 6 3 3 9 0 0 4 4 0 0 9 4 5 3 4 1 10 0 0 0 3 5 

Ammonia beccarii 0 0 0 5 0 0 23 3 23 1 5 5 0 0 1 3 0 0 0 0 14 3 10 5 

Ammonia ketienziensis 5 4 6 8 5 3 0 0 0 0 5 5 12 5 4 6 8 1 6 0 0 0 5 3 
Ammonia tepida 0 0 1 5 0 0 0 0 6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mmonia sp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dilatata 7 2 2 0 5 7 0 0 0 0 5 5 6 3 5 3 3 3 6 0 0 0 1 8 

Bolivina obscura 3 6 0 0 0 0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Bolivina robusta 34 4 18 0 21 9 0 0 0 0 29 1 21 9 27 0 26 8 18 0 28 6 17 5 

Bolivina spathulata 1 8 1 5 1 8 0 0 0 0 0 0 3 1 0 7 0 0 0 0 0 0 1 8 

Bolivina striatula 0 0 0 0 0 0 0 0 1 1 1 8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sp 0 5 1 0 2 6 0 0 0 0 0 0 3 1 0 7 1 6 2 0 0 0 0 0 

Bolivinella seminuda 0 5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rizalina subspinescens 0 0 1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uccella frigida 0 0 0 0 0 0 0 0 1 1 0 0 0 0 0 0 0 0 0 0 14 3 1 8 

Bulimina marginata 0 0 4 9 7 0 0 0 0 0 1 8 3 1 6 6 3 3 2 0 0 0 1 8 
Cancris auricula 0 0 0 5 0 0 3 3 0 0 1 8 0 0 0 7 0 0 0 0 0 0 0 0 

Cibicides refulgens 0 0 3 4 0 0 0 0 1 1 1 8 0 0 2 0 0 0 4 0 0 0 1 8 
Cribroel phidium excavatum 0 0 0 0 0 0 13 3 12 1 1 8 3 1 0 7 0 0 0 0 0 0 8 8 

Cribroel phidium subarcticum 0 0 0 0 0 0 10 0 20 9 0 0 0 0 0 0 0 8 0 0 0 0 3 5 
Discorbis vilardeboanus 0 0 2 0 1 8 0 0 0 0 0 0 0 0 1 3 2 4 0 0 0 0 0 0 

Eilohedra nipponica 9 5 17 1 10 1 0 0 0 0 9 1 9 4 10 5 18 7 12 0 28 6 14 0 

El phidium advenum 3 2 2 9 3 1 3 3 5 5 3 6 3 1 3 9 3 3 8 0 0 0 3 5 
El phidium somaense 0 0 0 0 0 0 3 3 2 2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l phidium subincertum 0 0 0 0 0 0 30 0 13 2 0 0 0 0 0 0 0 0 2 0 0 0 0 0 
Epistominella naraensis 0 9 2 0 4 4 6 7 0 0 0 0 3 1 2 0 8 1 0 0 0 0 10 5 

Fissurina laevigata 0 5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lobocassidulina subglobosa 0 5 0 5 0 4 0 0 2 2 1 8 0 0 0 0 0 0 0 0 0 0 1 8 
Gyroidina cushmani 0 0 0 0 1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 8 

Gyroidinoides nipponica 2 3 0 0 2 2 0 0 0 0 3 6 3 1 0 7 3 3 0 0 0 0 5 3 
Hanzawaia nipponica 0 5 2 4 3 1 3 3 0 0 0 0 0 0 1 3 0 8 0 0 0 0 0 0 

Hoeglundina elegans 0 0 0 0 0 4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Hyalinea balthica 1 4 2 0 2 2 0 0 1 1 0 0 0 0 2 0 1 6 0 0 0 0 0 0 

Islandiella japonica 0 0 1 0 0 9 0 0 0 0 0 0 3 1 0 7 0 0 0 0 0 0 0 0 

Lagena spicata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gena substriata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enticulina sp 0 9 0 5 0 4 0 0 0 0 3 6 0 0 0 7 0 0 2 0 0 0 0 0 
Melonis affinis 9 0 5 9 7 5 0 0 0 0 7 3 6 3 5 3 4 9 8 0 0 0 1 8 

Melonis barleeanus 0 0 2 0 0 0 0 0 2 2 0 0 0 0 0 0 1 6 4 0 0 0 0 0 

Nonionella japonica 0 0 0 5 0 0 0 0 0 0 1 8 0 0 0 7 0 8 0 0 0 0 0 0 
Nonionella japonica 0 0 0 5 0 0 0 0 0 0 1 8 0 0 0 7 0 8 0 0 0 0 0 0 

Nonionellina labradorica 0 0 0 5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Paracassidulina neocarinata 3 6 2 0 1 3 0 0 0 0 3 6 0 0 0 0 3 3 0 0 0 0 0 0 

Pseudononion japonicum 0 0 1 0 0 0 0 0 0 0 0 0 0 0 0 0 0 8 0 0 0 0 0 0 
Pullenia quinqueloba 0 0 0 0 0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oslina sp 0 0 1 5 1 3 0 0 2 2 1 8 3 1 1 3 1 6 0 0 0 0 0 0 

Rotalinoides gaimardi 2 7 3 9 3 5 3 3 0 0 7 3 6 3 4 6 0 0 12 0 0 0 1 8 
Siphouvigerina proboscidea 0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Uvigerina nitidula 0 5 0 5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Valvulineria sadon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Calcareous-Porcelanuous foraminifera

Quinqueloculina lamarckiana 0 0 0 0 1 3 0 0 0 0 0 0 0 0 0 7 0 0 0 0 0 0 0 0 

Quinqueloculina seminula 0 0 0 0 0 9 0 0 0 0 0 0 0 0 1 3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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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5. 표 계속

Species       Depth(m) 64.13 66.07 68.05 69.01 70.07 77.07 87.07 95.07 97.07 98.07 99.07 100.06

Agglutinated Foram

Gaudryina s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igmoilopsis schlumbergeri 0 0 2 6 4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extularia agglutinan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Textularia sagitt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alcareous-Hyaline Foraminifera

Ammonia angulata 0 0 10 5 0 0 6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mmonia beccarii 0 0 2 6 0 0 3 4 100 0 0 0 0 37 5 0 0 40 0 0 0 38 5 

Ammonia ketienziensis 0 0 5 3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mmonia tepid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Ammonia s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dilatata 0 0 0 0 4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obscur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robusta 33 3 34 2 31 7 31 0 0 0 0 0 0 0 12 5 0 0 0 0 0 0 3 8 

Bolivina spathulata 0 0 0 0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striat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olivina sp 0 0 2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8 

Bolivinella seminud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rizalina subspinescen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Buccella frigid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00 0 3 8 

Bulimina marginata 0 0 0 0 7 3 6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ancris auric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ibicides refulgens 0 0 0 0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ribroel phidium excavatu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0 0 0 19 2 

Cribroel phidium subarcticu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2 5 100 20 0 0 0 0 0 

Discorbis vilardeboanu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ilohedra nipponica 0 0 18 4 17 1 20 7 0 0 0 0 0 0 12 5 0 0 0 0 0 0 0 0 

El phidium advenum 0 0 10 5 9 8 3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11 5 

El phidium somaense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l phidium subincertu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20 0 0 0 11 5 

Epistominella naraensis 0 0 2 6 7 3 10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8 

Fissurina laeviga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lobocassidulina subglobos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yroidina cushmani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Gyroidinoides nipponica 0 0 2 6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3 8 

Hanzawaia nippon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Hoeglundina elegans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Hyalinea balthica 0 0 2 6 2 4 3 4 0 0 0 0 0 0 12 5 0 0 0 0 0 0 0 0 

Islandiella japon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gena spica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agena substria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Lenticulina sp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elonis affinis 0 0 2 6 0 0 6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Melonis barleeanus 33 3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Nonionella japonica 0 0 0 0 2 4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Nonionella japon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Nonionellina labrador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aracassidulina neocarinat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seudononion japonicu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ullenia quinqueloba 0 0 0 0 4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oslina sp 0 0 0 0 0 0 6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Rotalinoides gaimardi 33 3 2 6 0 0 0 0 0 0 100 100 12 5 0 0 0 0 0 0 0 0 

Siphouvigerina proboscide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Uvigerina nitid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Valvulineria sadonic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Calcareous-Porcelanuous foraminifera

Quinqueloculina lamarckian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Quinqueloculina seminula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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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6. 주상 퇴적물 KJS19-JJD1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통계분석 

(Foram; foraminifera, P.F.: planktonic foraminifera, No=number, sd=sediment) 

Species        Depth(m) 0.07 1.07 2.07 3.06 4.07 6.07 7.07 25.13 27.07 28.07 40.05 45.07

Species Number S 25 34 33 10 16 20 16 33 21 16 5 20

Percentage of A  Foram 0 9 4 9 3 5 0 0 0 0 1 8 0 0 4 6 0 8 4 0 14 3 1 8 

Percentage of C -H  Foram 99 1 95 1 94 3 100 0 100 0 98 2 100 0 93 4 99 2 96 0 85 7 98 2 

Percentage of C -P  Foram 0 0 0 0 2 2 0 0 0 0 0 0 0 0 2 0 0 0 0 0 0 0 0 0 

Species diversity H' 2 41 2 93 2 92 1 95 2 25 2 57 2 53 2 83 2 46 2 52 1 55 2 64 

Species evenness J' 0 75 0 83 0 83 0 85 0 81 0 86 0 91 0 81 0 81 0 91 0 96 0 88 

Total No  of B  F  in 10g
of dry sd 3536 13120 3648 240 364 440 256 4864 984 800 56 456

Total No  of P  F  in 10g
of dry sd 336 1792 432 8 32 80 48 576 120 80 0 40

Species        Depth(m) 64.13 66.07 68.05 69.01 70.07 77.07 87.07 95.07 97.07 98.07 99.07 100.06

Species Number S 3 13 13 10 1 1 1 6 1 4 1 9

Percentage of A  Foram 0 0 2 6 4 9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Percentage of C -H  Foram 100 97 4 95 1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100 

Percentage of C -P  Foram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0 

Species diversity H' 1 10 2 07 2 17 2 01 - - - 1 67 - 1 33 - 1 81 

Species evenness J' 1 00 0 81 0 85 0 87 - - - 0 93 - 0 96 - 0 82 

Total No  of B  F  in 10g
of dry sd 24 304 656 464 8 16 16 64 8 40 16 104

Total No  of P  F  in 10g
of dry sd 0 32 80 96 0 0 0 8 0 0 0 0

사질 유공충은 40.05m에서 14.3%로 가장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이며 그 외의 깊이서는 평균 1.8%의 낮

은 산출 빈도를 보임. 특히 69.01m 이하의 깊이에서는 산출되지 않았음.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은 전 깊

이에서 평균 98%의 높은 산출 빈도로 산출됨. 석회질 자기질 유공충은 2.07m와 25.13m에서 2% 이하의 

매우 낮은 산출 빈도를 보이며, 그 외의 깊이에서는 산출되지 않았음(표 2-5).

종 다양도(H′)는 평균 2.93이며, 깊이 1.07m에서 2.93로 높게 나타나며, 69.01m, 70.07m, 77.07m, 

87.07m, 97.07m에서는 1종만이 출연하여 종 다양도 지수가 계산되지 않았음(표 2.5, 그림 2-53-A). 퇴

적물 10g 당 출현하는 저서성 유공충의 총 개체수는 평균 1,270개이며, 1.07m에서 13,120개로 가장 높

은 산출량을 보임. 주상 퇴적물의 하부에서 매우 낮은 산출량을 나타내며 상부 깊이에서 상대적으로 높

은 산출량을 보임(표 2.6, 그림 2-53-B). 

부유성 유공충은 15개 깊이에서 산출하였음. 퇴적물 10g 당 출현하는 부유성 유공충의 총 개체수는 

평균 156개이며, 1.07m에서 산출량 1,792개체로서 가장 높은 산출량을 보임. 69.01m 이하의 깊이에서는 

95.07m를 제외하고 출현하지 않았으며, 코어 상부 깊이(2m 이내)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산출량을 보임

(표 2-6 그림 2-53-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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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3. 주상 퇴적물 KJS19-JJD1에서 산출하는 종 다양도 지수, 

저서성 및 부유성 유공충 산출 빈도 분포 

 

각 깊이별로 산출하는 유공충 종 조성은 다음과 같음. 0.07m에서 사질 1종, 석회질 유리질 24종으로 

총 25종의 유공충이 산출하였고, B. robusta 종(species)이 34.4%로 가장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이고, E. 

nipponica(9.5%), Ammonia angulata(8.1%) 등이 산출됨. 

1.07m에서는 사질 4종, 석회질 유리질 30종으로 총 34종의 유공충이 산출하였고, B. robusta 18.0%

로 가장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이고, E. nipponica가 17.1%로 산출됨. 2.07m에서 사질 3종, 석회질 유리

질 28종, 석회질 자기질 2종으로 총 33종의 유공충이 산출하였음. B. robusta(21.9%)와 E. 

nipponica(10.1%)가 10% 이상 산출 비율을 보임. 3.06m에서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이 10종 산출하였고, 

El phidium subincertum이 30.0%로 가장 높은 산출 비율을 보임. 10% 이상 산출하는 종으로는 A. 

beccarii(23.3%), Cribroel phidium excavatum(13.3%)와 C. subarcticum(10.0%) 등이 있음. 4.07m에서

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이 16종 산출하였음, A. beccarii(23.1%)와 C. subarcticum(20.9%)이 상대적으

로 높은 산출 비율로 나타났고, E. subincertum(13.2%)와 C. excavatum(12.1%)이 10% 이상 산출 비율을 

보임. 6.07m에서는 사질 1종, 석회질 유리질 19종 총 20종의 유공충이 산출되었음. B. robusta가 29.1%

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하였고, E. nipponica(9.1%), R. gaimardi(7.3%) 등이 산출됨. 7.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16종이 출현하였음. B. robusta가 21.9%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하고, Ammonia 

ketienziensis(12.5%)와 E. nipponica(9.4%) 등이 산출됨.

25.13m에서 사질 3종, 석회질 유리질 28종, 석회질 자기질 2종으로 총 33종이 나타남. B. robusta가 

27.0%로 가장 높은 비율로 산출하고, E. nipponica가 10.5%로 산출됨. 27.07m에서 사질 유공충 1종, 석

회질 유리질 유공충 20종으로 총 21종이 산출되었음. B. robusta(27.0%)와 E. nipponica(18.7%)가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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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높은 비율로 산출됨. 28.07m에서 사질 유공충 1종,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6종으로 총 7종이 나

타남. B. robusta(18.0%), E. nipponica(12.0%), R. gaimardi(12.0%), A. angulata(10.0%) 등이 10% 이

상 산출됨.

40.05m에서 사질 유공충 1종,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4종으로 총 5종이 산출함. B. robusta와 E. 

nipponica이 28.6%의 높은 비율로 산출하고, A. beccarii(23.1%), Buccella frigida(14.3%), 

Sigmoilopsis schlumbergeri(14.3%) 등이 10% 이상 산출됨. 45.07m에서 사질 유공충 1종, 석회질 유리

질 유공충 19종으로 총 20종이 산출함. B. robusta(17.5%), E. nipponica(14.0%), A. beccarii(10.5%) 

등이 10% 이상 산출됨.

64.13m에서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3종이 산출하고, B. robusta, Melonis barleeanus, R. gaimardi가 

33.3%로 산출됨. 66.07m에서 사질 1종, 석회질 유리질 12종으로 총 13종의 유공충이 산출함. B. 

robusta가 34.2%로 높은 비율로 산출하였고, E. nipponica(18.4%), A. angulata(10.5%), El phidium 

advenum(10.5%) 등이 10% 이상 산출됨. 68.05m에서 사질 1종, 석회질 유리질 12종으로 총 13종의 유공

충이 산출함. B. robusta가 31.7%로 높은 비율로 산출하였고, E. nipponica(17.1%), E. advenum(9.0%) 

등이 산출됨. 69.01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10종 산출하고, B. robusta가 31.0%로 높은 비율로 

산출하고, E. nipponica(20.7%)와 Epistominella naraensis(10.3%)가 10% 이상 산출됨. 70.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A. beccarii 1종이 산출함. 77.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R. gaimardi 1종

이 산출함. 

87.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R. gaimardi 1종이 산출함. 95.07m에서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6

종이 산출됨. A. beccarii가 37.5%로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B. robusta, C. subarcticum, 

E. nipponica, Hyalinea balthica가 각각 12.5%로 산출함. 97.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C. 

subarcticum 1종이 산출함. 98.07m에서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4종이 산출됨. A. beccarii가 40.0%로 상

대적으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C. excavatum, C. subarcticum, E. subincertum가 각각 20.0%로 산출

함. 99.07m에서는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B. frigida 1종이 산출함. 100.06m에서 석회질 유리질 유공충 

9종이 산출됨. A. beccarii가 38.5%로 높은 비율로 나타나며, C. excavatum(19.2%), E, advenum(11.5), 

E. subincertum(11.5%) 가 10.0% 이상 산출함. 

평균 산출 빈도 5% 이상을 보이는 우점종은 Ammonia beccarii, Bolivina robusta, Cribroel phidium 

subarcticum, Eilohedra nipponica, Rotalinoides gaimardi이며 이들 산출 빈도 분포는 그림 3-54와 같

음. A. beccarii는 평균 산출 빈도 13.1%로 70.77m에서 100%로 가장 높게 나타나며, 95.07m에서 37.5%, 

98.07m에서 40.0%, 100.06m에서 38.5%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54-A). B. robusta는 평균 산출 빈

도 16.2%로서 0.07m, 64.13m, 66.07m, 68.05m, 69.01m에서 30% 이상으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54-B). C. subarcticum은 평균 산출 빈도 7.3%로서 97.07m에서 100%로 높게 나타나며, 4.07m에서 

20.9%, 98.07m에서 20.0%로 나타나고 있음(그림 2-54-C). E. nipponica는 평균 산출 빈도 8.6%로서 

40.05m와 69.01m에서 각각 28.6%와 20.7%로 높게 나타나고 있음(그림 2-54-D). R. gaimardi는 평균 산

출 빈도 12.5%로서 77.07m와 87.07m에서 100%의 높은 산출 빈도를 보임(그림 2-54-E).

각 우점종의 산출 빈도가 높은 깊이는 70.07m, 77.07m, 87.07m, 97.07m, 99.07m로 나타남. 이들 깊

이에서의 산출량은 각각 8개, 16개, 16개, 8개, 16개로 나타나고 있음(표 2). 이는 평균 산출량 1,270

개에 비해 매우 낮은 산출량을 보임. 따라서 특정 깊이에서 높은 산출 빈도를 보일 경우에는 산출량을 

고려해서 의미를 해석해야 할 것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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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4. 주상 퇴적물 KJS19-JJD1에서 산출하는 우점종 산출 빈도 분포도 

② 저서성 유공충 군집분석 

깊이별 저서성 유공충 군집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체 산출 종을 기준으로 Bray-Curtis 유사도 지수를 

이용하여 집괴 분석(cluster analysis)을 실시하였음(그림 3-55). 코어의 저서성 유공충 군집의 집괴 

분석 결과, A. beccarii 군집, B. frigida 군집, C. subarcticum 군집, R. gaimardi 군집, B. 

robusta-E.nipponica 군집, A. beccarii-B. robusta-E. nipponica 군집, A. beccarii-E. 

subincertum-C. excavatum-C.subarcticum 군집의 총 7개 군집이 형성되었음. 

깊이별 유공충 군집 분포를 살펴보면(그림 3-56) 주상 퇴적물 KJS19-JJD1에 주된 군집은 B. 

robusta-E.nipponica 군집(군집 Ⅳ)으로 69.01m에서 최상부인 0.07m까지 유공충이 산출하는 깊이에서 

우세하게 산출함. 최하부인 100.6m에서 70.07m까지는 뚜렷한 분포 패턴을 보이지 않으며 여러 개의 군

집이 분포함. 이들 깊이에서 산출하는 유공충 종의 수가 평균 3종으로 70.77m, 77.07m, 87.07m, 

97.07m, 99.07m에서는 하나의 종이 총 개체수 16개체 이하로 산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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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5. 주상 퇴적물 KJS19-JJD1에서 산출하는 저서성 유공충 군집분석



- 87 -

 

그림 2-56. 주상 퇴적물 KJS19-JJD1의 깊이별 저서성 

유공충 군집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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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관할해역 퇴적 유기물 분포와 기원 해석 연구

(1) 서론

황해(Yellow Sea, YS)와 같은 주변부 해역(Marginal Sea)은 해양 기원의 유기물과 연안에서 유입되

는 육상 기원의 유기물이 혼합되어 퇴적됨에 따라 전지구적인 탄소순환에 있어 매우 중요한 역할을 담

당하고 있음. 동중국해 연안과 한국 사이에 위치한 YS는 천부 대륙붕 해역(shallow shelf sea)으로서 

평균 수심은 44m~140m임. 또한 황해로 유입되는 해류들은 쿠로시오 난류에서 분리된 황해 난류(Yellow 

Sea Warm Current, YSWC)와 동중국해 연안을 따라 북쪽에서 남쪽으로 흐르는 황해 연안 해류(Yellow 

Sea Coastal Current, YSCC), 한국 연안 부근에서 방출되는 한국 연안 해류(Korea Coastal Current, 

KCC) 등이 있음. 특히 연안을 따라 흐르는 연안 해류를 통해 SYS 내 육상 기원의 유기물 유입이 이루어

지며, 이러한 유기물 기원 차이는 YS 내 퇴적환경 및 탄소순환의 변화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알려짐(Batchelder et al., 2004). 그렇기 때문에 YS 퇴적물 내 존재하는 유기물의 기원과 분포에 대한 

이해는 대륙 주변부(continental margins) 내 유기물의 거동을 조절하는 기작을 파악하는데 있어서 매

우 필수적이라 할 수 있음. 

퇴적환경 내에 존재하는 유기물의 순환을 파악하기 위한 방법으로서 유용하게 사용되는 것으로는 지

화학적인 결과(TOC, δ13C)를 통해 과거 퇴적환경의 변동을 파악할 수 있으며, 최근에는 지질생체지표

(lipid biomarker)를 이용한 유기물 기원 파악 및 퇴적환경의 변화에 따른 퇴적물 내 존재하는 유기물

의 탄소순환 연구가 이뤄지고 있음. 이러한 지질생체지표들은 상대적으로 안정하여 쉽게 분해되지 않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퇴적물 내의 유입된 유기물의 거동, 재순환(remineralization) 및 기원뿐만 아

니라 서식하고 있는 미생물들의 대사경로까지 파악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음(Elvert et al. 2003; 

Blumberg et al. 2004). 해양으로 유입되는 유기물은 크게 해양 기원 유기물과 육상 기원 유기물로 구

분되어 지는데, 강이나 대기를 통해 유입된 육상 기원 유기물은 해양환경뿐만 아니라 육상의 기후 및 

이에 따른 식생의 변화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가지고 있음. 특히 황해 및 한반도 남동 해역은 이러한 

육상 기원 유기물의 유입이 높은 해역 중 하나임. 본 연구에서는 유기물 기원 파악 연구에 활용되고 있

는 다양한 분석법의 활용 가능성을 판단하고자 하였으며, 이러한 다각도적인 접근을 통해 향후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지역 유기물 분포 및 기원 판별, 고환경 복원 연구의 발판을 마련하고자 함.

(2) 연구내용 및 결과

(가) 2016 1차년도 연구 결과

①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표층 및 코어 퇴적물 시료 확보

 ㉮ 2016년 지질탐사 Cruise를 통한 퇴적물 시료 확보

  - 탐사기간: 2016년 10월 5일 ~ 8일(R/V 온누리호)

  - 황해 남부 유기물 기원 추적 연구를 위한 표층 및 코어 퇴적물 시료 채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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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7. 시료 채취 정점도

㉯ 퇴적물 부시료 채취

  - 표층 퇴적물 시료는 박스 코어의 상부 0-1cm를 채취하였으며, 100ml 유리병에 넣어 냉동보관 

하였음.

① 퇴적물 내 유기탄소, 질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및 질소 함량, 탄소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퇴적물 시료는 채취 후 냉동보관 하였으며, 이 후 동결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한 후 분쇄기를 이

용하여 시료를 균질화 시킴. 파우더 형태로 균질화된 시료는 1M의 염산을 이용, 무기탄소를 제거하고 

증류수로 세척하여 중화시킴. 무기탄소가 제거된 퇴적물 시료는 tin capsule에 넣어 원소분석기와 연계

된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Euro EA-Isoprime, 

GV instruments, UK)를 이용해 총 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함량과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δ13C) 분석을 진행함. 총 질소(TN, Total nitrogen) 및 질소 안정동위원소비(δ15N) 분석에는 균질화

된 시료를 산처리 하지 않고 tin capsule에 넣어 EA-IRMS를 통해 TN 함량과 δ15N 분석을 진행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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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7. 시료 채취 정점 정보

Stations Sample code Latitude Long.itude Water depth(m)

KJS16-1
KJS16-P1 33 ° 19.814 ´N 125 ° 37.440 ´E 98.98 

KJS16-B1 33 ° 19.726 ´N 125 ° 37.370 ´E 97.66 

KJS16-2
KJS16-P2 32 ° 58.055 ´N 125 ° 2.626 ´E 83.24 

KJS16-B2 32 ° 58.260 ´N 125 ° 2.076 ´E 82.64 

KJS16-3
KJS16-P3 32 ° 44.396 ´N 124 ° 43.314 ´E 64.74 

KJS16-B3 32 ° 44.195 ´N 124 ° 43.136 ´E 66.54 

KJS16-4
KJS16-P4 32 ° 30.745 ´N 124 ° 19.601 ´E 45.62 

KJS16-B4 32 ° 31.057 ´N 124 ° 20.493 ´E 47.16 

KJS16-5
KJS16-P5 33 ° 0.348 ´N 123 ° 52.197 ´E 49.81 

KJS16-B5 33 ° 0.750 ´N 123 ° 52.469 ´E 46.37 

KJS16-6
KJS16-P6 33 ° 13.733 ´N 124 ° 15.478 ´E 68.62 

KJS16-B6 33 ° 13.690 ´N 124 ° 15.631 ´E 68.03 

KJS16-7
KJS16-P7 33 ° 24.163 ´N 124 ° 40.376 ´E 75.43 

KJS16-B7 33 ° 24.165 ´N 124 ° 40.375 ´E 76.00 

KJS16-8
KJS16-P8 33 ° 31.381 ´N 125 ° 9.038 ´E 85.89 

KJS16-B8 33 ° 31.143 ´N 125 ° 9.170 ´E 88.10 

KJS16-10 KJS16-B10 33 ° 14.522 ´N 125 ° 6.183 ´E 90.49 

KJS16-12 KJS16-B12 33 ° 28.992 ´N 125 ° 29.457 ´E 96.52 

KJS16-14
KJS16-P14 33 ° 49.457 ´N 125 ° 36.537 ´E 96.21 

KJS16-B14 33 ° 49.317 ´N 125 ° 37.317 ´E 95.47 

KJS16-15 KJS16-B15 33 ° 39.485 ´N 125 ° 21.290 ´E 96.97 

KJS16-17 KJS16-B17 33 ° 26.283 ´N 123 ° 33.133 ´E 62.47 

KJS16-18 KJS16-B18 33 ° 42.353 ´N 124 ° 2.812 ´E 75.98 

KJS16-19 KJS16-B19 34 ° 1.017 ´N 124 ° 32.367 ´E 82.60 

KJS16-20 KJS16-P20 33 ° 51.519 ´N 126 ° 9.378 ´E 106.67 

KJS16-21 KJS16-P21 34 ° 23.517 ´N 127 ° 56.690 ´E 5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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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8. 퇴적물 시료 채취 현황

구분
KJS16

-01

KJS16

-02

KJS16

-03

KJS16

-04

KJS16

-05

KJS16

-06

KJS16

-07

KJS16

-08

KJS16

-10

KJS16

-12

KJS16

-14

KJS16

-15

KJS16

-17

KJS16

-18

KJS16

-19

KJS16

-20

KJS16

-21
비고

Piston core
(barrellength,m)

O
(3m)

O
(3m)

O
(6m)

O
(6m)

O
(6m)

O
(3m)

O
(3m)

O
(3m)

O
(6m)

O
(6m)

O
(6m) 11 정점

Box core O
(3ea)

O
(3ea)

O
(6ea)

O
(3ea)

O
(3ea)

O
(3ea)

O
(6ea)

O
(3ea)

O
(3ea)

O
(3ea)

O
(3ea)

O
(3ea)

O
(3ea)

O
(6ea)

O
(3ea)

15 정점
(54ea)

Surface sample O O O O O O O O O O O O O O O
15 정점
(15*3 =
45ea)



- 93 -

표 2-9. 한양대학교 시료 채취 현황 

Stations Sample list Analysis lists

KJS16-S1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TOC, TN content Stable 

isotope(δ13CTOC,δ15NTN)

n-alkane, Alkenone

KJS16-S2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3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4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5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6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7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8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0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2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4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5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7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8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19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2ea)

KJS16-S20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KJS16-S21 Surface sediment(100ml glass jar, 1ea)

* S: Surface sediment

㉯ 퇴적물 내 지질생체지표 분석

- 퇴적물 내 지질추출

동결 건조 후 분쇄된 퇴적물 시료 10-20g을 가속용매추출기(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ASE)

에 넣고 디클로로메탄/메탄올(DCM/MeOH) 9:1 혼합 용매를 이용하여 지질 시료 추출함. 추출된 시료는 

Na2SO4 컬럼을 이용하여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해 정제함. 정제된 시료는 Al2O3 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polar(Hexane), Ketone(Hexane:DCM, 1:1), Polar(DCM:MeOH, 1:1)의 

세 부분(fraction)으로 분취 하였음.

- 장족형 탄화수소(n-alkane)

분리된 fraction 중 Apolar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긴 후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Agilent 

7890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 내부 표준물질로는 5-alpha-androstane을 이용함. n-alkane을 이용한 

index 값들은 Kim 등(2017)과 그 안에 제시되어 있는 참고문헌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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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L(Average Chain Length)

=     

×  × ×  ×  × 

CPI(Carbon Preference Index)

=


×     

    
     

    


TAR(Terrestrial/Aquatic Ratio)

=   

   

Pmar-aq(% of aquatic plants)

=     

  

NAR(Natural n-Alkanes Ratio)

=   

     ×    

- 알케논(Alkenone)

분리된 fraction 중 Ketone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긴 후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Agilent 

7890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 내부 표준물질로는 2-nonadecanone을 사용함. 알케논 index(UK'37, 

Prahl and Wakeham, 1987)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음. 수온 복원을 위한 계산식으로는 Conte 등(2006)

이 발표한 수온 복원식을 사용하였음.

UK'37=      

  

UK'37 SST = 29.876×UK'37-1.334(Conte et al., 2006) 

그림 2-58. 표층 퇴적물 내 장족형 탄화수소 분석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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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59. 표층 퇴적물 내 알케논 분석 크로마토그램

 

㉰ 퇴적물 내 화분분석 전처리

화분의 분석은 프랑스 EPOC 연구팀과의 국제협력 연구를 통해 이루어졌음. 해양 퇴적물에서 화분의 

분석을 위해서 먼저 퇴적물의 무게 및 부피를 측정하고 150μm sieve를 이용하여 분리하였음(그림 

3-60). 분리된 시료는 염산(HCl)과 불산(HF)을 이용하여 탄산염 및 규산을 제거하였음(그림 2-61). 남

은 퇴적물은 여과 장치를 이용하여 여과한 후 슬라이드에 올려 글리세롤로 고정하였음(그림 2-62)

그림 2-60. 프랑스 보르도 대학교 내 EPOC 연구팀의 퇴적물 시료 전처리 실험실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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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paration

 1. Preparation of sediment(~5g sediment)
 2. Estimate volume of sediment
 3. Sediment separation(150μm sieve)

Treatments

 1. Cold HCl treatment
 2. Hydrofluoric acid(HF) treatment(cold)
 3. Second HCl treatment

Mounting

 1. Rinsing
 2. Filtration
 3. Microscope slide mounting
 4. Fixed slides(glycerin jelly)

그림 2-61. 화분 분석 방법

그림 2-62. 불산(HF)를 이용한 퇴적물 처리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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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3. 퇴적물 여과 장치

③ 퇴적물 내 유기지화학적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표층 퇴적물 내 유기물 분포와 기원

- 총 유기탄소 함량(TOC), C/N 비,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를 이용한 유기물 분포 및 기원 추적



- 98 -

그림 2-64. 표층 퇴적물 내(A) 총 유기탄소 함량(% dw.), (B) C/N 비, 

(C)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VPDB) 분포도

본 연구지역 표층 퇴적물 내 유기물 기원을 알아보기 위하여 총 유기탄소 함량, 총 질소 함량, C/N 

비와 같은 지화학 인자들을 분석함.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는 0.30~0.95%, 총 질소는 4.51~6.05%, C/N 

비는 8.20~12.39의 범위를 보였음. 일반적으로 식물 플랑크톤 또는 해양 기원 유기물의 C/N 비는 4-10

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육상 기원 유기물의 경우 15 이상의 높은 C/N비를 가지는 것으로 보고 되어 있

음(Meyers, 1997). 본 지역은 평균 C/N 비가 9.9±1.8로 해양 유래 유기물이 우세하게 나타남. 탄소 안

정동위원소비의 경우 육상 기원 유기물은 평균 -27‰ 정도의 값을 보이고, 해양 기원 유기물의 경우 약 

-19‰에서 -22‰의 값을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음(Fry and Sherr, 1984). 본 지역의 경우 탄소 안

정동위원소비 값이 -21.43~–19.95‰로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우세하게 나타났음.

- 지질생체지표를 이용한 유기물 분포 및 기원 추적

o 장족형 탄화수소(n-alk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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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생체지표는 특정 기원에서 유래하는 분자 수준의 마커로, 각 지질생체지표는 기원과 이들이 살

았던 당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분자 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 기원 파악 연구와 환경 복원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n-alkane은 자연적으로 육상식물, 수생식물, 식물 플랑크톤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

유나 석유 근원암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rassell and Eglinton, 1980). n-alkane이 

육상 고등식물에서 유래할 경우 홀수의 긴 사슬(n-C27, n-C29, n-C31)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식물 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해양 기원에서 주로 유래한 n-alkane은 홀수의 짧은 

사슬(C15-C19)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Meyer and Ishiwatari, 1993). 그림 3-65는 표

층 퇴적물 내 n-alkane 중 C16-19의 농도 합, C25-33의 농도 합의 분포도 그리고 C25-33에서의 평균 탄

소 사슬 길이를 보여주고 있음. n-alkane 농도는 긴 사슬의 농도가 짧은 사슬의 농도 합보다 10에서 

100배 이상 우세한 것으로 보아 이 지역에 퇴적되어 있는 퇴적 유기물 내 n-alkane의 주요 기원이 육상 

고등식물인 것을 알 수 있음(그림 2-65. a, b). ACL 또한 ~29으로 이와 상응하는 결과를 나타냄(그림 

2-65. c). TAR값 또한 이와 마찬가지로 높은 값을 나타내어 육상 고등식물 기원이 우세함을 나타냈음

(표 2-10).

표 2-10. 표층 퇴적물 내 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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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18

KSJ

16_

S19

35.7 26.6 25.1 14.1 22.8 11.2 10.7 12.8 50.5 23.6 17.6 19.0 3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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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5. 표층 퇴적물 내 n-alkane 농도 분포도. (a) ΣC16-19(μg/gTOC), (b) 

ΣC25-33(μg/gTOC), (c) ACL25-33

Pmar-aq는 육상 식물과 중간 길이의 n-alkane을 가지고 있는 수생식물을 구분 가능하며, 0.1-0.3의 

낮은 값은 육상식물 기원의 우세를, 0.4-0.6의 중간 값은 망그로브와 같은 수생식물(emergent 

macrophyte)을, 0.6 이상은 해조류와 같은 non-emergent macrophyte를 나타냄. 본 연구지역은 0.3-0.5

의 값을 나타내는 것으로 육상식물과 non-emergent macrophye의 혼합 기원이 작용할 것으로 여겨짐(그

림 2-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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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지역의 표층 퇴적물에서는 그림 2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UCM(unresolved complex mixture)이 

나타났으며, 해양 퇴적물 내에서 UCM은 주로 석유기원 탄화수소에 의해 기원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

(e.g. Gough and Rowland, 1990). 석유기원 탄화수소는 CPI index와 NAR index로도 판별 가능한데, 육

상 고등식물의 에피큐티클 왁스에서 기원한 탄화수소의 경우 CPI가 4 이상으로, 석유기원 탄화수소의 

경우 CPI가 1 이하로 나타남(e.g. Kim et al., 2017). NAR의 경우 0에 가깝거나 그 이하는 석유기원을, 

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은 육상 혹은 수생식물 기원을 의미함. 본 연구지역의 경우 전 정점에서 CPI가 

0.8 이하로 나타났고, NAR는 전 정점에서 0 이하로 나타남. 이는 석유기원 탄화수소의 영향이 있음을 

시사하며, Kim 등(2017)에 의해 수행된 선행 연구와도 일치함. 

그림 2-66. 표층 퇴적물 내 (a) CPI index, (b) TAR index,

 (c) Pmar-aq index, (d) NAR index 분포도

- 알케논(Alkenone)

탄소수가 37개 알케논(C37)은 이중 결합이 2개(C37:2), 3개(C37:3), 4개(C37:4)로 구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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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67은 표층 퇴적물 내 알케논 농도 분포도를 나타내며, C37 알케논의 농도(C37:2+C37:3)는 

9.7~46.7μg/g TOC로 정점에 따라 5배까지 차이가 나타남. KJS16-02, 03, 04에서 20μg/g TOC의 농도를 

보였으며, 그 외 정점에서는 30μg/g TOC 이상의 농도가 나타남.

그림 2-67. 표층 퇴적물 내 알케논 농도 분포도. (a) C37:2(μg/g TOC), (b) 

C37:3(μg/g TOC)

이들 이중 결합수의 상대적인 분포는 수온에 의해 달라지며, UK’37과 같은 이들의 조성비를 활용한 

수온 복원연구가 Prahl and Wakeham(1987), Müller(1998)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어져 옴. Conte 등

(2006)은 전지구적으로 해양 표층 퇴적물을 이용하여 UK’37을 활용한 표층 수온 계산식을 제시하였으

며, 이 식을 이용해 계산된 표층 수온 분포도를 그림 3-68.b에 나타냄. 본 연구지역에서는 약 19-23 ℃

의 값이 계산되었음. 하지만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지역에서 고해양환경복원을 위한 알케논 수온 복원

식의 활용 가능성의 판단을 위해서는 보다 많은 정점에서의 연구를 통해 활용 가능성을 판단해야 하며, 

이는 본 연구과제에서 향후 진행될 5년간의 표층 퇴적물 연구를 통해 달성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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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8. 표층 퇴적물 내 (a) 알케논 프록시(UK’37) 분포도와 (b) UK’37 SST(Conte et al., 

2006)으로 계산된 수온 분포도

④ 코어 퇴적물 내 유기물 분포와 기원

㉮ KJS16-P1 

총 유기탄소 함량은 평균 0.43(±0.1)%,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평균 -22.7(±1.3)‰의 분포를 보이

며, 100cm를 기준으로 상부·하부에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뚜렷한 경향 차이가 나타났음(그림 

2-69). 

100cm를 기준으로 코어 하부에서는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평균 -23.5‰이었던 반면 코어 상부에서

는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평균이 -21.2‰로, 이는 코어 하부에서는 육상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컸던 

반면 코어 상부로 갈수록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커졌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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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69. KJS16-P1 코어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 KJS16-P3

총 유기탄소 함량은 평균 0.27(±0.2)%,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평균 -22.9(±1.6)‰의 분포를 보이

며, 210cm에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급격한 변화가 나타났음(그림 2-70). 210cm 이하에서 탄소동위원

소 비의 평균이 -21.7‰로 수층 내 자생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컸을 것으로 나타난 반면, 100-210cm 사

이에서는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평균이 -24.7‰로, 육상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급격하게 나타남. 이 

후 표층으로 갈수록 점점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값이 무거워 지는 것으로 보아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

향이 코어 상부에서 증가함을 알 수 있음.

그림 2-70. KJS16-P3 코어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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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화분분석을 이용한 유기물 분포 및 기원 추적 

동해 퇴적물(ES14-GC01)에서 선행 연구 결과를 통해 확인된 화분의 종류 및 상대량을 그림 3-71에서 

보여줌. 동해 퇴적물에서 관측된 화분들은 보존 상태가 양호하여 한반도 주변 해역에 분포하는 화분의 

목록을 작성하는데 좋은 자료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보임. 특히 동해 퇴적물에서 Picea sp.(그림 

2-72)가 가장 많이 관측되었으며 다음으로 Pinus 및 Artemisia 등이 높은 빈도를 나타냈음. 그 밖에도 

다양한 화분이 관측되었으며 현재 정확한 화분 분석을 위하여 한반도 주변 식생의 분포 및 기존 참고문

헌의 정보를 취합하여 분석 결과를 확인 중에 있음(그림 2-73). 동해 퇴적물의 분석 결과를 기반으로 

본 과제 연구해역에서 획득되는 퇴적물에서 화분 분석 연구 적용에 대해서도 검토가 이루어질 계획임.

그림 2-71. 동해 퇴적물에서 관측된 화분의 분포도

그림 2-72. 동해 퇴적물에서 관측된 Picea sp.



- 106 -

그림 2-73. 동해 퇴적물에서 관측된 화분



- 107 -

(나) 2017 2차년도 연구 결과

①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함량, 탄소 동위원소비 분석

퇴적물 시료는 파우더 형태로 균질화 과정을 거친 후 1.5M의 염산을 이용, 무기탄소를 제거하고 증

류수로 세척하여 중화시킴. 무기탄소가 제거된 퇴적물 시료는 tin capsule에 넣어 원소분석기와 연계된 

안정동위원소 질량분석기(PYROGENIC EA-IRMS 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vario PYRO CUBE-isotope irms, elementar, UK)를 이용해 총 유기탄소(TOC, Total organic carbon) 함

량과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 분석을 진행함.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비(Δ14C)는 미국 우즈홀 연구소 

AMS 센터에서 분석을 진행하였음.

㉯ 퇴적물 내 지질생체지표 분석

- 퇴적물 내 지질추출

동결 건조 후 분쇄된 퇴적물 시료 10-20g을 가속용매추출기(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ASE)

에 넣고 디클로로메탄/메탄올(DCM/MeOH) 9:1 혼합 용매를 이용하여 지질 시료를 추출함. 추출된 시료는 

Na2SO4 컬럼을 이용하여 수분 및 불순물을 제거해 정제함. 정제된 시료는 Al2O3 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polar(Hexane), Ketone(Hexane:DCM, 1:1), Polar(DCM:MeOH, 1:1)의 

세 부분(fraction)으로 분취하였음.

- 장족형 탄화수소(n-alkane)

분리된 fraction 중 Apolar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긴 후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Agilent 

7890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 내부 표준 물질로는 5-alpha-androstane을 이용함. n-alkane을 이용한 

index 값들은 Kim 등(2017)과 그 안에 제시되어있는 참고문헌을 따라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음. 

ACL(Average Chain Length)

=     

×  × ×  ×  × 

CPI(Carbon Preference Index)

=


×     

    
     

    


TAR(Terrestrial/Aquatic Ratio)

=   

   

Pmar-aq(% of aquatic plants)

=     

  

NAR(Natural n-Alkanes Ratio)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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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케논(Alkenone)

분리된 fraction 중 Ketone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긴 후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Agilent 

7890A, USA)를 이용하여 분석함. 내부 표준 물질로는 2-nonadecanone을 사용함. 알케논 index(UK'37, 

Prahl and Wakeham, 1987)는 다음과 같이 계산되었음. 수온 복원을 위한 계산식으로는 Conte 등(2006)

이 발표한 수온 복원식을 사용하였음.

UK'37=      

  

UK'37 SST = 29.876×UK'37-1.334(Conte et al., 2006) 

그림 2-74. 코어 퇴적물 내 장족형 탄화수소 분석 크로마토그램

그림 2-75. 코어 퇴적물 내 알케논 분석 크로마토그램

② 퇴적물 내 유기지화학적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코어 퇴적물 내 유기물 분포와 기원

- 총 유기탄소 함량(TOC),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를 이용한 유기물 분포 및 기원 추적

유기물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생성되는 기원에 따라 다른 값을 가짐. Calvin-Benson cycle을 통

해 탄소 고정을 하는 육상 고등식물의 δ13C 값은 -29.3~-25.5‰ 정도의 범위를 나타내고, 해양 기원의 



- 109 -

유기탄소의 δ13C 값은 -19~-22‰의 값을 보임(e.g. Fry and Sherr, 1984).

o EEZ07-7 코어 퇴적물

그림 2-76. EEZ07-7 코어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코어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함량(TOC)은 0.11~1.36%의 범위, 평균 0.53(±0.34)%, 탄소 안정동위원

소비는 -27.6~-23.8‰의 범위, 평균 -25.79(±1.06)‰의 분포를 보이며, 200~300cm에서 급격한 TOC 농

도의 증감이 나타났고, 이를 기준으로 상부·하부에서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경

향 차이가 나타났음(그림 2-76). 200~300cm를 기준으로 코어 하부에서는 총 유기탄소 함량은 평균 

0.71%,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평균 -26.4‰이었던 반면 코어 상부에서는 총 유기탄소의 함량 평균 

0.26%,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평균이 -25.0‰로, 이는 코어 하부에서는 육상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컸

던 반면 코어 상부로 갈수록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커졌음을 나타냄.

o EEZ04-18 코어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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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7. EEZ04-18 코어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코어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함량(TOC)은 0.15~0.68%의 범위, 평균 0.09(±0.15)%, 탄소 안정동위원

소비는 -24.3~-23.2‰의 범위, 평균 -23.64(±0.32)‰의 분포를 보이며, 모든 깊이에서 유사한 동위원

소비가 나타났음(그림 2-77). 전체 코어에서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임.

o EEZ04-10 코어 퇴적물

그림 2-78. EEZ04-10 코어 퇴적물의 총 

유기탄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코어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함량(TOC)은 0.13~0.75%의 범위, 평균 0.42(±0.15)%, 탄소 안정동위원

소비는 -25.9~-21.7‰의 범위, 평균 -22.97(±1.04)‰의 분포를 보이며, 380cm를 기준으로 하부에서 탄

소 안정동위원소비가 감소하는 경향이 나타났음(그림 2-78). 380cm를 기준으로 코어 하부에서는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평균 -23.8‰이었던 반면 코어 상부에서는 탄소 안정동위원소비의 평균이 -22.4‰

로, 이는 코어 하부에서는 육상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컸던 반면 코어 상부로 갈수록 해양 기원 유기물

의 영향이 커졌음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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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비 분석 결과

황해 퇴적물 내 기원 파악을 위해 황해 표층 퇴적물 내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한 바 있

으며(Yoon et al., 2016),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가 유기물 기원 파악에 도움을 줄 수 있음을 확인함. 

하지만 국내 강에서 배출되는 end-member에 대해 보고된 연구 결과가 없어 그 결과 해석의 한계가 있었

으며, 이에 본 연구에서는 황해 표층 퇴적물 내 기원 파악을 위해 강 하구역에서 연안으로 배출되는 방

사성 탄소 동위원소비를 확인하고자 함. 섬진강과 금강에서 채취된 입자성 유기탄소, 용존성 유기탄소 

분석을 진행하였고, 그 결과를 표 2-11에 나타냈음. 그 결과 유기탄소의 경우 금강에서 섬진강보다 더 

오래된 입자성 및 용존성 유기탄소가 배출되는 것이 확인되었고, 반면 무기탄소는 섬진강에서 더 오래

된 탄소가 배출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구분 Δ14CPOC(‰) Δ14CDOC(‰) Δ14CDIC(‰)

Sumjin River -103.59 -59.44 -159.14

Geum River -135.56 -158.68 -54.2

표 2-11. 섬진강 금강 하구 방사성 탄소 동위원소비 결과 

㉯ 지질생체지표를 이용한 유기물 분포 및 기원 추적

- 장족형 탄화수소(n-alkane)

지질생체지표는 특정 기원에서 유래하는 분자 수준의 마커로, 각 지질생체지표는 기원과 이들이 살

았던 당시 환경에 따라 서로 다른 분자구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유기물 기원 파악 연구와 환경 복원

연구에 활발히 활용되고 있음. 

n-alkane은 자연적으로 육상식물, 수생식물, 식물 플랑크톤에서 유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석

유나 석유 근원암에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Brassell and Eglinton, 1980). n-alkane이 

육상 고등식물에서 유래할 경우 홀수의 긴 사슬(n-C27, n-C29, n-C31)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으며, 식물플랑크톤이나 박테리아와 같은 해양 기원에서 주로 유래한 n-alkane은 홀수의 짧은 

사슬(C15-C19)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Meyer and Ishiwatari, 1993).

n-alkane을 이용한 인덱스는 ACL, Pmar-aq, CPI, NAR 등이 있음. 각 인덱스들이 나타내는 바는 다음

과 같음. ACL은 위에서 설명한 n-alkane의 평균 사슬 길이를 나타냄. 값이 27보다 클수록 육상 고등식

물 기원의 유기물이 우세함을 나타냄. Pmar-aq는 육상식물과 중간 길이의 n-alkane을 가지고 있는 수생

식물을 구분 가능하며, 0.1-0.3의 낮은 값은 육상식물 기원의 우세를, 0.4-0.6의 중간 값은 망그로브와 

같은 수생식물(emergent macrophyte)을, 0.6 이상은 해조류와 같은 non-emergent macrophyte를 나타냄.

본 연구지역의 표층 퇴적물에서는 그림 2-79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UCM(unresolved complex 

mixture)이 나타났으며, 해양 퇴적물 내에서 UCM은 주로 석유기원 탄화수소에 의해 기원하는 것으로 알

려져 있음(e.g. Gough and Rowland, 1990). 석유기원 탄화수소는 CPI index와 NAR index로도 판별 가능

한데, 육상 고등식물의 에피큐티클 왁스에서 기원한 탄화수소의 경우 CPI가 4 이상으로, 석유기원 탄화

수소의 경우 CPI가 1이하로 나타남(e.g. Kim et al., 2017). NAR의 경우 0에 가깝거나 그 이하는 석유

기원을, 1에 가깝거나 그 이상은 육상 혹은 수생식물 기원을 의미함.

o EEZ07-7 코어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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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79. EEZ07-7 코어 퇴적물의 n-alkane 인덱스(ACL, CPI, TAR, Pmar-aq, NAR)

코어 퇴적물 내 n-alkane 인덱스 값을 코어 깊이 200~300cm 기준으로 상ㆍ하부로 나누어 살펴보면 

하부에서 평균 사슬 길이(ACL)는 29.29로 육상 고등식물의 값을 보이며, CPI 값은 평균 6.03, TAR의 평

균은 44.75, Pmar-aq 평균 0.20의 값으로 육상식물 기원 영향이 우세, NAR은 0.64으로 상대적으로 식생

기원의 유기물 기원임을 나타냄. 코어 상부에서는 평균 사슬 길이(ACL)는 29.14로 육상 고등식물의 값

을 보였으나, CPI 값은 평균 3.76, TAR의 평균은 23.45 Pmar-aq는 평균 0.30의 값으로 수생식물 기원 

영향이 증가하였고, NAR은 0.47으로 상대적으로 식생기원의 유기물 기원임을 나타냄. 전반적으로 

n-alkane의 기원은 코어 하부에서 육상 기원 영향이 우세하였고, 코어 상부로 갈수록 해양 기원 영향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임(그림 2-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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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EEZ04-18 코어 퇴적물

그림 2-80. EEZ04-18 코어 퇴적물의 n-alkane 인덱스(ACL, CPI, TAR, Pmar-aq, NAR)

코어 퇴적물 내 n-alkane 인덱스 값을 살펴보면 평균 사슬 길이(ACL)는 29.07로 육상 고등식물의 값

을 보이며, CPI 값은 평균 4.06, TAR의 평균은 10.58, Pmar-aq는 평균 0.34의 값으로 육상식물 기원 시

그널 우세, NAR은 0.49로 상대적으로 식생기원의 유기물 기원임을 나타냄. 깊이별로 인덱스의 변화는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코어 퇴적물 내 n-alkane의 기원이 대부분 육상 기원임을 나타냄(그림 2-80).

o EEZ04-10 코어 퇴적물

그림 2-81. EEZ04-10 코어 퇴적물의 n-alkane 인덱스(ACL, CPI, TAR, Pmar-aq, NAR)

코어 퇴적물 내 n-alkane 인덱스 값을 살펴보면 380cm 이하에서 평균 사슬 길이(ACL)는 29.59로 육

상 고등식물의 값을 보이며, CPI 값은 평균 4.85, TAR의 평균은 25.69로 역시 육상 기원 영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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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mar-aq는 평균 0.22의 값으로 육상식물 기원이 우세, NAR은 0.59로 상대적으로 식생기원의 유기물 기

원을 나타냄. 380cm 보다 상부에서는 평균 사슬 길이(ACL)는 29.33으로 마찬가지로 육상 고등식물의 값

을 보였으나, CPI 값은 평균 4.00, TAR의 평균은 13.23, Pmar-aq는 평균 0.31의 값으로 380cm 하부보다 

해양 기원 영향이 증가함을 알 수 있고, NAR은 0.52로 상대적으로 식생기원 유기물 기원임을 나타냄. 

코어 퇴적물 내 n-alkane의 기원은 코어 380cm 하부에서 육상 기원 영향을 보이나 코어 상부로 갈수록 

해양 기원 영향이 증가함을 보임(그림 2-81).

- 알케논(Alkenone)

탄소수가 37개 알케논(C37)은 이중 결합이 2개(C37:2), 3개(C37:3), 4개(C37:4)로 구성됨.

그림 2-82. EEZ04-10 코어 

퇴적물의 알케논 수온 복원결과

EEZ10-7, EEZ04-18 코어에서는 알케논이 검출되지 않거나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검출되었고(그림 

3-83, 그림 3-84), EEZ04-10 코어에서만 모든 깊이에서 알케논이 검출되었음(그림 2-82). 이들 이중 결

합수의 상대적인 분포는 수온에 의해 달라지며, UK'37과 같은 이들의 조성비를 활용한 수온 복원 연구

가 Prahl and Wakeham(1987), Müller(1998) 등에 의해 활발히 진행됨. Conte(2006) 등은 전지구적으로 

해양 표층 퇴적물을 이용하여 UK'37을 활용한 표층 수온 계산식을 제시하였으며, 검출된 알케논을 이용

한 수온 복원 계산 결과, 코어 최하부의 수온이 23.1℃로 가장 낮게 나타났고, 코어 상부로 갈수록 전

반적으로 증가하는 경향을 보였으나 180~225cm 구간에서 급격한 온도 변화가 있었음을 확인할 수 있음. 

이후 수온이 안정되어 평균 24℃의 수온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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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3. EEZ07-7 코어 퇴적물 내 알케논 

크로마토그램

그림 2-84. EEZ04-18 코어 퇴적물 내 알케논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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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85. EEZ04-10 코어 퇴적물 내 알케논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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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2018년 3차년도 연구 결과

①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 코어 퇴적물 확보

황해·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의 제4기 후기 퇴적 역사 및 고해양환경 변화 연구를 위해 제주 니

질대(Southwestern Jeju Island Mud deposit)의 수심 약 70m 해역에서 길이 65m에 달하는 시추 코어

(ECSDP-102)가 채취·분석되었음(그림 2-86).

그림 2-86. ECSDP 코어 위치

㉯ 퇴적물 내 총 유기탄소 함량, 탄소 동위원소비 분석

- 유기물분석

o 총 유기탄소 함량(TOC)/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 분석

* TOC 및 δ13C 분석을 위한 시료는 동결 건조 후 분쇄하여 균질화 시킨 퇴적물을 1M의 염산

(HCl)으로 산처리 해 무기탄소를 제거 후 분석

* 일정량의 시료를 tin capsule에 담아 EA-IRMS(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ry, 'vario PYRO CUBE-isotope irms, elemntar, UK')를 이용하여 분석함

*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아래식과 같이 델타(δ) 표기법으로 표현

* δ13C = { R(sample) / R(standard) - 1 } × 1000(‰), R = 13C/12C

- 퇴적물 내 지질생체지표 분석

o 퇴적물 내 지질추출

* 동결 건조 후 분쇄된 퇴적물 시료 10-20g을 가속용매추출기(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ASE)에 넣고 디클로로메탄/메탄올(DCM/MeOH) 9:1 혼합 용매를 이용하여 지질 시료 추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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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추출된 시료는 Al2O3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polar(Hexane), Ketone(Hexane:DCM, 1:1), Polar(DCM:MeOH, 1:1)으로 분취

o 지방족탄화수소(n-alkane) 분석

* n-alkane 정제를 위해 Ag-ion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liphatic(Hexane), Aromatic(Aectone) 두 부분으로 분취

* 분리된 fraction 중 Aliphatic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김

*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 ACL(Average Chain Length) = Σ(Ci×i)/ΣCi(Ci=odd C25-33 conc., i=odd 25-33)

* CPI(Carbon Preference Index) = 1/2×[(ΣoddC25-33/ΣevenC24-32)+(ΣoddC25-33/Σ

evenC26-34)]

o 알케논(alkenone) 분석

* 분리된 fraction 중 Ketone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김

*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 UK'37= UK'37=C37:2/(C37:2+C37:3)

* UK'37 SST = 29.876×UK'37-1.334(Conte et al., 2006) 

② 코어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 퇴적물 코어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평균 -24.8(±0.7)‰의 범위를 나타냄. 육상 기

원 유기물의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는 평균 -27‰로 해양 자생기원 유기물은 평균 -23‰정도로 알려져 있

음. 코어 전반에 걸쳐 육상 기원 유기물과 자생기원 유기물이 혼재되어 있는 경향을 보였음. 하지만 회

색 음영으로 표시 된 특정 구간에서 탄소 안정동위원소비가 무거워지는 경향이 나타났으며, 이 시기에 

식물플랑크톤에서 유래한 알케논의 농도가 함께 증가해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늘어났음을 뒷받침 

하고 있음. 한편, 알케논 농도가 검출 한계치 미만으로 나타나는 구간의 존재는 이 시기의 퇴적환경이 

알케논을 생성하는 식물플랑크톤이 살기 어려운 환경이었을 수 있다는 가능성을 제시함. 더불어 1000m, 

2000m 깊이에서의 장족의 탄화수소 농도의 급격한 증가는 이 시기에 육상 고등식물의 두드러진 시기임

을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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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2019 4차년도 연구 결과

① 황해 표층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 표층 퇴적물 시료 확보

- 황해·북동중국해 대륙붕 표층 퇴적물의 유기물 분포 파악과 수온 복원 연구 가능성 파악을 

위해 기존 탐사를 통해 확보한 표층 퇴적물 시료를 활용해 분석하였음.

㉯ 퇴적물 내 지질생체지표 분석

- 퇴적물 내 지질추출

o 동결 건조 후 분쇄된 퇴적물 시료 10-20g을 가속용매추출기(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ASE)에 넣고 디클로로메탄/메탄올(DCM/MeOH) 9:1 혼합 용매를 이용하여 지질 시료 추출

o 추출된 시료는 Al2O3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polar(Hexane), Ketone(Hexane:DCM, 1:1), Polar(DCM:MeOH, 1:1)으로 분취

- 지방족탄화수소(n-alkane) 분석

o n-alkane 정제를 위해 Ag-ion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liphatic(Hexane), Aromatic(Aectone) 두 부분으로 분취

o 분리된 fraction 중 Aliphatic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김

o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 알케논(alkenone) 분석

o 분리된 fraction 중 Ketone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김

o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o UK'37= UK'37=C37:2/(C37:2+C37:3)

o UK'37 SST = 29.876×UK'37-1.334(Conte et al., 2006) 

② 표층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결과

본 연구지역내 표층 퇴적물에서 분석된 지방족 탄화수소 농도 분포도는 그림 3-88과 같이 나타남. 

해양 기원 유기물에서 우세한 단족의 탄화수소 농도는 강 하구와 인근한 남서해 연안과 제주도 주변 해

역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음. 육상 식물에서 나타나는 장족의 탄화수소 농도는 연안역에서 높게 나타났

으며, 황해 니질대 주변에서 높은 농도를 보였음. 알케논을 이용한 온도 복원 결과 표층 수온은 평균 

20.5±3.3 °C로 나타남. 남황해 및 북동 중국해 해역으로 갈수록 수온이 높아지는 분포가 나타났으며, 

황해 중부에서 국내 연안으로 갈수록 높은 수온 분포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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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15-19 (μg HC/g TOC) ∑C25-33 (μg HC/g TOC)

(b)(a)

그림 2-88. 황해 퇴적물 내 지방족 탄화수소 농도 분포도

(a) (b)

Alkenone concentration (ug/gTOC) UK’
37 SST

그림 2-89. 황해 퇴적물 내 (a) 알케논 농도분포도 및 (b) UK’37 SST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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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2020-2021 5차년도 연구 결과

① 코어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 코어 퇴적물 확보 및 분석

지난 수만-수십만 년간 기후 변동과 함께 반복된 해수면 변동은 황해로 유입되는 유기물의 양과 기

원을 변동시켰을 것으로 예상됨. 이에 본 연구과제에서는 심부 시추 코어의 유기 지화학적 분석을 통해 

지난 20만 년간 해수면 변동과 관련하여 퇴적물 내 유기물의 변동기록 복원을 시도함. 본 연구에서는 

북동중국해 대륙붕(수심 80m)에서 채취된 심부 시추 코어 퇴적물(KJS19-JJD1) 코어를 활용함. 심부 시

추 코어에서 0.2∼3.4m 간격으로 분취 된 108개 시료에서 총 유기탄소 함량(TOC), 총 질소 함량(TN), 

C/N 비, 탄소 안정동위원소비(δ13C)를 분석함. 이와 더불어 지질분자 생체지표(biomarker)를 활용한 

고환경 기록 복원(유기물 기원, 고수온 등) 연구의 수행 가능성을 판단하기 위하여 21개 시료에서 탄화

수소(n-alkane), 알케논(alkenone) 그리고 GDGTs(Glycerol dyalkyl glycerol tetraethers)을 시험 분석

하였음.

㉯ 분석방법

- 총 유기탄소, 총 질소 함량 및 탄소 안정동위원소비 분석

o 분취 후 분쇄하여 균질화 시킨 퇴적물 시료는 1M의 염산 용액을 이용해 퇴적물 내 무기탄소를 

제거함. 이 후 초순수를 이용해 중화 시킨 후 동결 건조 함. 건조 된 퇴적물은 30-50mg을 틴 

캡슐에 말아 원소분석기와 연결 된 동위원소 질량 분석기(EA-IRMS, Elemental 

Analyzer-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로 (visION, Elementar, Germany) 분석하였음.

- 지질 생체지표분석

o 퇴적물 내 지질추출

* 동결 건조 후 분쇄된 퇴적물 시료 약 5g을 각 물질의 표준물질과 함께 가속용매추 출기

(Accelerated Solvent Extraction, ASE)에 넣고 디클로로메탄/메탄올(DCM/MeOH) 9:1 혼합 용

매를 이용하여 총 지질 성분 추출

* 추출된 시료를 Al2O3컬럼에 넣은 후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polar(Hexane), Ketone(Hexane:DCM, 1:1), Polar(DCM:MeOH, 1:1)의 세 분획으로 극성에 따라 

분리

o 지방족탄화수소(n-alkane) 분석

* n-alkane 정제를 위해 Ag-ion컬럼을 이용하여 극성이 서로 다른 용매를 차례로 흘려주며 

Aliphatic(Hexane), Aromatic(Aectone) 두 분획으로 분리

* 분리된 분획 중 Aliphatic 부분을 2ml 유리병에 옮겨 농축

   -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 알케논(alkenone)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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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분리된 fraction 중 Ketone 부분을 농축하여 2ml 유리병에 옮김 

   -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GC-FID(7890A,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 GDGTs 분석

   - 분리된 fraction 중 Polar 부분을 농축하여 2ml 유리병에 옮김

   - 한양대학교에서 보유한 LC-MS(6130, Agilent, USA)를 이용하여 분석 및 정량

BIT index=(Ia+IIa+IIIa+IIa’+IIIa’)/(Ia+IIa+IIIa+IIa’+IIIa’+IV)

CBT = -log((Ib+IIb)/(Ia+IIa))

CBT’ = log10[(Ic+IIa’+IIb’+IIc’+IIIa’+IIIb’+IIIc’)/(Ia+IIa+IIIa)]

MBT’ = (Ia+Ib+Ic)/(Ia+Ib+Ic+IIa+IIb+IIc+IIIc)

pH = 7.15+1.59×CBT’

MAT(℃) = 0.81–5.67×CBT+31.0×MBT’

MST(℃) = 20.9+98.1×[Ib]-12×[IIa]-20.5×[IIIa]

MATmrs(℃) = 5.58+17.91×[Ia]-18.77×[IIa]

② 코어 퇴적물 내 유기탄소 및 지질생체지표 분석 결과

본 심부 시추 코어에서 분석된 총 유기탄소 함량(TOC), 총 질소 함량(TN), C/N 비, 탄소 안정동위원

소비(δ13C)는 다음과 같다(그림 2-90). 전체 코어 퇴적물의 평균 TOC, TN 함량은 각각 0.38 ± 0.3% 

와 0.30 ± 0.03%였음. 탄소와 질소 함량은 전체 코어에 걸쳐 유사한 변동성을 나타냈으며, 코어 최상

부 ∼5m 와 60m 부근에서 가장 높은 함량을 보였음. C/N 비는 최소 6.5에서 최대 23.9까지 변동하였으

며, 코어 최상부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선 대체적으로 탄소, 질소 함량이 높을 때 높은 C/N 비가 나타

남. 탄소 동위원소비는 평균 -24.2±1.0‰로 -27.2‰에서 -22.0‰의 범위에서 변동함. 육상 기원 유기

물은 일반적으로 10이상의 높은 C/N 비와 평균 -27‰의 가벼운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반면 수층 자생

기원 유기물은 6이하의 낮은 C/N와 평균 -23‰의 무거운 탄소 안정동위원소비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음(Lamb 등, 2006). C/N 비와 탄소 동위원소비의 변동으로 보아 코어 60m 구간에서 높은 탄소, 질소 

함량을 가진 다량의 육상 기원 유기물이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음. 5∼30m 구간에서는 하부에서 상부로 

해양 기원 유기물의 퇴적이 우세한 환경에서 육상 기원 유기물의 퇴적이 우세한 환경으로 점진적으로 

변화한 것으로 보임. 이후 표층까지 다시 해양 기원 유기물의 영향이 증가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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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0. 심부 시추 코어에서 분석된 유기지화학 인자 분포도

 

시추 코어에서 분석한 n-alkane chromatogram은 다음과 같음. 시추 코어 채취 시 사용되는 윤활유는 

hydrocarbon 분획에 잔류 오일에 의한 오염을 일으킬 수 있음이 보고 된 바 있음(Ratnayake 와 Sampei, 

2018). 본 시추 코어에서도 코어 상부, 중부, 하부(그림 3-91 a-c)에 걸쳐 시험 분석한 21개 시료 모두

에서 시료 오염이 발견되어 n-alkane 분석이 불가함. 그림 2-92는 알케논 분석을 위한 GC-FID 크로마토

그램임. 실험실 표준물질 결과와 동일한 시간에 알케논이 검출되어야 하지만, 시험 분석한 21개 시료 

모두에서 알케논은 미검출 되었음. 한편 시험 분석한 세 종류의 지질 분자 생체지표 중 GDGTs 만이 분

석되었음. 그림 3-93은 GDGTs 분석을 위한 LC-MS 분석 크로마토그램으로, 코어 깊이에 따라 iso-GDGT와 

br-GDGT 분포 경향 차이가 보였으며, 시험 분석한 대부분의 시료에서 검출되었음.

그림 2-91. (a) 코어 상부, (b) 중부, (c) 하부에서 n-alkane 

분석을 위한 GC-FID 분석 크로마토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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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92. (a) 실험실 표준 물질, (b) 코어 상부, (c) 중부, (d) 

하부에서 alkenone 분석을 위한 GC-FID 분석 크로마토그램

그림 2-93. GDGT 분석을 위한 LC-MS분석 크로마토그램. (a) 수층 기원 유기물이 

풍부한 깊이와 (b) 육상 기원 유기물이 풍부한 깊이에서 검출된 GDGTs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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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정립 연구

가. 기존 탄성파 자료 수집 및 재처리

(1) 기존 탄성파 자료 확보

(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탄성파 자료 획득

① 해저지질도 사업을 통해 1979년부터 2003년까지 남해에서 총 13,900km L-km의 기존 탄성파 자

료를 확보하였음. 기존 아날로그 기록지 자료를 SegY 포맷의 디지털 자료로 변환 후 KINGDOM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UTM CM128 좌표 체계로 변환 및 남해지역의 탄성파 자료를 취합함

② 2008년 제주 남부해역에서 획득한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약 1,500 L-km를 확보하여 기존 자료

와 함께 취합하였음

(나) 타 기관 자료 확보 및 DB

① 국립해양조사원 자료 협조 요청을 통해 국가해양기본 조사 사업에서 획득한 남해 전 구역

(2000년 제주도 서부 해역, 2001년 제주도 남부(B) 해역, 2002년 제주도 남부(A) 해역, 2003

년 제주도 인근 해역, 2004년 남해동부 해역, 2005년 남해중부 해역, 2006년 흑산도 인근 해

역)에 대한 SBP 천부 지층 자료를 확보하여 퇴적층 분류 및 분포도 작성에 활용함

(2) 탄성파 자료 품질 개선

단채널 스파커 탄성파 탐사(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의 경우 간단한 처리만으로도 

주시 단면도(zero-offset section)를 쉽게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연안의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에 주로 

이용하고 있음. 하지만 하나의 수진기(receiver) 그룹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자료 취득 방법의 

특성상 복잡한 처리 기법을 적용하기 힘들기 때문에 자료 취득 현장의 외부 환경이나 장비에 기인한 잡

음에 의한 단면도의 왜곡을 해석자가 감수해야 함. 특히 모든 해양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나타나는 해저

면 다중반사나 스파커 음원의 특성상 빈번히 나타나는 버블효과의 경우 자료 해석 시 큰 장애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수행된 간단한 1차원적 자료처리 외에 단채널 스파커 탄

성파 자료에서 큰 장애 요소로 나타나는 버블효과를 최소화하는 필터를 설계하고 기존 자료의 신호 강

화를 위한 재처리를 수행하였음. 재처리는 기존에 일반적으로 수행되던 너울 보정과 대역폭 필터 트레

이스 뮤팅과 이득조정을 기초로 하여 파형 변환과 신호 강화 처리를 포함함(그림 2-96).

그림 2-96 천부 탄성파 자료 재처리 작업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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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품질 검토

① 수집된 단채널 스파커 자료는 8개의 하이드로 폰(hydrophone) 그룹으로 구성된 단채널 탐사 

자료로 2,000joules의 스파커 음원를 이용하여 6.25m로 등간격 발파하며 취득함

② 원시 자료에서 조류나 파도 등의 환경적 요인 외에도 스파커 음원의 특성상 1차적으로 형성된 

음원 파형을 뒤따라오는 버블효과에 의한 잔향이 음원 파형과 결합되어 하나의 반사면이 두 

개의 반사신호로 나타나고 있음. 또한 강한 다중반사에 의해 1차 다중반사 하부의 구조가 불

분명한 것이 확인됨(그림 2-97)

그림 2-97. 원시 자료의 단면도 예시

(나) 1차 자료처리

① 1차 전산처리는 대역폭 필터(100-150-900-1200 Hz)를 이용해 교류 잡음과 백그라운드 잡음을 

최소화하였으며, 초동을 피킹하고 해저면 상부의 직접파와 해수층 신호를 제거 하고 이동 평

균법을 이용해 너울 효과를 보정한 뒤 이득 보정을 수행함(그림 2-98)

그림 2-98. 1차 전산처리가 완료된 단면도 예시

(다) 파형 처리

① 대부분의 해양 탄성파탐사 자료의 경우 점 음원(point source)으로 파형의 특성상 파형이 시

작되는 지점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모임. 이러한 원리를 이용하여 해양 탄성파 자료의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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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축하기 위한 디컨볼루션(deconvolution)으로 최소 위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minimum-phase 

spiking deconvolution)을 많이 사용함. 하지만 실제 취득된 자료의 경우 최소 위상이 아니기 

때문에 디컨볼루션을 이용한 파형 압축 효과를 얻기 쉽지 않음

② 본 연구에서는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음원 파형의 최소 위상 매치 필터(match filter)

를 설계하고 탄성파 신호를 최소 위상 신호로 변경하는 필터를 설계하였음(그림 2-99). 그림 

3-100은 매치 필터를 이용하여 파형 처리를 수행한 뒤 최소 위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을 수행

하여 파형을 압축한 단면도로 파형 처리 후 버블효과가 최소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99. 추출한 음원 파형, 매치 필터, 필터링 결과 파형의 예시

그림 2-100. 파형 처리를 수행한 단면도 예시

(라) 다중반사 제거 및 신호 강화 처리

① SRME 기법을 적용하여 왕복주시 0.28s부터 강하게 나타나는 다중 반사파를 제거함(그림 

2-101). SRME 기법은 해수층을 통과한 반사 자료를 외삽해 해수면과 관계된 모든 다중 반사

파를 모델링한 뒤 원시 자료에서 빼주어 다중 반사파를 감쇄시키는 방법임(Verschuur et 

al., 1992). 다중 반사파 제거 후 F-X 디컨볼루션과 스펙트럼 백색화 필터를 이용한 신호 강

화 처리 후 최종 단면을 제작하였음(그림 2-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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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1. SRME를 이용하여 해저면 다중 반사파를 제거한 단면도 예시

그림 2-102. 신호 강화 처리가 완료된 최종 단면도 예시

(마) 디컨볼루션 처리

① 단채널 스파커 탄성파탐사 자료는 각 지점의 지층 반사신호가 단일 수진기 그룹에 기록되기 

때문에 음원의 미 발파나 수진기 오류로 인한 기록 손실 또는 탐사 현장의 환경 잡음이나 장비 

고유 잡음이 자료의 품질에 큰 영향을 끼침

② 특히 음원 고유 특성으로 나타나는 버블효과에 의한 단주기 다중 반사파나 해저면에 반사되어 

오는 장주기 다중 반사파가 지층의 반사신호와 중첩 기록되기 때문에 주시 단면도 해석 시 각

별한 주의가 필요함

③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해 사용되는 대부분의 해양 탄성파 자료처리 기법들은 다중 채널 

탄성파 자료로만 취득할 수 있는 공심점 자료를 활용하기 때문에 단일채널 탄성파 자료에는 

큰 효과가 없음

④ 단채널 탄성파 자료에서 파형을 압축하거나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는 기법으로는 디컨볼루션이 

가장 적합하다고 알려져 있으나 음원 파형을 모르는 상태에서 사용되는 최소 위상 디컨볼루션

은 대부분 좋은 결과를 얻기 힘들다고 알려져 있음

⑤ 단채널 스파커 탄성파 자료에 적절하게 적용 가능한 디컨볼루션 방법의 조합을 찾기 위해 입

력변수를 달리하여 중첩 적용해보고 각각의 결과를 비교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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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기본 자료처리는 그림 8-8에 나타냈으며 그림에서 제시한 각각의 결과는 그림 2-103에 도시함

그림 2-103. 디컨볼루션 기법 비교 전산처리 흐름도

㉮ 디컨볼루션 기법은 크게 파형 교정 전과 후로 나눠서 적용하였으며, 각각의 단계에서 파형 압

축을 위한 스파이킹 디컨볼루션과 다중 반사파 제거를 위한 예측 디컨볼루션을 각각 적용해보

고 최종적으로 두 가지 디컨볼루션을 함께 적용한 단면을 제작하여 비교함

㉯ 이득조정이 완료된 단면에는 1차 반사파가 다른 지층 신호에 비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음. 이러한 현상은 플라즈마 방식의 음원에서 나타나는 2차 버블이 1차 반사파와 중

첩되면서 지층 반사신호가 원래 신호보다 길게 나타나는 현상임. 또한 왕복주시 270ms 부근에

서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가 뚜렷하게 나타남

㉰ 우선 파형 교정을 수행하지 않은 상태에서 각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과 예측 디컨볼루션을 적

용하였음. 스파이킹 디컨볼루션 수행 후 전체적으로 파형이 압축된 것을 확인할 수 있지만 음

원 파형이 교정되지 않았기 때문에 디컨볼루션 후에도 버블에 의한 2차 반사파가 남아 지층 

반사면이 두 개의 층으로 나타나는 것이 확인됨. 예측 디컨볼루션의 경우 입력 자료와 비교했

을 때 파형의 변화는 없지만, 해저면 다중 반사파가 상대적으로 잘 제거된 것이 확인됨

㉱ 파형 교정을 수행한 자료에 스파이킹 디컨볼루션(그림 2-104D)을 적용한 경우 파형이 잘 압축

되어 버블에 의한 2차 반사파가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예측 디컨볼루션만을 적용한 

경우 그림 2-104C와 마찬가지로 파형에 영향을 주지 않은 상태에서 다중 반사파가 잘 제거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그림 2-104E)

㉲ 그림 2-104F는 파형 교정을 수행하지 않은 자료에 스파이킹 디컨볼루션과 예측 디컨볼루션을 

동시에 적용한 결과로 최초 입력 자료에 비해 파형이 압축되고 다중 반사파가 제거되어 전체

적인 품질은 좋아졌지만, 여전히 해저면 직하부에서 2차 버블이 만들어내는 가상의 지층 반사

신호가 나타나 해석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음 

㉳ 그림 2-104G는 파형 교정 후 스파이킹 디컨볼루션과 예측 디컨볼루션을 적용한 결과로 최초 

입력 자료와 비교했을 때 파형이 압축되어 해상도가 향상되었으며 다중 반사파가 잘 제거된 

것이 확인됨 

㉴ 파형 압축을 위한 스파이킹 디컨볼루션은 파형 교정이 수행되지 않을 경우 일부 파형이 압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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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더라도 2차 버블이 남아 지층 반사면을 해석할 때 주의가 요구됨. 하지만 예측 디컨볼루션

의 경우 파형 교정 단계가 적용되지 않더라도 적절한 파라미터를 적용한다면 해저면 다중 반

사파 제거에 효과적이라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 탄성파 자료는 지층의 고유 반사도와 음원 파형의 컨볼루션(convolution)으로 구성되기 때문

에 파형 교정을 위한 전산처리를 수행하여 음원 파형의 효과를 제거하거나 원하는 위상 파형

으로 변형시켜주면 원하는 위상의 광대역 자료를 얻을 수 있음. 하지만 음원 파형을 예측하는 

단계가 까다롭고 부정확한 음원 파형이 이용될 경우 오히려 원 자료를 왜곡시키기 때문에 많

은 시간이 소요됨

㉶ 결과적으로 파형 교정이 불가능하더라도 단채널 스파커 탄성파 자료의 경우 복합적인 디컨볼

루션을 수행하면 단면 품질이 향상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104. 디컨볼루션 비교에 이용된 입력 자료와 단계별 지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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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연안육역 시추 코어 분석

삼각주는 강으로부터 공급된 퇴적물이 연안 가장자리에 도달하면서 바다 방향으로 퇴적체가 전진하

는 형태를 보이는 환경으로, 퇴적층의 보존이 잘 되어 있어 층서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기 용이한 퇴적

환경임. 따라서 우리나라에서 삼각주 퇴적환경이 관찰되는 낙동강 연안 지역에서 심부 시추 코어를 획

득하였음. 획득한 심부 시추 코어 분석을 통해 퇴적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제4기 퇴적층의 층서 특성을 

파악하고자 함.

(1) 시추 코어 분석 방법

남해 동부 연안육역 지역에서 시추기를 이용하여 총 5개 정점(16ND-C01, 16ND-C02, 16ND-C03, 

16ND-C04, 16ND-C05)에서 심부 시추 코어를 획득하였음. 이 시추 퇴적물 중 16ND-C01, 16ND-C02, 

16ND-C04, 16ND-C05를 대상으로 퇴적상, 입도 분석, 함수율, 대자율, 연대측정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

한 16ND-C02, 16ND-C05에 대해서는 물리적 성질 및 음파 전달속도(종파)를 측정하였음. 또한 퇴적물의 

지화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16ND-C02를 대상으로 XRF(X-Ray Fluorescence) 분석을 실시하였음. 일

반적으로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은 공극률, 함수율, 습윤 전밀도, 입자밀도, 전단응력 등임. 특히 

전단응력의 경우는 포화된 니질 퇴적물에 대하여 주로 적용되기 때문에 이번의 경우 제한된 구간에 대

해 일부만 측정하였음. 속도의 경우에도 코어의 상태 등을 최대한 고려하여 교란되지 않은 양질의 구간

에 대하여만 측정하였음. 따라서 전반적인 물성 및 속도 측정 깊이가 상호 일정하지 않음.

(가) 퇴적상 분석

① 육안 및 X-Ray 사진 관찰을 통하여 기재된 퇴적구조와 퇴적물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퇴적상

을 분류하였음(Anderton, 1985; Miall, 1990). 생물교란 작용에 의하여 물리적 퇴적구조가 파

괴된 경우, 퇴적물 내에 식별 가능한 물리적 퇴적구조를 토대로 분류하였음. 생교란이 심하여 

1차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생교란 퇴적상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전체 시추 시료의 길이 

및 폭을 고려하여 수 mm의 퇴적구조의 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수 cm 이상에서 구분하였음

(나) 입도 분석

① 시추 코어 시료에서 10~30cm 간격으로 채취된 퇴적물의 입도 분석은 채질 분석(sieve method)

과 피펫 방법(pipetting method)을 이용하였음

② 채취된 표층 퇴적물 시료는 실험실로 운반하여 500ml 비이커에 부분 채취한 뒤 증류수로 3~4

회 가량 따라 붓기를 통해 염분을 제거하였음. 이후 10%의 과산화수소와 10%의 염산을 사용하

여 유기물과 탄산염을 완전히 제거하고(Carver, 1971), 약품처리 과정에서 남아있는 염분을 

제거하기 위해 다시 증류수로 5회 따라 붓기 과정을 실행하였음

③ 전처리를 완료한 퇴적물 시료는 습식 체질을 통해 4Ø 이상의 사질 시료와 4Ø 미만의 니질 

시료로 분리하였음. 사질 시료는 오븐에서 건조한 뒤 로탭 진탕기(Ro-tap sieve shaker)를 이

용하여 10분간 체질하여 0.5Ø 간격으로 분리한 뒤 무게를 측정하였고, 니질 시료는 피펫 방

법에 의하여 1.0Ø 간격으로 무게를 구하였음

④ 이 과정에서는 입자의 응집 현상(flocculation)을 방지하기 위해 1,000ml의 메스 실린더에 1g

의 확산제(calgon, sodium hecametaphosphate)를 용해시켜 첨가하였음. 입도 조직 상수(평균, 

분급도, 왜도)들은 정확한 비교분석을 위하여 10Ø 미만의 함량을 제외한 나머지 시료를 100%



- 136 -

로 가정하고 모멘트 법에 따라 계산하였음

⑤ 퇴적물의 조직 변수값은 Folk(1968)가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여 평균 입도(Mz; Mean size), 분

급도(δI; sorting), 왜도(Sk; skewness) 및 첨도(KG; Kurtosis)를 계산하였음(표 8-7)

⑥ 자갈, 모래, 실트, 점토 등의 함량 변화와 그에 따른 퇴적물의 유형 결정은 Folk(1968)의 분

류법을 적용하였음(표 2-12)

(다) 함수율 측정

① 시추 코어 퇴적물의 함수율은 무게를 측정한 6ml 바이알(vial)에 시료를 채취하여 무게를 측

정한 후, 동결 건조를 통해 수분을 제거하여 다시 무게를 측정하여 동결 건조 전 무게와 동결 

건조 후 무게의 비율로 함수율을 측정함. 시추 코어 퇴적물의 함수율은 20cm 간격으로 하였음

(라) 대자율 측정

① 시추 코어 퇴적물의 수직적인 대자율(Magnetic Susceptibility, MS) 변화를 측정하기 위해 대

자율 측정기(Bartington magnetic susceptibility meter)를 이용하여 대자율을 측정함

② 대자율 측정값은 온도의 영향을 받기 때문에 실온에서 1시간 이상 보관하여 시추 코어 퇴적물

의 온도를 실온과 동일하게 한 후, 5cm 간격으로 대자율을 측정하였음

(마) 물성 및 속도 분석

① 물성측정을 위해 시료의 부피는 헬륨가스를 이용하는 자동 방식의 밀도측정기(Model: 

PENTAPYC 5200e, Quantachrome Instrument)(그림 2-105)를 이용하였음. 물성 산출식은 

weight-volume method(Boyce, 1976)을 기본으로 하였고 염분보정을 위해 35‰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이용하였음. 전단응력 측정은 자동전단응력 측정장치(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음(그림 2-105)

입도  

 

분급도 δI

 


 

왜도   

  
 

  

첨도 KG 

 

표 2-12. Folk(1968)’s equations for textural paramet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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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5. 밀도 측정기(좌) 및 자동전단응력 측정기(우)

② 퇴적물 시료의 음파 전달속도는 기본적으로 Birch(1960)가 개발한 신호 투과법(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새로이 개발한 자동 음파  전달속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음(Kim et al., 2014). 측정 원리는 펄스 발생기에서 발생된 펄스

를 채널 1에는 표준 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를 이용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임(그림 2-106). 측정 시 부시료의 크기는 2.5cm 내외로 일

정하게 하였고 측정 시 중심 주파수는 600kHz로 고정하였음. 트랜스듀스는 고주파의 압전 변환

기(PZT-4 transducer)를 사용하였음. 해양 퇴적물의 특성상 시료의 포화상태를 유지하기 위하

여 속도 측정시 트랜스듀스와의 접촉 매질로는 속도에 큰 영향을 주지 않는 증류수를 사용하였

음. 속도 측정 시에는 속도에 민감한 실내온도를 일정하게(약 20℃) 유지하도록 하여 온도 차

이에 의한 측정오차를 최소화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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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6. 속도 측정 시스템을 이용한 퇴적물 속도 측정의 예. 채널 1의 표준 신호와 채널 

2의 시료를 통과한 신호의 차이를 이용하여 속도를 계산하는 방식임

(2) 퇴적상, 입도 및 대자율 측정 결과

남해 동부 연안육역 심부 시추 코어 16ND-C01, 16ND-C02, 16ND-C04, 16ND-C05를 대상으로 퇴적상 분

석을 실시하였음. 시료의 길이는 각각 약 61m, 70m, 50m, 33m 깊이까지 시료를 획득하였음. 시료는 가

장 하부에 풍화토 및 풍화암을 확인한 이후 종료함. 상부 구간은 매립층으로 별도의 퇴적상 분석 등은 

실시하지 않음. 퇴적상 분석과 함께 입도 분석, 대자율 분석을 실시함.

(가) 사질 역(sandy gravel)

① 코어의 최하부에 존재하는 사질 역 퇴적상은 각 코어들 최하부 구간에서 나타남. 주 구성 퇴적

물은 조립의 자갈이며 입자 사이사이에 모래 퇴적물이 일부만 존재하는 입자 지지 형태

(grain-supported) 임(그림 2-107). 역은 다양한 크기를 보이며 원마도와 구형도가 좋음. 산출

되는 구간은 51.3~61.0m(16ND-C01), 48.9~70.0m(16ND-C02), 44.1~48.0m (16ND-C04), 

32.0~32.8m(16ND-C05)로 풍화암 상부에 인접하여 관찰됨

② 사질 역 퇴적상은 특징으로 보아 하천 환경의 잔류 퇴적물 퇴적상으로 해석됨. 상부의 사질 퇴

적상과의 조합을 통해 해수면의 변동과 관련하여 상승에 따른 퇴적환경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

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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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7. 낙동강 심부 시추 코어 16ND-C02 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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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불연속적인 엽층리 니(discontinuous laminated mud) 

① 일부 세립질의 모래가 협재하는 퇴적상으로 불연속적인 엽층리가 발달한 니 퇴적층임(그림 

3-108). 퇴적물의 색은 dark gray로 세립질의 모래는 층리 또는 렌즈 상으로 니질 퇴적물 내 

협재하고 있음. 전반적으로 모래의 함량은 작고 세립질 실트에 해당함

② 생교란은 일부 관찰되며 패각은 보이지 않음. 조약하게 층화된 사 퇴적상과 반복되어 나타남. 

퇴적층의 구간은 16ND-C02의 경우 43.3~43.5m, 44.25~44.5m, 45.5~46.4m, 46.9~47.6m, 

48.55~48.85m에서 관찰됨

③ 약간 경사진 형태의 층리면과 불연속적인 엽층리의 니 퇴적물이 우세하지만 부분적으로 세립

질 모래의 층리가 관찰되며, 평행한 엽리를 보이는 엽층리 니 퇴적상의 퇴적상 조합은 곡류 

하도에서 수로의 이동에 의해 만들어지는 포인트 바(point bar)와 범람원(floodplain)에 의해 

형성된 퇴적상으로 해석 가능함.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토양화가 진행된 퇴적층과 풍부한 목탄 

및 토탄, 생교란 등은 유기된 수로에 의한 범람원에서의 퇴적작용으로 해석될 수 있음

④ 평균 입도는 6~7 phi로 세립 실트에 해당함. 분급도는 양호하고 대부분 머드로 구성되어 있

음. 모래의 함량은 5% 미만으로 나타남. 퇴적물의 대자율 평균값의 분포는 2~17 SI unit로 사

질 퇴적층에 비해 비교적 낮은 값은 나타냄. 부분적으로 100 SI 이상의 높은 값을 보이는 구

간이 관찰되기도 함

(다) 조약하게 층화된 사(crudely stratified sand) 

① 16ND-C02 코어의 43.9~44.2m, 44.8~45.5m, 46.4~46.9m, 47.6~47.8m 구간에서 관찰되고, 세립

질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비교적 균질한 사질 퇴적층임. 니질 퇴적물이 일부 층리 혹은 렌

즈 상으로 사질 내 협재되어 있음. 패각이나 생교란은 관찰되지 않음

② 불연속적인 엽층리 니 퇴적상과 교대로 반복되어 나타남. 이는 층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조

약하게 층화된 사 퇴적상이 불연속적인 엽층리 니 퇴적상과 주기적인 이벤트에 의해 형성되는 

퇴적상으로 판단할 수 있음

③ 평균 입도는 4.0~5.0 phi 내외로 실트 퇴적물을 다량 포함하고 있음. 분급은 불량하고 모래의 

함량은 약 70%이고, 니 퇴적물의 대부분은 실트로 구성됨. 대자율은 대체적으로 1~12 SI unit

의 범위를 나타내며 변동 폭이 크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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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8. 16ND-C01 코어의 퇴적물 조성, 평균 입도, 분급도 및 대자율

(라) 엽층리 실트질 니(thin laminated silty mud) 

① 대표적인 퇴적구조는 엽층리가 관찰되며 렌즈 상의 모래층과 패각들이 산재된 니 퇴적상 임

(그림 2-109). 모래의 함량은 30% 이하로 약간의 상향 조립화(coarsening-upward) 하는 경향

이 관찰됨. 평균 입도는 모래의 함량 변화와 유사한 경향성이 관찰되며 세립질 실트에 해당함

② 세립질의 모래질 층리는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많이 관찰되는 특징이 있고, 패각 편의 크기

는 다양하게 분포하고 드물게 층리를 이루기도 함. 협재된 모래층은 특별한 퇴적구조가 관찰

되지 않는 괴상의 형태임

③ 평균 입도는 6 phi 내외로 중조립질 실트로 구성되어 있고 분급도는 불량함. 대부분의 퇴적물

이 실트로 구성되어 있고 점토의 함량은 5% 내외로 관찰됨. 모래의 함량은 일부 모래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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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협재된 구간에서 20% 정도의 함량을 보이지만, 대체적으로 5% 미만의 함량을 나타냄. 대자

율은 18~74 SI unit로 높은 값을 보이며, 38.5m까지는 낮아지다가 이후 다시 높은 값은 나타냄

(마)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① 본 퇴적상은 층리의 발달이 미약하며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머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음. 코

어의 13.5~25.5m 구간에서 관찰됨. 니 퇴적물의 색은 dark gray를 보이고 드물게 작은 패각들

과 생교란이 관찰되며, 해당 구간은 15.3~27.5m(16ND-C01), 13.5~25.5m(16ND-C02), 

9.2~22.3m(16ND-C04), 15.2~18.1m(16ND-C05)에서 잘 나타남

②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6.5~8.3 phi로 중~극세립 실트로 나타남. 머드의 함량이 95% 이상으로 

매우 세립한 퇴적물로 구성됨. 모드 분포상 7 phi에서 피크 값을 보이는 단모드로 나타남. 대

자율의 분포는 8~53 SI unit로 하부의 엽층리 실트질 니 퇴적상과 유사한 값을 보이지만, 일

부 구간에서는 상대적으로 낮은 15~20 SI unit 값이 나타나기도 함

그림 2-109. 16ND-C04 코어의 퇴적물 조성, 평균 입도, 

분급도 및 대자율

(바) 생교란된 사질 니(bioturbated sandy mud) 

① 본 퇴적상은 사질과 니질 퇴적물이 조약하게 호층을 이루는 일차 퇴적구조가 관찰되지만 전반

적으로 생교란의 영향을 많이 받았으며, 하부 균질한 니 퇴적상에 비해 모래의 함량은 높으며 

상향 조립화(coarsening-upward) 하는 경향을 보임 

② 부분적으로 파형 층리(wavy bedding)나 불연속적인 엽층리 등이 관찰됨. 퇴적상 전체에 패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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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산재하여 있고 관 형태의 생교란이 잘 나타남. 산출되는 구간은 16ND-C01에서 5.5~15.3m, 

16ND-C04에서 5.1~9.2m, 16ND-C05에서 5.2~15.2m에서 관찰됨

③ 퇴적상은 20~60%의 모래와 30~80%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음. 점토는 20% 미만으로 니질 

퇴적물 중에서 실트가 우세하며 부분적으로 모래가 우세한 구간이 관찰됨. 평균 입도는 

2.5~6.8 phi를 보이며 분급은 0.5~2.7 phi의 분포를 보임. 대자율은 약 15~80 SI의 분포를 보

이는데 대체적으로 상부일수록 점차 값이 증가하는 추세이며 구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그림 2-110. 16ND-C05 코어의 퇴적물 조성, 평균 입도, 분급도 및 대자율

(사) 사층리 사(cross-bedded sand)

① 코어의 최상부 구간에 해당하고, 퇴적물의 색은 yellowish gray를 보임. 약간의 층화된 구간

도 관찰되지만, 전반적으로 사층리의 퇴적구조가 잘 나타남. 드물게 니질 퇴적물이 협재되어 

있기도 함. 간척을 위해 매립한 토양의 하부에 위치하는 퇴적상임

② 입도 함량은 역이 약 7~14%, 모래가 약 12~79%, 실트가 약 15~51%, 점토가 약 4~21%로 구성되

어 있으며, 구간별로 입도 함량의 분포가 큰 차이를 보임. 평균 입도는 2.0~5.7 phi를 보이며 

분급은 1.0~3.9 phi를 보여 매우 불량한 분급을 보임

③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1~2 phi로 중립 사에 해당함. 98% 이상 모래로 구성되어 있고 니 퇴적

물의 함량은 1% 미만으로 미미함

④ 대자율은 약 10~60 SI의 분포를 보이는데 대체적으로 상부일수록 점차 값이 감소하는 추세이

며 구간에 따라 편차가 크게 나타남. 100 SI 이상의 높은 대자율을 보이는 구간이 관찰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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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별로 편차가 크게 나타남

(3) 퇴적물 지화학 분석 결과

① 16ND-C02 시추 코어 퇴적물의 심도별 원소 조성의 변화를 파악하고자 각 시료에 대하여 XRF 

원소분석을 실시하여 Al, Si, P, S, Cl, K, Ca, Ti, V, Cr, Mn, Fe, Rh, Zn, Br, Rb, Sr, Y, 

Zr, Mo, Pb, Bi, U, Ag, Sn, Te, I, Ba 등 총 28개의 원소에 대한 측정값을 구하였음

② 육성기원을 반영하는 Al, Si, K, Ti와 Fe 값은 약 42m를 기준으로 뚜렷하게 변화함. 42m 이하

의 하부 층에서는 낮은 값을 보이는 동시에 변화의 폭이 작지만, 42m 이상의 상부 층에서는 

해당 값들이 뚜렷하게 높은 값을 보이고 변화의 폭이 매우 크게 관찰됨(그림 2-111)

그림 2-111. 낙동강 심부 시추 코어 16ND-C02 지화학 분석

③ 육성·해성 환경변화와 퇴적물 성분의 변화를 지시하는 프록시인 Ca/Fe, Sr/Ca, Zr/Rb, 

Ti/Rb, Fe/Ti를 도시함

④ 16ND-C02 코어에 대한 XRF 원소분석 결과, 전반적으로 Zr/Rb, Ti/Rb 값은 평균 입도와 양의 

상관관계를 보였으며 Ca/Fe 값은 역 퇴적상이 나타나는 구간과 패각이 함유된 구간에서 높은 

값을 나타냄(그림 2-112)

⑤ 패각을 함유한 퇴적층 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Ca 값을 나타냄. 따라서 Ca/Fe, Sr/Ca, 

Fe/Ti, Zr/Rb, Ti/Rb는 해성층·육성층의 구분과 해양-우세를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됨. 하지

만 사질 함량이 높은 퇴적층의 경우 높은 공극률과 평평한 표면을 형성할 수 없어 측정 오류

가 발생할 수 있음

⑥ 이러한 지화학 원소비는 퇴적환경과 비교 시 육상환경에서 해양환경으로의 변화를 인지하는데 

유용한 것으로 판단됨. 반면, 모래-우세 퇴적층에서는 구분이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음

(4) 물성 및 속도 분석 결과

① 이번 시추 코어의 경우 해양 퇴적물과는 달리 육지 지역에서 시추한 코어이기 때문에 기본적

으로 완전한 포화상태가 아닌 게 해양 퇴적물과는 약간의 차이가 있음. 시추 코어 퇴적물은 

시추 후에 발생하는 코어의 변형 및 건조 등을 최대한 줄이기 위해서 시추 후 가능한 빠른 시

간 내에 물성을 측정하였고, 부득이한 경우에는 시료의 건조 및 교란이 최소화될 수 있도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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냉장 저장한 후 측정하였음. 이번 물성 자료 계산 시에는 시료가 완전 포화되었다는 가정 하

에 각각의 물성 값을 계산하였음 

② 4개 정점(16ND-C01, 16ND-C02, 16ND-C04, 16ND-C05)에 대한 시추 코어의 물성 분석 자료는 그

래프로 제시함(그림 2-113, 2-114, 2-115, 2-116). 각 그래프에서는 입도 및 퇴적단위도 동시

에 표시하여 입도 및 퇴적단위에 대한 물성 특성을 비교하였음. 16ND-C01의 경우 Unit I에서 

가장 높은 속도 값(1738m/s)과 높은 밀도 값(2.27g/cm3)을 보이는 반면 낮은 공극율을 보임. 

16ND-02의 경우 전반적으로 밀도 값이 1.22~2.48g/cm3이며 공극율은 12.19~74.92%의 범위로 

차이가 크고 속도의 경우는 1526~1603m/s로 공극율에 비해 범위가 좁은데 이는 속도의 경우 

시료의 교란이나 조립질의 경우 측정이 불가능하기 때문임. 전단응력의 경우 니질이 우세한 

곳에서는 15~25kPa 내외로 높은 전단응력 값을 보여주는 것이 특징적임. 16ND-C04도 Unit I에

서 높은 밀도(>2.5g/cm3)와 속도(~1750m/s)를 보이는데 이는 조립질 퇴적물의 영향임. 공극률

도 이러한 조립질 퇴적물의 영향을 받아 퇴적단위별로 다른 값을 보임. 이 정점의 경우 사질

이 우세하여 전단응력은 제한된 깊이(10~23m)에서만 측정되었고 그 값은 20~40kPa 범위임. 

16ND-05는 밀도 값은 1.52~2.04g/cm3으로 해양 퇴적물에 비해 비교적 높은 값을 보여주며 공

극율도 28.1~68.7%의 범위임. 속도의 경우 1576~1626m/s의 범위임. 전단응력의 경우 니질이 

우세한 퇴적물의 경우 1.5kPa의 낮은 값에서 4kPa 정도의 값을 보여주지만 실트질이 우세하고 

다짐작용을 어느 정도 받은 구간에서는 비교적 높은 18kPa 부근의 값을 보임

그림 2-112. 16ND-C01 시추 코어의 입도 및 물성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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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3. 16ND-C02 시추 코어의 입도 및 물성 단면도

그림 2-114. 16ND-C04 시추 코어의 입도 및 물성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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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5. 16ND-C05 시추 코어의 입도 및 물성 단면도

③ 4개 정점의 시추 코어 물성 특성을 요약하면 입도 특성을 잘 반영하면서 퇴적단위 및 퇴적상 

변화와도 잘 대비되는 특징을 보임. 전반적으로 Unit I에 해당되는 퇴적물의 경우 속도, 밀도 

및 전단응력 값이 높은 반면 공극률은 낮은 값을 보임. 이런 현상은 상부층인 Unit IV로 갈수

록 점진적인 변화를 보여주고 있지만, 깊이에 따른 다짐작용이나 고화작용과 같은 속성작용의 

영향보다는 입도가 물성 값에 더 큰 영향을 받고 있는 것으로 보임. 이러한 물성 특성은 미고

결된 퇴적물에서 나타나는 가장 일반적인 현상과 잘 대비됨. 이번 물성 분석 결과 낙동강 육

역 지역의 물성 값을 퇴적단위 및 퇴적상 별로 제시할 수 있는데 의미가 있는 것으로 사료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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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시추 코어 퇴적상 분석 

(1) 퇴적상 분석 방법

(가) 남해 제4기 층서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진도-제주 사이의 대륙붕에서 획득한 진동 시추 코어

(H-C05, H-C07, H-C11, H-C18, H-C26)와 기존 남해 대륙붕 코어들(ECSDP-102, SSDP-102, 

SSDP-104)에 대해 상세한 퇴적상 분석을 실시하였음

(나) 육안 및 X-Ray 사진 관찰을 통하여 기재된 퇴적구조와 퇴적물 입도 분석 결과를 토대로 퇴적

상을 분류하였음(Anderton, 1985; Miall, 1990). 생물교란 작용에 의하여 물리적 퇴적구조가 

파괴된 경우, 퇴적물 내에 식별 가능한 물리적 퇴적구조를 토대로 분류하였음. 생교란이 심하

여 1차 구조가 확인되지 않는 경우 생교란 퇴적상으로 분류하였음. 또한, 전체 시추 시료의 

길이 및 폭을 고려하여 수 mm의 퇴적구조의 변화를 구분하지 않고 수 cm 이상에서 구분하였음

(다) 또한 퇴적상과의 대비를 위해 입도 분석, 대자율, 함수율 분석을 실시하였음. 이들 프록시 자

료들은 퇴적층의 구분과 퇴적환경을 해석하는데 보조적으로 활용하였음

(라) 퇴적층의 층서 및 퇴적시기 파악을 위해 연대측정을 실시하였고, 퇴적상과 대비하여 당시의 

퇴적환경을 유추하고 층서의 선후 관계를 파악하는데 활용하였음. 상세한 연대분석자료에 대

한 결과는 별도로 구분하여 작성함

(2) 진도-제주 해역 진동 시추 코어 퇴적상 분석

진도-제주 해역에서 획득한 진동 시추 코어는 총 31점으로 이중 시료의 회수율이 높고 퇴적상의 변

화가 뚜렷한 코어 5점을 선정하여 퇴적상 분석을 실시하였음. 또한 퇴적상과의 대비를 위해 입도 분석, 

대자율, 함수율 분석을 실시하였음. 퇴적상 분석 결과, 진도-제주 해역 시추 코어의 퇴적상은 풍화된 

역질 사(weathered gravelly sand, GSw), 층화된 역질 사(crudely stratified sand, Scs), 불연속 엽층

리 실트질 사(discontinuous laminated silty sand, ZSdl), 불연속 엽층리 실트질 니(discontinuous 

laminated silty mud, ZMdl), 교호하는 사질 니(alternated sandy mud, SMa), 평행 엽층리 사질 니

(parallel laminated silty mud, ZMp), 교란된 니질 사(disturbed muddy sand, MSd), 조약하게 층화된 

사질 패각(crudely stratified sandy shell, SShcs), 무구조의 패각 니질 사(massive shelly sand, 

ShSm),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Mh) 퇴적상까지 총 10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됨. 분류된 퇴적상들은 

산화 또는 환원성 환경에 따라 기질의 색이 다르게 관찰되고, 각 퇴적상에 대한 기술은 육상에서 해양

으로의 순으로 정리하였음.

(가) 풍화된 역질 사(weathered gravelly sand)

① 풍화된 역질 퇴적상은 H-C05, 07, 11에서 관찰되고, moderate brown에서 pale greenish 

yellow의 색을 보임. 약간의 각진 자갈과 불규칙적인 층리가 관찰됨(그림 2-117)

② 입도 분석 결과, 모래의 함량이 50~70%, 머드의 함량은 15~27%로 나타남. 모래 함량은 하부로 

가면서 증가하고, 머드와 자갈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경향을 보임. 평균 입도는 약 

0.8~2.0 phi로 중립 사 내외로 나타남. 분급도는 약간 불량하며, 퇴적층의 두께는 40~140cm로 

다양한 두께로 보임

③ 함수율은 12~21%이고, 대자율은 5∼100 SI unit로 확인됨. 코어 전반적으로 주요한 대자율의 

변화는 관찰되지 않지만, H-C11 코어의 2m에서 급격한 증가가 확인됨

④ 조립의 모래와 각진 역 퇴적물이 관찰되는 점과 불량한 분급도 및 대자율 값의 급격한 증가가 

관찰되는 부분들은 해당 퇴적상이 대기 노출하에서 형성된 것을 지시함. 이는 퇴적물의 기원

지에서 그리 멀지 않았다는 사실을 나타냄. 따라서 해수면이 낮은 당시의 대기에 노출되어 잦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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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풍화와 토양화 작용(pedoturbation)을 받는 내륙 지역으로 판단됨

그림 2-116. 진동 시추 코어 H-C05의 주상도 및 함수율, 입도 자료

(나) 조약하게 층화된 사(crudely stratified sand)

① H-C05와 H-C07에서 관찰되고 중조립 사의 모래와 어두운 색의 차이에 따라 밴드 형태(banding 

form)의 구조가 관찰됨. 이는 퇴적 당시 유기물의 집적도의 차이에 기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됨. 퇴적물의 색은 light brown 또는 brownish black으로 전반적으로 어두운 계열임(그림 

3-118)

② 불규칙적인 어두운 색의 밴딩 구조는 하천 환경(fluvial environment)에서 일시적으로 발생하

는 토양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③ H-C07의 2.6~4.1m에서 관찰되는 상향 세립화(fining-upward)하는 3개의 연속 퇴적층들은 조립

에서 세립한 석영 모래(fine quartz sand)로 구성됨. 전반적으로 조약하게 층화된 형태이며, 

일부 균질한 부분도 존재함. 이는 시추 코어의 획득 중 발생하는 일부 퇴적물들의 재배열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④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0.03~1.86 phi로 중조립 사(medium to coarse sand)에 해당하며, 중간 

정도(moderate sorted)의 분급도를 나타냄. 패각이나 생교란의 흔적은 관찰되지 않음

⑤ 해당 퇴적상은 약간의 층화된 구조를 나타내고 분급도가 중간 정도라는 점을 볼 때, 지속적인 

흐름에 의한 퇴적작용이 발생한 것으로 볼 수 있음. 또한 유기물의 집적이 원활히 진행되었

고, 패각이나 생교란(bioturbation)이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기원지에서 비교적 가까운 

퇴적환경으로 판단 되어짐. 하천 퇴적환경에서 곡류 사주(point bar)의 상부에 해당하는 퇴적

상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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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2-117. 진동 시추 코어 H-C05의 주상도 및 함수율, 입도 자료

(다) 불연속적인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discontinuous laminated silty sand)

① H-C07 코어에서 확인되는 본 퇴적상은 약 180cm의 두께를 보이고, 상향 세립하는 여러 개의 

퇴적상으로 구성됨. 주로 구성되어 있는 퇴적물은 모래이지만, 머드의 함량인 상부로 갈수록 

증가함. 퇴적물의 분급도는 불량하고 3.23~4.7 phi의 평균 입도를 나타냄. 일부 구간에서 식

물의 파편(rootlet)이 산화되어 관찰되기도 함. 평행하지 않거나 약간 파동형태의 엽리가 관

찰됨

② 함수율은 19~22%이고, 대자율 값은 9~16 SI unit로 관찰됨. 상부로 갈수록 대자율의 값은 일

반적으로 증가하지만 큰 값의 변화는 확인되지 않음

③ 해당 퇴적상은 모래와 머드가 관찰되는 점과 상향 세립하는 특징, 산화된 유기물(oxidized 

organic matter)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기원지에서 멀지 않은 하천 퇴적환경으로 판단됨. 

그중에서도 모래와 얇은 층들이 잘 관찰되는 점을 통해 자연제방(natural levee)에서 범람원

(floodplain)으로 전이되어가면서 형성되는 퇴적상으로 해석됨

(라) 불연속적인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니(discontinuous laminated silty mud)

① H-C11 코어의 상부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상향 세립하고, 얇은 실트층이 협재되어 나타나

는 것이 특징임. 퇴적물의 색은 하부로 가면서 moderate yellow green에서 pale yellowish 

orange로 나타남

② 하부로 갈수록 약간의 산화된 환경에서 영향을 받은 것임. 추가적으로 얼룩덜룩한 실트질 머

드가 산화된 식물 파편 등과 함께 퇴적상의 하부에서 관찰됨. 해양성 환경을 지시하는 패각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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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교란은 전혀 관찰되지 않음

③ 함수율은 24~34%의 범위를 보이고 대자율은 12~16 사이의 낮은 값을 보임. 함수율과 대자율의 

값의 큰 변화는 관찰되지 않음

④ 주변 퇴적층과 비교할 때 하부에 뚜렷한 경계면을 가지고 있고, 풍화된 역질 사 퇴적상 상부

에 놓여 있음. 퇴적 당시의 환경은 주로 니 퇴적물(fine-grained sediment)이 집적되는 범람

원으로 판단되며, 상부로 가면서 색이 녹색을 보이는 것은 현생의 머드에 의해 덮이면서 환원

성 환경하에 놓였기 때문으로 판단됨

그림 2-118. 진동 시추 코어 H-C05의 주상도 및 함수율, 입도 자료

(마) 교호하는 사질 니(alternated sandy mud)

① H-C05 코어에서 관찰되는 교호하는 사질 니 퇴적상은 조립한 층과 세립한 층이 반복적으로 교

호하면서 나타나는 형태임. 각각의 사질과 니질의 퇴적층들은 비침식면이고 비교적 니질 층이 

많은 분포를 보임. 두껍고 얇은 사질과 니질 퇴적층들이 반복되어 나타나는 것을 볼 때, 퇴적 

당시 조수의 영향을 받았다는 것을 지시함. 따라서 층들의 두께 차이는 조수의 세기와 관련한 

것으로 볼 수 있음

② 패각은 관찰되지 않으나, 생교란은 일부 구간에서 관찰됨. 생교란이 관찰되는 것으로 볼 때 

퇴적물의 집적률이 비교적 낮았음을 생각해볼 수 있음

③ 특징적으로 일부 구간에서 -1~-2 phi의 크기를 나타내는 자갈 퇴적물 층이 관찰되기도 함. 이

는 조수환경(tidal influenced environment)과 연결된 하천 수로(fluvial channel)에서 공급

된 퇴적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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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평행 엽층리 사질 니(parallel laminated silty mud)

① 대부분의 퇴적물은 얇은 실트 엽층리를 보이는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었음. 실트 엽층리는 점

토질 실트로 구성되어 있고 층리의 두께는 1~2mm로 매우 얇음. 실트와 점토의 경계는 뚜렷하

지만 비침식면으로 판단됨. 세립의 퇴적물이 대부분인 점을 고려할 때 낮은 에너지의 환경으

로 판단됨. 부분적으로 세립 사로 구성된 퇴적물이 협재되어 있기도 함. H-C07 코어의 최하부

에서 1m 이상의 두께로 나타남

② 특징적으로 퇴적상의 상부에서 퇴적구조는 동일하지만 기질의 색이 적갈색으로 조성된 층이 

나타나는데, 이는 대기 중(aerial condition)으로 노출되면서 상부 구간이 산화된 것으로 판

단됨

③ 해당 퇴적상의 함수율은 8∼24%의 범위로 나타나고, 상부에서 낮은 함수율의 범위를 보임. 이

는 대기 중 노출에 의해 상대적으로 함수율이 낮게 나타나는 것을 고려해볼 수 있음. 대자율

은 상부의 산화된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나타내므로, 산화 또는 토양화에 의한 자성

광물의 생장으로 판단됨

④ 전반적으로 니 퇴적물로 구성된 부분과 실트로 구성된 얇은 층이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특징들

은 조수가 작용하는 환경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음. 특히, 함수율이 전제적으로 낮고 부분적으

로 산화된 유기물이 존재하는 것은 주변의 환경이 육상과 인접한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조수

가 가끔 작용하면서 육상과 인접한 염습지나 상부 조간대로 해석됨

(사) 교란된 니질 사(disturbed muddy sand)

① H-C18 코어의 최하부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약간 상

향 세립화하는 경향이 나타남. 전체적으로 패각이 산재하여 있고, 생교란도 잘 관찰됨. 분급

은 불량하고 부분적으로 자갈로 구성된 조립한 퇴적물이 존재함. 침식되어 있고 침식된 곳을 

니질 퇴적물이 충진한 듯한 구조(scour and fill)도 확인됨

② 평균 입도는 3.6~4.3 phi이고 니질 퇴적물의 함량은 50% 임. 비록 초기의 구조가 뚜렷하게 관

찰되지는 않지만, 부분적으로 층화된 형태가 확인되기는 함

③ 함수율은 20~23%의 범위로 큰 변화가 나타나지 않고 대자율은 4~10 SI unit로 나타남

④ 상부의 패각질 퇴적상과 분명한 경계를 보이며, 이는 침식 경계로 판단됨. 상기와 같은 특징

들을 종합해볼 때, 해당 퇴적상은 혼합질 조간대에서 형성되는 퇴적상으로 해석됨. 부분적으

로 관찰되는 침식 구조를 충진한 퇴적구조는 간헐적으로 발생하는 폭풍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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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19. 진동 시추 코어 H-C05의 주상도 및 함수율, 입도 자료

(아) 조약하게 층화된 사질 패각(crudely stratified sandy shell)

① 중조립 사의 퇴적물과 매우 풍부한 패각이 관찰됨. 전반적으로 무구조의 형태이나, 일부에서 

층화의 흔적이 발견됨. 이는 시추 코어의 회수 동안에 진동 등에 의해 발생하는 퇴적물의 재

배열에 따라 층화의 흔적이 지원진(fainted) 것으로 판단됨. 해당 퇴적상은 H-C11과 H-18 코

어에서 관찰되며, 약 1~3m의 두꺼운 두께로 나타남

② 패각의 종류는 H-C11의 경우, 굴(oyster)과 같은 패각으로 구성되어 있음. H-C18의 패각은 대

부분 해양성 종류로 구성됨. 이러한 패각의 차이는 H-C18의 수심이 H-C11보다 깊기 때문에, 

좀 더 해양성 환경에 속하는 것으로 판단됨

③ 층서학적 관점에서 하부의 퇴적층들과 분명한 경계를 보이는 해당 퇴적상은 하부의 퇴적층을 

침식하며 퇴적된 층으로 판단됨. 그리고 상부의 퇴적층과도 분명한 경계를 보이지만 이는 침

식이 아닌 장기간의 퇴적이 이뤄지지 않은 것으로 보임

④ 해당 퇴적상의 퇴적환경은 해수면의 상승과 함께 퇴적된 천해환경에서 관찰되는 모래 사퇴 등

으로 해석됨

(자) 무구조의 패각 니질 사(massive shelly sand)

① H-C05, 07, 11, 18 코어의 상부에서 관찰되는 패각 니질 사 퇴적상은 해양성의 패각들이 풍부

하게 관찰됨. 일부 조립한 자갈(pebble)과 머드 패치(mud patch)가 확인됨. 자갈과 같은 조립

한 퇴적물들은 과거 해수면이 낮을 당시 퇴적물이 잔류(relic sediment)한 형태로 판단됨. 퇴

적층의 두께는 약 10∼100cm이고 일차적인 퇴적구조는 관찰되지 않음

② 과거 다른 퇴적환경에서 존재한 퇴적물들이 해수면의 상승 속도를 따라가지 못하고 현재의 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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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에 그대로 퇴적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현재의 퇴적환경인 대륙붕(shelf) 환경에서 관찰되

는 잔류 퇴적상으로 해석됨

(차)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① 실트와 점토로 구성된 머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시추 코어 중 가장 하부에서 획득한 시

료임. 수심 156m에서 획득한 코어로 외대륙붕(outer shelf)의 세립한 퇴적물로 구성됨. 니 퇴

적물의 색은 dark gray를 보이고 드물게 작은 패각들과 생교란이 관찰됨

② 퇴적물의 평균 입도는 7~8 phi로 극세립 실트로 나타남. 머드의 함량이 95% 이상으로 매우 세

립한 퇴적물로 구성됨. 모드 분포(mode distribution)를 보면 7 phi에서 피크 값(peak)을 보

이는 단모드(uni-modal)로 나타남

③ 대륙붕 지역에서 세립한 퇴적물의 퇴적은 주로 고농도의 플루이드 머드(fluid mud)가 저층

(sub-surface)을 따라 낮은 속도로 재동하여 퇴적되는 것으로 판단됨. 따라서 외대륙붕 퇴적

환경에서 관찰되는 매우 세립한 니 퇴적상으로 해석됨

(3) 제주 남서부 해역 심부 시추 코어 퇴적상 결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제주 남서부 해역에서 획득한 시추 코어 1점(65.2m)에 대하여 퇴적상, 입도 

분석 및 연대측정을 실시하였음. 코어 퇴적상 분석 결과,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laminated silty 

sand), 경사진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cross-laminated muddy sand), 교호층을 보이는 사질 니

(alternated sandy mud), 평행한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parallel laminated muddy sand), 경사진 층리

를 보이는 사질 니(cross-laminated sandy mud),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laminated sandy silt),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사(alternated muddy sand),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lenticular bedded 

sandy mud), 균질한 니(homogeneous mud)까지 총 9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됨. 분류된 퇴적상들은 산화 또

는 환원성 환경에 따라 기질의 색이 다르게 관찰됨. 각 퇴적상에 대한 상세기술은 상부에서 하부의 순

으로 정리하였음(표 2-13).

(가)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① 코어의 최상부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대부분 점토(Clay) 크기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분급이 매우 좋음. 소량의 패각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기는 최대 1mm를 넘지 않을 정도

로 매우 작은 파편으로 관찰됨

② 특징적인 퇴적구조는 관찰되지 않으며 균질한 니 퇴적상임. 퇴적상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띄

며, 퇴적상 위치는 0.0~1.5m 구간에서 나타남. 점토와 같은 세립의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

는 것을 보아 세립질 퇴적물의 응집 현상에 따른 급격한 퇴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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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0. 진동 시추 코어 H-C05의 주상도 및 함수율, 입도 자료

(나)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lenticular bedded sandy mud)

① 코어의 1.5~7.8m 구간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주로 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렌즈 상의 

사질 퇴적물이 협재되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임. 패각이 우세하게 분포하진 않지만, 소량의 패

각들이 니 퇴적물 내 관찰됨

② 주요 퇴적구조는 불연속적인 렌즈형 층리(Discontinuous lenticular laminae)가 관찰되며, 소

량의 생교란 흔적이 보임. 상부의 균질한 니 퇴적상과 점이적인 관계를 보이며, 하부의 교호

층을 보이는 니질 사 퇴적상과는 뚜렷한 침식 경계에 의해 구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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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es Lithofacies Description Occurence Interpretation

A
Homogeneous

mud

Structureless mud consisting of

relatively well-sorted; clay-size

particles; a small amount of shell

fragments up to ~1 mm in size;

oxidized

0.0~1.5 m
Fine-grained sediment

rapid sedimentation

B

Lenticular

bedded sandy

mud

Discontinuous lenticular bedded

sandy mud; a small amount of shell

fragments; minor bioturbations;

sharp and erosional contact underlain

by Facies C

1.5~7.8 m

Dominantly

fine-grained sediment

fall-out

C
Alternated

muddy sand

Sand-mud couplets with banding

structures; cyclic sand-mud

alternations; inter-laminated sand;

abundant shell fragments; undulated

sand-mud boundary

7.8~11.0 m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water

D
Laminated

sandy silt

Medium to fine silt with slightly

sandy cross-bedded; partly massive

gravelly sand

11.0~14.6 m

Migration of small

ripples; bi-directional

tidal current

E
Cross-laminate

d sandy mud

Often rhythmically laminated; wavy

and planar lamination; slightly

deformed laminae

14.6~25.5 m

Dominantly

fine-grained

deposition;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F

Parallel

laminated

muddy sand

Planar lamination; slightly inclined

laminae; rare development of mud

drape; abundant shell fragments

25.5~41.0 m

Migration of small

ripples; bi-directional

tidal current

G
Alternated

sandy mud

Sand-mud couplets with

inter-laminations; partly inclined

laminae; wavy to planar laminae;

rarely rhythmic lamina thickness

41.0~43.5 m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water

H
Cross-laminate

d muddy sand

Planar to wavy laminations; inclined

laminations with sand-mud couplets;

concentrated shell fragments in sand

bed;

43.5~54.0 m

Migration of small

ripples; bi-directional

tidal current;

intensive storm

deposition

I
Laminated silty

sand

Slightly cross-bedded; poorly sorted;

stiff and humic acid coated medium

to fine sand and gravels; mainly

devoid of sedimentary structures;

shells and shell fragments

54.0~65.0 m

Weakly pedogenic

process after

depositions

표 2-13. ECSDP-102 코어의 상세 퇴적상 분류표

③ 평균 입도는 7.5 phi 내외로 극세립 실트의 범위이고, 2 phi 내외의 약간 불량한 분급도를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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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고 있음. 니 퇴적물이 우세한 점과 렌즈 상의 구조가 관찰되는 특징으로 보아 염하구 내 조상

대와 같은 만조선의 경계에 위치한 퇴적환경 하에서 형성된 퇴적상으로 판단됨

(다)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사(alternated muddy sand)

①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사 퇴적상은 ECSDP-102 코어의 대표적인 퇴적상임. 주로 수 cm의 중

립·세립 모래와 박층의 니 퇴적물로 구성되며, 육안상 모래층의 분급이 불량하고 다량의 패

각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 퇴적구조는 교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밴드 형태의 띠 구조가 특징

적임.

②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모래와 니의 교호층이 관찰되며 모래층의 상부 경계가 물결 모양을 띄고 

있음. 코어의 7.8~11.0m 구간에서 관찰됨. 입도 분석 결과, 평균 입도는 5.0~6.5 phi로 중립 

실트에 해당되고, 분급도는 2.5 phi 내외로 관찰됨

③ 상부의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 퇴적상과 뚜렷한 경계를 가지며, 조수(Tidal current) 

방향의 전환에 의한 모래의 퇴적과 정조기(Slack water) 동안의 니 퇴적물의 침전이 주 퇴적 

기작으로 판단됨

(라) 엽층리를 보이는 사질 실트(laminated sandy silt)

① 코어의 11.0~14.6m 구간에서 관찰되며, 모래 퇴적층 내 보다 세립한 퇴적물이 엽층리의 형태

로 박층을 이루는 것이 특징임. 약한 파형(Wavy) 또는 렌즈 상(Lenticular) 층리의 구조를 보

이기도 함. 또한 부분적으로 모래층 일부 지점에서 역(Gravel)이 포함되어 관찰됨 

② 입도 분석 결과, 평균 입도는 5.5~6.6 phi로 중립 또는 세립 실트 범위에 해당되고, 분급도는 

2.2 phi 내외로 불량한 편임. 왜도는 양의 왜도를 보이며 약 0.3~0.6의 범위로 나타나므로, 

퇴적물의 분포가 비교적 고르게 분포하여 있음 

③ 실트 퇴적물 내 상대적으로 조립한 모래 퇴적물이 얇은 엽층리로 관찰되는 점과 약간의 파형

(Wavy) 층리를 보이는 것으로 보아 조수의 영향이 존재하는 퇴적환경으로 판단됨. 중립 또는 

세립 실트 범위의 입도를 보이므로 주로 연흔의 이동에 의한 퇴적으로 생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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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1. ECSDP-102 코어의 대표 퇴적상 사진

(마) 경사진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cross-laminated sandy mud)

① 본 퇴적상은 주로 수 cm 미만의 모래와 두꺼운 니 퇴적물로 구성되며, 모래층의 분급은 육안

상 양호한 편임. 주요 퇴적구조는 리드미컬한 두께 변화를 보이는 조석 리듬층과 파형의 엽층

리 또는 평행한 엽층리 등이 우세함. 부분적으로 1차 퇴적구조가 파괴되어 관찰되기도 함. 시

추 코어의 14.6~25.5m 구간에서 확인할 수 있음

② 평균 입도는 7.0~9.5 phi로 극세립 실트, 점토의 범위에 해당되고, 분급도는 0.8∼2.3 phi로 

불량한 분급도를 나타냄. 왜도의 경우 일부 구간에서 양의 왜도를 나타내기도 하지만, 대체적

으로 음의 왜도를 보임 

③ 점토와 같은 매우 세립한 퇴적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단모드의 형태를 보이는 특징들로 보아 

비교적 약한 유수의 환경에서 하나의 퇴적 기작이 퇴적작용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생각됨. 또

한 점토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는 것은 염하구와 같은 퇴적환경에서 퇴적물의 응집 및 뭉

침 현상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됨 



- 159 -

(바) 평행한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parallel laminated muddy sand)

① 코어의 25.5~41.0m 구간에서 관찰되는 이 퇴적상은 세립의 모래가 주 퇴적물이고, 박층의 니 

퇴적물이 협재되는 특징을 보임. 다른 퇴적상과 마찬가지로 퇴적상 내 패각의 산재되어 있으

며, 해양성 패각들로 구성되어 있음

② 입도 분석 결과, 평균 입도는 2.8~5.2 phi의 범위로 세립 사, 극세립 사, 조립 및 중립 실트

의 범위에 해당됨. 대부분 평균 입도 세립 사의 퇴적물들로 구성되어 있음. 분급도는 1.6~3.0 

phi로 불량한 분급도를 나타내지만, 모래가 우세한 구간에서는 양호한 분급을 보이기도 함

③ 평행한 엽층리가 우세하고 조립한 입도 특성으로 보아 비교적 강한 유수가 작용한 것으로 판

단되며, 세립 사와 실트질 퇴적층이 약간의 교호성을 보이므로 염하구 내 조하대와 같은 조석

의 흐름이 강한 환경에서 형성된 퇴적상으로 판단됨

(사) 교호하는 사질 니(alternated sandy mud)

① ECSDP-102 코어 전반에 걸쳐 우세하게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41.0~43.5m 구간에서 매우 뚜렷

하게 나타남. 평균 입도는 2.4~6.4 phi로서 세립 사와 세립 실트에 해당하며, 복모드의 형태

로 나타남. 분급도는 조립할수록 양호해지며, 1.6~2.8 phi 범위를 보임. 각각의 사질과 니질 

층들은 비침식면으로 관찰되며, 비교적 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음

② 퇴적구조는 모래와 니 퇴적층이 번갈아 교호하는 층리이며, 이들 층이 두께 변화를 보이는 조

석 리듬층(Tidal rhythmic lamination)이 뚜렷하게 인지되며, 부분적으로 경사진 니질의 엽층

리(Inclined heterolithic lamination)가 관찰됨

③ 따라서 모래와 니 퇴적물의 교호하는 특징과 층의 두께가 리드미컬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

아, 주요 퇴적 기작은 조간대(Tidalflats) 환경에서 조수(Tidal current) 방향의 전환에 의한 

모래의 퇴적과 정조기(Slack water) 동안의 니 퇴적물의 침전으로 생각됨

(아) 경사진 층리를 보이는 니질 사(cross-laminated muddy sand)

① 코어의 43.5~54.0m 구간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주로 모래와 니 퇴적물로 구성되며, 이들 

퇴적물들이 평행한 엽층리와 파형의 층리를 보이면서 나타나는 것이 특징임. 해양성 패각이 

산재되어 나타나며, 일부 구간에서는 괴상의 모래층 사이에 다량의 패각 편이 밀집되어 층을 

이루기도 함. 

② 평균 입도는 3.0~7.1 phi로 극세립 사 또는 세립 실트로 복모드의 형태로 관찰되고, 분급도는 

0.9~2.8 phi의 불량한 분급도에 해당됨. 50.6m 지점에서는 양호한 분급도를 나타내기도 함



- 160 -

그림 2-122. 제주도 남서부 시추 코어 ECSDP-102의 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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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퇴적물의 종류가 복모드를 나타내는 것을 볼 때 2개의 주요 퇴적 기작이 작용하였음을 판단할 

수 있음. 퇴적구조 상 교호하는 특징이 대체적으로 인지되므로 본 퇴적상은 조석이 작용하는 

퇴적환경에서 소규모 연흔의 이동 및 양 방향성의 조수에 의해 형성된 퇴적상으로 판단됨. 하

지만 일부 구간에서 괴상의 모래층이 발견되므로 겨울철 폭풍과 같은 강한 유수의 영향이 존

재하였을 것으로 생각됨

(자) 엽층리를 보이는 실트질 사(laminated silty sand)

① 본 퇴적상은 실트질 사 퇴적물 내에 얇은 엽층리가 발달한 특징을 보임. 소량의 역 및 패각류

를 포함하고 있으며 육안상 분급이 불량함. 주요 퇴적구조는 엽층리가 우세하며 모래로 구성

된 층(layer)의 내부에서는 특징적인 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변색된 층과 조립의 역 또는 패

각들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며, 코어의 가장 하부인 54.0~65.0m에서 관찰됨

② 해당 구간의 입도 분석 결과, 평균 입도는 2.0~4.5 phi로 세립 사, 극세립 사, 조립 실트에 

해당되고, 분급도는 1.1~2.9 phi로서 불량한 분급도에 해당함. 일부 구간에서 조립질의 퇴적

물이 관찰되는 점과 불량한 분급도는 해당 퇴적상이 퇴적 이후에 대기 노출된 것을 지시하며, 

이는 최초 기원지에서 먼 곳(distal)의 퇴적환경에서 퇴적 이후 퇴적물의 기원지와 가까운

(proximal) 퇴적환경으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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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3. ECSDP-102 코어의 퇴적물 조성, 평균 입도, 분급도 및 왜도

(4) 남해 동부 기존 시추 코어 퇴적상 분석 결과

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난 1998년부터 2000년에 수행된 “해저 제4기 지층 및 퇴적환경 연

구”를 통해 한반도 남해안의 대륙붕 지역에서 총 5점의 심부 시추 코어를 채취함

② 본 연구를 위하여 섬진강과 낙동강 남부에서 채취된 SSDP-102, SSDP-104의 시추 코어의 상세 

퇴적상 분석을 수행함

③ 각 시추 코어의 위치 및 시추심도 및 수심에 관한 정보는 다음 아래의 표와 같음(표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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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No.
Location

Hole Length Water Depth
Long. Lat.

SSDP-102 34 57.184’N 128 52.868’E 31.6 m 40 m

SSDP-104 34 21.126’N 128 0.873’E 78.4 m 60 m

표 2-14. ECSDP-102 코어의 상세 퇴적상 분류표

④ 코어 퇴적상 분석 결과, 균질한 니 퇴적상(homogeneous mud), 점이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normal graded muddy sand), 교호층을 보이는 모래질 니 퇴적상(alternated sandy 

mud), 무질서한 역 퇴적상(disorganized gravel) 등 4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됨

Facies Lithofacies Description Occurence Interpretation

A
Homogeneous

mud

Dark greenish gray color;

homogeneous; most of the

sand sized materials are

biogenic; moderately

bioturbated and

faint-laminated; including shell

debris, mollusc shell

0.0~14 m

Fine-grained

sediment rapid

sedimentation

B

Normal

graded

muddy Sand

Massive, poorly sorted, fine to

medium sands(up to 70%);

sharply truncated with lower

boundary; abundant plant

debris and shell fragments

including gastropods

14~15 m

Represent

storm-driven

depositions under

high-energy

conditions

C
Alternated

sandy mud

Heterolithic layers of sand and

mud; including flaser and

lenticular bedding; small-scale

discrete burrows; sand-filled

burrows

15~23 m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water

D
disorganized

gravel

Mostly pebbles in size and

moderate to well-rounded;

clast-supported in the lower

part; granite, gneiss, and tuff

originating from the

surrounding bedrock; locally

oxidized

23~31 m fluvial channel lag

표 2-15. SSDP-102 코어의 상세 퇴적상 분류표

(가) 균질한 니 퇴적상(homogeneous mud)

① 본 퇴적상은 해저면으로부터 14m까지를 포함하며, 층후는 약 14m에 해당함. 전체적으로 균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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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니 퇴적상이 우세함. 내부 구조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수 개의 목편과 패각, 생교란 흔

적이 관찰됨. 하부로 갈수록 부분적으로 엽층리의 구조가 관찰되며, 생교란의 빈도가 높음. 

하부의 점이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보다는 생교란의 빈도는 낮음. 하부 퇴적상과의 

경계는 매우 뚜렷하며 점이층리는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과의 관계는 점이적인 변화를 보임

② 이 퇴적상은 고해수면 시기(high-stand system track)의 대륙붕(shelf)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나) 점이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normal graded muddy sand)

① 본 퇴적상은 14~15m 구간에 매우 얇게 협재되어 있으며, 상부와 하부의 경계가 매우 뚜렷함. 

가장 대표적인 퇴적구조는 상향 세립화 경향의 점이적인 층리를 보이는 모래가 우세한 니질 

모래 퇴적상임. 분급이 매우 불량하고 모래는 주로 세립 사로 구성되어 있음. 퇴적물의 색은 

암녹회색으로 상부의 균질한 니 퇴적상과 유사함. 다량의 패각 편을 포함하고 있으며, 생교란

의 흔적이 흔히 관찰됨. 퇴적상의 특징들로 보아 해침 시기(transgressive system track)의 

대륙붕(shelf)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그림 2-124. 낙동강 남부 시추 코어 SSDP-102의 주상도

(다) 교호층을 보이는 모래질 니 퇴적상(alternated sandy mud)

① 이 퇴적상은 약 15~23m 구간에서 관찰되며, 층후는 약 8m에 해당함

② 전반적으로 무구조의 모래와 니의 교호층이 관찰되며 모래층의 상부 경계가 물결 모양을 띄고 

있음. 간혹 균질한 니의 층(layer)이 수 cm 이상 두껍게 관찰되며 분급이 매우 불량함. 패각

과 함께 패각 편 또는 이토와 섞인 역이 관찰되며, 생교란의 흔적이 흔히 관찰됨. 전체적으로 

갈회색의 색깔을 띄고 있음. 하부에는 이탄질(peat)의 엽리가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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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 퇴적상은 해침 시기(transgressive system track)의 하구(estuary)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라) 무질서한 역 퇴적상(disorganized gravel)

① 무질서한 역 퇴적상은 시추 코어의 최하부에서 약 8m 두께로 관찰되며 장경(longest 

diameter)이 6cm 정도이며 분급이 매우 불량함. 대부분이 자갈들로 지지되어 있으며

(clast-supported), 역들의 원마도가 좋고 구형도가 낮음. 상부에는 주로 니질의 퇴적상이 분

포하며 경계는 매우 뚜렷함. 주로 화강암, 편마암 등 암질의 종류가 다양함. 조립한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상부 니질 퇴적상과의 경계가 뚜렷한 것으로 보아 저해수면 시기(low-stand 

system track)의 하성(fluvial) 기원의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5) 남해 중부 기존 시추 코어 퇴적상 분석 결과

코어 퇴적상 분석 결과, 해저면으로부터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사

(alternated muddy sand), 엽층리를 보이는 니(thin-laminated mud),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모래질 니

(lenticular bedded sandy mud),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모래질 니(inter-laminated sandy mud), 무구

조의 모래(massive sand),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inter-laminated muddy sand), 무질서한 

구조의 모래(disorganized sand) 등 총 8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됨

(가) 균질한 니(homogeneous mud)

① 코어의 최상부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대부분 점토(Clay) 크기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분급이 매우 좋음. 소량의 패각류를 포함하고 있으며 크기는 최대 1mm를 넘지 않을 정도

로 매우 작은 파편으로 관찰됨

② 특징적인 퇴적구조는 관찰되지 않으며 균질한 니 퇴적상임. 퇴적상 전반적으로 황갈색을 띄

며, 퇴적상 위치는 0.0-8.0m 구간에서 나타남. 점토와 같은 세립의 퇴적물이 우세하게 관찰되

는 것을 보아 세립질 퇴적물의 응집 현상에 따른 급격한 퇴적에 의한 것으로 판단됨

(나)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사(alternated muddy sand)

① 교호층을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은 주로 수 cm의 중립·세립 모래와 박층의 니 퇴적물로 구

성되며, 육안상 모래층의 분급이 불량하고 다량의 패각을 포함하고 있음. 주요 퇴적구조는 교

호하는 특징을 보이고, 밴드 형태의 띠 구조가 특징적임. 10m 지점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로 

구분되며 상부일수록 점차 조립한 퇴적물로 구성되며 하부는 생교란의 흔적이 풍부함

② 전반적으로 규칙적인 모래와 니의 교호층이 관찰되며 모래층의 상부 경계가 물결 모양을 띄고 

있음. 코어의 8.0~14.0m 구간에서 관찰됨

③ 상부의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사질 니 퇴적상과 뚜렷한 경계를 가지며, 조수(Tidal current) 

방향의 전환에 의한 모래의 퇴적과 정조기(Slack water) 동안의 니 퇴적물의 침전이 주 퇴적 

기작으로 판단됨

(다) 엽층리를 보이는 니(thin-laminated mud)

① 본 퇴적상은 니 퇴적물 내에 얇은 엽층리가 발달한 특징을 보임. 소량의 역 및 패각류를 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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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으며 육안상 분급이 중간 정도임. 주요 퇴적구조는 엽층리가 우세하며 퇴적층(layer)

의 내부에서는 특징적인 구조가 관찰되지 않음. 변색된 층과 조립의 역 또는 패각들이 부분적

으로 관찰되며, 코어의 가장 하부인 14.0~24.5m에서 관찰됨

② 부분적으로 보이는 밴드 형태의 엽층리는 뜬짐으로 이동되어온 퇴적물이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생교란의 흔적이 적고 일차 퇴적구조가 비교적 잘 관찰된다는 점에서 세립

질 퇴적물이 주로 공급되며 저에너지 환경으로 폭풍이나 파랑의 영향을 받지 않는 깊은 수심

의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라) 렌즈 상 층리를 보이는 모래질 니(lenticular bedded sandy mud)

① 코어의 24.5~41.0m 구간에서 관찰되는 본 퇴적상은 주로 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렌즈 상

의 사질 퇴적물이 협재되어 관찰되는 것이 특징임. 패각이 우세하게 분포하진 않지만, 소량의 

패각들이 니 퇴적물 내 관찰됨

② 주요 퇴적구조는 불연속적인 렌즈형 층리(discontinuous lenticular laminae)가 관찰되며, 소

량의 생교란 흔적이 보임. 상부의 균질한 얇은 엽층리를 보이는 니 퇴적상과 점이적인 관계를 

보이며, 하부의 교호층을 보이는 모래질 니 퇴적상과는 비교적 뚜렷한 경계에 의해 구분되어 

짐. 상부의 얇은 엽층리를 보이는 니 퇴적상보다 얕은 수심으로 폭풍 또는 파랑의 영향을 간

헐적으로 받고 있는 환경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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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25. 섬진강 남부 시추 코어 SSDP-104의 주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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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cies Lithofacies Description Occurence Interpretation

A
Homogeneou

s mud

Structureless mud consisting of

relatively well-sorted; clay-size

particles; a small amount of

shell fragments

0.0~8.0 m

Fine-grained

sediment rapid

sedimentation

B
Alternated

muddy sand

Sand-mud couplets with

banding structures; cyclic

sand-mud alternations;

inter-laminated sand; abundant

shell fragments; undulated

sand-mud boundary

8.0~14.0 m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water

C

Thin

laminated

mud

Homogeneous mud; locally thin

silt lamination; dark gray

color; small shell fragment

14.0~24.5

m

Dominantly

fine-grained

sediment fall-out

D

Lenticular

bedded

muddy sand

Discontinuous lenticular bedded

sandy mud; a small amount of

shell fragments; minor

bioturbations; sharp and

erosional contact

24.5~41.0

m

Migration of small

ripples;

bi-directional tidal

current

E

Inter-laminat

ed sandy

mud

Sand-mud couplets with

inter-laminations; partly

inclined laminae; wavy to

planar laminae; rarely rhythmic

lamina thickness; small shell

fragment

41.0~53.5

m

Dominantly

fine-grained

deposition;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F Massive sand

massive sand; crudely parallel

laminated; graded bedded;

gravel in lower part;

53.5~57.5

m

Sedimentation in

high velocity in

thalweg of tidal

channel

G

Inter-laminat

ed muddy

sand

muddy san; mud drape;

thick-thin layer;

inter-laminated mud; oxidized

in sand fraction; shell fragment

57.5~75.0

m

Alternation of peak

tidal current and

subsequent slack

water

H
Disorganized

sand

moderate brown, medium to

fine sand;

poorly sorted, mainly devoid of

sedimentary structures;

occasionally remnant thin

lamination;

75.0~77.5

m

disturbed after

rapid deposition

표 2-16. SSDP-104 코어의 상세 퇴적상 분류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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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모래질 니(inter-laminated sandy mud)

① 본 퇴적상은 41.0~53.5m 구간에서 나타남. 각각의 사질과 니질 층들은 비침식면으로 관찰되

며, 비교적 니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음

② 퇴적구조는 모래와 니 퇴적층이 번갈아 교호하는 층리이며, 이들 층이 두께 변화를 보이는 조

석 리듬층(tidal rhythmic lamination)이 뚜렷하게 인지되며, 부분적으로 경사진 니질의 엽층

리(inclined heterolithic lamination)가 관찰됨

③ 모래와 니 퇴적물의 교호하는 특징과 층의 두께가 리드미컬하게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주요 

퇴적 기작은 조수(tidal current) 방향의 전환에 의한 모래의 퇴적과 정조기(Slack water) 동

안의 니 퇴적물의 침전으로 해석됨

(바) 무구조의 모래(massive sand)

① 코어의 53.5~57.5m 구간에서 관찰되는 이 퇴적상은 부분적으로 층리 구조가 관찰되며 점이층

리를 보이기도 함. 대부분이 내부 구조가 관찰되지 않는 무구조의 모래 퇴적상으로 이 퇴적상

의 최하부에는 pebble size의 역을 포함하고 있음

② 하부의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 퇴적상과는 점이적으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며 상

부의 퇴적상과는 급격한 변화를 보임

③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모래와 니 퇴적상의 중간에 약 3.5m의 층후를 갖는 이 퇴적상은 조간

대 환경에서 비교적 고에너지의 퇴적작용을 겪는 조수로의 thalweg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사) 교호하는 층리를 보이는 니질 모래(inter-laminated muddy sand)

① 본 퇴적상은 57.5~75.5m 구간에서 나타남. 세립 사와 세립 실트로 구성되며 분급도는 양호함. 

각각의 사질과 니질 층들은 비침식면으로 관찰되며, 비교적 모래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음

② 퇴적구조는 모래와 니 퇴적층이 번갈아 교호하는 층리이며, 교호하는 모래질 니 퇴적상과 유

사함. 모래의 함량이 모래질 니 퇴적상에 비해 우세한 것이 특징이고, 이는 조하대(sub-tidal 

flat)와 같이 조수의 영향이 조간대에 비해 강하게 작용하는 환경으로 해석됨

(아) 무질서한 구조의 모래(disorganized sand)

① 이 퇴적상은 SSDP-104 코어의 최하부인 75.0~77.5m 구간에서 관찰됨. 본 퇴적상은 주로 모래

와 니 퇴적물로 구성되며, 이들 퇴적물들이 평행한 엽층리와 파형의 층리를 보이면서 나타나

는 것이 특징임. 해양성 패각이 산재되어 나타나며, 일부 구간에서는 괴상의 모래층 사이에 

다량의 패각 편이 밀집되어 층을 이루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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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미화석 분석 자료를 이용한 시층서 연구

유기질 미화석은 내구성이 강한 스포로폴레닌(sporopollenin)으로 구성되어 있어서 여러 육상환경 

및 해양환경 조건에서도 잘 보존되기 때문에 생층서학 및 고기후·고환경 복원에 유용하게 사용되고 있

으며, 이들은 육성기원의 화분, 포자, 담수 조류와 해성기원의 와편모 조류들로 이루어져 있음. 제주해

협 내 제주-진도 간에서 획득한 6개의 vibro core(H-C05, H-C07, H-C11, H-C18, H-C26, H-C27) 퇴적물 

시료에서 유기질 미화석 분석을 수행함. 광여기루미네선스(OSL)연대 결과에 의하면, 해저지형 별 퇴적

물은 과거 125,000년 동안 퇴적되었던 것을 알 수 있고, 최대 90,000년 전까지의 퇴적물을 이용하여 유

기질 미화석을 집중적으로 분석함

그림 2-126. 6개 코어의 퇴적상과 OSL 연대측정 결과(Choi, 2019)

(1) 미화석 분석을 위한 실험 방법

① 총 6개의 코어로부터 유기물이 함유된 암회색 실트·점토 같은 세립질로 구성된 퇴적층을 대

상으로 유기질 미화석 분석용 시료, 총 253개(C05: 39, C07: 51, C11: 43, C18: 47, C26: 35, 

C27: 50)를 확보함

② 이들 시료는 1차적으로 전기오븐에 건조시킨 후, 2g을 취하여 exotic lycopodium 1정(tablet, 

27,637개체 함유)을 추가함. 석회질 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염산(30% 농도) 반응처리를 하였

고, 잔류된 규질 물질을 분해 제거하기 위해 40% 농도의 불산 반응처리를 수행함. 두 과정에 

의해 분해되어 남은 유·무기 잔류물은 10㎛ 크기 망사의 메탈 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실

시함

③ 체 위에 남아있는 잔류물은 염화아연 비중액(2.0g/cm3)으로 비중 처리하여 유기 잔류물만 분

리함. 농축된 식물질 유기물 중, 10% 농도의 수산화칼륨액(KOH)을 이용하여 불필요한 섬유질

이나 부식 물질을 제거하여 화분을 농집시켜 추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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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최종 추출물인 유기질 미화석은 현미경 관찰을 위해 박편을 제작하여 Leica 광학 현미경에서 

400배 확대하여 관찰함. 화분의 동정은 Chang and Rim(1979)과 Chang(1986)의 사진도감을, 와

편모 조류는 Marret and Zonneveld(2003), He et al.(2009)의 사진도감을 각각 참고함

(2) 분석 결과

6개의 코어 퇴적물에서 검출된 유기질 미화석은 크게 육성의 화분·포자(pollen·spore) 및 담수 조

류(freshwater algae)와 해양성 와편모 조류(dinocyst)로 구성됨(그림 2-7; 사진도감, Plate 1~4). 화

분에는 상록 침엽수 7속(genus), 낙엽 활엽수 등의 목본 화분과 초본 화분 6과(family) 15속(genus)이 

산출됨. 조류에는 담수 조류가 5종(species), 와편모 조류가 20종(species)이 산출되었으며 균류도 일

부 코어 시료에서 산출됨.

(가) H-C05 코어

① 유기질 미화석 분석 구간은 2.15∼5.65m이며 OSL 연대 결과에 의하면 35±5.2ka 전후에 퇴적

되었으며, 퇴적물은 주로 모래로 이루어짐

②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유기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적어서 1g당 유기질 미화석의 산출 농

도(50~350 개체)는 아주 낮음. 육성의 목본 화분과 담수 조류만 산출되었고, 해양성 와편모류

는 산출되지 않음(그림 2-127)

(나) H-C07 코어

① 유기질 미화석 분석 구간은 2.15∼6.15m이며 OSL 연대 결과에 의하면 45±2.9ka∼76±4.7ka 

동안에 퇴적되었으며, 퇴적물은 상부는 모래, 중부는 산화된 점토, 그리고 하부는 회색 점토

로 구성된 상향 조립화의 특성을 가지고 있음

② 조립질 및 산화된 퇴적물로 구성된 상부(2.15-4.75m) 구간은 유기질 미화석이 산출하지 않는 

무화석(barren) 대로 판단됨. 회색 점토로 구성된 하부 구간은 약 74~76ka 퇴적 시기로서 육

성 및 해성 유기질 미화석이 다양하고 양호하게 산출됨(그림 2-128)

(다) H-C11 코어

① 유기질 미화석 분석 구간은 0.05∼0.75m이며 OSL 연대 결과에 의하면 약 60±5.9ka 전후에 퇴

적되었으며, 퇴적물은 괴상의 모래질 실트로 구성됨

② 본 코어에서는 2개의 시료에서만 유기질 미화석이 산출됨. 미화석은 목본 화분과 해양성 와편

모 조류가 시료 1g당 10,000~25,000 개체의 풍성도를 가지고 있음(그림 2-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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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에 퇴적됨. 본 코어의 퇴적물은 상부로부터 실트질 점토, 모래와 실트질 점토의 교호 그

리고 하부에는 실트·실트질 점토로 구성됨 

② 유기질 미화석의 산출 풍성도(10,000~40,000개체/1g)와 다양도가 매우 높음. 주변 지점에서 

획득한 H-C26 코어의 유기질 미화석 군집상과는 매우 유사함. 육성기원의 목본 및 초본 화분, 

양치·이끼류 포자 그리고 담수 조류가 아주 풍부하게 산출됨 

③ 이와 함께 해양성 와편모 조류도 다양하고 풍부하게 산출됨. 이엽 소나무와 구상나무가 우점

하며 낙엽 활엽수인 참나무 역시 풍부하게 산출됨. 초본류에는 사초과가 하부 구간에서 우점

하다가 상부로 가면서 산출이 크게 감소함 

④ 육상 기원의 미화석과는 달리 해양성 와편모 조류는 상부 구간으로 가면서 산출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음. 특히 Spiniferites ramosus, Spiniferites elongatus, Operculodinium 

centrocarpum이 뚜렷한 변화 양상을 보여주고 있음(그림 2-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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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고환경-고해양환경 해석

6개의 코어에서 분석한 유기질 미화석 군집상의 변화를 이용하여 지난 약 80,000년 동안의 육상환경

과 해양환경을 해석함. 제주해협이 빙기 동안은 침식 우세로 퇴적층은 삭박되어 거의 남아있지 않고 대

부분은 간빙기 동안에 쌓였던 퇴적체들만 존재함. 유기질 미화석 분석 결과를 해양 산소동위원소 시기

(marine isotope stage, MIS)에 대비하여 해당 시기별로 아래와 같이 간략하게 토의함

(가) MIS 5a(약 74~76ka)

① 이 시기는 아간빙기로서 전지구적 해수면은 현재의 해수면보다 약 40~70m 정도 아래에 위치함

(Shackleton, 1987; Grant et al., 2012). 이 시기에 해당하는 코어는 H-C07로서 매우 다양한 

육성 및 해성의 유기질 미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됨 

② 이 시기에는 난온대성 낙엽 활엽수의 화분과 습한 토양을 선호하는 양치류와 이끼류의 포자가 

풍부하게 산출됨. 또한 해양성 와편모류의 군집에서는 온난수계 종(warm water-mass species)

인 Lingulodinium machaerophorum, L. filiforme, Tuberculodinium vacampoae, 

Operculodinium centrocarpum 등이 풍부하게 산출됨. 이와 함께 육지로부터 공급되는 영양염

류에 의존하는 타가영양 종(heterotroph taxa)인 Brigantedinium simplex, Selenopem phix 

neproides, S. quanta 등이 꾸준히 산출됨(그림 2-128)

③ 이들 육상환경과 해양환경 지표종(index)들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MIS 5a 동안 

한반도 남부지역은 난온대 기후로서 주변에 침엽수·낙엽 활엽수의 혼합림이 번성하였고, 높

은 강수량으로 인하여 육상 퇴적물이 제주해협에 많이 공급되어 풍부한 영양 해양환경이었던 

것으로 간주됨. 이와 함께 쿠루시오 난류의 지류인 대마난류가 유입되어 이 시기동안 온난수

계 환경이 지속적으로 유지되었던 것으로 해석됨

(나) MIS 3(35~50ka)

① 이 시기는 간빙기로서 전지구적 해수면은 현재의 해수면보다 약 75~90m 정도 아래에 위치하였

음(Shackleton, 1987; Grant et al., 2012). 코어 H-C05, H-C07 및 H-C18가 이 시기에 해당

함. 하지만 H-C05와 H-C07의 해당 시기 퇴적층에서는 유기질 미화석이 산출되지 않아 H-C18 

코어의 미화석 군집만을 이용하여 해석함(그림 2-130)

② 이 시기 동안에는 침엽수인 소나무, 솔송나무와 낙엽 활엽수인 참나무, 가래나무, 밤나무 등

이 번성하는 혼합림이 육상에서는 번성함. 해양에서는 온난수계 종인 Operculodinium 

centrocarpum, Spiniferites ramosus, Tuberculodinium vancampoae 등이 산출되는 것으로 보

아 대마난류의 계속되는 유입으로 온난수계 환경이었던 것으로 해석됨 

③ MIS 5a 시기와는 달리 강수 지표종으로 이용될 수 있는 양치류와 이끼류 포자의 낮은 산출량

과 타가영양 종들이 비 출현하는 것으로 보아, MIS 3 시기에는 한반도에는 비교적 건조한 온

난기후였던 것으로 추정됨

(다) MIS 2(30~20ka)

① 이 시기는 빙기로서 최종빙기 최성기(last glacial maximum, LGM, 23~18ka)를 포함하고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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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제4기 후기동안 전지구적 해수면이 가장 낮았던 시기로서 현재의 해수면보다 약 140m 정도 

아래에 위치하였음(Shackleton, 1987; Grant et al., 2012)

② 코어 H-C27이 유일하게 이 시기에 해당됨(그림 2-130) 이 시기 동안에는 내한성이 강한 전나

무, 구상나무 및 측백나무 등이 우점하는 침엽수림이 번성하였고 참나무, 개암나무, 서어나무 

등이 간헐적으로 섞여 있던 것으로 해석됨

③ 해양에서는 난수종과 한수종이 혼합되어 산출되며, 강수 지표종으로 이용되는 양치류와 이끼

류의 포자와 타가영양 지표종들이 주기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특징임. 이들의 군집상을 종합해

봤을 때, 한랭한 기후 하에 육상에서는 침엽수가 번성하였지만 개방형 침엽수림이라서 비록 

많지 않은 강우라도 산 지표층이 쉽게 침식되어 바다로 유입되었던 것으로 해석됨 

④ 이 시기에 전지구적으로 해수면이 -140m이었고, H-C27 코어 상부의 해발 고도가 -140m에 위치

하기 때문에 본 시기에도 해양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됨

(라) MIS 1(10~0ka)

① 이 시기는 마지막 빙기가 끝나고 간빙기가 시작되는 후빙기(홀로세)로서 해수면의 꾸준히 상

승하면서 최종적으로 현재와 같은 해수면을 유지함(Shackleton, 1987; Grant et al., 2012). 

따라서 이 시기 동안에는 한반도 육상뿐만 아니라 연근해에도 다양한 환경변화를 경험하는 시

기로도 잘 알려져 있음. 이 시기에 해당하는 코어는 H-C26의 전 구간(0.15~4.15m)과 H-C27의 

상부 구간(0~1.2m)만 해당함(그림 2-131, 2-132)

② 홀로세 초·중기에는 플라이스토세 동안의 한랭했던 기후가 온난화되는 해빙기로서 한반도 육

상에는 아직도 내한성 침엽수림이 유지됨. 그러나 홀로세 중·후기로 접어들면서 회복된 온난

기후 조건에서 소나무와 다양한 낙엽 활엽수-참나무, 가시나무, 소귀나무, 밤나무 등이 우점

하는 혼합림이 넓게 분포하였을 것으로 해석됨. 또한 온난 습윤한 혼합림 산 지표층에는 양치

류와 이끼류 등이 피복하였던 것으로 간주됨

③ 이와 함께 타가영양 종인 Selenopem phix neproides, S. quanta 및 저염분 환경에서 서식하는 

Lingulodinium filiforme 등이 같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것은 높은 강수로 인한 육지로부터의 

지속적인 담수와 퇴적물 유입으로 저염분의 영양염이 풍부한 해양환경이었을 것으로 간주됨

(그림 2-1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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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3. 제주해협의 최종빙기(좌)와 후빙기(홀로세)(우) 기간 동안 육상 식생 군락 특성과 

해역으로의 유기물 공급 메커니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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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Figs. 1-6: older conifer pollen showing dark brown exine. Figs. 7-12: younger conifer pollen 

showing pale yellow exine. Figs. 13-25: Deciduous broad-leaved tree pollen. Figs. 26-36: 

Herbaceous pollen

Fig. 1. Abies, H-C07-104(5.35 m)

Fig. 2. Pinus-Haploxylon, H-C07-102(5.15 m)

Fig. 3. Cedrus, H-C07-111(6.05 m) 

Fig. 4. Cedrus, H-C07-104(5.35 m)

Fig. 5. Podocarpus, H-C07-104(5.35 m)

Fig. 6. Tsuga, H-C07-112(6.15 m)

Fig. 7. Conifer stomata, H-C07-101(5.05 m)

Fig. 8. Picea, H-C27-314(4.16 m)

Fig. 9. Tsuga, H-C18-217(4.75 m)

Fig. 10. Larix, H-C27-291(2.31 m)

Fig. 11. Pinus-Haploxylon, H-C26-242(1.95 m)

Fig. 12. Pinus-Diploxylon, H-C26-244(2.15 m)

Fig. 13. Cryptomeria, H-C27-270(0.21 m)

Fig. 14. Quercus-Lepidobalanus, H-C26-262(3.95 m)

Fig. 15. Quercus-Lepidobalanus, H-C26-247(2.45 m)

Fig. 16. Quercus-Cyclobalanopsis, H-C26-260(3.75 m)

Fig. 17. Quercus-Cyclobalanopsis, H-C26-251(2.85 m)

Fig. 18. Juglans, H-C07-111(6.05 m)

Fig. 19. Tilia, H-C07-105(5.45 m)

Fig. 20. Myrica, H-C07-108(5.75 m)

Fig. 21. Carpinus, H-C27-313(4.06 m)

Fig. 22. Castanea, H-C26-247(2.45 m)

Fig. 23. Castanea, H-C26-263(4.05 m)

Fig. 24. Ulmus/Zelkova, H-C27-322(4.96 m)

Fig. 25. Ilex, H-C07-110(5.95 m)

Fig. 26. Umbelliferae, H-C27-288(2.01 m)

Fig. 27. Cyperaceae, H-C27-324(5.16 m)

Fig. 28. Luzula, H-C07-102(5.15 m)

Fig. 29. Poaceae, H-C27-309(3.66 m)

Fig. 30. Adenophora, H-C27-318(4.56 m)

Fig. 31. Chenopodiaceae, H-C07-108(5.75 m)

Fig. 32. Chenopodiaceae, H-C27-325(5.26 m)

Fig. 33. Artemisia, H-C07-108(5.75 m)

Fig. 34. Senecio, H-C07-101(5.05 m)

Fig. 35. Caryopteris, H-C07-108(5.75 m)

Fig. 36. Compositae, H-C07-111(6.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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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Figs. 1-11: Fern and moss spore. Figs. 12-18: Freshwater algae. Figs. 19-25: Marine dinocyst

Fig. 1. Osmunda, H-C07-113(6.25 m)

Fig. 2. Pteris, H-C18-217(4.65 m)

Fig. 3. Pteris, H-C26-257(3.45 m)

Fig. 4. Trilete(equatorial view), H-C26-247(2.45 m)

Fig. 5. Monolete, H-C26-253(3.05 m)

Fig. 6. Monolete, H-C07-113(6.25 m)

Fig. 7. Monolete(Polypodiiaceae), H-C26-231(0.85 m)

Fig. 8. Monolete(Polypodiiaceae), H-C26-252(2.95 m)

Fig. 9. Monolete, H-C26-240(1.75 m)

Fig. 10. Monolete, H-C26-253(3.05 m)

Fig. 11. Azolla with acrolamella, H-C27-309(3.66 m)

Fig. 12. Botryococcus, H-C26-231(0.85 m)

Fig. 13. Botryococcus, H-C07-102(5.15 m)

Fig. 14. Pediastrum, H-C27-323(5.06 m)

Fig. 15. Pseudoshizea, H-C07-105(5.45 m)

Fig. 16. Mougeotia, H-C07-107(5.65 m) 

Fig. 17. Spirogyra, H-C18-218(4.75 m)

Fig. 18. Zygnema, H-C27-270(0.21 m)

Fig. 19. Tuberculodinium vancampoae, H-C27-322(4.96 m)

Fig. 20. Tuberculodinium vancampoae, H-C07-101(5.05 m)

Fig. 21. Tuberculodinium vancampoae, H-C07-111(6.05 m)

Fig. 22. Selenopem phix quanta, H-C07-107(5.65 m)

Fig. 23. Filishiphera filifera, H-C27-311(3.86 m)

Fig. 24. Filishiphera filifera, H-C27-310(3.76 m)

Fig. 25. Microforaminifera test-lining, H-C07-102(5.1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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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Marine dinocyst

Fig. 1. Spiniferites mirabilis, H-C27-313(4.06 m)

Fig. 2. Spiniferites mirabilis, H-C27-288(2.01 m)

Fig. 3. Spiniferites membranaceous, H-C07-110(5.95 m)

Fig. 4. Spiniferites membranaceous, H-C18-219( m)

Fig. 5. Spiniferites bulloideus, H-C07-107(5.65 m)

Fig. 6. Spiniferites ramosus, H-C26-236(1.35 m)

Fig. 7. Spiniferites ramosus, H-C11-116(0.25 m)

Fig. 8. Spiniferites granulatus, H-C07-111(6.05 m)

Fig. 9. Spiniferites granulatus, H-C07-111(6.05 m)

Fig. 10. Spiniferites bulloideus, H-C07-72(2.15 m)

Fig. 11. Spiniferites elongatus, H-C07-113(6.25 m)

Fig. 12. Spiniferites elongatus, H-C07-72(215 m)

Fig. 13. Spiniferites elongatus, H-C27-288(2.01 m)

Fig. 14. Brigantedinium simplex, H-C07-102(5.15 m)

Fig. 15. Brigantedinium simplex, H-C07-105(5.45 m)

Fig. 16. Brigantedinium simplex, H-C07-105(545 m)

Fig. 17. Lingulodinium machaerophroum, H-C07-109(585 m)

Fig. 18. Lingulodinium machaerophroum, H-C07-109(585 m)

Fig. 19. Lingulodinium machaerophroum, H-C07-105(545 m)

Fig. 20. Lingulodinium machaerophroum, H-C07-108(5.75 m)

Fig. 21. Lingulodinium filiforme, H-C27-324(5.16 m)

Fig. 22. Lingulodinium filiforme, H-C27-269(0.11 m)

Fig. 23. Lingulodinium filiforme, H-C07-105(5.45 m)

Fig. 24. Lingulodinium filiforme, H-C07-113(625 m)

Fig. 25. Echinidinium sp., H-C26-262(3.95 m)

Fig. 26. Echinidinium sp., H-C26-264(4.15 m)

Fig. 27. Multispinula quanta, H-C18-215(4.45 m)

Fig. 28-29. ?Cymatiosphaera, H-C27-291(2.31 m)

Fig. 30. Sigmopollis sp., H-C27-311(3.86 m)

Fig. 31. Sigmopollis sp., H-C07-109(58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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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4

Figs. 1-18: marine dinocyst, Figs. 19-22: fungal spore, Figs. 23-24: Amoebae 

Fig. 1. Operculodiniun centrocarpum, H-C07-113(625 m)

Fig. 2. Operculodiniun centrocarpum, H-C27-311(3.86 m)

Fig. 3. Operculodiniun centrocarpum, H-C07-102(5.15 m)

Fig. 4. Operculodiniun centrocarpum, H-C27-287(1.91 m)

Fig. 5. Operculodiniun centrocarpum, H-C18-215(4.45 m)

Fig. 6. Operculodiniun israelianum, H-C07-105(545 m)

Fig. 7. Operculodiniun israelianum, H-C07-109(585 m)

Fig. 8. Operculodiniun longispinigerum, H-C27-275(0.71 m)

Fig. 9. Operculodiniun longispinigerum, H-C26-264(4.15 m)

Fig. 10. Operculodiniun longispinigerum, H-C27-268(0.01 m)

Fig. 11. Impagidinium japonicum, H-C07-112(6.15 m)

Fig. 12. Impagidinium cf. japonicum, H-C26-225(0.25 m)

Fig. 13. Impagidinium sp.(dorsal view), H-C26-225(0.25 m)

Fig. 14. Impagidinium sp.(ventral view), H-C26-225(0.25 m)

Fig. 15. Impagidinium sp.(dorsal view), H-C27-322(4.96 m)

Fig. 16. Impagidinium sp.(ventral view), H-C27-322(4.96 m)

Fig. 17. Achomosphaera sp., H-C18-217(4.65 m)

Fig. 18. Achomosphaera sp., H-C07-105(5.45 m)

Fig. 19. Fungal spore, H-C18-217(4.65 m)

Fig. 20. Fungal spore, H-C07-113(625 m)

Fig. 21. Tetraploa sp.(Fungus), H-C07-113(625 m)

Fig. 22. Fungal fruiting body, H-C07-105(545 m)

Fig. 23. Geopyxella sp.(Amoebae), H-C07-111(6.05 m)

Fig. 24. Geopyxella sp.(Amoebae), H-C27-271(0.31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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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시추 코어 연대 분석

(1) 개요

제4기 미고화 퇴적층의 절대연대 측정 방법들은 탄소-14 방사성 동위원소 연대 측정법과 광여기루미

네선스(OSL) 연대 측정법으로 나누어짐. 한반도 연안 퇴적층을 대상으로 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연구들은 주로 해안단구, 연안 하구역의 삼각주나 조간대 퇴적층을 대상으로 실시되었으며, 해수면 상

승에 따라 형성된 홀로세(Holocene) 퇴적층이 주로 연구 대상이 되었음. 우리나라 남해 제4기 퇴적층의 

시층서 확립을 위하여 제주 남서부 해역에서 획득한 ECSDP-102 코어와 제주·진도 간 천부 시추 코어

(H-C05, H-C07, H-C11, H-C18, H-C26, H-C27), 그리고 낙동강 하구역의 연안육역 심부 시추 코어

(16ND-C02, 16ND-C04, 16ND-C05, 19MJ-C01)에서 획득한 미고화 퇴적층을 대상으로 탄소-14 방사성 동위

원소 연대 측정법과 광여기루미네선스(OSL) 연대 측정법을 활용하여 절대연대 측정을 실시함

(가)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

①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14C)은 대기중의 탄소14를 흡수하던 생물체가 죽게 되면 탄소14의 방사

성 붕괴가 시작되는데 시료 채취 시점에서 탄소14의 소멸 양과 남아있는 양을 비교하여 생물

체의 죽은 시점 및 매몰 시점을 추정함

② 해양 퇴적층의 유기물질들을 이용한 탄소 연대측정은 현재 한반도 연안 지역을 대상으로 활발

히 활용되고 있으며, 주로 목편질이나 조개껍질 또는 저서성 유공충을 이용하여 연대측정이 

실시됨

③ 조개껍질을 이용한 연대측정의 경우 바닷물이 가지는 탄소 값의 영향(reservior effect)을 보

정해 주어야 하며, 목편질의 경우 일부 오래된 목편들이 재동되어 퇴적되는 경우 측정 연대가 

과대 측정될 가능성과 식물 뿌리가 퇴적층 내로 관입할 경우 측정 연대가 과소 평가될 가능성

이 상존함

④ 이번 연구에서의 탄소연대 측정 물질들은 표준 AAA(Acid-Alkali-Acid)법을 이용한 화학 전처

리, 연소(combustion), 환원(reduction) 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흑연(graphite)으로 만들어

지며 AMS(Accelerated Mass Spectrometer) 계측을 통하여 절대연대 측정값을 얻었음. 또한 조

개껍질의 경우 탄소 값의 영향(reservior effect)을 보정하여 연대 결과를 산출하였음

(나)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 측정법

① 광여기루미네선스(OSL: 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은 2000년대 초반부터 

육상 및 연안의 미고화 퇴적층 퇴적시기와 퇴적환경 해석에 활발히 활용되어 왔음

②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퇴적물의 침식 및 운반 과정 중에서 석영 또는 장석이 햇빛에 

노출되어 루미네선스를 발생시키는 전자들을 모두 소멸하고 마지막으로 퇴적된 이후 자연방사

선에 노출되어 다시 루미네선스 신호를 유발하는 전자들이 광물 결정 내부에 집적되는 현상을 

이용한 연대 측정법임

③ Murray and Wintle(2000)에 의하여 단일시료 재현법(SAR: Single Aliquot Regenerative-dose 

method)이 제안된 이후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 결과의 신뢰도와 정확도의 향상이 이루어졌으

며 제4기 퇴적시기를 측정하는 범용적인 절대연대 측정 방법으로써 쓰이고 있음

④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는 다양한 실험 조건을 만족시키는 결과들로부터 도출되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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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최종적으로 시층서에 적용 가능한 층서별 연대 분포 범위를 제안하였음.

⑤ 등가선량(equivalent dose) 측정에 사용된 장비는 TL/OSL DA-20 reader이며, 0.098Gy/sec 선

량의 90Sr/90Y 베타선 원과 blue LEDs(470±20 nm) 광원이 사용됨

⑥ 220℃ 열 전처리(preheat)와 160℃ 열 차단(cut-heat) 온도가 등가선량 측정에 사용되었음

⑦ 단일시료 재현법에 의한 등가선량 측정시 민감도 보정이 잘 이루어졌는지 확인하기 위하여 재

측정 비율(recycling ratio)과 회귀율(recuperation)을 측정하였고, 장석에 의한 오염 유무는 

OSL 적외선 감쇄 비율(OSL IR depletion ratio)을 측정하여 분석 값의 사용 가능 여부를 최종

적으로 판단하였음(Duller, 2003)

⑧ 등가선량 측정을 위해 사용된 신호는 감쇄곡선(decay curve)의 초기 2초이며 마지막 20초 동

안의 평균값이 배경신호(background signal)값으로 사용됨

Step Treatmenta Observedd

1
 실험실 조사 

(regeneration dose), Di
-

2
 열전처리b 

(220℃에서 10초)
-

3
 실험실 조사

(test dose), Dt
-

4 OSL 측정(125℃에서 100초) Li

5
 열전처리b

(160℃에서 0초)
-

6 OSL 측정(125℃에서 100초) Ti

7 1의 과정 반복 -

표 2-17. 단일시료 재현법(SAR protocol)의 측정 과정 및 조건들

⑨ 이번 연구에서의 루미네선스 측정 광물은 석영을 이용하였고, 입자 크기별로 세립질 석영

(4~11㎛)을 이용한 fine grain method와 조립질 석영(90~250㎛)을 이용한 coarse grain 

method를 각각의 시료에 적용하여 연대 결과 값을 비교 분석하였음

⑩ 이를 통하여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 가장 적합한 실험 조건들과 입자 크기별 연대 결과

들을 도출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시층서에 적용 가능한 층서별 연대 분포 범위를 제안하였음

(2) 제주 진도 간 천부 시추 코어 연대측정 결과(H-C05, C07, C11, C18, C26, C27)

(가) 시추 코어별 절대연대 측정용 시료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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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D OSL sample
Depth
(m)

14C sample
Depth
(m)

H-C05-01(0.0~1.0m) 16H-5-1 0.19 16H-5-1-c 0.83

H-C05-02(1.0~2.0m)
16H-5-2 1.33 - -

16H-5-2-1 1.73 - -

H-C05-03(2.0~3.0m)
16H-5-3 2.39 16H-5-3-c-1 2.42

- - 16H-5-3-c-2 2.78

H-C05-04(3.0~4.0m) 16H-5-4 3.15 16H-5-4-c 3.75

H-C05-05(4.0~5.0m) 16H-5-5 4.15 - -

표 2-18. H-C05 연대측정 결과

Core ID OSL sample
Depth
(m)

14C sample
Depth
(m)

H-C07-01(0.0~1.0m)
16H-7-1 0.13 16H-7-1-c-1 0.03

16H-7-1 0.83 16H-7-1-c-2 0.15

H-C07-02(1.0~2.0m) 16H-7-2 1.88 - -

H-C07-03(2.0~3.0m) 16H-7-3 2.66 16H-7-3-c 2.90

H-C07-04(3.0~4.0m) 16H-7-4 3.88 16H-7-4-c 3.35

H-C07-05(4.0~5.0m) 16H-7-5 4.78 16H-7-5-c 4.90

H-C07-06(5.0~6.32m)
16H-7-6 5.23 16H-7-6-c 5.20

16H-7-6 6.18 - -

표 2-19. H-C07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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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D OSL sample
Depth
(m)

14C sample
Depth
(m)

H-C11-01(0.0~1.0m) 16H-11-1 0.53 16H-11-1-c 0.20

H-C11-02(1.0~2.0m) 16H-11-2 1.18 - -

H-C11-03(2.0~3.0m) 16H-11-3 2.35 16H-11-3-c 2.70

H-C11-05(4.0~5.0m) 16H-11-5 4.50 16H-11-5-c 4.40

H-C11-06(5.0~5.68m) 16H-11-6 5.13 - -

표 2-20. H-C11 연대측정 결과

Core ID OSL sample
Depth
(m)

14C sample
Depth
(m)

H-C18-01(0.0~1.0m) 16H-18-1 0.09 - -

H-C18-04(3.0~4.0m) 16H-18-4 3.15 16H-18-4-c 3.70

H-C18-05(4.0~5.25m)

16H-18-5 4.58 16H-18-5-c-1 4.40

- - 16H-18-5-c-2 4.76

표 2-21. H-C18 연대측정 결과

Core ID OSL sample
Depth
(m)

H-C26-01(0.0~1.0m) 16H-26-1 0.53

H-C26-02(1.0~2.0m) 16H-26-2 1.53

H-C26-03(2.0~3.0m) 16H-26-3 2.33

H-C26-04(3.0~4.0m) 16H-26-4 3.33

H-C26-05(4.0~5.0m) 16H-26-5 4.23

표 2-22. H-C26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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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ID OSL sample
Depth
(m)

14C sample
Depth
(m)

H-C27-01(0.0~1.0m)
16H-27-1 0.53 16H-27-1-c-1 0.20

- - 16H-27-1-c-2 0.75

H-C27-02(1.0~2.0m) 16H-27-2 1.53 - -

H-C27-03(2.0~3.0m) 16H-27-3 2.33 - -

H-C27-04(3.0~4.0m) 16H-27-4 3.33 - -

H-C27-05(4.0~5.0m) 16H-27-5 4.53 - -

H-C27-06(5.0~6.28m)
16H-27-6 5.43 - -

16H-27-6 5.98 - -

표 2-23. H-C27 연대측정 결과

(나) 탄소연대 측정 결과

① 제주-진도 간 표층 시추 코어 중에서 총 5개 코어의 탄소연대 결과는 표 1과 같이 수백년에서 

약 4만년까지의 연대 범위를 갖음

② 4만년 이내, 특히 홀로세(1만년 이내) 동안의 탄소 연대 결과는 대체적으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 결과와 오차 범위 내에서 잘 일치함

③ 반면, 탄소연대 결과의 최대치는 약 4만3천년(코어 H-C11-5)인데 동일 지점에서 채취한 광여

기루미네선스 연대 결과와 비교 시 약 50% 이상 과소 평가된 것으로 추정됨. 이는 제주-진도 간 

미고화 퇴적층에 적용 가능한 탄소연대 측정 범위가 약 4만년 이내임을 지시함

(다) 광여기루미네선스 특성 및 연대측정 결과

① 제주-진도 간 표층 시추 코어 중에서 총 6개의 시추 코어에서 얻어진 광여기루미네선스 특성

과 연대측정 결과는 다음과 같음

② 열 전처리 온도에 따른 루미네선스 민감도 변화를 측정하기 위한 열 전처리 플라토우 실험 결

과, H-C05-2-70, H-C26-2-50 세립질 석영의 경우 플라토우가 200∼280°C에서 형성됨을 알 수 

있었음

③ 이번 연구에서는 등가선량 측정을 위한 열 전처리 온도를 플라토우가 형성된 구간 중 220°C

로 선택하였으며, 민감도 보정을 위한 실험 선량(test dose)의 열처리(cut-heat) 온도를 

160°C로 선택하여 등가선량 측정에 활용하였음(그림 2-134)

④ H-C05-2-70 시료의 세립질과 조립질 석영으로부터 획득한 자연 루미네선스 감쇄 곡선은 높은 

광여기루미네선스 신호(OSL intensity)를 보였으며 빠르게 감쇄하는 경향을 보였음(그림 2)

⑤ 이는 세립 및 조립질 석영 시료들이 빛에 민감하며 빠르게 감쇄하는 루미네선스 성분(fast 

component)이 우세함을 나타냄

⑥ 성장 곡선의 경우 모든 시료들에서 지수함수+선형함수 요소(exponental+linear component)로 

도시되며, 자연선량(natural dose) 값은 선형함수 요소에 도시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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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선형함수 요소의 경우 성장곡선이 180Gy 이상 지속적으로 증가하기 때문에 자연선량이 포화

(saturation) 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음

표 2-24. 진도-제주 간 천부 시추 코어의 방사성 탄소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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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4. 세립 석영의 열 전처리 플라토우 및 선량 회복 실험 결과

⑧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 조립질 석영은 130±16ka에서 1.6±0.2ka의 연대 분포 범위

를 보임

⑨ H-C11, C18, C26, C27 시추공에서는 층서적으로 잘 일치되는 루미네선스 연대 결과 값을 보인 

반면, H-C05와 C07 시추공은 층서적으로 역전 양상을 보임

⑩ 세립질 석영으로부터의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는 118±7ka에서 0.3±0.02ka의 연대 

분포 범위를 보이며 대체적으로 층서적 상하 일치를 보임(C-05 제외)

⑪ 조립질 석영과 세립질 석영의 연대측정 결과 비교 시 일부 시추 코어별, 코어 퇴적층 구간별

로 불일치하는 결과가 관찰됨

⑫ 이는 퇴적환경별로 기존 시그널이 완전히 제거되지 않은 상태(partial bleaching)의 영향과 

생교란 작용(bioturbation)의 영향으로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 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함. 이

는 등가선량 분포 히스토그램을 통해서도 알 수 있음(그림 2-135 a, b, 3c)

⑬ H-C11-1-50 조립질 석영의 경우 기존 시그널의 잔류 영향으로 불균질한 등가선량 분포 경향을 

보이는 반면, 세립질 석영의 경우 기존 시그널의 완전한 소멸에 의한 균질한 등가선량 분포 

경향을 보임(그림 2-135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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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5. H-C05-2-70 시료에 대한 세립질과 조립질 석영으로부터의 루미네선스 감쇄 및 성장곡선

그림 2-136. H-C11-1-50 시료에 대한 조립질 및 세립질 석영으로부터의 등가선량 분포 히스토그램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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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시추 코어별 탄소 및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파란색 

사각형:탄소연대 결과, 붉은색 원형: 조립질 석영. 검은색 삼각형: 세립질 석영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 결과)

표 2-25. 진도-제주 간 미고화 퇴적층 시추 코어의 조립 및 세립 석영으로부터 획득한 광여기루미네선

스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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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주 남서부 해역 시추 코어 연대측정 결과(ECSDP=102)

① 이번 연구에서는 제주 남서부 해역에서 채취한 ECSDP-102 코어에서 총 21개의 광여기루미네선

스 연대측정을 실시함

② 15년 이상 장기 보관된 ECSDP-102 코어 시료를 활용하여 건조 건열이 발생한 부분을 최대한 

제거한 후 세립질 석영(4∼11㎛)을 이용한 fine grain method를 사용하여 연대 결과 값을 도

출하였음

③ ECSDP-102 코어에서 채취한 21개의 시료 중 총 12개의 시료에서 유의미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 결과를 도출하였음

④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에 적합한 특성을 보이는 ECSDP-102 중 786cm, 2150cm 시료의 자연 

루미네선스 감쇄 곡선은 높은 광여기루미네선스 신호세기(OSL intensity)와 빠르게 감쇄하는 

곡선 경향을 보임. 이는 세립질 석영 시료들이 빛에 민감하며 빠르게 감쇄하는 루미네선스 성

분(fast component)이 우세함을 나타냄

⑤ 성장 곡선의 경우 exponential+linear 또는 sum of two exponential components로 나타나며, 

natural dose 값은 초기 exponential component에 대부분 도시되었음

⑥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 하부 162.1±15.6ka에서 상부 72.7±4.9ka의 연대 분포 범

위를 보이며, 층서적으로 잘 일치하는 연대 결과 값을 보임(표 2-26)

⑦ 장기 보관되어 보관 상태가 불량한 시추 코어를 대상으로 한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 결과

는 일부 구간에서 낮은 연대 결과 값을 보이는데 이는 건조 건열의 발생에 의하여 OSL 신호 

유실이 영향을 준 것으로 추정됨

Lab. No Depth (cm)

ECSDP102 458cm 458 26.0 ± 5 0.314 ±0.158 1.835 ±0.113 0.988 ±0.056 0.115 ±0.006 3.252 ±0.203 236.51 ± 6.32 72.7 ± 4.9
ECSDP102 786cm 786 20.0 ± 5 0.291 ±0.147 1.814 ±0.118 0.946 ±0.055 0.080 ±0.004 3.131 ±0.196 231.37 ± 6.36 73.9 ± 5.1
ECSDP102 1408cm 1408 18.5 ± 5 0.296 ±0.149 1.697 ±0.113 0.916 ±0.054 0.045 ±0.002 2.955 ±0.195 307.22 ± 15.64 104.0 ± 8.7
ECSDP102 1520cm 1520 27.0 ± 5 0.358 ±0.180 2.024 ±0.122 1.121 ±0.062 0.041 ±0.002 3.545 ±0.227 364.93 ± 13.69 102.9 ± 7.6
ECSDP102 1695cm 1695 27.0 ± 5 0.336 ±0.169 1.855 ±0.114 1.024 ±0.057 0.036 ±0.002 3.252 ±0.212 382.37 ± 6.72 117.6 ± 7.9
ECSDP102 1963cm 1963 24.5 ± 5 0.339 ±0.171 1.972 ±0.122 1.077 ±0.061 0.030 ±0.002 3.418 ±0.219 361.47 ± 5.45 105.7 ± 6.9
ECSDP102 2150cm 2150 30.5 ± 5 0.308 ±0.155 1.711 ±0.104 0.955 ±0.053 0.027 ±0.001 3.001 ±0.194 308.97 ± 6.81 103.0 ± 7.0
ECSDP102 2397cm 2397 26.6 ± 5 0.321 ±0.162 1.799 ±0.111 0.991 ±0.056 0.024 ±0.001 3.135 ±0.204 323.06 ± 8.38 103.0 ± 7.2
ECSDP102 3792cm 3792 13.7 ± 5 0.248 ±0.125 1.694 ±0.117 0.850 ±0.053 0.017 ±0.001 2.808 ±0.179 346.00 ± 19.70 123.2 ± 10.5
ECSDP102 4033cm 4033 17.7 ± 5 0.204 ±0.103 1.586 ±0.108 0.751 ±0.046 0.017 ±0.001 2.558 ±0.156 285.55 ± 19.42 111.6 ± 10.2
ECSDP102 4744cm 4744 19.8 ± 5 0.368 ±0.186 2.048 ±0.130 1.115 ±0.065 0.020 ±0.001 3.551 ±0.236 427.53 ± 18.23 120.4 ± 9.5
ECSDP102 4845cm 4845 18.0 ± 5 0.300 ±0.151 1.682 ±0.113 0.907 ±0.054 0.021 ±0.001 2.909 ±0.196 471.47 ± 32.22 162.1 ± 15.6

a The water content is expressed as the weight of water divided by the weight of dry sediments.
b Alpha dose rate was calculated using an a-value of 0.04±0.02 (Ree-Jones, 1995).

Dose rate
(Gy/ka) De (Gy) Age (ka)Water Content (%)a Alpha dose

(Gy/ka)b
Beta dose

(Gy/ka)
Gamma dose

(Gy/ka)
Cosmic dose

(Gy/ka)

표 2-26. ECSDP-102 코어의 함수율, 연간선량(dose rate), 등가선량(De) 및 OSL 연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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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depth(m)  OSL age (ka)

4.6 ~ 7.9 MIS 5a: 73.9±5.1 ~ 72.7±4.9ka 

14.1 ~ 23.9 MIS 5d: 105.7±6.9 ~ 102.9±7.6ka

37.9 ~ 47.4 MIS 5e: 123.2±10.5 ~ 120.4±9.5ka

48.45 MIS 6: 162.1±15.6ka

표 2-27. 시층서 복원에 적용 가능한 ECSDP-102 코어의 층서별 연대 분포 범위 

(4) 낙동강 하구언 심부 시추 코어(16ND-C02, 16ND-C04, 16ND-C05, 19MJ-C01)

① 이번 연구에서는 16ND-C02, 16ND-C04, 16ND-C05, 19MJ-C01 코어에서 광여기루미네선스 및 방

사성탄소 연대측정을 실시함

② 광여기루미네선스 연대측정은 세립질 석영(4∼11㎛)을 이용한 fine grain method를 사용하여 

연대 결과 값을 도출하였음

③ 자연 루미네선스 감쇄 곡선은 높은 광여기루미네선스 신호세기(OSL intensity)와 빠르게 감쇄

하는 곡선 경향을 보이며, 이는 세립질 석영 시료들이 빛에 민감하며 빠르게 감쇄하는 루미네

선스 성분(fast component)이 우세함을 나타냄

④ 방사성탄소 연대측정에서는 패각 및 목편이 사용되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분석센터와 한

국과학기술연구원 특성분석 센터에서 실시됨

⑤ 약 33m 길이의 16ND-C05 코어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는 하부부터 8.2 calka BP에서 상

부 10.2m 구간에서는 1.2±0.2 calka BP의 연대 분포를 나타내며 층서적으로 잘 일치함

⑥ 19MJ-C01의 OSL 연대측정 결과, 가장 하부인 50.5m에서 13.8±0.9ka의 연대 결과와 가장 상부

인 4.7m에서 0.7±0.1ka의 연대 분포를 나타내며 층서적으로 잘 일치하는 연대 결과 값을 보

임

⑦ 전체적으로 연대측정 결과의 오차범위가 10% 이내로 나타나 측정 결과에 대해 신뢰할 수 있는 

수준으로 판단됨

⑧ 연대 결과가 급격하게 증감하는 구간에서의 퇴적 속도 차이를 5개 unit으로 구분하였음. 퇴적

상 분석 결과와 연대 결과를 이용하여 구분한 unit 간에 유사성이 나타남

⑨ Unit 5는 50-51m 구간에 해당하는 최하부에 나타나며 주로 자갈과 모래 등이 혼잡하게 섞여 

있는 퇴적상이 대표적임. 해당 유닛의 연대 결과는 50.5m에서 13.8±0.9ka의 결과를 보임. 해

당 환경은 홍수 등의 영향으로 하천의 빠른 유속에 의해 퇴적된 하성 환경의 일부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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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Lab code Material
δ13C

(‰)

Calibrated age

(calyr BP)

16ND-02-9_8.65 ESCh170435 shell 10.2 5830 ± 90

16ND-02-10_10.37 ESCh170439 shell -1.1 6580 ± 80

16ND-02-11_11.21 ESCh170436 shell 5.2 6750 ± 120

16ND-02-12_11.97 ESCh170442 shell -1.9 7050 ± 110

16ND-02-14_14.4 ESCh170440 shell 0.3 7370 ± 80

16ND-02-16_16.0 ESCh170437 shell 10.7 8060 ± 100

16ND-02-19_16.18 ESCh170441 shell -1.6 8460 ± 80

16ND-02-18_18.37 ESCh170429 wood -19.2 7700 ± 90

16ND-02-24_23.8 ESCh170438 shell 8.6 9370 ± 110

16ND-02-30_29.85 ESCh170428 wood -22.4 9630 ± 110

16ND-02-30_30.22 ESCh170433 wood -19.7 9620 ± 90

16ND-02-30_30.3 ESCh170443 wood -28.3 9640 ± 100

16ND-02-37_37.31 ESCh170432 wood -29.9 10090 ± 180

16ND-02-40_39.7 ESCh170444 shell -5.6 11080 ± 170

16ND-02-43_43 ESCh170427 wood -25.5 10960 ± 200

16ND-02-44_43.84 ESCh170431 wood -17.5 21420 ± 280

16ND-02-46_45.95 ESCh170434 wood -21.6 46710 ± 940

표 2-28. 16ND-C02 시추 코어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⑩ Unit 4는 35.5-49m 구간에 해당하며 unit 4의 하부는 상향 세립화 경향의 퇴적상이 3차례 반

복되어 나타나며 이들은 하구 환경에서 수로의 측면이동에 의한 누적으로 해석됨. 해당 유닛

에 포함되는 연대 결과는 4개 지점으로 11.1±0.8에서 10.5±0.8ka로 나타나며 38.5m 지점이 

11.1±0.7ka의 연대를 보이지만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함으로 같은 시기에 퇴적된 유닛으로 해

석됨. 이 유닛은 전체 유닛 중에서 가장 빠른 퇴적율을 보이는 구간임. 해당 퇴적환경은 염하

구의 수로 주변이나 유기된 하천 주변의 범람원 또는 염습지의 일부 등으로 해석됨

⑪ Unit 3는 20.0~32.5m 구간에 해당함. 이 구간에 해당하는 연대 결과는 총 5개 지점으로 하부

부터 상부로 7.4±0.5–5.4±0.4ka로 나타남. 연대 값의 기울기가 유닛 내에서 상부로 갈수록 

빨리지는 패턴을 보여 퇴적율이 점차 높아지는 것으로 해석됨. 상부로 갈수록 점차 조립질의 

퇴적물과 생교란 및 패각의 함량 증가는 점차 수심이 얕아지고 있음을 의미함. 해당 환경은 

수심이 비교적 깊은 환경으로 생물 활동이 제한되며 이벤트성의 조립질 퇴적물 공급이 발생하

는 환경으로 전삼각주 또는 폐쇄된 만입지형 내부의 분지 환경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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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Lab code Material
δ13C

(‰)

Calibrated age

(calyr BP)

KGM-IWd180356
16ND-C04-01

_3.61m
wood -29.27 2100

KGM-ICa180043
16ND-C04-02

_10.03m
shell 0.4 7120

KGM-ICa180044
16ND-C04-03

_10.40m
shell -0.38 7290

KGM-IWd180357
16ND-C04-04

_12.25m
wood -31.88 7050

KGM-ICa180045
16ND-C04-05

_12.58m
shell -7.84 7545

KGM-ICa180046
16ND-C04-06

_13.72m
shell 2.46 7785

KGM-IWd180358
16ND-C04-07

_30.15m
wood -27.17 9145

KGM-ICa180047
16ND-C04-08

_31.01m
shell -2.09 9580

KGM-IWd180360
16ND-C04-09

_32.43m
wood -18.92 9275

KGM-ICa180048
16ND-C04-10

_32.96m
shell -5.4 9710

KGM-IWd180361
16ND-C04-11

_35.25m
wood -26.24 9545

KGM-IWd180362
16ND-C04-12

_35.38m
wood -28.34 9640

KGM-IWd180363
16ND-C04-13

_35.41m
wood -24.4 9545

KGM-IWd180364
16ND-C04-14

_36.26m
wood -28.72 9600

KGM-IWd180365
16ND-C04-15

_36.40m
wood -28.28 9610

KGM-IWd180359
16ND-C04-16

_36.95m
wood -27.13 9600

표 2-29. 16ND-C04 시추 코어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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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ID Lab code Material
δ13C

(‰)

Calibrated age

(calyr BP)

KGM-ICa180050
16ND-C05-02

_15.61m
shell 0.98 5210 ± 230

KGM-ICa180051
16ND-C05-03

_17.54m
shell -2.06 5965 ± 215

KGM-ICa180052
16ND-C05-04

_20.45m
shell -1.65 8335 ± 125

KGM-IWd180366
16ND-C05-05

_22.66m
wood -27.95 8105 ± 85

KGM-IWd180367
16ND-C05-06

_29.35m
wood -25.81 9280 ± 150

KGM-IWd180368
16ND-C05-07

_30.37m
wood -29.68 9480 ± 60

KGM-IWd180369
16ND-C05-08

_31.40m
wood -30.54 9735 ± 175

KGM-IWd180370
16ND-C05-09

_31.53m
wood -32.04 9735 ± 175

KGM-IWd180371
16ND-C05-10

_32.09m
wood -29.61 9875 ± 255

KGM-IWd180372
16ND-C05-11

_32.30m
wood -28.19 9715 ± 175

KGM-IWd180373
16ND-C05-14

_32.40m
wood -32.44 9980 ± 200

KGM-IWd180374
16ND-C05-12

_32.65m
wood -26.45 9860 ± 260

KGM-IWd180375
16ND-C05-13

_32.87m
wood -25.13 10110 ± 150

표 2-30. 16ND-C05 시추 코어의 방사성 탄소연대 측정 결과 

표 2-31. 16ND-C02 코어의 함수율, 연간선량(dose rate), 등가선량(De) 및 OSL 연대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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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D5(3) 250cm 37.0 ± 5 250-255 0.265 ±0.134 1.852 ±0.106 0.932 ±0.049 0.146 ±0.007 3.196 ±0.178 2.03 ± 0.13 0.6 ± 0.1
ND5(5) 455cm 22.8 ± 5 455-460 1.761 ±0.101 0.816 ±0.048 0.115 ±0.006 2.692 ±0.112 6.00 ± 0.64 2.2 ± 0.3
ND5(9) 855cm 15.1 ± 5 855-860 0.318 ±0.160 2.220 ±0.145 1.109 ±0.066 0.075 ±0.004 3.722 ±0.226 8.56 ± 0.18 2.3 ± 0.1

ND5(11) 1050cm 41.0 ± 5 1050-1055 0.288 ±0.145 1.719 ±0.098 0.950 ±0.050 0.062 ±0.003 3.019 ±0.182 9.89 ± 0.15 3.3 ± 0.2
ND5(13) 1250cm 26.2 ± 5 1250-1255 0.263 ±0.133 1.984 ±0.121 0.974 ±0.055 0.052 ±0.003 3.274 ±0.188 11.78 ± 0.25 3.6 ± 0.2
ND5(15) 1450cm 50.0 ± 5 1450-1455 0.216 ±0.109 1.604 ±0.088 0.814 ±0.041 0.044 ±0.002 2.679 ±0.146 14.52 ± 0.17 5.4 ± 0.3
ND5(17) 1655cm 39.4 ± 5 1655-1660 0.301 ±0.152 1.860 ±0.105 1.011 ±0.053 0.037 ±0.002 3.210 ±0.192 17.69 ± 0.34 5.5 ± 0.3
ND5(20) 1955cm 10.4 ± 5 1955-1960 2.140 ±0.135 1.245 ±0.077 0.031 ±0.002 3.415 ±0.155 27.36 ± 2.04 8.0 ± 0.7
ND5(22) 2165cm 10.6 ± 5 2165-2170 2.187 ±0.137 1.118 ±0.069 0.027 ±0.001 3.332 ±0.154 28.03 ± 1.75 8.4 ± 0.7
ND5(30) 2945cm 50.0 ± 5 2945-2950 0.309 ±0.155 1.651 ±0.090 0.950 ±0.048 0.019 ±0.001 2.930 ±0.186 31.73 ± 0.28 10.8 ± 0.7
ND5(32) 3125cm 50.0 ± 5 3125-3130 0.261 ±0.131 1.553 ±0.086 0.849 ±0.043 0.019 ±0.001 2.682 ±0.162 33.14 ± 0.19 12.4 ± 0.8
ND5(32) 3170cm 47.4 ± 5 3170-3175 0.212 ±0.107 1.668 ±0.092 0.817 ±0.042 0.018 ±0.001 2.715 ±0.147 37.94 ± 0.42 14.0 ± 0.8

a The water content is expressed as the weight of water divided by the weight of dry sediments.
b Alpha dose rate was calculated using an a-value of 0.04±0.02 (Ree-Jones, 1995).

Depth
(cm)

Water
Content

(%)
Lab. No

fine quartz

De (Gy)Dose rate (Gy/ka)

β+γ+cosmic α+β+γ+cosmic

Beta dose (Gy/ka)

coarse grain fine grain

Age (ka)

coarse quartz fine quartzcoarse quartz
Alpha dose

(Gy/ka)
Gamma dose

(Gy/ka)
Cosmic dose

(Gy/ka)

표 2-32. 16ND-C05 코어의 함수율, 연간선량(dose rate), 등가선량(De) 및 OSL 연대 결과

표 2-33. 19MJ-C01코어의 함수율, 연간선량(dose rate), 등가선량(De) 및 OSL 연대 결과

⑬ Unit 1은 최상부에서 12.5m 지점까지를 포함하며 3개의 구간으로 재구분됨. 해당 유닛에 포함

되는 연대측정 결과는 2개 지점으로 하부부터 상부로 1.0±0.1–0.7±0.1ka로 나타남. 연대 값

의 기울기는 하부의 Unit 2보다 가파른 기울기를 가지지만 표본의 수가 부족하여 경향을 파악

하기는 어려움. 해당 환경은 삼각주 평원(delta plain)의 분기 수로(distributary channel) 

주변에 형성되는 퇴적환경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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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7. 16ND-C02와 16ND-C05의 절대연대 결과와 층서상 비교

Unit
Major 
facies

Minor facies Occurrence
Sedimentary 
environments

Unit 1 Sp S/Mi_1, Sm, S/Md 0 - 15m

lower Delta 
plain

(distributary 
channel&sand 

bar)

Unit 2 S/Mi_2
S/Mi_1, S/Md, Mi,

S/Mb
15 - 21m 

Delta front
(tide 

influenced) 

Unit 3 Mh Mi, Mdc, Mb, 21 - 32m
Prodelta, basin 

mud

Unit 4 Mb, Mdc S/Md, Md, Mi, Mie, 36 - 49m
Estuarine 

channel, salt 
marsh

Unit 5 gSd Mb, Mh 50 - 51m fluvial channel

표 2-33. 퇴적상 분석을 토대로 한 19MJ-C01 코어의 퇴적 유닛과 퇴적환경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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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38. 낙동강 연안육역 시추 코어 19MJ-C01의 OSL 연대 결과와 

주상도와의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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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남해 제4기 퇴적층서 분류 

(1) 제4기 퇴적층 개별 층서단위별 대표 탄성파상

(가) 탄성파상 요소

① 일반적으로 해저 지층의 탄성파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해상 첩 및 스파커 자료를 이용

하여 각 퇴적단위 내부에 나타나는 탄성파상(Seismic facies) 분석을 수행. 탄성파상 분석은 

층서단위 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탄성파상 요소를 분석·기술하여 퇴적단위의 지질학적

인 해석을 하는 과정임. 탄성파상 요소에는 반사면의 연속성(Continuity), 진폭(Amplitude), 

빈도수(Frequency) 등이 포함됨(그림 2-139). 이러한 탄성파상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탄성파

상의 다양성, 수평 수직적인 조합은 퇴적과정, 환경, 퇴적물 특성 등을 해석하는데 필요한 정

보를 제공함

② 반사면의 연속성은 반사면의 수평적인 연속성의 정도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음향 임피던스

(Acoustic impedance), 즉 암상의 수평적인 변화를 의미함. 반사파의 진폭은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반사파의 진한 정도를 반영하는 변수를 의미하며 반사파의 상하 층간의 밀도 차에 

따라 진한 정도가 결정되는데 층간의 밀도차가 클수록 진한 반사파를 만들게 됨. 반사파의 빈

도수는 단위 구간 내에 포함되는 반사면의 수를 말하는 변수로 반사파의 수가 높은 경우

(High)와 낮은 경우(Low)로 구분됨

그림 2-139. 탄성파상 분석에 이용되는 반사면 특성

(나) 주요 탄성파상 조합

① 수평 층리(Parallel) 탄성파상은 수평적으로 퇴적되는 퇴적물의 양이 일정한 경우에 주로 나

타나며, 이 때문에 수평적인 퇴적층의 두께가 일정한 판상(Sheet)의 퇴적층 외부형태를 가짐

(그림 2-140) 

② 다이버젼트(Divergent) 탄성파상은 한 방향으로 향하면서 반사파가 기울어져 나타나는 경우로 

퇴적 방향성은 같으나 쌓이는 퇴적물의 양이 달라질 때 주로 나타남. 이러한 퇴적상은 수로나 

분지를 채워주는 경우에 주로 볼 수 있으며 쐐기(Wedge) 모양의 외부 형태를 가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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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형태(Prograding)의 탄성파상은 일정 방향으로 퇴적물이 공급되는 경우

에 주로 발달함. 강 하구를 중심으로 외해로 퇴적물이 확산되면서 삼각주 퇴적층을 형성하는 

경우가 대표적인 예에 해당함. 이러한 경우 퇴적층 내부에는 한 방향으로 전진하는 형태의 탄

성파상을 보여주게 되며, 쐐기 형태 혹은 뱅크 형태(Bank)의 외부 모양을 갖게 됨

④ 특정 내부 구조를 갖지 않는 무질서한(Chaotic) 탄성파상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특정 내부 구

조를 갖지 않고 불연속적인 반사파들이 불규칙하게 혼합된 형태로 발달함. 이러한 특징의 탄

성파상 조합은 짧은 시간동안 갑작스런 퇴적작용이 진행되거나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분포

하는 경우에 나타남 

⑤ 아무런 내부 구조도 갖지 않는 투명한(Transparent or reflection free) 탄성파상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특별한 내부 반사면을 볼 수 없는 투명한 경우를 말함. 이러한 투명 탄성파상은 

수평, 수직적으로 암상의 변화가 없는 경우에 발달하게 되며, 특히 균질한 세립 퇴적물(주로 

니질)로 구성된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탄성파상 조합에 속함

 

그림 2-140. 탄성파상 분석에 이용되는 탄성파상 조합(Mitchum et al., 1997)

(다) 남해 개별 층서단위별 대표 탄성파상

① 연구해역의 탄성파상은 취득한 고해상 탄성파 자료를 분석한 결과, 서로 다른 음향 특성을 갖

는 7가지 유형으로 구분됨(그림 2-140). Type-1은 연속성이 불량한 층리 탄성파상

(Discontinuous stratified seismic facies)으로 연속성 불량 반사면으로 구성됨. 대부분의 

경우 약한 진폭의 반사면 특징을 보여주지만 부분적으로 강한 진폭을 보여주는 반사면을 포함

함. 이러한 유형의 탄성파상은 세립 퇴적물 중간에 조립질 퇴적물이 교호하거나 물성을 달리

하는 퇴적물이 판상으로 포함되었을 경우에 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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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Type-2는 전진 구축(Prograding) 탄성파상에 속하며 이 탄성파상은 내부 반사면이 강어귀와 

같이 한 방향에서 퇴적물이 공급될 경우에 발달하는 퇴적상으로 본 연구지역의 경우 주로 연

안에서 남쪽 혹은 남동쪽을 향하면서 전진 구축하는 형태로 발달해 있음. Type-2는 조사지역

의 내대륙붕 니질대에 주로 분포함

③ Type-3은 투명 탄성파상(Transparent seismic facies)에 해당되며, 탄성파 단면상에서 특정 

내부 층리를 거의 갖지 않는 형태를 보여줌. 이는 구성 퇴적물이 조립한 퇴적물을 거의 포함

하지 않는 균질한 세립 퇴적물에서 주로 나타나며 시추 코어 분석 결과와 잘 대비 됨. Type-3 

역시 세립 퇴적물이 주로 분포하는 내대륙붕 니질대에 주로 분포함

④ Type-4는 퇴적층 내부의 층리 구조가 가려진 형태를 말하며 이와 같은 현상은 퇴적층 내부에 

가스가 포함된 경우에 나타나는 탄성파상으로 음향 혼탁층(Acoustically turbid zone)으로 분

류할 수 있음. 이와 같은 특징이 나타나는 이유는 가스 함유 퇴적층의 경우 음파 에너지의 대

부분을 흡수 산란시켜 퇴적 내부 구조를 확인하기 어렵기 때문임

⑤ Type-5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내부 반사면이 전혀 발달하지 않은 경우임. 일반적으로 기반암이 

분포할 경우 음파 에너지가 더 이상 투과하지 못하여 나타나는 현상으로, 본 연구지역에서도 

도서 주변이나 기반암이 해저면에 노출된 해역에서 주로 나타남

⑥ Type-6-1은 층리 반사면으로 충진된 침식 수로에 해당되는 탄성파상임. 강이나 하천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에 층리가 발달해 있는 퇴적층으로 충진한 경우로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

수면 하강으로 대륙붕이 대기에 노출됨에 따라 육상 하천의 연장으로 만들어진 고수로를 해침 

과정에서 충진하면서 만들어진 짐. 내부반사면이 전진 구축 혹은 한 방향으로 경사진 특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볼 때 사질과 같은 조립한 퇴적물이 세립 퇴적물과 혼합된 상태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됨

⑦ Type-6-2는 투명한 탄성파상으로 충진된 침식 수로에 해당되는 경우임. Type-6-1과 유사하게 

강이나 하천의 침식에 의해 만들어진 수로를 투명 층리 탄성파상 물질로 충진한 형태임. 그러

나 Type-6-1과는 달리 구성 퇴적물이 조립질 물질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 균질한 세립 퇴적물

로 구성되었을 경우에 보여주는 탄성파상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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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1. 남해 퇴적층에서 구분되는 탄성파상의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 

(2) 기본층서단위 구분

(가) 층서 분류 기준안 준비를 위한 공청회 결과

① 외국의 관련 연구 사례를 적극적으로 수집·분석하고, 해양 퇴적층의 특성을 고려하여 가장 

접근이 용이한 탄성파 층서단위를 기본으로 층서 분류 기준안을 수립하는 것이 효율적이라는 

의견이 다수임

②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남해 대륙붕에 발달하는 서로 다른 천부 층서단위 분류

③ 분류된 층서단위를 중심으로 가용한 퇴적물 정보 및 미화석 정보를 활용하여 암상, 퇴적환경, 

퇴적시기에 대한 정보를 고려(예를 들면, Q(Quaternary), P(Pleistocene), H(Holocene), 

RM(recent mud), TF(tidal flat sediments), PD(prodelta sediments), TS(transgressive 

sand), MF(modern fluvial sediments), Delta, Estuary, Fluvial 등)

④ 가능한 경우 퇴적단위 주요 분포 해역을 고려하는 방안도 고려(예, HMB(Heuksan mud belt), 

SSIM(South Sea inner shelf mud), KSIM(Korea Strait inner shelf mud) 등)

⑤ 기 정립되어 있는 산소 동위원소 곡선 결과와 대비 가능성 검토

⑥ 분류된 각 층서단위를 대상으로 탄성파상 특성, 퇴적상·퇴적환경, 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순차 층서 개념을 적용하여 통합 해석(예, HST(highstand systems tract), TST(transgressive 

systems tract), LST(lowstand systems tract), FSST(falling stage systems tract))

⑦ 향후 해양지질 및 층서 관련 전문가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수렴(학회 공청회 및 전문가 

자문회의 등)하여 최종적으로 층서 기준안을 제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다수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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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2.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워크샵 및 자문회의 단체사진

그림 2-143. 남해 퇴적층서 연구 전문가 자문 의견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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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4. 자문의견서 계속

그림 2-145. 자문의견서 계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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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남해 제4기 층서 분류 기준안 마련

① 2017년 층서 분류 기준안 마련 공청회와 해양지질 및 층서 관련 전문가의 의견에 따라 아래 

항목의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남해 천부 퇴적 층서를 분류하였음

② 탄성파 층서 정보: 기존 탐사자료 및 보완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연구 해역을 대표할 수 있는 

층서단위를 구분하고 맵핑 수행

③ 암층서(퇴적물) 정보: 기 보유하고 있는 시추자료(흑산 니질대, 진도-제주간) 정보를 탄성파 

층서단위 정보와 대비

④ 생층서 정보: 규질(규조류), 석회질(유공충) 및 유기질(화분, 와편모류) 미화석 등이 플라이

오세- 플라이스토세-홀로세의 경계를 설정하는데 주로 활용

⑤ 시층서 정보: 방사성탄소연대 측정법과 OSL 연대 측정법을 사용하여 연대 정보도출·활용

⑥ 동위원소 층서 대비: 기 정립되어 있는 산소 동위원소 곡선과 대비

⑦ 층서 기준안 설정: 상기 정보(탄성파 층서-암층서-생층서-시층서)를 종합하여 우리나라 남해

해역에 적용 가능한 층서 기준안을 설정하고자 함

그림 2-146. 남해 대륙붕 층서단위 분류 기준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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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Stratigraphy

Stratigraphy Units Systems 

tractsWestern Part Central Part Eastern Part Jeju Sea 

SHHm

(South Sea Holocene 

Heuksan mud)

SHSm

(South Sea Holocene 

Seomjin River mud)

SHNm 

(South Sea Holocene 

Nakdong River mud)

JHm

(Jeju Sea Holocene 

mud)

HST

SHsr 

(South Sea Holocene 

sand ridge)

SHsr 

(South Sea Holocene 

sand ridge)

SHsr 

(Jeju Sea Holocene 

sand ridge)

TST

YHss

(Yellow Sea 

Holocene sand 

sheet)

SHss 

(South Sea Holocene 

sand sheet)

SHss 

(South Sea Holocene 

sand sheet)

YHss

(Jeju Sea Holocene 

sand sheet)

SLic

(South Sea Lowstand 

incised 

channel-fill)

SLic

(South Sea Lowstand 

incised 

channel-fill)

SLbd

(South Sea Lowstand 

beach deposits)

SLbd

(South Sea Lowstand 

beach deposits)

LST

SLmd

(South Sea Lowstand 

mass-flow deposits)

SLdw

(South Sea Lowstand 

deltaic wedge) 

표 2-34. 남해 대륙붕에 분포하는 주요 천부 층서단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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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남해 제4기 퇴적 층서 분포도

남해 대륙붕에 분포하는 주요 천부 층서단위: 마지막 빙하기 이래로 형성된 남해 대륙붕에 분포하는 

대표적인 퇴적단위는 다음과 같음

(1) 현생(Holocene highstand) 퇴적단위

① 흑산 니질대(Heuksan Mud Belt): 최대 40m 이상에 달하는 한반도 남서 해역에 분포하는 현생 

세립 퇴적단위. SHHm(South Sea Holocene Heuksan mud)으로 분류

② 남해 내대륙붕 니질대(South Sea Inner-shelf Mud): 남해 중부 내대륙붕(섬진강 하구)을 중심

으로 최대 30m 이상에 달하는 현생 세립 퇴적단위. SHSm(South Sea Holocene Seomjin River 

mud)으로 분류

③ 대한해협 내대륙붕 니질대(Korea Strait Inner-shelf Mud): 낙동강 하구로부터 울산 동부 연

안까지 내대륙붕을 따라 길게 발달하는 현생 세립 퇴적층으로 최대 50m 이상 두께로 분포함. 

SHNm(South Sea Holocene Nakdong River mud)으로 분류

④ 제주해역 니질대(Jeju Sea Mud): 제주 해역 남동부에 집적되어 있는 현생 세립 퇴적층으로 최

대 20m 이상 두께로 분포함. JHm(Jeju Sea Holocene mud)로 분류

(2) 홀로세 해침(Holocene transgression) 퇴적단위

① 해침 사퇴 퇴적단위(Sand Ridge): 홀로세 해침 동안 퇴적된 주로 사질로 구성된 구릉 형태의 

퇴적단위. SHsr(South Sea Holocene sand ridge)와 JHsr(Jeju Sea Holocene sand ridge)로 분류

② 해침 사질 퇴적단위(Transgressive Sand): 남해 대륙붕과 제주 남부 해역에 박층으로 넓게 분

포하는 사질 퇴적단위로 홀로세 해침 동안 해안선이 후퇴하면서 퇴적됨. SHss(South Sea 

Holocene sand sheet)와 JHss(Jeju Sea Holocene sand sheet)로 분류

③ 해침 하구·델타 퇴적단위(Holocene Estuarine·Delta): 홀로세 해침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섬

진강 및 낙동가의 하구역을 중심으로 하구 및 하구역내 델타 환경하에서 생성된 퇴적단위. 

SHed(South Sea Holocene estuarine/delta deposits)로 분류

④ 침식 수로 충진 퇴적단위(Incised Channel-fill): 현재의 섬진강 및 낙동강이 마지막 빙하기 

동안 대기에 노출됨에 따라 대륙붕을 가로질러 형성된 침식 수로를 해침 과정에서 충진하는 

형태로 발달한 퇴적단위. SLic(South Sea Lowstand incised channel-fill)로 분류

(3) 저해수면(Lowstand, 마지막 빙하기 동안 퇴적) 퇴적단위

① 저해수면 델타 퇴적단위(Lowstand Deltaic Wedge):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대륙붕단까

지 하강한 조건하에서 고-강하구를 중심으로 삼각주 환경에서 생성된 퇴적단위. SLdw(South 

Sea Lowstand deltaic wedge)로 분류 

② 저해수면 질량류 퇴적단위(Lowstand Mass-flow Deposits):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대륙

붕단까지 하강한 조건하에서 대륙붕단 인근에 퇴적된 퇴적물이나 협곡의 상부에 축적된 퇴적

물이 사면붕괴(Slope failure)로 인해 하부에 중력 구동으로 집적되어 나타나는 퇴적단위. 

SLmd(South Sea Lowstand mass-flow deposits)로 분류



- 216 -

그림 2-147. 남해 대륙붕 층서단위 분류 기준(가안)에 따른 퇴적단위 분포도

③ SHSm은 광양만에서부터 여수 수로를 따라 남해 중부 내대륙붕까지 두껍게 퇴적되어 있음(그림 

2-147). 여수 수로에서 20m 이상의 두께를 보이는 SHSm은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얇아지면서 

수렴함. 그러나 남동쪽으로 수렴하는 가운데 서쪽으로는 다시 두꺼워져 최대 30m의 두께를 가

짐. 이러한 니질 퇴적체 SHSm의 분포는 남해 중부 현생 니질 퇴적체 중심부가 남해도 남쪽과 

고창 남쪽의 두 지역으로 나뉘는 특징을 보여줌

④ SHsd는 층서적으로 SHSm 아래에 위치하지만 여수 수로에서부터 남쪽으로 보다 광범위하게 분

포하고 있음. 두께는 내만에서 5m 이내의 매우 얇은 판상으로 존재하다가 남쪽으로 갈수록 점

차 10m 이상으로 두꺼워짐. 조사해역의 남동쪽에서는 그 두께 변화가 5∼25m로 매우 불규칙적

임. 이 지역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해저 사구의 형태를 보임

⑤ SHNm은 거제도 동쪽 해역에서 포항까지 해안선을 따라 남서-북동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

음. 두께는 거제도 동쪽 해역에서 최대 20m이고 낙동강 하구에서 약 5m까지 얇아졌다가 울산 

해역에서 최대 50m까지 두꺼워짐. 전체적으로 퇴적물 내 천부가스에 의한 음향 혼탁층이 내부

에 나타남 

⑥ SLdw는 대한해협의 대마도 인근에서 남서-북동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대 약 40m로 두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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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발달해 있음. SLmd 역시 대한해협의 수심이 깊은 지역을 따라 SLdw와 달리 10∼20m 두께의 

여러 퇴적군으로 산재되어 나타남. SLbd는 SLdw와 SLmd 보다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보다 좁고 

긴 형태로 외대륙붕을 따라 발달해 있음. 두께는 5∼10m 임

⑦ 향후 디지털 아틀라스 제작을 위해 기 연구되었던 남해 일부 퇴적층의 두께는 디지털 격자 정

보로 생성 및 추출하여 등층후도로 작성하였음(그림 3-148)

그림 2-148. 남해 동부 대륙붕에서 분류된 개별 퇴적단위 등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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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9. 남해 서부 및 중부 퇴적층의 등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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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구축 현황(㎢)

합계 41,351

‘05년 540

‘06년 1,914

‘07년 4,873

‘08년 3,941

‘09년 12,944

‘10년 1,060

‘11년 184

‘12년 425

‘13년 2,981

‘14년 1,301

‘15년 2,646

‘16년 2,584

‘17년 5,958

그림 2-154. 격자 간격 1m DEM 구축 현황

- 항공 레이저 측량은 격자간격 1m의 수치 표고 모델 제작에 활용되며, 2005년부터 2017년까지 

상기 그림에 해당하는 영역이 구축되었음. 2018년에는 전북 및 전남 지역의 22개 시·군을 대

상으로 약 2,750㎢을 신규 구축할 계획임

㉯ 정밀지형 모델

- 정밀지형 모델은 지형의 모습을 컴퓨터에서 재현하기 위하여 일정 크기의 격자나 삼각형 형태

로 표현한 것임. 국토교통부에서는 2010년부터 47,150㎢에 대한 정밀지형 모델을 구축하고 있

으며, 2018년까지 이 중 28,530㎢에 해당하는 162개 시·군에 대해 1m 격자간격으로 구축할 

것임. 2009년부터 2016년까지는 건물 밀집 지역을 대상으로 정밀지형 모델을 구축하였으며 

2017년부터는 국토지리정보원에 구축 업무를 이관함

- 남아있는 구축 대상 지역은 경상도, 강원도 등의 도심지 18,620㎢로, 다음 그림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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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5. 정밀지형 모델 구축 현황

- 정밀지형 모델은 다음 그림과 같이 항공 레이저 측량을 통해 지형 데이터를 취득한 후 수치 

표면 모델(DSM)을 구축하고 건물, 수목 등을 제거하여 구축함

항공 레이저 측량
수치 표면 모형
(비지면, DSM)

정밀지형 모델

그림 2-156. 정밀지형 모델 제작 방법

- 구축된 정밀지형 모델은 입체 통신망 분석, 소음 분석, 3차원 콘텐츠 제작, 3차원 시뮬레이터 

개발, 경관 분석 및 조경 설계, 노선 계획 수립 등 다양한 분야에 활용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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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항공 레이저 수심 측량정보

㉮ 항공 레이저 수심 측량정보는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안선 조사 사업팀에서 구축하고 있으나, 용

역 수행과정에서 공개할 수 있는 정보에 한계가 있어 자세한 내용을 수록할 수 없었음. 향후 

관계기관과의 자료협조를 통해 현황을 파악하여야 함

③ 단빔 및 다중빔 측량 정보

㉮ 우리나라는 삼면이 바다로 육상 영토 대비 해양 영토가 4.5배 넓으며, 수출입 물동량의 99.7%

가 해운을 통해 운송되고 있어 해양 공간의 이용과 관리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의 인지도가 높

은 편임. 또한, 2014년 세월호 침몰 사고를 계기로 해사 안전의 중요성에 대한 국민적 공감대

가 확산되었으며 안전정보와 관리에 대한 국가의 역할이 커지고 있음. 이러한 흐름에 따라 국

립해양조사원은 연안 지역에 대하여 수로측량 및 조사활동을 통해 선박의 항행에 필요한 안전

정보, 해양에서의 각종 경제활동 및 레저활동 등을 지원하기 위한 다양한 정보를 생산하여 서

비스하고 있음

㉯ 국립해양조사원은 단빔, 다중빔 등의 장비를 활용하여 연안해역 조사측량을 수행하고 바다의 

수심, 해안선의 형태, 암초의 위치 및 높이, 해저지질 등을 조사함. 조사된 성과는 해도 및 

각종 수로 도서지에 수록하여 항해 안전, 항만 공사, 군사작전 및 해양개발에 이용하고 있음

㉰ 2003년부터 2017년까지 꾸준하게 연안지역 특성에 맞게 단빔과 다중빔 등을 활용하여 수심 측

량 및 해저지형 측량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그림 3-8-4는 2003년~2017년까지 단빔, 다중빔 

수심 측량 현황도임. 데이터는 국가해양 기본조사, 연안해역 정밀조사, 항만조사 등을 통해 

구축되었음

㉱ 연안해역 정밀조사는 5개년 조사계획에 따라 연차별로 실시하고 있으며, 2017년에 1차 연안 

정밀조사가 완료되었음. 이에 따라 국립해양조사원은 2차 연안 정밀조사를 시행하기 위해 조

사방법, 성과관리, 제공 등 업무 일체의 처리 절차에 대한 프로세스를 정립하기 위한 연구를 

진행하고 있음

④ 연안해역 기본도

㉮ 연안해역 기본도는 연안해역의 설계 및 개발을 위한 기초자료를 확보하기 위한 목적으로 육

상·해양 공간정보를 단일 높이 기준(인천 평균 해면)으로 작성한 것임. 1977년부터 2008년까

지는 국토지리원이 수심 50m 이내 연안해역에 대한 수심측량 및 지층탐사, 저질조사 등을 직

접 수행함. 2010년부터는 종이 도면에서 수치 지도로 제작 방법을 전환하고 업무중복 방지를 

위해 해양조사원의 연안해약 정밀조사 성과를 제공 받아 제작함

㉯ 국토지리원 이외에도 갯골 분포도, 연안해역 재질 분포도 등의 지역별 평균 해면 기반 육상·

해양 통합 공간정보를 수록한 지도는 해양조사원에서, 연안 정보도 등 인천 평균 해면 기반 

육상·해양 통합 공간정보를 수록한 지도는 해양수산부 연안계획과에서 구축 및 관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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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57. 2003년~2017년 (좌) 단빔, (우) 다중빔 수심 측량 현황도

그림 2-158. 2010년 이후 연안해역 기본도 구축 현황

⑤ 육·해양 표준 좌표 체계 통합 탐사자료의 수요조사

㉮ 탐사 및 분석정보 등이 하나의 정보체계에 표현되고 분석되어야 하기 때문에 수치 표고 모형

과 같은 3차원 지형정보가 필요함. 이를 위해서는 육상·해양의 연속적인 공간정보의 구축이 

필요함

㉯ 연안 및 해저지형까지 통합되고 연속된 공간정보를 구축하는 데에 많은 어려움이 있음. 그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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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도 이종 데이터로 취득된 데이터 간의 통합, 육상·해양 수직 기준의 상이함으로 인해 발

생하는 정보 통합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

㉰ 육상·해양의 연속적인 3차원 공간정보를 구축하기 위한 기술적 요건을 토대로 현재의 기술과 

구축정보 상황을 고려할 때 수치 표고 모형 형태의 정보들이 가장 적합할 것으로 판단됨. 따

라서 후보 정보군 선정에 있어서 수치 표고 모형으로 표출이 가능한 정보들을 대상으로 선정, 

평가하는 것이 합리적임

⑥ 육상·해양 표준 좌표 체계 탐사정보 확보 및 자료 통합 

㉮ 육상 및 해양 표준 좌표 체계 탐사정보의 확보 및 자료 통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에서 

하나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관리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요함

그림 2-159. WGS84를 투영한 전국 지질도 지질정보 활용(출처:한국지질자원연구원)

⑦ 최적 정보 확보 방안

㉮ 데이터의 완전성을 확보하는데 가장 중요한 방법은 높은 기준의 개방성과 투명성을 확보하는 

것임. 과학, 공학, 의학 등의 분야는 물리적, 생물학적, 사회적 현상을 포괄적으로 다루고, 

분야별로 특이성이 존재하기 때문에 일반화하기 어려운 특징을 보임. 방대한 양의 데이터가 

수집·분석되고 새로운 데이터가 생성되어 공유하는 과정에서 데이터가 잘못 가공되거나 조작

되어 결과물의 오류를 초래하므로 데이터의 수집, 분석, 해석에 있어서 오류의 발견과 정정을 

위해서는 데이터를 가공하고 사용하는데 사용된 방법과 도구들이 전문가에 의해 검증되는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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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가 필요함

㉯ 데이터의 접근성 확보와 공유는 그 데이터에 대한 정확성을 검증하고, 연구 결과를 검증할 수 

있는 최적의 방법임. 경우에 따라 데이터의 접근이 불가능하거나 공개를 연기하는 합법적인 

부분도 존재하는데 접근 불가능의 경우 상업적 물품 또는 서비스를 생성하는 단계인 경우, 국

가 안보를 위한 기밀인 경우, 연구 데이터와 생성된 자료의 관리 권한 및 시기가 연구 관련 

고위 감독관과 직속동료들에 제한된 경우임. 공개를 연기하는 합법적 부분의 경우 상업적으로 

이용될 가능성이 있는 분야의 특허출원, 계약상의 제한, 기술적 제약 등은 데이터 접근을 연

기하거나 제한하는 요소로 작용함. 기본 원칙은 생성된 결과물에 사용된 연구데이터와 방법

(데이터의 수집, 생성, 분석에 사용되는 기법과 절차, 도구 포함) 및 관련 주요 정보의 공개

임

㉰ 연구데이터의 가치 판단과 장기적 보존을 위해서는 데이터보존의 필요성 확립과 데이터 보존

계획 수립이 필수적임. 연구데이터는 연구 실험실, 시설물 등의 인프라 및 네트워크의 본질적 

역할을 담당하는 중요한 도구로서 장기적으로 보관될 가치가 있음. 하지만 가치있는 데이터를 

관리하기 위해서는 보존해야 할 데이터와 버려야 할 데이터에 대한 판단과 방대한 관리 비용

의 분담에 대한 합의가 필요함

⑧ 확보 방안 시사점

㉮ 연구데이터 관리지침과 연구윤리지침을 연계하여 전반적인 연구의 진실성 및 신뢰성 제고 검

토하고, 연구데이터 저장·보관을 위한 보존가치 판단기준 및 보존기간 산정기준의 마련이 필

요함. 수립된 기준 및 지침에 대해 대학 출연(연)의 연구원과 연구데이터 관리자를 대상으로 

주기적인 교육·훈련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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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국토지리정보원 국립해양조사원 해양수산부(연안계획과)

사업명 연안해역 기본도 제작
연안해역 정밀조사·항만해역 정밀 

수로 측량
연안 통합지도 서비스

개요

- 연안지역 개발과 

환경보전 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 1/25,000 수치 

지형도에 국립 

해양조사원으로부터 

제공 받은 최신 

해양공간 정보 수록

- 연안해역에 대한 측량을 통하여 

연안개발·보전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 해상 교통안전 확보와 항만 개발에 

이용

- 측량 원도 등의 성과는 해도(종이, 

전자) 제작을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연안 및 국토의 

통합적인 관리를 위해 

육지(수치 지형도)와 

바다(수치 해도)의 

공간정보를 통합하여 

2011년까지 제작

높이 

기준
인천 평균 해면 지역별 평균 해면(약최저 저조위) 인천 평균 해면

공간정보

연안해역 

기본도(등심선, 저질 

분포 등 28개 레이어)

측량 원도(1/5,000), 항정도, 저질 

분포도, 천부 지층 분포도, 해저면 

영상 모자이크 등

연안 정보도(인터넷 

배경지도 및 PDF)

성과물

<연안해역 기본도, 

1/25,000>

<갯골 분포도, 

1/20,000>

<연안해역 재질 

분포도, 1/10,000>
<연안 정보도, 1/25,000>

표 2-35. 기관별 육상·해양 공간정보 구축 현황

㉯ 연구데이터 관리시스템을 구축과 활용을 활성화 시킬 필요가 있음. 연구 기관별로 표준화된 

종합 연구 데이터 관리시스템 구축을 추진하고 기관 간 시스템을 연계할 필요성이 있음. 국내 

NTIS(국가 과학기술 지식 포털)도 국가 R&D 사업의 연구 데이터를 관리하는데 있어 개선 사항

을 검토할 필요가 있는데 현재의 NTIS에 등록되는 정보들은 연구의 최종 결과물이며, 연구 기

획단계부터 종료까지 생성되는 모든 연구 데이터에 대한 취합은 이루어지지 않고 있음

㉰ 최종 연구 결과물 및 성과는 NTIS에서 관리하고, 중간 생성물은 각 연구 기관별로 표준화된 

관리시스템을 통해 관리하며 수집·접근 및 공유 기준을 마련함. 연구 데이터에 대한 검증 절

차를 강화하고 NTIS 뿐만 아니라 각 연구기관에서 관리하는 연구 데이터의 가치 판단을 통한 

장기적인 보존계획 수립이 필요함. 연구 성과물에 사용된 연구 데이터 및 방법에 대한 정보 

관리 필요성을 검토하여 접근성 및 관리성을 확보하기 위한 방안 마련이 필요함

㉱ 참조 표준(Reference standards)은 신뢰할 수 있는 수치 데이터를 말하는데,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공인하기 위한 자료로 사용됨. 국제적으로 저명한 과학기술 분야의 각종 



- 230 -

저널, 논문과 핸드북, 편람 등을 통해 발표된 신뢰성 높은 각종 과학기술 물성 값, 실험측정 

데이터, 수치 및 상수 데이터로 구성됨. 데이터와 정보의 정확도와 신뢰도를 분석 심사하여 

참조 표준으로 설정하고 이를 공인해주는 표준 참조자료(SRD: Standard Reference Data)를 대

표적인 참조 표준으로 볼 수 있음

(다) 탐사정보의 사양 및 DB 구축 방안

㉮ 층서정보는 GNSS와 연동된 WGS84 타원체 기반 좌표 체계를 이용하고 있으며 P190과 SEG-Y 등

의 포맷을 이용하고 있음. 세계의 해양 공간정보 및 지질정보는 WGS84 타원체 기반으로 구축

되고 있으며 주로 UTM 좌표계를 사용하고 있음. 따라서 층서정보 통합 미 가시화를 위한 최적 

좌표계는 WGS84 타원체 기반의 UTM 좌표계로 설정하여 사용해야 한다고 판단됨

㉯ DB 구축과 관련한 표준은 데이터를 기반으로 지리정보의 모델화 정보를 의미하는 것으로, 데

이터 모델, 스키마, 데이터 생산 사양 등을 포함하여 DB의 구축·갱신·변환·활용 등 DB와 

관련된 전반의 과정에 적용될 수 있음

㉱ 시스템 개발 표준들은 공통된 웹 프로토콜을 기반으로 인터페이스를 표준화하고 서비스를 일

관되게 정의함으로써 지리정보 웹서비스를 구현하고 상호 연동하도록 도움. 분산 환경에서 검

색, 데이터 접근, 바인딩, 묘화 등의 기능을 개발하는데 필요한 표준들이 해당됨

㉰ 측량은 DB를 직접 구축하는 것은 아니지만 데이터 생성을 위한 기초단계의 작업임. 따라서 측

량은 위치 정확성 등과 같은 품질관리를 위한 표준과 관련 있고 DB 구축 관련 표준, 기준점 

및 수치 지도를 제작하는 표준과 관련이 있음

㉱ 품질 원칙을 통해 데이터의 품질에 관한 정보를 체계화함으로써 데이터 생산자는 데이터 셋이 

제품 사양에 적합한지를 평가하여 품질 정보를 제공할 수 있고, 데이터 사용자는 특정 데이터

가 자신의 응용 분야에 적합한 품질인지를 결정할 수 있음

㉲ 메타 데이터는 요구사항, 응용정보, 패키지, 데이터 유형 등을 정의함으로써 지리정보의 내

용, 품질, 용도 등 상세한 정보를 사전에 제공하여 사용자의 요구에 맞는 정보의 접근이 용

이함. 3차원 국토 공간정 보구축 사업 관리지침에서 데이터의 배포 및 관리를 위한 메타 데

이터를 작성, 관리하도록 규정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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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항 내용

제16조

(메타 데이터 작성 관리)

① 3차원 국토 공간정보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 경우에는 

3차원 국토 공간정보의 관리를 위해 해당 분야 또는 항목

의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고 관리하여야 함

② 각 구축 기관은 3차원 국토 공간정보 메타 데이터를 

“공간정보 관리용 메타 데이터 표준”을 적용하여 작성함

③ 메타 데이터의 내용 및 작성 등에 관한 사항은 작업 

규정에서 정하는 바에 의함

제17조(성과품)

3차원 국토 공간정보 성과품은 3차원 국토 공간정보 데이

터 셋의 도형 및 속성정보, 메타 데이터, 품질관리 및 기

타 관련 성과 등이며, 세부 사항은 “작업 규정”에서 정

한 바에 따른다. 다만, 성과관리에 관한 별도의 지침이 

있는 경우는 예외로 할 수 있음

표 2-36. 메타 데이터 관련 작업 규정 내용

㉳ 데이터 제품 사양을 통해 개별 데이터의 생성에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데이터 제품 사

양이 쉽게 이해되며, 의도된 목적에 부합하게 데이터를 생산할 수 있음. 데이터 제품 사양의 

항목은 개요 및 식별정보, 사양의 범위, 데이터 내용 및 구조정보, 데이터  품질 정보, 참조

체계 정보, 배포 정보, 메타 데이터로 구성됨

㉴ 수로 정보 운영 관리 규정을 기반으로 수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 책임자는 수로 정보를 생산

함과 동시에 해양 공간정보 DB 구축에 따른 표준화 정의서 등에 의해 품질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음. 그러나 해양 공간정보 DB에 대해 품질검증을 하도록 되어 있지만 어떤 품질 요소를 어

떠한 기준에 의해 품질평가를 시행할 지에 대한 내용은 제시되어 있지 않음

품질관련 내용

제7조

(자료처리 및 관리방법)

① 수로 정보를 생산하는 부서 책임자는 수로 정보를 생산

함과 동시에 “해양 공간정보 DB 구축”에 따른 표준화 정

의서 등에 의해 품질검증 후 그 목록 및 메타 데이터를 함

께 종합해양정보 시스템에 저장하고 최신자료로 갱신될 수 

있도록 관리하여야 함.

② 관리책임자는 부서 책임자가 생산한 수로 정보를 종합해

양정보 시스템에 원활하게 저장 할 수 있도록 표준화 정의

서 제정 및 품질검정 프로그램을 지원하여야 한다

표 2-37. 품질 관련 관리 규정 내용

㉵ 수로 정보 운영 관리 규정에서는 정보 시스템을 적극적으로 활용하고 공동 활용을 위해 상호 

협력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기 위해서는 각 데이터에 맞는 메타 데

이터 항목을 정의하고 항목에 대한 데이터의 내용을 작성해야 함. 그러나 수로 정보 운영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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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 규정은 메타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지만 메타 데이터 작성을 위한 세부 항목은 제시

하고 있지 않아 이에 대한 보완이 필요함

㉶ 데이터 제품 사양 항목 중 기술기준에 내용을 담고 있는 항목은 개요 및 식별정보, 데이터 품

질정보, 메타 데이터의 내용을 담고 있음. 그리고 데이터 구축에 필요한 데이터 내용 및 구저 

정보나 사양의 범위 등에 내용은 표준화 정의서에서 제시하고 있음

(라) 결론 

① 수요정보의 특성을 고려할 때 탐사 및 분석정보 등이 하나의 정보체계에서 표현되고 분석되어

야 하기 때문에 3차원 지형정보가 필요하다고 판단됨. 이를 위하여 이종 데이터로 취득된 데

이터 간의 정보 통합의 어려움을 해결해야 함. 요구되는 기술 요소는 연결성, 유사성, 호환성 

등이 고려되어야 할 항목이며 이 조건을 만족시키기 위해 정보의 종류와 규격을 제한해야 하

며, 현실적으로 가장 유사한 기술이 반영된 정보이어야 유사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됨

② 서로 다른 종류의 센서로부터 취득된 데이터의 포맷 및 좌표계 등이 일치해야 함. 하지만 각 

기관에 따라 데이터의 좌표계가 나누어져 관리되고 있으므로 국내외에 구축된 해양정보와의 

좌표 체계 통일과 구축된 장비의 운용 및 연동의 효율성을 고려할 때, WGS84 타원체를 기반으

로 좌표를 결정해야 할 것으로 판단됨. 최근 층서정보는 이력정보가 잘 정리되어 있으나 과거

에는 관리되지 못하였고 지역 좌표계 기준으로 구축되어 있음. 지리정보 시스템을 기반으로 

하는 연안 공간정보 관리를 위하여 공간적 범위를 명확하게 하고 이를 도면상에 표현할 수 있

도록 좌표계를 통일해야 함. 이를 위해서는 이력 관리를 할 수 있는 법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필요가 있음

③ 육상 및 해양 표준 좌표 체계 탐사정보의 확보 및 자료 통합을 위해서는 범정부적인 차원의 

통합 시스템을 구축하여 각 관리기관이 직접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방식으로 관리하는 것이 필

요하다고 판단되며 데이터의 호환을 위해서는 완전성, 접근성, 관리성이 필수 사항임

④ DB 구축과 관련하여 데이터 모델, 스키마, 데이터 생산 사양 등을 포함한 DB의 구축·갱신·

변환·활용 등 관련된 전반의 과정을 기술하여 육·해양 표준 좌표 체계 탐사정보 DB 구축방

안을 제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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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 구축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는 탐사로 취득된 지형정보 데이터를 다른 성격의 자료와 함께 2D 지도상

에 가시화하고 사용자가 원하는 대로 커스텀 하여 활용하게 하는데 있으며, 프로젝트 관리 기능을 통해 

탐사영역 정보, 좌표 체계 정보, 레이어 등 손쉬운 자료 관리를 지원하는데 있음

(가) 개발 환경

① 보편적인 Windows 뿐만 아니라 Mac OS, Linux 등 다양한 환경의 사용자를 위해 크로스플랫폼 

지원이 가능한 개발환경을 구성하고, 지형·지층정보와 벡터정보 가시화 및 객체 관리를 위해 

아래와 같은 라이브러리를 채택

종류 이름 버전 라이센스

SDK Qt 4.8 Lesser GNU Public License

장면 그래프 OpenSceneGraph 3.0.1 OpenSceneGraph Public License

좌표 변환 

라이브러리
GDAL/OGR 1.7 X/MIT License

기하 연산 

엔진
GEOS 3.2.2 Lesser GNU Public License

표 2-38. 개발 환경 및 라이브러리 구성

②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는 서로 관련된 탭, 툴바 그리고 메인 위젯을 통틀어 모드로 정의하

고, 이와 같은 모드를 플러그인 형식으로 개발, 향후 시스템 기능을 플러그인 단위로 확장·

증축이 가능한 프레임 워크를 구축 

(나) 사용자 인터페이스 및 주요 기능

Composer 모드는 층서정보의 가시화 및 데이터 제작·편집 기능을 제공하며, ① 레이어 트리 위젯, 

② 맵 뷰어, ③ 설정 페인, ④ 정보 페인으로 구성됨. 레이어 트리 위젯은 층서정보를 레이어 타입이나 

의존성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며, 레이어의 계층적 관리 기능을 제공하며, 레이어 우선순위 설정 및 투

명도 조절을 통한 중첩 기능 지원. 맵 뷰어는 층서정보의 성격에 따라 벡터 레이어와 래스터 레이어의 

가시화를 지원하며, 화면 확대·축소·이동 등 기본적인 GIS 기능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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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0. Composer 모드의 기본 화면 구성

① 프로젝트 관리 모듈

㉮ 프로젝트 관리 모듈은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레이어들을 제작·편집하는 일종의 2D 설계 도면

이라 할 수 있음

㉯ 현재 프로젝트에서 제작·편집 가능한 레이어 유형은 벡터 레이어와 래스터 레이어 두 가지 

형식이며, 래스터 레이어는 지형이나 지층정보를 나타내고, 벡터 레이어는 점, 선, 면 등 지

오메트리 정보를 나타냄

㉰ 사용자는 프로젝트를 생성하고, 자료를 입력 받아 레이어를 생성하며, 기본적으로 프로젝트의 

이름, 설명, 좌표 체계 그리고 영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그 밖에도 각종 레이어들에 대한 정

보를 다루어 레이어 관리가 가능하도록 설계하였음

㉱ 프로젝트에서 생성된 벡터 레이어와 래스터 레이어는 자체 포맷으로 변환되어 로컬 저장소에 

등록·관리 가능

② 벡터 자료 생성 및 관리 모듈

㉮ 자료 생성 및 관리 모듈은 층서정보로부터 벡터 또는 래스터 레이어를 생성해서 편집·저장하

는 일련의 과정을 의미하며, 레이어 생성 후에는 스타일 편집 기능을 통해 스타일을 지정할 

수 있음

㉯ 벡터 레이어의 제작·편집을 위해서는 스타일을 사용하여 피쳐 모양에 대한 변경 기능이 필요

하며, 각 지오메트리 타입에 따라 필요한 스타일 옵션이 조금씩 다름. 따라서 지오메트리 타

입에 따른 스타일 편집 위젯을 개발

㉰ Point(Symbol): Point를 구성하는 선과 면의 색상, 굵기, 투명도와 선의 유형 및 심볼 스타일 

설정

㉱ LineString, MultiLineString: LineString을 구성하는 선의 색상, 크기, 투명도, 선의 유형과 

선의 꺾임 및 마감 처리에 대한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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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69.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 좌표 체계 지원

㉰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 내에서 최초 프로젝트 생성 시 좌표 체계를 선택하나, 데이터를 불

러옴에 따라 이를 변경해야 될 필요성으로 인하여 좌표 체계 변환 위자드 생성

㉱ 좌표 체계 변환 위자드는 총 3가지 단계이며, 각 단계는 다음과 같음

- Source Coordinate Reference System: 좌표 체계 변환이 필요한 데이터를 입력 받으면, 현재 

선택된 데이터에서 사용하고 있는 좌표 체계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

- Target Coordinate Reference System: 사용자가 변환하고자 하는 좌표계를 Coordinate System 

List 위젯을 통해 선택 가능

- Reprojection: 사용자가 선택한 파일 명과, 원본 파일의 좌표 체계, 변환하고자 하는 좌표 체

계에 대한 요약 정보를 제공하고, 좌표 변환 버튼을 통해 좌표 변환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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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듈 명 주요 기능

프로젝트 관리 모듈
- 프로젝트 이름, 설명, 좌표 체계, 영역 등의 정보 관리

- 프로젝트를 구성하는 레이어 계층 구조 관리 등

좌표 변환 모듈

- 데이텀(타원체 및 타원체의 위치 기준) 정의

- 투영법 및 기준점 정의

- 서로 다른 좌표계 사이의 좌표 값 변환 등

지형·지층 자료 생성 모듈

- ASCII 형식의(x,y,z) 데이터로부터 격자 자료 및 래스터 자료 

생성

- 격자 크기 및 해상도 설정

- ColorMap을 이용한 음영 기복도 생성 등

벡터 자료 생성 모듈
- ESRI shape 파일로부터 Feature 자료 생성

- 속성 정보 변환 등

지형·지층 레이어 관리 

모듈

- 지형·지층 레이어에 대한 ColorMap 변경

- 쉐이딩 파라메터 설정 등

벡터 레이어 관리 모듈
- 벡터 자료를 표현하기 위한 각종 속성 정보 설정(예를 들어, 

선 두께, 선 스타일, 패턴, 색상 등)

레이어 합성 모듈
- 다중 레이어를 하나의 래스터 자료로 합성하여 가시화

- 병렬 처리를 통해 레이어 합성 성능 극대화

표 2-39. 주요 모듈과 기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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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남황해·북동중국해 탄성파탐사 및 3D 시스템 구축

가. 연구지역 층서 및 지구조 특성

(1)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의 탄성파 구조 특성

(가) 기존 자료를 인용하여 마이오세 및 그 이후에 집적된 퇴적층에서 7개의 층서 경계면(SB1: Sea 

surface(SB7))을 기반으로 총 6개의 층단위(하부로부터 S1, S2, S3, S4, S5, S6)로 구성된 층

서 체계를 설정(그림 2-172)

그림 2-172. 탄성파 층서 분석을 수행한 탄성파 단면(한국해양과학기술원과 

한국석유공사 자료)

① 북부지역의 광역 탄성파 층서 분석 결과 다양한 규모의 정단층들이 S1(마이오세 1) 또는 그 직

하부(SB1)까지 연장됨(그림 2-173)

그림 2-173. 광역 탄성파 층서 분석(북부지역)

② 중부지역은 큰 규모의 정단층 및 역단층이 S4(플라이오세), S5(플라이스토세 1)까지 연장되나 

그 외 확인되는 정단층들은 S1(마이오세 1)까지 발달되어 있음(그림 3-1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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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4. 광역 탄성파 층서 분석(중부지역)

③ 남부지역은 큰 다수의 역단층이 S3(마이오세3)까지 발달되어 있고 연계된 습곡구조들이 광역적

인 규모로 나타나며, 특히 습곡된 S3의 상부는 삭박되어 뚜렷한 경사 부정합의 형태를 취함(그

림 3-175)

그림 2-175. 광역 탄성파 층서 분석(남부지역)

④ 반사면들의 특성 요소를 기준으로 하여 탄성파상 SF-A, SF-B, SF-C, SF-D를 분류(그림 2-1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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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76. 연구지역 퇴적층 내에서 구분된 탄성파상

㉮ 탄성파상 SF-A 

- 탄성파상 SF-A는 중간 내지 높은 진폭의 연속성이 양호한 반사면들 사이에 낮은 진폭과 중간 

정도의 연속성을 보이는 평탄한 반사면들이 평행상태로 배열된 탄성파 특성을 보임(그림 

3-177 A)

- 이러한 탄성파적 특징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대륙붕 또는 분지평원(basin plain) 환경에서 균

일한 퇴적률로 쌓인 퇴적층에서 나타날 수 있음(Mitchum et al., 1977)

- Yun et al.(1999)과 KIGAM(1997)은 시추공에서 내대륙붕 환경에 주로 서식하는 와편모 조류

(Phthanoperidinium, Cordosphaeridium 등)와 유공충(Asterorotalia concinna, A. 

multispinosa 등) 미화석을 확인

그림 2-177. 탄성파상 SF-A, SF-B, SF-C 및 SF-D가 구분된 탄성파 단면

㉯ 탄성파상 SF-B 

- 탄성파상 SF-B는 중간에서 고진폭의 연속성이 일정하지 않은 반사면들이 준평행한 상태로 배

열(그림 2-177 B)

- 일부 구간에서 하도로 추정되는 V 또는 U 형태로 침식 구조가 나타나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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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생물로는 간헐적인 해수의 영향을 받는 연안 환경을 지시하는 와편모 조류 미화석들

(Spiniferites ramosus ramosus, Cribroperidinium sp. 등)이 확인됨(Yun et al., 1999)

㉰ 탄성파상 SF-C 

- 탄성파상 SF-C는 진폭이 높고 연속성이 좋은 반사면이 최상부에 위치하고 그 아래 고진폭의 

연속성이 불량하며 혼탁하거나 주름진(winkled) 형태를 갖는 반사면들이 불규칙적으로 배열되

어 있음(그림 2-177 A)

- 탄성파상 SF-C는 층단위 S1의 하부 구간에서만 확인(그림 3-177 A)

- 동해 한국대지 및 그 주변 지역 탄성파탐사 자료에서도 이와 유사한 형태의 탄성파상을 분지

의 초기 열개작용 동안 일어난 틈새 분출(fissure eruption)에 의하여 형성된 화산암과 휴지

기의 퇴적층이 교호한 화산암·퇴적물 복합체(volcanic-sedimentary complex)로 해석(Lee et 

al., 2001; Kwon et al., 2009)

㉱ 탄성파상 SF-D 

- 탄성파상 SF-D는 주변부보다 상대적으로 고진폭의 연속성이 좋은 반사면이 낮은 각도의 돔

(dome) 형태로 나타나며 상부에 작은 규모의 돌기(pinacle)들이 나타나는 특징을 보임

- Cukur et al.(2011)은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이와 같은 반사면의 특징을 마그마 관입에 의하여 

형성된 화산암 맥(volcanic sill) 또는 화산체(volcanic edifice)로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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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시간구조도와 등층후도를 이용하여 각 층단위 구분 및 특성 분석

(가) 층단위 S1(마이오세 1)은 하부에 경사 부정합 SB1과 상부에 평행 부정합 SB2로 구분됨(그림 

2-178, 그림 2-179)

그림 2-178. SB1의 시간구조도(A)와 S1의 등층후도(B)

그림 2-179. SB2의 시간구조도(A)와 S2의 등층후도(B)

(나) 층단위 S2(마이오세 2)의 상부 경계를 이루고 있는 SB3는 평행 부정합의 형태로 발달(그림 

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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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0. SB3의 시간구조도(A)와 S3의 등층후도(B)

(다) 층단위 S3(마이오세 3)의 상부 층서 경계면 SB4는 마이오세-플라이오세의 경계면으로 알려져 

있음(그림 3-181)

그림 2-181. SB4의 시간구조도(A)와 S4의 등층후도(B)

(라) 층단위 S4의 상부 경계면 SB5는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의 경계면으로서 평행 부정합의 형태로 

발달(그림 2-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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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2. SB5의 시간구조도(A)와 S5의 등층후도(B)

(마) 층단위 S5(플라이스토세 1)의 상부 층서 경계면인 SB6는 평행 부정합으로 발달(그림 2-183)

그림 2-183. SB6의 시간구조도(A)와 S6의 등층후도(B)

(바) 층단위 S6(플라이스토세 2)의 상부 경계면은 해저면(Sea floor(SB7))에 해당

(3) 각 층단위와 경계면의 층후와 시간 깊이는 표 2-40 및 표 2-41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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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단위 설명 두께(sec)

S6 플라이스토세 2(상부 플라이스토세+홀로세 ?) 0 ~ 0.3

S5 플라이스토세 1(하부 플라이스토세 ?) 0 ~ 0.3

S4 플라이오세 0 ~ 0.4

S3 마이오세 3(상부 말기 마이오세 ?) 0 ~ 0.9

S2 마이오세 2(중부 중기 마이오세 ?) 0 ~ 0.5

S1 마이오세 1(하부 초기 마이오세 ?) 0 ~ 0.8

표 2-40. 층단위 별 두께

경계면 설명 깊이(sec)

SB6 플라이스토세 1과 2 사이의 평행 부정합 0 ~ 0.4

SB5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경계면 0.2 ~ 1.0

SB4
마이오세-플라이오세 경계면(북부: 평행 부정합, 

남부: 경사 부정합)
0 ~ 1.3

SB3 마이오세 2와 3 사이의 평행 부정합 0 ~ 2.0

SB2 마이오세 1과 2 사이의 평행 부정합 0.8 ~ 2.8

SB1 마이오세 1 하부의 경사 부정합 0.8 ~ 2.9

표 2-41. 층단위 별 시간 깊이

(가) 연구지역에 발달되어 있는 총 퇴적층의 두께는 북부와 남부에서 1.6초 이상으로 가장 두껍게 

나타나며 중부에서 1.2초 이하로 가장 얇게 분포하고 있음(그림 2-184)

그림 2-184. Seafloor(해저면, SB7)의 시간구조도(A)와 S7의 등층후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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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시추 예정지 정밀탐사 구역의 해저지형

(1) 시추 예정지 정밀 탐사구역의 해저지형을 그림 2-185에 도시

그림 2-185. 시추 예정지 정밀 탐사구역의 해저 지형도

(가) 시추 정밀 탐사구역의 해저지형은 평균 수심 74.3m이며 73.7 ~ 75.0m의 수심 분포로 조사구역 

내 최대 수심 차는 1.3m로 지형변화가 거의 없이 평편함

① 시추 정밀 탐사구역의 3차원 지형도는 그림 2-186에 도시

그림 2-186. 시추 예정지 정밀 탐사구역의 3차원 해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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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사측선 해저지형 특성

(가) 2017년 6월 7일 ~ 2017년 6월 12일 동안의 지구물리 및 지질 현장 조사에서 조사해역으로의 

이동과 탄성파탐사 중 연구선 온누리호에 장착된 멀티빔 장비 EM120(Kongsberg 사)을 이용하

여 해저지형 자료 획득

(나) 해당 조사지역은 제주도 동부, 남부 및 서남부 해역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측선은 북동-남서 

측선(KJS17-L1, KJS17-L2), 북서-남동 측선(KJS17-L3), 남서-북동 측선(KJS17-L4)임

(다) 각 측선의 평균, 최고 및 최저 수심은 표 2-42과 같음

(라) KJS17-L1은 북동쪽에서 남서쪽(제주도 방향)으로 오면서 수심 100m로 낮아지다가 제주도의 남

동 해역을 지난 후 다시 KJS17-L2 측선에서 수심이 70m로 증가함

(마) KJS17-L2에서 두 개의 큰 골이 나타나는데 제주도 동쪽에 위치한 골(측선의 195km 부근)은 폭 

27km에 수심은 131m까지 낮아지며 제주도 남쪽에 위치한 골(측선의 90km 부근)은 폭 10km에 

최저 수심은 113m임

(바) KJS17-L3는 61.3 ~ 71.7m의 평탄한 수심 분포를 가짐

(사) KJS17-L4는 KJS-L2의 골과 연장된 골이 폭 14km와 16km로 나타나며 최저 수심은 각각 130m와 

137m임. 이들 골은 제주도 남쪽에서 동서 방향으로, 제주도 동쪽에서 남북방향으로 연결성을 

가지고 있어 황해의 해류에 의하여 생성된 지형으로 판단됨

구분 KJS17-L1 KJS17-L2 KJS17-L3 KJS17-L4

평균 수심(m) 52.1 98.8 65.5 104.5

최고 수심(m) 52.1 68.7 61.3 68.4

최저 수심(m) 79.8 130.6 71.1 136.5

표 2-42. 탄성파탐사 측선의 평균, 최고, 최저 수심

(3) 제주도 서남해역 해저지형 특성

(가) 제주 서남 해역 해저지형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에서 해양 공간정보를 제공 

받아 해저지형 특성을 파악하였음

(나) 해당 지역은 이어도 남동부에 해당하며 수심은 55 ~ 127m의 분포를 가지며 평균 수심은 82m

(그림 2-189) 

(다) 서쪽에서 북동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는데 80m 부근에서 갑자기 수심이 깊어지는 경향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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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87. 해양 공간정보 수집 자료 위치도(국립해양조사원 제공)

(라) 중국 연안부와 가까운 구역 서측 부위는 넓은 로브 형태의 해저지형 양상을 보이다가 동측으

로 갈수록 깊어지며 부챗살 모양의 사질(모래) 퇴적체(sand ridge)가 조류와 같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함(국립해양조사원, 2014)

그림 2-188. 제주도 서남해 2차원 해저 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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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각 측선의 평균, 최고, 최저 수심은 표 2-43에 표기함

② 서에서 동으로, 북에서 남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며 최저 수심은 북동 해역에서 수심 130m임

③ Line A의 경우 동쪽 지역에서 소규모 사질 퇴적체들이 발달되어 울퉁불퉁한 지형이 형성됨

④ Line B도 Line A와 마찬가지로 동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짐

⑤ Line C와 Line D는 로브 형태의 퇴적체가 분포하고 있어 가운데 낮은 수심이 존재

⑥ 3D 정밀 조사구역은 Line C의 중앙에 위치하며 로브 형태의 퇴적체들 사이에 위치하고 있음

구분 Line A Line B Line C Line D Line E

평균 수심(m) 93.9 81.4 73.5 75.2 77.4

최고 수심(m) 68.3 61.3 58.8 65.7 67.8

최저 수심(m) 115.9 104.9 98.0 91.6 95.3

표 2-43. 대표 측선의 평균, 최고, 최저 수심

(마) 제주도 서남해 3차원 해저지형을 남쪽, 북쪽, 서쪽, 동쪽에서 바라본 3차원 지형도를 그림 

4-2-3에 도시하였음

(a) 남쪽에서 본 해저지형 (b) 북쪽에서 본 해저지형

(c) 서쪽에서 본 해저지형 (d) 동쪽에서 본 해저지형

그림 2-189. 제주도 서남해 3차원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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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3D 정밀 조사구역 해저지형 특성

(가) 3D 천부 고해상 탄성파탐사 지역의 해저지형을 그림 4-3-1에 도시

(나) 25m 간격으로 탄성파탐사 시 획득한 EM120의 중앙 지형 값을 이용하여 2차원 지형도 및 3차원 

지형도를 그림 3-191과 그림 3-192에 각각 도시함

(다) 남쪽에서 북쪽으로 갈수록 지형이 65m에서 75m로 낮아지며 소규모의 퇴적체로 인하여 남북 방

향의 골이 존재

(라) 시추 예정지는 조사구역의 북동쪽에 위치하며 수심 약 71m 지점임

그림 2-190. 3D 정밀 조사구역 위치 및 해저 지형도

그림 2-191. 집중 조사지역의 3차원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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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설계

본 연구에서는 고해상 에어건 + 스파커 + SBP(3.5kHz) 탄성파 탐사와 시추 코어링 등 전통적인 해양

지질 탐사 방법을 개선·응용한 퇴적층서(해성층·제4기층), 고환경 복원, 퇴적물 이동 및 기원지 판별 

연구 등에 주력하고자 함.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은 크게 2차원 융합 탄성파탐사와 3차원 천부 고해상 

융합 탄성파탐사로 구성됨(그림 2-192).

① 2차원 융합 탄성파탐사는 현재에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조사선 온누리호에서 여러 탄성파탐사 

장비를 동시에 활용하여 수행이 가능

② 연안으로부터 심해까지 종합적인 대륙붕 퇴적체를 연구하기 위해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

템을 구축하여 1km 두께의 퇴적층을 MRI 사진처럼 영상화

③ 동시 수행된 융합 탄성파탐사 자료를 탐사 목적에 맞게 자료 처리하면 천부 자료를 정밀하게 영상

화하고 심부까지 하나의 단면도로 작성하여 탐사 효율성 및 해석 용이성을 증대시킬 것임

④ 2차년도에서는 다수의 수신기(3D receivers)를 이용한 3차원 천부 고해상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을 구축할 예정이며, 이를 이용하여 2D 융합 탄성파탐사 단면 및 3차원 탄성파탐사 결과를 획득함

⑤ 3D 탐사를 통해 3D 해성층 층서 및 구조, 수층 구조, 해저지형, 고수로, 단층, 화산체, 천부자원 

등을 종합적으로 동시에 밝힐 수 있음

그림 2-192.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개념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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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Sparker 및 Air-gun(2D) 탐사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 대륙붕 해성층의 층서 구조를 개괄적으로 이해하고 기존 자료를 보완하기 

위하여 그림. 3-193과 그림. 3-194와 같이 각각 5개의 탐사 측선(2016.09.21~2016.10.5, 913.2 

line-km)과 14개의 탐사 측선을 선정함. 그림 2-193은 초기에 설정한 시추 예정지로서 정밀 탐사구역으

로 선정하였기 때문에 더 많은 측선에 대하여 탐사함. 해당 탐사에서 사용한 송신원은 SBP, Sparker, 

Air-gun으로 취득한 자료를 융·복합적으로 해석하기 위해 동일한 측선에서 두 가지 혹은 세 가지 유형

의 송신원을 동시에 사용하였음(그림 2-192).

그림. 2-193. SBP, Sparker, Air-gun을 활용한 5개의 탄성파 

자료 취득 측선(KJS-L01~L05)

그림. 2-194. 시추를 위해 설계된 14개의 탄성파탐사 측선

(1) Sparker 취득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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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arker SBP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SIG 2mile 장비와 음원 2000J을 이용하였으며 1ms 간격으로 총 

1초간 자료를 기록함. 획득한 자료에서 보이는 세로 방향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TFD noise rejection

을 적용함. 또한 주파수 영역에서 공간에 대한 예측 필터를 적용하여 비슷한 경사를 갖는 이벤트들은 

유의미한 신호로 간주하고 그 외의 이벤트는 잡음으로 인식하여 제거하는 F-X deconvolution을 통해 신

호 간의 연결성을 향상시킴. 그리고 특정 주파수 대역에 백색잡음을 첨가시킴으로써 진폭 스펙트럼을 

평편하게 만들고 각 주파수 간의 균형을 맞추었음. 이러한 작업은 Time-Variant Spectral 

Whitening(TVSW) 기법으로 넓은 주파수 대역을 설정할 경우 광대역 자료로 만들어줄 수도 있음. 결과적

으로 떨림 현상을 최소화하여 spike deconvolution과 같은 파형 압축이 가능함. 마지막으로 해저면을 

따라 muting을 적용하여 해수면-해저면 사이의 잡음과 직접파를 제거함. 상기 자료처리를 거친 4개의 

측선 자료(KSJ16-L01~L04)와 정밀탐사 지역 내 14개의 측선(KSJ-DP-L01~L14) 자료를 그림 2-195와 그

림. 2-196에 각각 도시하였음.

그림. 2-195. 4개의 스파커 탄성파탐사 측선(KSJ16-L01~L04)에 대한 자료처리 결과를 3차원 공간 상에 도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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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Air-gun 취득 자료

표 3-44는 자료취득을 위해 활용한 탐사장비 사양과 설정한 자료 획득 변수를 보여줌.

 

구분 장비사양 및 자료 획득변수

에어건 1380in3, 송신원 간격: 25m

스트리머 채널수: 40채널 채널 간격: 6.25m

기록변수
샘플 간격: 1ms, 기록 길이: 3s

최소 벌림거리: 45.75m, 최대 벌림거리: 289.5m

표 2-44. 에어건 탄성파 장비에 대한 사양 및 자료 획득 변수

취득된 자료를 처리하기 위하여 먼저 현장에서 SEG-D 포맷으로 기록된 자료를 ProMAX에 SEG-D INPUT 

모듈을 이용하여 입력함. 현장 자료의 헤더에 지형정보(geometry)를 이용하여 송수신기 좌표 정보를 입

력하였고 전처리 작업으로는 띠통과 필터(bandpass filter)와 f-k 필터를 선택함. 이러한 작업들은 자

료 취득 과정에서 발생한 너울, 선박 등에 의한 잡음과 저주파수 잡음을 제거하여 보다 선명한 반사파 

신호를 보여줌. 심부 지역의 반사파에 초점을 맞추기 위하여 상대적으로 큰 에너지를 갖는 직접파를 제

거하였고 속도 분석을 위해 분류(sorting)를 수행하여 공통 중간점(CMP; common mid-point) 모음 자료

로 자료를 재정렬함.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과 수직 시간차(NMO correction) 결과를 지속적으로 

비교하고 갱신해가며 최적의 속도 정보를 추출함. 최적의 속도 정보를 이용한 수직 시간차 결과를 중합

(stack)함으로써 신호 대 잡음비가 향상된 반사파 자료를 생성할 수 있으며 키르히호프(Kirchhoff) 구

조 보정을 수행하여 실제 반사점을 찾고 궁극적으로 보다 정확한 지하 구조를 파악하였음(그림. 

3-197). 배사·향사 구조나 급격한 경사가 있는 지역에서 보정의 효과가 잘 나타나고 지층의 연결성이 

향상되었음.

그림. 2-197. 에어건 탄성파 자료(KJS16-L05)로 분석된 속도 결과를 이용한 키르히호프 구조보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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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BP, Sparker, Air-gun(2D) 융합 탄성파 탐사

(1) SBP 취득 자료

본 연구에서는 SBP(Parasound P70, Teledyne)를 이용하여 5개의 주요 측선(KJS16-L01~05)과 정밀탐

사 지역(KSJ-DP-L01~L14)에서 자료를 취득하였음. 해저면 아래 수 m의 고해상 천부 지층 영상자료 획득

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주파수 대역인 SLF를 활용하였으며 현장에서 자료는 0.1ms 간격으로 263.7ms까지 

기록함. 해당 자료를 처리하기 위해 Landmark 사의 S/W인 ProMAX를 이용함. 먼저 자료의 크기를 줄이기 

위하여 0.2ms로 리샘플링하였으며 SBP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세로로 나타나는 강합 잡음을 제거하기 위

해 TFD(Time Frequency Domain) 모듈을 적용하여 해당 잡음을 제거함. 해당 기술은 인접한 트레이스들

과 비교하여 강한 진폭을 갖는 잡음을 제거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짐. 그 후 천부 지역을 좀 더 명확히 

관찰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이로 인해 발생하는 떨림(ringing) 현상과 해저면에서 

반사된 수층 내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muting 기능을 추가함. 상기 자료처리를 거친 각 측선의 단면은 

그림 2-198과 그림 2-199에 각각 도시하였음.

그림. 2-198. 다섯 개의 탄성파탐사 측선(KSJ16-L01~L05)에 대한 SBP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결과를 

3차원 공간 상에 도시

(2) SBP와 Sparker 융합 탄성파탐사 자료

조사지역의 KJS16-L01~L04 측선과 시추 예정지인 정밀 탐사구역에서는 SBP와 Sparker SBP 탐사를 동

시에 수행하는 융합 탄성파 탐사가 이루어졌음. SBP 자료는 천부 지층의 고해상·고정밀 영상화를 위해 

사용될 수 있고 Sparker 자료는 그 하부 지층 구명을 위해 사용될 수 있기 때문에 이 둘을 동시에 활용

하면 각 탐사의 장점만을 이용하여 복합적으로 지층 구조를 해석할 수 있음(그림. 3-199).

그림. 2-199. 동일한 측선(KJS16-L02-03)에 대하여 SBP와 스파커 탄성파 자료처리 결과를 동시에 

도시화한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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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99. 동일한 측선(KJS16-L02-03)에 대하여 SBP와 스파커 탄성파 자료처리 결과를 동시에 

도시화한 단면

(3) SBP와 Air-gun 융합 탄성파탐사 자료

KJS16-L05 측선에서는 SBP와 Air-gun 다중채널 탐사를 동시에 진행하는 융합탐사를 수행함. 앞선 설

명과 마찬가지로 SBP 탐사자료는 천부 지층을 정밀하게 영상화하고 심부 지층은 에어건 자료를 활용하

면 복합 해석이 가능함(그림. 2-200).

그림. 2-200. 동일한 측선(KJS16-L5)에 대하여 SBP와 에어건 탄성파 자료처리 결과를 동시에 도시화한 

단면

 

(가) 그림 2-201는 탄성파탐사 자료의 층서 구분을 3차원 형태로 도시한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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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1. 탄성파탐사 자료의 3차원 층서 해석

① 연구지역내에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퇴적상(acoustically transparent sedimentary facies)을 

갖는 퇴적층은 제주도 남쪽의 외대륙붕 해역 즉, 북동중국해에 발달한 홀로세 뻘질 퇴적층으

로 알려져 있음(Milliman et al., 1987; Lee et al., 2013)

②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퇴적상 하부에는 간혹 내부 반사면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음향상이 대

체로 균일한 두께로 연장성이 양호한 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하부와는 평탄하고 침식 특

성을 갖는 하부 경계면을 보임 

③ 연구지역에는 퇴적물로 충진된 해저수로 구조(channel fill)가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홀

로세 이전에 해수면이 낮은 동안 형성된 수로를 홀로세 동안 퇴적물이 쌓인 퇴적구조로 판단

되며, 수로 충진 퇴적상은 전진 퇴적형(progradation)이거나 혼탁한(chaotic) 음향 형태를 보

임

④ 둔덕(mound) 형태로 나타나는 음향상은 둔덕의 층면에 다른 구조(bedform)가 없거나 파형의 

구조(wavy bedform)가 부분적으로 발달함. 파형 구조가 발달한 둔덕 측면에 음향학적으로 투

명한 쐐기(wedge) 형의 상이 보이는 형태, 그리고 뚜렷하고 연속적인 내부 반사면이 보이는 

매우 큰 규모의 둔덕으로 나눌 수 있음(Lee et al., 2013)

⑤ 변형된 퇴적구조 양쪽의 퇴적층이 상당한 규모의 수직 낙차를 이루고 있어 단층작용에 의해 

서로 분리된 정단층 구조로 해석됨

(나) 북동중국해의 탄성파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100m 천부 시추 예정지를 선별함. 시추 예정지의 

천부와 심부 층서 및 지구조를 해석함(그림 2-202, 2-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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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2. 시추 예정지의 탄성파자료 및 시추공 위치

그림 2-203. 시추 예정지의 탄성파자료 해석에 따른 시간구조도 제작

(다) 시추 예정 지점의 심부 탄성파 단면도에서는 심도 1km 이내의 기반암 위에 후기 마이오세, 플

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및 홀로세 퇴적층이 발달하여 있음(그림 2-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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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04. 시추 예정 지점의 심부 탄성파 층서 해석 단면도(KJS16-L05)

(라) Sparker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보면 상부 퇴적층은 편평하며 하부 퇴적층도 대체로 수평 층리

가 잘 발달되어 있음(그림 2-205와 2-206). 일부 지역에서 전진 퇴적하는 형태로 소규모 고하

천을 충진하고 있음. 골의 깊이는 대체로 수 m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음

그림 2-205. 시추 지점에서 취득한 정밀 Sparker 탄성파 단면도(E-W 방향)

그림 2-206. 시추 지점에서 취득한 정밀 Sparker 탄성파 단면도(N-S 방향)

그림 2-207. 시추 예정지의 탄성파 층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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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3D P-Cable 시스템 구축 및 탐사

(1) P-cable 시스템 구축 필요성 및 국내외 기술 현황

(가) P-cable 시스템은 천부 지층을 대상으로 한 탄성파탐사 시스템으로, 8~32채널의 스트리머를 

최대 24개까지 예인하여 지구조의 신호를 수신함으로써, 고해상도의 3D 탄성파 자료를 획득할 

수 있는 탐사 장비임(그림 2-208) 

그림 2-208. P-cable 시스템 모식도

① 기존에 수행되던 3D 탄성파 탐사는 길이가 긴 스트리머를 사용해야 했으며, 이러한 장비 조건

에 의해 수심이 얕은 연안 및 극지 등의 해역에서는 탐사가 어려웠음. 그러나 P-cable 시스템 

탐사는 상대적으로 짧은 스트리머를 사용하기 때문에, 기존 3D 탐사가 어려웠던 해역에서도 

탐사가 가능하다는 것이 큰 장점임 

② P-cable 시스템 탐사 자료는 일반적인 3D 탐사 자료에 비해 해상도가 약 4배 정도 우수한 장

점이 있으며, 이로 인해 시추지점 정밀조사 및 천부 지층 정밀탐사에 많이 활용되고 있음. 또

한 P-cable 시스템은 석유 저류층의 고해상 탐사뿐 아니라 지질재해, 가스 유동 등을 규명하

는데 최적의 탐사 기술이라고 할 수 있음 

③ 해양과학기술 선진국들은 석유·가스 탐사 분야에서 활용된 심부 퇴적층 3D 탐사 시스템 기술

을 바탕으로, 공간 활용이 높으며 중·천부 퇴적층을 대상으로 하는 고해상 3D 탐사 시스템을 

개발하기 시작하였음

④ P-cable 시스템은 노르웨이 오슬로 사이언스 파크에서 2001년에 처음 설계되어 현재까지 계속 

개발 중이며, 주로 천부가스 및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초점을 맞춰 탐사에 사용됨 

(나) 2010년 Geometrics사와 P-Cable 3D seismic AS사가 합작 사업으로 디지털화 된 P-Cable 시스

템을 처음으로 선보였고 Tromso 대학에서 최초로 P-Cable 시스템을 구입하여 천부 지층의 가

스와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위주로 다수의 3차원 탐사를 수행하였음

① 이후 텍사스 오스틴 대학에서 이산화탄소 지중저장을 위한 탐사를 위해 P-cable 시스템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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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여 멕시코만에서 탐사를 수행하였음

② 현재 Fugro, WGP, Scripps, TGS, Statoil과 같은 석유·물리탐사회사에서 P-Cable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고 캘리포니아만, 바렌츠해, 멕시코만, 노르웨이해 등에서 천부 유가스전 탐사를 

비롯하여 천부 지구조 탐사를 다수 수행하여 유체이동, 해저사면 안정성, 지역적인 지각운동, 

가스 하이드레이트 구조 파악 등의 해양연구에 기여하고 있음

③ 세계적으로는 3D 탐사시 스트리머 길이와 개수를 확대함으로써 정밀도와 효율이 높은 자원개

발 탐사가 진행되고 있음(그림 2-209). 그림 3-210은 P-cable 시스템을 이용한 탐사자료의 예

시로, Tromso 대학에서 수행한 P-Cable 탐사자료 예시로 해저면의 포크마크, 가스이동 분출구 

등을 상세하게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09. 해외 P-cable 시스템 탐사 모식도 및 실해역 탐사 

그림 2-210. Tromso 대학에서 수행한 P-cable 탐사자료. 

예시(http://www.geometrics.com/history-of-the-p-c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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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1. 미국 텍사스 대학교 연구진의 P-cable 실제 탐사 장면

(다) 국내의 경우 자원개발보다는 해양탐사에 대한 3D 탄성파탐사 수요가 많아 이에 상응하는 실용

기술 개발이 필요한 상황임

①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해양 3차원 탄성파탐사 시스템을 구축하고 다수의 탐사 수행 경험이 있

지만 천부의 고해상도 영상을 얻기 위한 P-Cable 시스템과 달리 심해저 및 심부를 대상으로 

하기 때문에 3차원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상대적으로 큰 조사선과 장비를 필요로 하고 그

에 따른 더 많은 비용과 시간이 소요됨

② 또한 기존의 3차원 탄성파탐사와 달리 P-Cable 시스템은 고해상도의 천부 지하구조를 영상화

하는 것이 목적으로 기존의 3차원 탄성파탐사에 비해 고해상도의 영상을 얻을 수 있음(그림 

2-212)

그림 2-212. 동일한 자료처리 적용 시 자료처리 결과 비교. (a) 기존의 3차원 탄성파탐사 자료, 

(b) P-cable 탐사 자료(http://pcabl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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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3. 구축할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은 퇴적층서, 지구조, 고수로 흐름, 가스 및 석유 

등을 탐사하는데 이상적이며, 석유 생성 및 지진 발생 등의 메커니즘 설명이 용이함

(라)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고해상 P-cable 형태의 첨단 탐사 장비를 제작하여 해양에서 3D 지

하구조를 규명함으로써 고부가 가치의 탐사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기술을 개발함. 이는 4D 

지구물리 자료 속성 분석 기술의 기본 탐사이며 시추공과 탄성파탐사 자료의 복합 해석을 위

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초가 될 것임

① 남해 해역의 소규모 지역을 대상으로 3D 탐사자료 취득, 처리와 해석 기술 개발로 연안부터 

심해까지 상업 서비스가 가능한 탐사 능력을 확보함. 자원탐사 분야 특히 정량적 탄성파 자료 

해석(QSI)을 위한 다중 탄성파 속성 분석 기법을 통해 유체 및 암상을 예측하는 기술을 개발

하고 있음. 이러한 분석 기법을 이용하여 고도화된 4D 지구물리·지질 탐사자료 획득·자료처

리 및 해석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예정임 

② 특히 국립해양조사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한국석유공사 등에 의해 도출된 결과 및 공개된 

탐사자료 등을 종합 ‧분석하는 과정을 선행하고, 기존 자료를 최대한 활용하고, 탐사비용을 

절약하는 등 효율적 탐사가 되도록 추진할 계획임

③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D 다중 탄성파탐사 시스템 및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해상 3D 탄성

파탐사 시스템을 이용하여 지층 및 지구조 조사를 수행하며, 최신의 자료처리 기법 개발로 한

층 해상도가 높은 자료를 생산하고 있음

④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한 이 시스템은 전 세계적으로 제한된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최

신 장비로써 복잡한 3D 탐사 방법 및 고해상 고주파 자료처리 기법 개발이 필요하며, 한 차례

의 탐사로 3D 수층 구조, 해저지형, 고수로, 단층, 화산체, 지층, 지구조, 천부자원 등을 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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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적으로 동시에 밝힐 수 있음

(2)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P-cable 시스템 설계 및 구축 

(가)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고해상 3D 탄성파 탐사를 위하여 연구선 온누리호에 P-cable 시스

템을 구축함

(나) 온누리호에 구축한 P-cable 시스템은 해외에서 판매하는 시스템의 각 장비를 단순화시키거나 

자체 제작하는 방법으로 시스템의 전체 규모를 소형화시키고, 관할해역 탐사에 적합하도록 장

비의 종류와 성능을 현지화 시켰음(표 3-44). 이로 인해 수심이 낮은 연안  해역의 탐사가 가

능하며, 구축 비용도 90% 이상 절감하였음 

(다) 온누리호에 구축한 P-cable 시스템의 알고리즘은 제어부, 견인부, 수신부로 구성되어 있음(그

림 2-214, 표 2-45)

그림 2-214. P-cable 시스템의 알고리즘 구성도

(라) 경제적이고 효율적이며 연안에서도 탐사가 가능한 고해상도 P-cable 시스템을 자체 구축

① 탄성파 수진기 정렬 케이블(Seismic Streamer Cross Cable) 구축

②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 적용을 위한 현장 실탐사 설계

(3) 탄성파 수진기 정렬 케이블(Seismic Streamer Cross Cable) 특성

(가)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의 구축 필요성

① 본 사업은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의 지질 및 지구조 특성을 규명하는 것이 연구 

목표임

② 위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대륙붕 퇴적체 분포(연장) 형태 및 특성 연구, 제4기 퇴적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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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연구 및 국내 관할해역에 적용 가능한 표준 층서 설정 등이 필요

③ 국내에서 천부 고해상 3차원 탄성파탐사는 처음 시도되는 것으로 3차원 정밀 지층 구조 및 3

차원 연장성에 대한 연구가 가능해져 고해상 3차원 탐사기술 선도 및 선진 외국 해양연구기관 

수준으로 발전이 가능함

④ 본 사업의 연구개발 계획서 상 1차년도에 3차원 고해상 천부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을 설계

하고, 2차년도에는 이 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을 성과지표로 선정하여 사업을 수행중임

⑤ 본 장비를 구축함으로써 기존 탐사 시스템을 통해 획득한 자료보다 고해상도의 자료를 획득할 

수 있음

⑥ 고해상 천부 3D 탄성파 탐사를 통해 관할해역, 하구역, 해군해경 작전지역 내의 지질층서 및 

지구조, 해저환경 특성, 해저지형, 고수로, 해저단층, 화산체, 해양자원, 해저 구조물(해저도

시, 교량, 케이블, 파이프 라인, 항만, CCS) 등을 조사할 수 있음

⑦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구축하려는 3차원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P-Cable)은 국내에 

처음 도입되는 장비임

⑧ 본 시스템의 일부인 해상 수신장치(스트리머)는 중복이 되지만 그 외 시스템을 구성하는 장비

는 타 기관에서 보유하고 있지 않음

(나)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의 국가적 필요성 및 활용성

① 한반도 주변 해역의 지질·지구물리학적인 과학적 관리를 위한 자료로 활용

② 대륙붕 퇴적체 발달과정 정립에 따른 최적·최대 관할권 유지 및 확대를 위한 지질 지식정보 

제공

③ 이 장비는 전세계적으로 제한된 국가만 보유하고 있는 최신 장비로써 장비 구축 및 운영 노하

우를 축적하여 복잡한 3차원 탐사 방법 및 고해상 고주파 자료처리 기법 개발로 기술을 선도

할 수 있음

구성 장비 기능

제어부

PC ∙스트리머 전원 발생

∙탐지된 신호 취합

∙Trig 샷 제어 및 모니터링

∙자료 저장

Geo Power

SPSU

Junction Box

견인부

Deck Cable ∙선박과 수신부의 견인 

∙수신부의 전원 전달

∙수신부의 신호전달

Winch

Tow Cable

Stretch Section

수신부
Active Section ∙탄성파 신호 탐지

∙신호전달A/D 모듈

표 2-45. P-cable 시스템 알고리즘의 구성 장비 및 기능

⑤ 본 장비는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탐사선에 영구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탐사 시에만 장착을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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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탐사 후 별도 보관을 함(이동식)

⑥ 한국극지연구소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같은 해양 탄성파탐사를 진행할 수 있는 타 기관에서 

유사한 시스템을 구축 및 장비 활용을 원하는 기업체에서 활용이 가능함

⑦ 연구과제 종료 후에도 다른 탄성파탐사를 이용한 연구에 활용이 가능함

⑧ 한반도 주변 해역에 대한 지질 및 지구조 연구를 위해 신청 장비를 활용한 3단계 신규 연구 

과제를 발굴하여 지속적으로 장비를 구축할 계획임

(다)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의 차별성 및 적정성

① 기존에 보유하고 있는 탄성파탐사 장비는 2차원 심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이며 지하 수 km를 탐

사하고자 사용한 장비임

② 본 장비는 천부 탐사 장비로 짧은 스트리머가 여러 갈래로 연결되어 있어 경량화되어 있고, 

사용법이 간단하여 탐사 시간이 단축되고 인력을 효율적으로 운영할 수 있음

③ 도입하고자 하는 시스템은 3차원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시스템으로 원 자료부터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을 수 있어 기존 탄성파탐사 자료 해상도와 차별성이 있음

④ GeoEel 스트리머는 교환 장착하여 사용 가능함으로 탐사 시 장비 손상 및 파손에 대해 유연하

게 대처할 수 있음

⑤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이 보유하고 있는 기존의 2D 장비는 구매하고자 하는 장비와 연결하여 하

나의 시스템으로 사용이 가능함

⑥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2D 다중 탄성파탐사 시스템 및 자체적으로 구축한 고해상 탄성파탐

사 시스템을 이용하고 있지만, 보다 정밀하고 다각적인 지질 및 지구조 해석을 위해서는 3D 

고해상 탐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함

⑦ 병렬로 배열된 수신 장비를 일정 간격으로 유지시키며, 구축 시 탐사 시간도 단축될 수 있고, 

외국에서 사용되는 30억원 이상의 고가 장비를 자체 제작하는데 6억원대 대체 효과면 적정 가

격으로 판단됨

(라) 제작 국가: 미국

① 제작사: Geometrics

② 구축 예상 금액: 6억원 

(마) 장비 용도

① 병렬로 여러 개의 고해상도 Streamer를 Junction box를 통해 설치 및 회수가 가능하며, 각 

Junction box가 일정한 간격으로 설치되어 있어 Streamer의 위치 알림 및 간격이 유지됨

② 각 Streamer에서 획득된 신호를 Signal cable에 보내는 역할

③ 선박의 증기 방향에 수직으로 견인되는 교차 케이블로 전형적으로 150-300m 떨어져 뻗어있는 

구조임

④ 크로스 케이블은 최대 24개의 활성 섹션의 전원 및 통신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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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Geometrics사에서 제조한 섹션은 교차 케이블을 따라 6.25 또는 12.5m 간격으로 스위치에 연

결됨

⑥ 활성 섹션의 그룹 간격은 1.6에서 12.5m 사이로 다양함

(바) 상세 사양

① 6.25m 간격의 8개 스트리머가 연결될 수 있는 Junction box로 구성된 케이블임

② 고해상도의 탄성파탐사 자료 취득을 위해 제작됨

③ 짧은 오프셋과 고밀도의 스트리머 간격은 3m 정도의 작은 크기의 빈을 사용하여 고밀도의 CMP 

적용 범위를 만듦

④ 광대역으로 처리된 기존의 3D 해양 탐사자료와 비교할 때 해상도가 4배 정도 우수함

⑤ 단일조사로 광대역 자료의 취득이 가능함

⑥ 3D 자료는 선택된 영역에서 고해상도 데이터를 제공하고, 2D용으로 사용될 경우 넓은 방위각 

조명과 높은 배율로 선명하고 상세한 고해상도 2D 해양 탄성파 자료를 취득

(사) 특징

① 짧은 길이의 Streamer 2개~8개를 Cross cable에 견인함으로써 고해상도의 3D 탄성파 자료 획득

② 소형 선박에 연구 장비 탑재가 가능함으로 수심이 얕은 해역 탐사가 용이함

③ 선박 진행 방향과 수직을 이루는 Cross Cable로 견인되는 여러 개의 Streamer로 구성

④ 보다 저렴한 비용으로 지질 하부 구조와 특성을 밝힐 수 있는 상세한 3차원 이미지 획득이 가

능함

⑤ 수심이 얕은 연안 지역에서도 활용 가능함

(아) 운용 사례

① 3D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는 각 장비마다 GPS 시스템이 구축되어 돌아오는 반

사파를 Streamer에서 수진하여 기록하는데 각 센서의 위치를 알아야 함

② 위치가 중요한 이유는 정밀도를 높이기 위해서 많은 반사파를 직렬로 연결된 것보다 병렬로 

연결된 수진기에서 감지해 내는 게 많기 때문임

③ GPS 시스템을 모든 장비에 설치하기엔 엄청난 금액이 들기 때문에, 탄성파 탐사에서는 옵셋 

설정으로 탐사를 하여 다수의 Fold를 생성해 고해상도의 자료를 얻고 있음

(자) 온누리호를 이용한 기존 2D 탄성파탐사 수행 시에는 송신원(air-gun array)과 수신부인 스트

리머를 연구선 데크의 좌현쪽에 설치함(그림 2-215)

(차) 3D 탄성파탐사를 위한 P-cable 설치를 위해서는 송신원을 연구선 데크의 중앙부로 옮겨서 설

치하고, 수신부인 스트리머를 데크의 우현과 좌현의 양쪽으로 설치하는 등, 장비의 위치를 변

경하여 설치함(그림 3-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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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5. 온누리호의 2D 탄성파탐사 시스템 구축도

- 송신원의 위치 변경: 기존 포트쪽에 위치하던 송신원을 선미 가운데로 이동시킴. 이는 탐사시 

binning을 고려하기 위함임 

- 스트리머와 파라베인 견인 로프 윈치 구축: 2개 라인의 스트리머와 파라베인을 견인하기 위해 견

인장치인 윈치를 새로 설치함

- 파라베인 설치: 스트리머가 안쪽으로 꼬이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일정한 간격으로 스트리머를 벌

려줄 필요가 있음. 이를 위해 양쪽 스트리머의 끝부분에 파라베인을 설치하여 스트리머를 넓게 

벌려줌

- PP 그립: 스트리머가 마찰에 의해 손상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스트리머 앞쪽에 완충재 역할을 

하는 PP 그립을 설치함 

(카) 온누리호에 P-cable 시스템을 구축하고, 2017년 6월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에서 실해역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성공적으로 고해상 3D 탄성파 자료를 획득함으로써 P-cable 시스템이 성공적으

로 구축되었음을 입증함(그림 3-217, 3-218) 

그림 2-216. 온누리호의 3D 탄성파탐사 시스템(P-cable) 구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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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7. P-cable 시스템을 활용한 3D 탄성파탐사 수행 장면

그림 2-218. P-cable 시스템을 활용한 3D 탄성파탐사 수행 장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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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0.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평면도

그림 2-221.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탐사 측면도 및 후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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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실해역 탐사

(1)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시험 탐사

(가) 탐사명: 전용 공기 압축기 성능시험 및 고해상도 시스템 2D·3D 업그레이드 및 지진대 특성 파악

(나) 탐사 목적 및 내용

탐사 목적 탐사 내용

- 고해상도 시스템 2D·3D 업그레이드 

및 지진대 특성 파악

 - 탄성파 탐사(1503L-km 이상)

 -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및 천부 지층 탐사 

(다) 탐사 기간: 2018년 9월 17일 ∼ 2018년 9월 21일(6일)

(라) 탐사 해역: 한반도 동해 남동부 해역(그림 2-222)

그림 2-222. 2018년 관할해역 현장조사 탐사 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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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탐사 장비 및 내용

탐사장비 사양 및 구성 탐사 내용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시험 

운행

- 음원: Air-gun(Sercel 사)

- 수신기: GeoEel(Geometrics 사), 

Sentinel(Sercel 사)

 ·우현: 32채널, 채널 간격 6.25m

 ·좌현: 108채널, 채널 간격 12.5m

- 2개의 스트리머에 장착된 수진기로 

반사 탄성파를 수신하는 3D 고해상 

탄성파장비 업그레이드를 통한 

시험운행 수행

천부 지층 탐사

- Parasound P70(ATLAS 사)

 ·온누리호 중앙에 마운트

 ·SV sensor 값 입력

- 이동 중 천부 지층 탐사 수행

-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중 동시 탐사 

수행

(바) 탐사 내용별 결과

① 천부 지층 탐사 측선

그림 2-223. 천부 지층 탐사 측선

㉮ 천부 지층 탐사를 통해 수 십m 이내의 천부 지층 구조 자료 획득(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중에

도 지속적으로 탐사 수행)

㉯ 천부 지층 탐사 측선 길이는: 1053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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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가) 탐사 개요

그림 2-229. 2018년 관할해역 현장조사 

탐사 지역

① 당해연도 현장 탐사에서는 수심이 2km 이상인 지역과 100m 이내인 연안 지역을 10개의 2D 탐

사를 통해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고 각 라인별 자료처리를 수행함

② 연안 지역 탐사는 어망 및 군사활동으로 인하여 자료 취득에 어려움이 있으나  을 유동적으로 

변경하며 탐사 수행

③ 1∼4번 라인은 108채널과 32채널을 이용하여 탄성파 자료 취득함. 5∼10번 라인은 연안 지역 

탐사시 탐사선 회전에 용이한 32채널로만 탐사 진행

④ 108채널은 수심이 깊은 동해 지역의 하부 구조를 규명하는데 유리하며, fold 수가 상대적으로 

많아 신호대 잡음비(S/N ratio)가 큼

그림 2-230. 2018년도 관할해역 현장 탐사 모식도

(나) 2차원 라인 탐사 자료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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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2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순서

그림 2-231. 2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순서

② 지오메트리 설정

그림 2-232. 3번 라인 108채널 Geometry

㉮ Navigation 정보로부터 라인별 정보 입력(송신원, 수신기, 방위각 등)

㉯ Binning 후 CDP 모음이 가능하며 최대 fold 수는 4(32채널), 27(108채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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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3. 3번 라인 CDP별 fold 수

- 전처리 작업

o 송신원과 첫 번째 수신기의 거리를 고려하여 trace 별 static correction 수행 ⇒ Trace 

shifting

o 주파수 대역대를 고려한 band-pass filtering과 송신원 별로 직접파 제거 수행 ⇒ Bandpass, 

Dirctwave muting

o 다중 반사파(multiple) 제거를 위하여 predictive deconvolution과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적용

그림 2-234. (좌) 전처리 전 송신원 모음(4번 라인), (우) 전처리 후 송신원 모음(4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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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35. (좌) 속도 분석(108채널, 4번 라인), (우) 속도 분석(32채널, 4번 라인)

o 중합 자료 생성을 위한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수행

o 32채널 탐사자료의 fold 수는 4개로 정상적인 속도 분석이 어려우나 108채널 탐사자료에서는 

유의미한 에너지 모음점이 나타남

- 중합 및 후처리 작업

그림 2-236. (좌) 중합 자료(108채널, 4번 라인), (우) 중합 자료(32채널, 4번 라인) 

o 속도 자료를 기반으로 NMO(Normal Move Out) 보정 수행 후 중합

o 108채널 자료는 6초간의 데이터를 취득하여 상대적으로 심도가 깊은 지역까지 하부 구조 규명 

가능

그림 2-237. (좌) 구조보정 자료(108채널, 4번 라인), (우) 구조보정 자료(32채널, 4번 라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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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구축

(가) 연안 탐사의 문제점

① 선박의 이동 및 탐사 라인 타기 힘듦

㉮ 동해 남동부 해역은 난류와 한류가 만나는 경계 지점으로 어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음. 이 지

역은 금어기에도 어장이 많이 있고, 대형 선박의 이동 라인이 겹쳐 지구물리 탐사가 힘들었던 

지역임. 이런 조건으로 인해 야간작업이 불가능하며 망실 및 장비의 손상 위험이 높음

㉯ 또한 어선들의 작업으로 인해 충돌의 위험이 있어 계획 라인이 잦은 변경함으로써 데이터의 

손실이 야기됨

㉰ 또한 수심이 낮고 Towing으로 인해 대형 선박의 이동에 제한적임(턴 반경이 너무 큼)

그림 2-244. 천부 지층 탐사 자료처리 결과

② 스트리머의 짧은 라인 구축

㉮ 음파는 에어건에 의해 방출되어 일련의 하이드로폰 수신기(스트리머)가 반송파를 감지하고 소

스와 수신기 사이의 이동 시간을 PC에 저장하여 측정. 이런 시스템으로 스트리머의 길이가 짧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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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면 음파를 탐지하지 못하여 계획 라인 형성에 문제가 있으며, 스트리머가 길면 정밀한 데이

터를 받을 수 있지만 망실 및 파손의 위험으로 인해 길게 구축을 하지 못함

㉯ 120채널의 긴 스트리머 사용 시 예인선의 활용이 필요하며, 3D 탐사 시스템으로 탐사시 스트

리머의 개수를 늘리고 버드를 달지 말고 탐사가 필요함

③ 소스(에어건)의 운용 문제

㉮ 컴프레셔의 정상 작동 유무 판단을 위해 탐사를 진행해서 8개의 에어건을 사용함. 에어건 연

결 부위 손상으로 인해 신호가 원활하지 않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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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탄성파 해양학(Seismic Oceanogrpay)를 이용한 수층 분석

(1) 서론

탄성파 해양학은 수온약층을 포함한 수층을 구조화하는 기술로 수층 내 온도 차에 따른 속도 차이로

부터 형성된 반사파를 탄성파 자료처리를 통해 분석함. 과거에는 직접파와 해저면 반사파의 영향을 상

대적으로 적게 받는 심해 지역에서 주로 수행되었으나, 최근 고주파수 송신원에 의해 탄성파 자료의 해

상도가 높아지고 다중 수신기(multi-channel)로 신호를 취득하면서 천해 지역에도 탄성파 해양학 기술

을 적용할 수 있음

(2) 수층 내 반사파 자료처리

(가) 수층 내 속도는 온도, 염분, 깊이를 변수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본 자료 처리에서는 염분을 

33psu로 가정하고 수온 정보로 속도 값을 얻을 수 있음. 2차년도 정밀탐사 지역에서 측정한 

XBT(expandable bathythermographs) 수온 정보에서 얻은 속도 값을 탄성파 해양학 수행 시 초

기 속도로 설정함(그림2-245)

그림 2-245. XBT로 측정한 (좌) 수온-수층, (우) 속도-수층 프로파일

그림 2-246. (좌) AGC 적용 전 송신원 모음, (우) AGC 적용 후 송신원 모음

(나) 수층 내 반사파 신호는 해수면 및 퇴적층에서 얻어지는 반사 신호와 비교할 때 상대적으로 신

호가 약하기 때문에 적절한 증폭 인자가 계산된 AGC(Automatic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신

호를 증폭해야 함(그림 3-247). AGC 적용 이후 직접파와 해저면 반사파 사이에 기록된 신호가 

해저면 반사파 신호이며 반사파를 의미하는 쌍곡선(hyperbola)이 형성될 때 중합 및 구조 보

정을 수행하여 의미 있는 자료 처리가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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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탄성파 해양학에 활용된 탄성파탐사 자료의 첫 번째 수신기와의 거리는 80m로 muting을 통해 

해저면 반사파를 분리하기 어렵고 탐사 지역의 수층 구조가 복잡하지 않아 첫 번째 수신기 모

음(near-offset gather)을 통해 분석함

그림 2-247. 수층 구조화를 위한 첫 번째 수신기 모음(near-offset gather)

그림 2-248. 탄성파 해양학을 위한 직접파가 제거된 중합 자료

(라) 그림 2-247의 50~60ms 대 신호는 직접파이고, 110~120ms에 형성되는 신호가 해저면 반사파이

며 두 탄성파 신호 사이에 기록된 탄성파 신호들은 수층 내 반사파에 의해 형성됨. 그러나 본 

자료처리에 사용된 탐사자료는 송신원 모음에서 일관된 쌍곡선 형태가 나타나지 않아 수온약

층에서 발생하는 단순한 구조를 제외하고 복잡한 수층 구조화하는 작업에는 한계가 있음 

(마) 그림 3-248의 AGC가 적용된 탄성파신호를 이용한 중합 자료로 fold 수가 적고 속도 모델이 부

정확하여 그림 3-247의 첫 번째 수신기 모음에 비해 수층을 분석하기 어려움

(3) 결과 및 토의

2차년도에 수행했던 XBT 자료와 2D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수층 내 구조를 파악할 수 있는 탄성파 해

양학(SO)을 적용함. 원 자료에서 뚜렷한 반사파 신호가 기록되지 않아 첫 번째 수신기 신호 모음을 통

해 대략적인 수층 구조를 파악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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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2D·3D 융합 탄성파 탐사

(1) 2D·3D 탐사 자료 취득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2017년 6월 7일부터 12일까지 총 6일간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남황해 및 북

동중국해 최북단 해역(제주도 북동-남서 해역)에서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를 동시에 획득하였

음(그림 3-251). 2D의 경우 308 line-km에 달하는 측선을 탐사하였고 3D의 경우 1.5km × 1.0km 면적에 

달하는 해역에서 총 40개 측선 자료를 취득함. 이때 각 측선간의 간격은 25m로 설정함. 3D 탐사의 경우

에는 좌현에 16개 수신기를 6.25m 간격으로 배치하였고 우현에 24개 수신기를 6.25m 간격으로 배치함. 

송신기는 충분한 폴드 수를 위해 총 6.25m 간격으로 발파함. 

조사항목 조사수량 비고

천부 지층 탐사(SBP) 844km

2D 고해상 탄성파탐사 308 line-km 총 8개 측선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1.5km x 1.0km 총 40개 측선

피스톤 코어 획득 1개 정점 코어 길이 총 4.5m

표 2-46. 2017년 지구물리·지질 현장 조사 항목

(가) 탐사장비 사양 및 구성(표 47) 

탐사 항목 장비 구성 및 사양 탐사 내용

3D 고해상 

탄성파 탐사

음원: Air-gun(500cu/in; Sercel)

수신기: High resolution 

multi-channel GeoEel 

streamer(Geometrics)

- 좌현: 16채널, 채널 간격 6.25m

- 우현: 24채널, 채널 간격 6.25m

-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장비 구축 

및 탐사 수행

- 파라베인을 활용하여 수신 장비인 

스트리머를 25m, 35m 간격으로 

유지시키며 견인

- 스트리머 2개 라인에 장착된 

수신기로 반사 탄성파 신호 수신 

천부 지층 

탐사

Parasound P70(ATLAS)

- 온누리호 중앙에 마운트

- SV sensor값 입력

- 연구선이 탐사 해역으로 이동하는 

모든 경로에서 탐사 수행

- 2D 고해상 탄성파탐사 중 탐사 

수행

-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중 탐사 

수행 

표 2-47. 2017년 지구물리 현장 조사 장비 구성 및 사양

(나) 천부 지층 탐사(SBP)

① SBP(Parasound P70, Teledyne)를 이용하여 고해상 천부 지층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음(표 

2-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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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취득 옵션 주파수 대역

PHF(Primary High Frequency) 18kHz(21~33kHz)

SLF(Secondary Low Frequency) 0.5~6kHz

SHF(Secondary High Frequency) 36.5~40kHz

PLF(Primary Low Frequency) 3~12kHz

표 2-48. 자료 취득 옵션별 주파수 대역 

② 해저면 하 수 십m의 고해상 천부 지층 영상자료 획득을 위해 상대적으로 저주파 대역인 SLF를 

사용함

㉮ 자료는 0.1ms 간격으로 263.7ms까지 측정하였음

그림 2-249. 천부 탄성파 탐사(SBP) 조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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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밀 조사구역 내에서 피스톤 코어 1점 채취(그림 3-250)

그림 2-250. 피스톤 코어 채취 위치도

St. No. 위도 경도 수심 코어 길이

KJS17_PC01 31°25.562′N 126°9.084′E 77.1 m 4.5 m

표 2-49. 피스톤 코어 채취 위치 및 코어 길이

그림 2-251. 2017년에 수행한 2·3차원 탄성파탐사 수행 지역 및 자료 취득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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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2D·3D 융합 자료처리 및 해석

해당 탐사자료에 적용한 2D 탄성파 자료처리와 3D 탄성파 자료처리의 작업 흐름도는 매우 유사함. 

다만 2D 자료에는 3D 자료에 필요한 플렉스 비닝을 생략함. 두 자료 모두 상용 프로그램 ‘SeisSpace’

를 이용하여 작업함. 2D의 경우 전처리 작업으로 띠 통과 필터, 직접파 제거, 디컨볼루션 등을 수행하

였으며 다중 반사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해 SRME를 적용함. 전처리 작업 후 속도를 분석하고 수직 

시간차 보정을 수행하였으며 중합함. 그 이후 키르히호프 구조 보정 기법을 이용하여 반사 이벤트를 수

정하였고 그 결과 중합 단면도에서 관측되던 회절점이 본래의 반사 본래의 위치로 되돌아감으로써 지층 

구조의 연속성이 향상되었음(그림 2-252).

그림 2-252. 키르히호프 구조보정을 거친 2차원 탄성파 단면도

 

3D 자료처리는 현장에서 취득한 SEG-D 파일을 입력하는 작업에서부터 시작됨.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송수신기 좌표를 추정하고 입력함. 2D 자료처리와 동일하게 전처리 작업, 속도 분석, 수직 시간차 보정

을 거쳐 중합 단면도를 도출하고 키르히호프 구조보정을 적용하여 3차원 최종 결과물을 취득하였음

(가) 2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① 2D 탄성파 자료처리는 3D 자료처리 흐름도와 유사하게 수행하였으며, 3D 자료처리 시에 활용

되는 Flex-binning 등을 생략함. 동일한 상용 소프트웨어인 ‘SeisSpace’를 이용하였고, 패

턴을 활용하여 송신원과 채널의 위치 정보를 입력함

② 2D 자료 중합은 반사점이 같은 점(point)을 공유하는 시계열 자료(trace)를 정렬(sorting)하

여 속도 분석 및 NMO 보정을 수행함

③ 전처리 작업으로는 band-pass 필터, 직접파 제거, 디컨볼루션 등을 수행함. 2D 탄성파 자료의 

다중 반사파를 추가적으로 제거하기 위하여 SRME(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기

능 활용 

④ SRME는 관측 자료를 기반으로 간섭현상(interferometry)을 이용하여 다중 반사파를 예측하는 

기법으로 shot-gather의 최대 벌림 거리가 짧은 본 탐사자료에 적합한 기법임

⑤ 속도 분석 및 NMO 보정: 중합 자료 생성을 위해 CMP를 기준으로 정렬 후 3D 자료처리 시와 동

일하게 속도 분석 및 NMO 보정 수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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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중합: NMO 보정 후 CMP gather를 중합하여 S/N 비가 향상된 반사파 자료 생성. fold 수가 적

어 잡음이 남아 있음

⑦ 구조보정: Kirchoff 구조보정 기법을 활용하여 어긋난 반사 이벤트를 수정함. 중합 자료에서 

관측되던 회절점이 원래 위치로 돌아가면서 반사층들의 연속성이 향상됨 

(나) 3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① 3D 탄성파 자료처리는 그림 1-3-1의 흐름도에 따라 수행함. 자료처리를 위해 Halliburton사의 

‘SeisSpace’ 상용 소프트웨어를 활용함. 다중 반사파 제거, 구조보정, 역산 등 다양한 3D 

탄성파 자료처리가 가능함

② 탄성파 자료 입력(SEG-D): 현장에서 얻은 40개 라인의 SEG-D 파일을 통합하여 상용 프로그램

에 입력

③ 지오메트리 설정: 파라베인(paravane)에 설치된 NaviPac의 위치정보를 기반으로 송신원과 채

널의 좌표를 추정하고, 이를 UKOOA P1/90 형태로 변환하여 위치정보 자료를 입력(그림 3-253)

그림 2-253. 3D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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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4. UKOOA P1/90 위치정보

④ 3D 자료 중합은 반사점이 같은 공간(bin)을 공유하는 시계열 자료(trace)를 정렬(sorting)하

여 속도 분석 및 NMO 보정을 수행함. 지오메트리 설정 시 fold 수를 고려하여 공간의 크기를 

설정하고 CBG(Common Bin Gather)를 형성함

그림 2-255. CBG(Common Bin Gather) 

⑤ 좁은 라인 간격으로 인한 불규칙한 항해와 절대적으로 부족한 fold 수를 보완하기 위해 

flex-binning을 수행. 인접한 공간(bin)의 시계열 정보를 이용함으로써 fold 수가 증가하고 

균일한 fold 수 확보 가능 

⑥ X-line 방향으로 인접한 공간의 시계열 정보를 이용하여 fold 수를 확보하였으며, 그림 3-257

에서 flex-binning 적용 후 CBP(Common Bin Point) 당 fold 수가 증가함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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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56. flex-binning의 개념

그림 2-257. flex-binning 수행 (a) 전, (b) 후 CBP(Common Bin Point) 당 fold 수

⑦ 전처리 작업: 직접파 도달 시간을 계산하여 관측된 시계열 자료와 비교 후 50ms 만큼 평행이

동. 이는 향후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는 과정에서 신호 예측에 중요한 역할을 함

⑧ 탐사 과정에서 발생하는 저주파수 잡음, 너울 등을 제거하기 위하여 band-pass 필터를 적용하

고, 반사 신호와 상관없는 직접파를 우선적으로 제거함. 그림 1-3-4은 band-pass 필터를 적용

하고 직접파를 제거한 모습. 세로축으로 생기는 잡음을 포함한 저주파수 잡음이 효과적으로 

제거됨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58. band-pass filter. 직접파 제거 (a) 전, (b) 후 시계열 자료 비교

⑨ 디컨볼루션(deconvolution)으로 다중 반사파(multiple)를 제거(그림 3-259). 예측 디컨볼루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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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dictive deconvolution)은 반사파의 주기를 예측하여 다중 반사파를 제거함. 다중 반사파

는 중합 자료에서 원하지 않는 가상의 층으로 나타날 수 있어 제거해야 함

그림 2-259. 디컨볼루션 적용 (a) 전, (b) 후의 시계열 자료

 

⑩ 추가적으로 다중 반사파 제거를 위하여 SeisSpace에 내장되어 있는 ‘3D 

water-bottom-multiple prediction’ 기능 활용. 해저면으로부터 발생하는 다중 반사파 신

호를 집중적으로 제거가 가능하며, 고해상 천부를 목표로 하는 본 탐사자료에 적합함. 그림 

3-260에서 중합 후 다중 반사파가 완화된 것을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60. 3D water-bottom-multiple prediction 적용 (a) 전, (b) 후 중합 자료 비교

⑪ 속도 분석 및 NMO 보정: 중합 자료 생성을 위하여 CBP로 정렬(sorting) 후 속도 분석 수행. 

최대 벌림 거리(maximum offset)가 짧아 supergather로 속도 분석을 수행하더라도 정확한 

semblance 값 picking이 어려움(그림 3-261). 속도 분석에서 얻은 RMS 속도로 각각의 CBP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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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MO(Normal moveout) 보정 수행

그림 2-261.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⑫ 중합: NMO 보정 후 CBP gather 자료를 중합하여 S/N 비를 향상시키고 모든 In-line(1-28), 

X-line(1-29) 중합 자료와 시간 구획(time slice) 자료를 얻음(그림 3-262∼3-263).

그림 2-262. 3D 중합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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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3. In-line(39번) 중합 자료

그림 2-264. X-line(137번) 중합 자료

⑬ 중합 시 flex-binning과 padding 기법을 적용하여 자료가 없는 공간에도 보간법을 활용하여 

가시성을 높이고 상대적으로 fold 수가 적은 지역에서도 반사층의 연속성이 뚜렷해짐을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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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5. 시간 구획 단면(time slice): 0.5s

⑭ 구조보정: 탄성파 중합 단면도 상에서 왜곡된 반사면과 회절점을 원래 위치로 옮겨주는 작업. 

본 자료처리에서는 Kirchoff 구조보정 기법 적용

⑮ 중합 자료와 비교할 때 구조보정을 적용한 자료에서 반사층의 연속성이 뚜렷함을 확인할 수 

있고, 왜곡된 반사 이벤트를 보정할 수 있음이 확인 가능(그림 3-264~3-265)

⑯ 본 탐사는 고해상도 천부 탐사를 수행하는 P-cable 기술(그림 3-264)을 파일럿 형태로 구현한 

것으로 스트리머의 수가 제한적이었지만 충분히 3D로 고해상도 자료처리가 가능함을 확인함. 

향후 Cross-cable 도입 후 다수의 스트리머를 활용하여 넓은 면적의 탐사가 가능함

(다) 2D &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 비교․분석 

① 2D와 3D 탄성파 단면 비교 

㉮ P-cable 시스템 탐사를 통해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정밀조사 해역에서 3D 고해상 탄성파탐

사 자료를 획득함 

㉯ P-cable 탄성파 자료는 기존 3D 탄성파탐사 자료에 비해 해상도가 약 4배 정도 우수하며, 이

러한 장점을 이용하여 시추 예정지역의 천부 지층 정밀구조를 파악하기에 유용

㉰ 정밀조사 해역에서 기존 2D 탄성파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이번 3D 탄성파탐사를 통해 획

득한 자료를 비교함(그림 3-266) 

㉱ 정밀조사 해역에서의 3D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깊이에 따른 탄성파 단면의 진폭 형태를 연

속적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여 조사해역의 공간적인 지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 본 연구과제에서 향후 100m 이상의 심부 시추를 수행하기 위하여, 시추 예정지역의 정밀 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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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 형태 파악이 요구되었으며, 이에 최적화된 지구물리 탐사 방법인 P-cable 탐사와 획득된 

자료의 해석을 수행하였음

② 3D 탄성파 층서면 

㉮ P-cable 시스템을 활용하여 획득한 3D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연구지역의 탄성파 층서면(기

반암, Eocene, Oligocene, Early Miocene, Middle Miocene, Late Miocene, Pliocene, 

Pleistocene, 해저면)을 설정함(그림 3-266)

㉯ 설정한 3D 탄성파 층서면들은 기존 2D 탄성파 단면에서 설정한 층서면들과 연결시켜 비교할 

수 있으며, 각 탄성파 층서면의 정밀 구조를 확인할 수 있음

그림 2-266. 정밀조사 해역의 3D 탄성파 층서면

③ 2개의 스트리머를 이용하여 취득한 3D 탄성파 자료를 2D 탄성파 탐사를 통해 획득한 자료와 비

교하였음(그림 3-267). 정밀 조사가 필요한 해역에서 3D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깊이에 따른 

탄성파 단면의 진폭 형태를 연속적으로 구할 수 있으며 이를 해석하여 조사 해역의 공간적인 

지층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음

④ 탄성파 자료 해상도 향상을 위한 겹반사파 제거 기술 적용

㉮ 취득된 3D 탐사 자료는 천부를 대상으로 수행되었기에 해수면으로부터 얻는 반사파의 영향이 

강하고 최대 오프셋이 상대적으로 짧으며 중첩수가 낮다는 단점이 있음. 그리하여 해수면 반

사파 제거 및 지오메트리 설정을 통해 단점을 개선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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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67. 상세한 탄성파 탐사를 위한 2·3차원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도

 

㉯ 먼저 격자 당 폴드 수를 고려하여 지오메트리를 재설정하고 균일한 자료처리를 위한 플렉스 

비닝을 적용해 줌으로써 불규칙한 항해와 적은 채널 개수로 인한 부족한 중첩 수 문제를 해

결하였으며 기존 자료처리에 비해 더 균등한 중첩 수를 가지도록 함

㉰ 또한 상용 프로그램인 ‘SeisSpace’가 제공하는 3D Water Bottom Multiple Removal(WBMR)을 

적용하여 해저면 다중 반사파를 제거함으로써 보다 개선된 송신원 모음 자료를 얻을 수 있음. 

이렇게 재처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속도 분석을 다시 수행한 후 중합 자료를 생성하고 3차원 

키르히호프 구조보정 및 필터링을 재수행하여 연속성이 개선된 층서 반사면을 취득하였음(그

림 2-268)

 

그림 2-268. 키르히호프 구조보정 전(왼쪽), 후(오른쪽)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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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정밀탐사 해역 천부 지층 특성

(가) 그림 3-269은 연구지역의 천부 탄성파 탐사(SBP) 결과로 총 4개의 퇴적단위로 해석.

① 심도 약 130-140msec에 해당하는 A층의 경우 다른 층에 비해 복잡한 퇴적 구조를 가지고 있으

며 많은 수로의 영향을 받았던 육상환경에 놓여 퇴적되었을 것이라 해석됨

② B층의 경우 층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아 괴상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을 것이라 추측되며 연

구지역의 조립질 퇴적물의 공급지에서 멀리 떨어져 있기 때문에 해수면이 높아졌을 당시에 니

질 퇴적물이 퇴적되었을 것이라 해석됨

③ C층의 경우는 니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

수면이 낮아졌던 빙하기 당시 육상에서 공급된 조립질 퇴적물에 의해 퇴적되었을 것이라 추정

됨. C층의 상부에서는 고수로가 지나갔을 것이라 예상되는 구조가 나타나는데, 이 구조는 C층

이 해수면이 낮아 육상의 영향을 많이 받았을 것이라는 해석을 뒷받침함

④ 최상부 D층의 경우도 하부 B층과 같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괴상의 퇴적물에 의해 퇴적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좌측에서 수평의 퇴적층을 보이다가 우측으로 가면서 층이 기울어지는 것을 

통해 해침의 시기에 얕은 해수의 영향을 받았던 전면 삼각주 또는 전 삼각주의 환경으로 해석

됨

그림 2-269 정밀탐사 해역의 천부 지층 탄성파탐사 자료

(나) 그림 3-270은 시추 예정지의 천부 탄성파탐사 자료로 A층은 관입이나 습곡 등과 같은 지형 변

화 및 변성이 많이 진행된 곳으로 추측됨

① B층과 D층은 니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교호하며 나타나는 구간으로 특히 B층은 상부층이 

침식되어 기울어진 형태로 나타남. C층과 E층은 니질 퇴적물로 구성된 층으로 C층의 경우 하부 

기울어진 층을 채움 형태로 나타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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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0. 정밀탐사 해역의 천부 지층 탄성파탐사 자료(시추 예정지는 맨 오른쪽)

(다) 그림 3-271 또한 제주도 남부의 천부 탄성파 탐사(SBP) 결과로 이 구간은 지층의 경사가 크고 

높은 에너지의 영향 하에서 퇴적층이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측됨

① A층이 퇴적될 당시, 육상에서 공급되었을 것이라 추측되는 사질 퇴적물과 니질 퇴적물이 교호

하는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육상에서 공급되던 많은 퇴적물들이 빠른 전진 퇴적에 의해 큰 

경사를 가진 면을 타고 내려와 다량 퇴적되었을 것이라 생각되나 주변 퇴적환경과의 비교를 통

한 분석이 더 필요할 것으로 보임

② B층은 퇴적물이 침식된 곳에 다시 니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교호하면서 채워진 것으로 추

측되고, 이후 C층이 침식되면서 해수면이 높았을 당시 니질 퇴적물이 침식된 C층을 채웠을 것

으로 추측됨

그림 2-271. 제주도 남동부 해역의 천부 탄성파탐사 자료

(라) 천부 탄성파탐사 자료를 통해 연구지역 내에 존재하는 흑산 니질대(HMB)가 뚜렷하게 확인됨

(그림 2-2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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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흑산 니질대는 음향 기반암 위에 퇴적되다가 침식에 의해 일부분이 사라져 일정한 지역에만 기

울어진 형태로 남아 있는 특성을 보임

그림 2-272 흑산 니질대 지역 천부 지층 탄성파탐사 자료

그림 2-273. 스파커 자료 해석으로 침식에 의해 기울어진 층을 보이는 흑산 니질대(Chang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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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정밀탐사 해역 심부지층 특성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 및 ECSDP-101 및 ECSDP-102 시추공 퇴적상 분석을 통해 상부 자료는 

총 4개의 퇴적환경(A, B, C 및 D)으로 분류됨(그림 3-274~그림 3-275)

① D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ECSDP-102 코어 주변의 탄성파 자료는 비교적 평탄한 면을 보이나 ECSDP-101 시추공 주변의 

탄성파 자료는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시추공 퇴적상은 층리를 보이는 세립질 모래나 자갈을 포함하는 모래로 구성됨

㉰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형성된 하구(Estuary) 및 삼각주(Deltaic) 환경으로 해석됨

② C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탄성파 자료는 비교적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시추공 퇴적상은 모래와 니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층리를 보이는 모래 퇴적물

로 구성됨

㉰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형성된 삼각주의 외해 환경으로 해석됨

③ B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ECSDP-102 시추공 주변의 탄성파 자료는 평탄한 면을 보이나 ECSDP-101 시추공 주변으로 갈수

록 점차 하강하면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시추공 퇴적상은 상향 세립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모래와 니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가 나타남

㉰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해침에 의해 하구나 삼각주 환경이 형성되고 이때, 모래 퇴적물

이 넓게 퍼져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④ A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평탄한 탄성파 자료를 보이고 시추공 퇴적상에서 괴상의 니질 퇴적층을 보임

㉯ 해수면이 최대로 올라왔을 때의 해성층 환경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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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4. 정밀탐사 해역의 2D 고해상 탄성파 자료 및 해석

그림 2-275. 정밀탐사 해역의 기반암~해저면의 지구조와 시대별 퇴적 

양상(시추 예정지는 섹션의 가장 오른쪽 지점에 위치함)

그림 2-276. 정밀탐사 해역의 3D 고해상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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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7. 정밀탐사 해역의 3D 고해상 탄성파 자료의 in-line, cross-line 및 time slice.

⑥ 정밀조사 구역에서 P-cable로 취득한 3D 고해상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해석 시스템인 랜드마

크의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퇴적층의 층서 및 지구조 해석을 수행하였음(그림 3-279, 

3-279)

㉮ 이를 위해 인근 탄성파 단면에서 시대별 탄성파 층서면의 기준점을 잡아주고, 정밀조사 구역

에 대한 3D 볼륨 개념으로 탄성파 자료의 자동 해석을 수행하였음

㉯ 그림 5-9는 시대별 탄성파 층서면을 자동 해석하고 있는 과정이며, 그림 3-278은 자동 해석을 

완성한 결과임

그림 2-278.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구역 3D 탄성파 자료를 자동 해석하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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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79.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하여 정밀조사 구역 3D 탄성파 자료를 자동 해석한 각 시대별 

지구조와 탄성파 단면도 

⑦ 그림 2-280과 그림 2-281은 정밀탐사 해역의 2D 및 3D 자료를 활용한 지하 내부 지질구조를 영

상화한 결과임

그림 2-280. 정밀조사 해역의 2D 및 3D 고해상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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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P-Cable을 이용한 3D 탄성파 자료 취득

(가) 2020년 9월 17일부터 21일까지 총 5일간 동중국해 북부 해역을 대상으로 3D 탄성파 탐사를 수

행하였음

①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종합해양조사선인 온누리호에 P-Cable 시스템을 구축한 뒤 탐사하였으며 

총 171line-km의 고해상 탄성파 자료를 획득함

② 인공 송신원으로 에어건을 선택하였으며 3000psi의 컴프레셔를 이용하여 송신원의 용량을 

300in3로 설정함

③ 압축된 공기가 충전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각 에어건을 12.5m 간격으로 발파함

④ 수신부의 경우, 8개의 수신기가 장착된 스트리머 총 4개를 병렬로 연결하여 총 32개의 채널에

서 신호를 기록함

⑤ 최소 벌림거리는 대략 70m이고 최대 벌림거리는 113.75m 임

⑥ 신호는 0.001초 간격으로 총 4초간 기록하였으며 SEG-D 파일 형식으로 저장하였음(표 3-50)

(나) 2019년에 취득한 101m 지질공학 코어링 퇴적물과 지질 및 지구조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 

해당 코어링 위치를 중심으로 1km×1km 면적의 탐사 지역을 선정한 뒤 측선을 설정함

① 초반에 남북 방향으로 측선을 설정하여 탐사하다가 해류의 영향으로 동서 방향으로 탐사 측선

을 변경함. 그러나 해류의 영향으로 인해 동서 방향 탐사가 어려워져 다시 남북 방향으로 측선

을 변경하였음(그림 2-281)

② SEG-D 형식의 탄성파 자료를 저장하는 동시에 위치정보를 제공하는 소프트웨어인 NaviPac을 이

용하여 매 송신원 발파 시 탐사선의 위치와 탐사선 양쪽에 연결되어 있는 두 파라베인의 위치

를 기록함

③ SEG-D 자료와 NaviPac 자료를 비교한 결과 지질구조 예측에 도움을 줄 수 있는 유의미한 측선

은 총 36개로 판단하였으며 이를 자료처리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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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1. 북동중국해에서 취득한 고해상도 에어건 탄성파탐사 수행 해역 및 

자료 취득 측선

∙ 송신기 정보(Source parameters)

Gun type Sercel社 G. Gun Ⅱ

Gun volume 300 in3

Compressor 3000 psi 

Shot interval 12.5 m

Gun depth approx. 2.3 m

∙ 수신기 정보(Streamer parameters)

Streamer type GeoEel社 streamer

Streamer depth approxemetely 3 m

No. of channels 32

Group interval 6.25 m

Streamer interval 6.25 m

∙ 기록 변수(Recording parameters)

Recording length 4 sec

Sample rate 0.001 sec

File format SEG-D

표 2-50. 고해상도 에어건 탄성파탐사 취득 시스템 사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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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82. 북동중국 해역 에어건 탄성파탐사 측선 및 101m 지질공학 시료 

채취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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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3차원 CDP 비닝

① 상기에서 기술한 전처리 방법들을 적용한 후 헤더에 입력된 위치 정보를 기반으로 비닝을 수행

함. 비닝이란 3차원 탄성파 자료를 공통 셀(cell) 모음 자료로 분류하는 작업으로 2차원 탄성

파 자료를 공통 송신원 모음 자료에서 공통 중간점 모음 자료로 분류하는 작업과 일맥상통함

② 일반적으로 In-line 방향으로는 송신기 간격의 절반 정도로 셀의 간격을 설정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송신기 간격 6.25m의 절반인 3.125m로 간격을 결정함. X-line 방향으로는 스트리머 

간격인 6.25m로 설정하여 최종 bin의 크기는 3.125m×6.25m로 결정함. 비닝을 위해 각도는 0。

로 함. 보통 해양 탐사에서 벌림 거리 빈 증가량(offset bin increment)은 12.5m로 선택함. 현

장 탐사는 남북 방향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에 In-line 방향은 남북 방향(y축)으로 정함

④ 비닝을 위해서는 최소 벌림 거리 빈 센터(Min offset bin center)와 최대 벌림거리 빈 센터

(Max offset bin center)의 정확한 설정이 필요함. 상기의 값은 아래 식을 통해 계산

Min offset bin center = near offset - (group interval / 2) + (bin increment / 2)

Max offset bin center = near offset - (group interval / 2) + (5×bin increment) + (bin increment / 2)

⑤ 이때 near offset은 최소 벌림거리를 의미하는 값으로 가장 가까운 송수신기간의 거리이며 모

든 벌림 거리를 포함할 수 있을 만큼 작은 값을 가져야 비닝을 문제없이 수행할 수 있음. 본 

연구에서는 70m로 선정함. 

⑥ 최종적으로 최소·최대 벌림 거리 빈 센터는 각각 73.125m, 135.625m로 결정함. 상기 값으로 

결정된 In-line의 개수는 171개이고 X-line의 개수는 464개임(표 3-53). x 방향으로의 범위는 

1062.5m이고, y 방향으로의 범위는 1453.125m 임(그림 2-288)

Azimuth along Y axis of grid 0。

Grid bin X dimension 6.25 m

Grid bin Y dimension 3.125 m

Min CDP number 1

Min In-line number 1

Min X-line number 1

Min offset bin center 73.125 m

Max offset bin center 135.625 m

Offset bin increment 12.5 m

No. of In/X-line 171 / 464 

표 2-53. CDP 비닝을 위한 변수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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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슈퍼 모음 자료 분류

① 정확한 속도 분석을 위해서 많은 폴드 수가 필요하지만 수행된 3D 탐사의 경우에는 하나의 스

트리머에 6.25m 간격으로 8개의 수신기만 배치되어 있었으며 송신기는 12.5m 간격으로 발파하

였기 때문에 이론적인 폴드 수는 최대 2개가 됨. 이와 같이 폴드 수가 적은 경우(low-fold)에

는 일반적인 속도 분석을 수행하기에 큰 어려움이 따름

㉮ 정보가 충분하지 않아 샘블런스 패널에 도시되는 상관성 계산의 정확도가 매우 낮게 됨

㉯ 이러한 경우 속도 분석을 보다 원활하게 수행하기 위해 슈퍼 모음 자료(Super gather)를 만들

어주어야 함

㉰ 슈퍼 모음 자료는 기준이 되는 빈 혹은 셀을 중심으로 양 옆 셀에 있는 트레이스들을 가져와 

벌림거리 별로 재정렬하는 방법으로서 속도 분석을 위해서 사용됨

② 탐사 영역은 계획상 동서 방향 1km와 남북 방향 1km로 면적이 1km2 정도에 달함

㉮ 탐사 영역이 넓지 않아 구조나 매질의 변화가 급격하게 발생할 확률이 낮고 짧은 벌림거리 모

음 자료(그림 3-290)를 통해 확인한 결과 실제로 퇴적 구조가 수평적이고 평이하였기 때문에 

많은 위치에서 속도 분석을 수행하는 것은 비효율적임

㉯ 그리하여 본 연구에서는 79번 In-line에 해당되는 자료들만 이용하였으며 100번 X-line부터 

350번 X-line까지 50개 간격으로 양 옆 1개씩 가져다가 사용하였음(표 3-55). 

㉰ 이렇게 속도 분석에 사용할 슈퍼 모음 자료는 총 6개로 결정하였음

Min center In-line number 79

Max center In-line number 79

Min center X-line number 100

Max center X-line number 350

X-line increment 50

X-line to combine 3

표 2-55. 슈퍼 모음 자료를 위한 변수 설정

(사) 속도 분석, 수직 시간차 보정, 3차원 중합

① 위에서 결정된 슈퍼 모음 자료 6개를 통해 속도 분석을 수행하였고 복잡하지 않은 단순한 속도 

분포를 보이는 속도 단면도를 취득하였음(그림 3-291). 해당 속도 정보를 이용하여 수직 시간

차를 보정하고 중합하여 3차원으로 도시하였음(그림 3-2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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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2. 101m 길이의 시추 위치에서 3차원 공간상에 도시한 

중합 단면

그림 2-293. 101m 길이의 시추 위치에서 해석된 3D 탄성파 탐사 

베이스 맵과 지질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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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4. 101m 길이의 시추 위치에서 해석된 3D 탄성파 탐사의 기반암 지질구조도

그림 2-295. 101m 길이의 시추 위치에서 2D 및 3D 탄성파 자료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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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4 한반도 주변 관할해역에서 해저공간정보 시스템 구축

한반도 주변 관할해역에서 3D·2D 해저공간 가상현실 정보의 실시간 제공을 위한 빅데이터 체계 구

축 및 국가 아틀라스 제작이 진행되고 있음. Halliburton사의 Landmark 시스템에 탄성파 자료·지구물

리·지질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함. 인공지능형 빅데이터 체계 구축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가용할 

수 있는 기존의 지구물리·지질자료를 활용하여 종합 해양정보 시스템 구축함으로써 연안역부터 먼바다

까지 연결되는 디지털트윈 국가 아틀라스를 제작하는데 그 목표가 있음. 이러한 인공지능형 디지털트윈 

시스템 구축으로 정책입안자에게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육상-연안역-먼바다까지 연결되는 해저공간 가

상현실 정보를 제공하고, 관련 전문가에게는 지구물리·지질 자료가 구축된 데이터베이스 및 해석 자료 

공유를 할 수 있음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1996년부터 효율적인 해양영토 관리를 위해 한반도 주변 관할해역 내의 해저

분지에서 해저공간 빅데이터 체계 구축, 3D·2D 고해상도 P-cable 탄성파탐사, 100m 심부 시추 퇴적물 

시료 채취, 국가 아틀라스 제작 및 해양자원 개발 등의 작업을 수행하고 있음. 해저자원 부존 해역 및 

100m 심부 시추 해역 내에서 고해상도 3D P-cable 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1500톤의 온누리호로 해양조

사가 매우 어려운 수심 50m 이내의 연안 및 양식장 주변에서 실증 탐사를 수행함. 본 장비는 연구선에 

영구 장착하는 것이 아니라 탐사 시에만 장착하는 이동식으로 제작하였음

황해 및 남해는 낮은 수심, 복잡한 형태의 연안지형·양식장·어업활동·강한조류· 바다쓰레기 등

으로 지구물리 탐사활동이 제약을 받고 있음. 동해도 연안역에서 먼바다까지 급격한 수심 변화와 심해 

특성으로 인해 접근이 힘듦.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은 먼바다(EEZ 경계 주변 해역) 중심으로 탐사 자료는 

확보하였으나, 연근해(육지-먼바다의 연결다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함. 따라서 한반도 주변 해역 

내의 완성된 육상-연안역-먼바다 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연안역 탐사 신기술 개발 및 기존 자료를 활용

하여 지질구조 연결성 파악을 위한 자료처리·해석 고도화 기술 개발이 시급함

육상-연안역-먼바다의 지질구조 연결성을 파악하기 위해 연근해 자료 수집·확보·고도화 기술 개발

이 시급하지만 현재까지 취득한 연안역의 고해상도 탄성파탐사 자료는 부족함. 연안역 자료가 국가 기

준 측선으로 활용되기 위해서는 기반암까지 투과한 탄성파 자료를 반드시 포함해야 함.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기 구축한 고해상도 3D P-Cable 탄성파탐사 시스템을 활용하여 연안역의 핵심 해역인 연

안개발 및 해양구조물 설치 예정 해역, 지질 재난재해 해역, 해저자원 부존 해역에 대한 추가 탐사로 

국가 기준자료를 구축해야 함

연안역을 제외한 관할해역 내 먼바다의 기존 자료로 각 지질 시대별 지층 구조도 및 등층후도를 제

작 중에 있음(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

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향기반암 등). 향후 이 자료를 활용하여 먼바다에서 연안역까

지 연결시키는 최소한의 탄성파 자료를 취득하여 육상-연안역-먼바다 연결 퇴적층의 퇴적 시기, 암상, 

층서, 퇴적상, 퇴적층 연장 형태, 성인, 퇴적환경 및 지구조 등을 파악할 수 있는 경제적이며 효율적인 

해석 방법을 활용할 예정임

향후 수행될 예정인 연안역에서의 고해상도 3D·2D P-cable 탐사는 (1) 연안개발 해역, (2) 이어

도·독도·왕돌초 등의 특이 지형 및 해양과학기지 주변의 지질 및 지구조 특성 파악 탐사, (3) 연안역

에서 수행될 100m 길이의 심부 시추 퇴적물 채취 해역에서 해성층 구조 및 특성 파악 탐사, (4)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등 해저자원 분포 유망지에서의 탐사가 수행될 예정임. 이를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 

내 해저분지에서 해양지질 및 지구물리 자료 취득·처리·해석, 퇴적층 형성 및 지구조 진화과정 규명, 

지구 모델링 및 해저자원 부존 가능성 파악 등이 이루질 것임. 또한 지진재해 예측, 지구 기후변화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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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 해군·해경 작전 등에 활용될 것임

현재 해양공간 통합관리의 전략적 국가계획체제 구축의 필요성에 따라 해양공간 수요 확대와 다변

화, 여건 변화에 능동적 대응을 위한 통합 해양공간 정책 시스템 정립을 수립하고 있으나, 해저공간 정

보에 대한 빅데이터 시스템 구축은 미흡함. 해양영토 관리 및 활용을 위한 정책 입안자 맞춤의 해저공

간 정보 및 국가 아틀라스는 부족한 상태로 제4차 산업혁명 흐름에 맞추어 원격 접속이 가능한 사용자 

친화적 디지털트윈 구축이 필요한 시점임. 특히, 먼바다(EEZ 경계 및 해저자원 부존 해역) 중심으로 탐

사 자료는 확보하였으나, 연근해(육지-먼바다의 연결다리) 자료는 상대적으로 불충분하여 육상·해양간 

지질구조 연결성 파악을 위한 탐사·자료처리·해석·고도화 기술 개발이 시급함(그림 2.132)

그림 2-296. 기 구축한 탄성파탐사 및 심부 시추공 자료. 향후 취득해야 할 연안역 고해상 

천부 탄성파자료 탐사 구역도 추가함

인공지능을 통한 지구물리·지질학적 아이디어로 탄성파 자료의 부족 및 부재가 있을 시 영상화 방

법을 제시할 수 있고, 층서학적 해석을 확장하여 아틀라스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음. 물리검층 및 탄성파 

자료 속성으로부터 탄성파 퇴적상 경향에 대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으로 고수로의 동적인 흐름 등을 이

해할 수 있음. 고해상도 단층 구조 해석 및 도시화로 기하학적인 구조에 기초하여 잘 알려지지 않은 심

부 단층을 해석하고, 역단층, 정단층, 주향이동단층 등 경사의 종류와 슬립 등의 예측 및 설정이 가능

함. 이와 같이 여러 패널을 통해 2D·3D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어 부수적인 해저공간 정보인 주

제도로써 각 지질 시대별 고수로, 단층, 화산체, 천부가스, 해저자원 분포도 등의 아틀라스를 제작할 

예정임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기존 해저공간 정보를 평가하여 퇴적층서 및 지구조 규명이 필요한 해역, 지

질 재난재해 해역, 연안개발 및 해양구조물 설치 예정 해역(해저도시,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파이프라

인, 연육교, 항만, 해저터널 등), 해저자원 부존 해역에 대한 추가 탐사로 정책적으로 활용할 수 있는 

국가 기준 자료를 구축해야 함. 시추공 자료에 의한 시대 판별로 동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

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지질시대별 시간구조도(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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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ucture map) 및 등층후도(Isochron map)를 제작 중임. 남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

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음향기반암 등을, 황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향기반암 등을 제작하고 있음. 이러한 해저공간 정보는 시추공, 정밀수심, 

중·자력, 지진 및 S파 속도 분포, 천부 지층(SBP), 스파커, 3D·2D 고해상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에 대

한 시각화 환경에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적, 지질역학적, 석유공학적 자료 등 필요한 데이터를 DB화하고 

해석한 결과임. 탄성파 자료의 수평 및 수직 분해능을 결합하여 고해상도 지질구조도를 신속하게 구축

할 수 있어 3D 디지털트윈 시각화가 가능함. 특히, 탄성파·중력·자력 융합 자료처리 및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해저공간 정보를 파악하고 효율적인 영상화를 수행할 수 있음

가. 기존 지구물리·지질 자료(탄성파 자료) DB 구축

(1) 구축된 지구물리·지질 DB 자료 해석을 통해 한반도 주변 해역 해양분지의 퇴적층서 및 지구조 규명

(가) Landmark사의 DecisionSpace 특징 및 DB 구축

① 지구 내부의 물리적 성질을 실시간으로 특성화하는 동시에 석유 부존 잠재력과 불확실성을 정

확하게 이해하고, 앞으로 개발 전략을 구축하여 탐사 및 해석에 있어서 연구자 중심의 최우선 

과제를 발굴함

② Landmark사의 DecisionSpace는 기존의 툴이 가지고 있는 다양한 기능이 통합되어 있어서, 

Landmark사가 35년 이상 쌓은 지질 및 지구물리학적으로 높은 신뢰성과 편리성을 가진 소프트

웨어임

③ 모든 데이터는 Openworks를 통해 중앙 관리되고 있으며, 소프트웨어 간 및 사용자 간 공유가 

가능함

④ 석유 부존 특성 분포를 가장 잘 이해하기 위해 역학 및 지구과학 지식을 직관적으로 계산하여 

유연하게 접근해 주는 방식의 프로그램임

⑤ 물리검층, 시추 코어, 탄성파탐사 자료 등의 데이터를 통합 활용하여 2D·3D로 표현

⑥ 지질·지구물리학적 해석, 지도 제작, 지구 모델링을 통해 보다 향상된 단층 예측 및 기하학적

인 투영이 가능하며, 완벽한 지구 내부 구조 특성화 워크플로우를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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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97. DesicionSpace 시스템 개요

(나) DecisionSpace Base

① DecisionSpace의 모든 기반이 되는 소프트웨어로서 다른 DecisionSpace Desktop 소프트웨어는 

DecisionSpace Base에서 작동함

② 1D·2D·3D 탄성파 자료의 시각화 환경에 추가적인 지구물리학적, 지질학적, 지질역학적 실시

간 시추 자료 등 필요한 데이터를 통합하고 원활한 접근성을 제공함

그림 2-298. DesicionSpace Base에서 3D 자료의 시각화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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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DecisionSpace Geology

① DecisionSpace 지질 부분에서는 지질학적 해석, 지도 제작 및 모델링을 제공함

② 고급 토폴로지 기술, 지질학적인 개념 및 단층 예측과 기하학적인 투영이 가능하여 작업효율이 

향상됨

③ Dynamic Geomodelling 기술을 통해 지질구조와 연구지역 특성 맵핑을 통해 강력한 워크플로우

를 구축할 수 있음

그림 2-299. DesicionSpace Geology의 맵핑

(라) DecisionSpace Geophysics

① DecisionSpace 지구물리 분야는 탄성파탐사 자료의 해석, 맵핑, 모델링을 하는 소프트웨어임

② 여러 패널에 의해 2차원과 3차원 데이터를 실시간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퇴적층의 해석, 단층

의 유무 판단 등을 효율적으로 할 수 있음

그림 2-300. DesicionSpace Geophysics의 개요

(마) DecisionSpace GIS

① DecisionSpace GIS는 ArcGIS 엔진과 통합하여 ESRI shape file을 비롯한 다양한 GIS 데이터 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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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가 용이함

② Grid 데이터는 ESRI 형식으로도 저장할 수 있으며, ESRI 어플리케이션과 통합이 되어 있음

그림 2-301. DesicionSpace GIS의 ESRI 파일 통합 이미지

(2) Data Management 

(가) 데이터 관리 시스템 - OpenWorks

① OpenWorks는 Landmark에서 취급하는 데이터를 통합적으로 관리하는 데이터베이스 관리 시스템

임

② 지질 탐사 및 사용자가 사용하는 데이터베이스의 시추공 정보, 탄성파탐사 정보 등의 데이터로 

구성됨

③ 각종 분석 결과의 데이터 또한 OpenWorks가 관리하며, 사용자 중심적 도구를 이용하여 데이터

의 검색과 편집을 쉽게 할 수 있음

그림 2-302. Openworks의 데이터 중앙 관리 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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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3. 시추공, 탄성파 단면 등 데이터 정보의 융합

(나) Seismic Processing - ProMAX 2D·3D

① ProMAX 2D·3D는 2차원 및 3차원 반사법 탄성파 자료처리 소프트웨어이며, 조작성이 뛰어난 그

래픽 사용자 인터페이스로 이루어져 있음

② 단일 워크스테이션에서 실행될 뿐만 아니라, 클러스터로 연결된 병렬 프로세서로 고성능 데이

터 처리가 가능하며, 대용량 관리 장치 연결도 지원함

그림 2-304. ProMAX 2D·3D의 사용자 인터페이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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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시스템 장점

(가) 완벽한 워크플로우 시스템

① 지질·지구물리학적 해석과 지구 모델링을 통해 정확한 퇴적층의 구조, 추정 단층 등의 결과를 

얻을 수 있음 

(나) 실시간 시각화를 통한 2D·3D 작업 진행

① 소프트웨어 내 지구 모델을 2D 및 3D 디스플레이로 시각화하여 퇴적층과 단층, 석유 부존에 대

한 해석 및 강력한 GIS 정보를 탑재하여 연구에 대한 이해도를 높임

(다) 다양한 시뮬레이션 통합 기능

① 초기 시뮬레이션 해석부터 Static과 Dynamic 시뮬레이션 모델에 이르는 전체적인 해석 수치를 

단일 프로그램에서 동시에 시연 가능

그림 2-305. Multi-domain 워크플로우 시스템 및 데이터 해석 환경

(라) 자료 해석 속도 증가 

① 기존의 프레임워크 구축과 맵핑 도구는 새로운 탄성파탐사 및 시추공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

여 일련의 시간·깊이 변환과 수정이 필요하였음

② 각 맵의 기존 해석 자료와 연계하여 사용자가 퇴적층과 단층을 해석함에 따라 업데이트되며, 

이를 통해 시스템은 자동적으로 지질·지구물리학적 해석 및 불일치를 식별함

(마) 정확한 자료 해석 및 불확실성 측정

① 다양한 지구 모델링 기법을 통합하여 상황에 유용한 프로그램을 사용하도록 최적화함

② 직관적인 디자인으로 퇴적상 변화를 관리하며, 단층 및 석유 보존 모델링, static volumes과 

불확실성 등 다양한 고급 기술이 결합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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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6. 실시간 시각화를 통한 2D 탄성파 단면 해석

(4) 시스템 특징

(가) 통합된 1D·2D·3D 작업시스템

① 물리검층, 탄성파 단면도 및 Cube view의 해석이 동적으로 연결되어 있으며, 탄성파 자료와 지

구물리학적인 계산을 통해 지질학적 해석이 가능해짐 

(나) GIS 해석 및 통합

① 지리학적 자료 및 ESRI shape 파일을 디스플레이하여 통합 해석 시스템 구축

(다) Dynamic Time-Depth Conversion

① 사용자는 새로운 속도 모델 또는 기존의 속도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 영역과 깊이 영역을 동적

으로 변환할 수 있음

② 이를 통해, 탄성파탐사 단면을 심층적으로 해석하고 별도의 시간-깊이 변환 과정 없이 시간 또

는 깊이로 프레임워크를 생성하고 업데이트 가능함

(라) Well template과 display

① Well 이미지와 raster logs, 합성 영상 및 암석, 시추공 간격, 층서학적 단위 및 속성을 템플

릿으로 지정

② 적절한 레리아웃과 템플릿을 사용하여 동일한 뷰에서 다른 시추공 시각화에 대해 사용자 중심

의 매개변수로 사용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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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07. 속도 모델을 사용하여 시간-깊이 영역간 동적으로 전환 가능

(마) 생산된 데이터의 심층 분석

① 사용자는 연구에 사용된 데이터를 이용하여 탄성파 층서학, 석유 물리학 및 기타 특성과 연관

시킬 수 있으며, 다양한 매개 변수를 변경하며 검증이 가능함

(바) Conformance Mapping

① 데이터가 빈약하거나 드문드문 샘플링 된 경우, 지질학적 해석을 위해 탑·다운, 바텀·업, 적

합성 기법을 사용함. 실제적으로 맵핑 적용 시 탄성파 표면 모양과 자료를 활용하여 맵핑을 수

행함

② 탄성파 수평 단면의 수평 분해능과 잘 기록된 데이터 수직 분해능 결합하여 고해상도의 지질학

적 구조도를 신속하게 구축할 수 있음

그림 2-308. 수평 퇴적층 및 단층면 해석과 3D 시각화

(사) Geoshaper Interpretation

① 지질학적 아이디어 공유 및 탄성파 자료의 부족 및 부재가 있을 시 해석하는 방법

② 층서 지향적 해석 도구로서 층서학적인 해석을 확장하여 연구지역의 아이디어를 맵핑하는데 사

용할 수 있음

(아) Prestack Data와 Modelling

① Prestack은 이미 해석된 Volume에 직접 접근하여 데이터 품질 및 다양한 요구 사항을 빠르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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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거나 도시화할 수 있음

② 물리검층 및 시추공 자료를 Prestack 데이터와 모델링 또는 상호 연관시켜 지질학적 가정을 이

해하거나 검증함

(자) Attribute과 AVO Cross Plotting

① Autopicking과 Cross plotting을 활용하여 탄성파 자료의 분류 및 상호 상관 분석을 통해 연구

지역의 유체 또는 균열 방향 구성을 보다 잘 이해할 수 있도록 함

(차) Variogram Computation과 Modelling

 ① 격자에서 연속적 또는 불연속적인 속성을 파악하기 위해 방향별 및 중첩된 variogram을 계산

하며 모델링 및 시각화 함

② Variogram을 계산할 때 제공되는 기본 값은 모든 데이터 세트에 대해 일정하지 않지만 사용자

의 데이터를 직접 보고 사용 가능한 데이터와 함께 사용할 수 있는 최상의 기본 값으로 자동 

설정해 줌

(카) Facies Trend Computation과 Modelling

① 물리검층 및 탄성파 자료 속성으로부터 다양한 암석 비율을 생성하고, 이를 통해 퇴적상 경향

을 시뮬레이션할 수 있음

(타) Upscaling

① Fracture 영역 인근에서 미세한 격자 세부 정보를 유지하면서 더 세밀한 그리드를 생성하는데 

사용

② 다공성 및 투과성에 대한 기술을 평가하기 위해 미세 격자 블록을 통해 흐르는 유체 시뮬레이

션을 실시하여 얻은 압력 결과를 기반으로 고수로의 동적인 흐름을 이해함.

그림 2-309. Variogram Computation과 Modelling 인터페이스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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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0. Facies Trend Computation과 Modelling 인터페이스 환경

(파) 단층 예측

① 탄성파 자료의 제한적인 조건, 특히 잘 알려지지 않은 깊은 지역의 단층을 해석하는데 유용함

② 주로 wall fold의 기하학적인 구조에 기초하여, 단층 여부를 결정함

③ 역단층, 정단층, 주향이동단층 등 경사의 종류와 슬립 등의 예측 및 설정 가능

그림 2-311. 탄성파 자료를 이용하여 고해상도 단층 구조 해석 및 도시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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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질·지구물리 탐사, 자료처리 및 정량적 해석

(1)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1cm 틈도 없는 지구물리·지질 데이터베이스 구축

(가) 세계에서 전례 없는 시추공, 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 자료를 DB화하여 대륙붕 

퇴적체의 성인, 특징 및 연장성 구명

(나) 한국 주변 해역인 군산분지, 흑산분지, 소코트라분지, 제주분지 및 도미분지를 포함한 종합 

지구물리 자료(중·자력, 정밀 해저지형, 천부 지층, 스파커, 2D·3D 고해상 다중 탄성파 자

료) 정리

(다) 탐사 자료를 종합하여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지질·지구물리 Atlas(종합 해양정보 시스템 

포함) 제작

(라) 한반도 주변 내에서 지질구조, 퇴적층서 및 지구조 해석으로 자원분포도 제작

그림 2-312. 국내·외 탄성파탐사 자료 수집, 취합 및 DB화 

(2) 인공지능을 활용한 탐사자료 해석기법 개요

(가) 제작한 고해상 P-cable 탐사 장비는 4D 지구물리 자료 속성 분석을 위한 기본 탐사이며, 시추

공과 탄성파탐사 자료의 복합 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기술 개발의 기반임 

(나) 자원탐사 분야 특히 정량적 탄성파자료 해석(QSI; 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을 

위한 다중탄성파 속성 분석(Seismic Attributes Analysis) 기법을 통해 고도화된 4D 지구물

리·지질 탐사자료 획득·자료처리 및 해석 시스템 개발을 수행할 예정임 



- 338 -

그림 2-313. Landmark 시스템에 구축한 지질·지구물리 해석 시스템

(3) 개발 목표

(가) 자원탐사·자료처리·해석·저류층 분석에 인공지능 기술의 도입으로 자원개발 기술을 국산화

하여 실용화 보급

(나) 시추공, 물리검층 및 탄성파 자료를 연계하여 탐사장비, 빅데이터,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

퓨팅, 증강현실 등 자원개발 인공지능 요소 기술 개발

(다) 최첨단 장비로 탐사한 극한지 자원 부존 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처리하여 인공지능 기법

으로 분석함으로써 자원 지능정보 시스템 개발

(4) 연구 개발 내용

(가) 자원개발 빅데이터 운영기술 확보

① 육상 및 해양자원 정보 등 빅데이터 취득, 처리, 분석을 위한 해석 시스템 구축

② 시추지역을 플랫폼으로 유·무인 탐사 장비에서 들어오는 빅데이터로 자원개발 사물인터넷 구성

③ 탐사자료를 클라우드 컴퓨팅으로 연산 후 인공지능으로 자원개발 3D 증강현실 구현

④ 산학연 연계로 탐사장비, 사물인터넷, 클라우드 컴퓨팅, 증강현실 등 자원개발 인공지능 요소

기술 개발

(5) 시추공, 물리검층 및 탄성파 자료를 연계하여 탐사자료의 인공지능 해석 기술 개발(그림 5-1)

(가) 최첨단 장비로 탐사한 극한지 자원개발 지역 자료를 인공지능 기법으로 처리·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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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4. 인공지능을 활용한 지구물리·지질 자료 해석 모식도

① 클라우드 컴퓨팅 시스템 및 머신러닝 구축 후 인공신경망 연구로 자원개발 분야의 인공지능 구

현 

② 정밀 3D 탐사 시스템으로 취득한 자료의 종합적인 지구물리·지질·석유공학적 분야의 통합적 

인공지능 기술 서비스 시스템 구축

㉮ 인공지능 기법 활용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대표적 해성층인 플라이스토세의 시간 지

질구조도 작성과 단층도 구축

㉯ 인공지능 기법 활용을 위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기반암과 플라이오세 등의 시간 지질구조

도와 단층도 등 여러 속성자료의 종합 해석

㉰ 전통적인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뿐 아니라 진폭 해석 기술인 Inversion, AVO, Attribute 

Analysis, 심도 변환 영상화 등의 전산처리 과정 도입으로 정밀 매장량 계산 및 자원 분포도 

작성

④ 석유 생산량 최적화를 위해 인공신경망으로 석유량 및 흐름 패턴을 추정하여 공극률, 투수율, 

유체 함유량 등의 저류층 특성 분석 요소 결정

⑤ 자원 탐사 및 개발 설계, 새로운 센서, 정보처리 기술과 시각화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다. 기존 지구물리(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도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

(1) Halliburton사의 Landmark를 사용하여 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 자료를 깊이별로 

융합 해석하여 대륙붕 퇴적체의 성인, 특징 및 연장성 구명

(가) 자료처리

① 이 연구에서는 Landmark 사의 S/W ProMAX를 이용하여 자료처리를 수행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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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료의 크기를 줄이고 효율적인 처리를 위해 샘플링 간격을 0.2ms로 리샘플링하여 처리

(나) 자료처리 전의 SBP 탄성파탐사 자료에는 세로로 강한 잡음이 존재

① 인접한 트레이스들과 비교하여 강한 진폭을 갖는 잡음을 제거하는 'TFD(Time Frequency 

Domain) Noise Rejection' 모듈을 적용하여 세로 방향으로 존재하는 강한 잡음을 제거함

② 이후 천부 타겟 지역을 좀 더 명확히 구분하기 위해 주파수 대역 필터를 적용하였고, 필터링 

후 발생하는 ringing 현상과 해저면에서 반사된 수층 중의 잡음을 제거하기 위해 마지막으로 

muting을 하였음

그림 2-315. ECSDP-101과 DCSDP-102를 연결하는 자료처리된 천부 SBP 자료

(2) 획득한 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

(가) 대륙붕 퇴적체(신생대 3기 마이오세∼현재, 해저면에서 깊이가 1km 이내)에 대한 퇴적층 단위

(unit)의 탄성파 층서(seismic stratigraphy) 분석

(나) 해성 퇴적층 단위의 형태학적·음향학적 특성 및 시․공간적 변화특성 해석으로 탄성파상

(seismic facies) 분석

(다) 탄성파 자료 등 지구물리 자료를 활용한 융합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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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6. 해저 분지의 층서 및 지구조 해석을 위한 인공지능 통합 해석 시스템 구축

라. 3D 고해상 탄성파-시추자료 층서복원

(1) 국내 최초로 북동중국해에서 101m 지질공학 코어링 시료 채취

(가) 퇴적층서, 퇴적연대, 퇴적환경 및 지구조 규명으로 석유·가스 부존 가능성 및 부존 형태 파

악

(나) 남황해·북동중국해 해성층의 퇴적환경 및 지구조 규명을 위한 100m 지구공학 코어링의 필요성

① 석유 개발을 위해 시추공을 통해 퇴적층 시료를 획득 시, 해성층의 상부 구간은 손상 방지를 

위해 쇠파이프 케이싱을 하기 때문에 퇴적층 특성 파악이 어려움

② 지금까지의 연구는 대략 12m 두께의 피스톤 코어 시료를 사용했기 때문에 주로 해성층 상부의 

홀로세 기간에 집중되었음

③ 후기 플라이스토세(약 10만년 전후)부터 현재까지 퇴적된 해성층 퇴적물을 획득할 필요가 있음

④ 한반도 주변 해역의 과거 시기 동안 해양환경 변화 연구를 통해 지구온난화에 따른 한반도 주

변 해양환경변화 예측이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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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7. 101m 지구공학 코어링(K19ECS-D1) 퇴적물 시료와 석유자원 개발을 

위해 JDZ 및 인근 해역에서 획득한 심부 시추공 자료

그림 2-318. 연구지역 내에서 한국석유공사 시추공의 단면도(시대 구분 및 퇴적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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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19. 탄성파 자료 해석 순서도

(다)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획득한 천부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

① Halliburton사의 Landmark를 사용하여 천부 지층, 스파커, 고해상 다중 탄성파 자료를 깊이별

로 융합 해석하여 대륙붕 퇴적체의 성인, 특징, 연장성 구명

그림 2-320. 시추 위치에서 취득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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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1. 시추 위치에서 취득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및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특성

그림 2-322. 시추 위치에서 취득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의 확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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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3. 시추 위치에서 취득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EEZ 03-07)

그림 2-324. EEZ 03-07 확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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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5. 시추 위치에서 취득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EEZ 02-03)

그림 2-326. EEZ 02-03 확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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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7. 시추 위치에서 취득된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 해석(EEZ 03-16-2)

그림 2-328. EEZ 03-16-2 측선의 확대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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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 시대별 퇴적층서와 지구조 발달사

가. 북동중국해 및 남황해의 해성층 구조 및 층서 특성

(1) 일반 지질 및 지구조

(가) 연구지역은 동중국해 북동 해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제주도 주변 전 해역을 포함하며 외대륙붕 

환경으로 120m 이내의 수심 분포를 보이며 동쪽을 향해 깊어짐. 대체적으로 내대륙붕 지역은 

넓고 평탄한 해저지형이 발달한 반면 대륙붕단 지역으로 접근할수록 기복이 심한 해저지형이 

나타남. 이들의 복잡한 지형은 해수면이 낮았던 빙하기 동안에 침식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

됨

(나) 연구지역의 광역지질 및 구조적 특징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한반도 남쪽 지괴가 남해 해저

까지 연장되는 체민 융기대(Zhemin Uplift)가 제주도를 포함하여 광역적으로 발달(그림 

1-3-1) 됨. 또한 동쪽을 향해 동중국해 분지(East China Sea Basin), 타이완-신지 습곡대

(Taiwan-Sinzi Uplift Belt), 오끼나와 트러프(Okinawa Trough), 그리고 류큐 습곡대(Ryukyu 

Folded Uplift)의 퇴적분지 및 융기대가 북동-남서 방향의 장축으로 나란히 배열하면서 발달

하고 있음

(다) 오키나와 트러프는 마이오세 중기부터 후기에 필리핀해 판(Philippine Sea Plate)이 서쪽으로 

섭입운동(subduction)을 시작함에 따라 열리기 시작하여 후열도 분지(back-arc basin)가 형성

되었으며, 평균 수심이 약 500m 이상이고 남서쪽으로 향하면서 깊어지는 양상을 보임

(라) 소코트라 분지가 위치하는 남해 서부 함몰대의 하부는 정단층 작용에 기인한 반지구대

(half-graben)가 특징. 이 단층 함몰대에는 주로 후기 백악기, 팔레오세 및 에오세의 퇴적물

로 충진 되었으며, 매구(buried hills)와 성장 단층(growth fault)이 발달한 드래핑 구조

(draping structure)가 주요 구조 패턴으로 나타남

(마) 분지 생성 초기, 연구지역 내 지구조 활동으로 형성된 지구 또는 반지구에는 호수가 형성되었

고, 호수의 연변부 즉 단층과의 경계부에는 충적 선상지(alluvial fan) 또는 부채꼴 삼각지

(fan delta) 퇴적층이 쌓여 있음(한국석유공사, 1998)

(2) 에오세 이전 층서

(가) 에오세 이전의 주요한 구조와 퇴적 양상은 단층 함몰(faulted depression)에 의한 지구 혹은 

반지구의 발달 및 열개 동시성 퇴적작용의 특징을 보이고 있음(한국석유공사,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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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29. 동중국해 지질 구조(Zhou 등, 1989). 제주분지는 동중국해의 북동부에 

포함되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놓여 있음

(나) 후기 백악기와 팔레오세에 걸쳐 동중국해 북동부에서 북서~북북서 방향으로의 해침은 동중국

해 남부 즉 제주분지 남서쪽에 위치한 하이지아오 융기부 남쪽 지역까지 영향을 미쳤으나

(Zhou et al., 1989), 제주분지까지는 영향을 주지 못함

(다) 팔레오세에는 단층 작용에 의해 형성된 지구 또는 반지구의 열개와 동시에 형성된 분지에 퇴

적작용이 급격히 진행되어 많은 성장단층(growth fault)이 발달하게 되었음. 팔레오세 말 위

지앙 운동에 의해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의 서부 함몰대에서는 단층 함몰이 종결되었으며 융기

작용으로 분지에는 광역적인 부정합면이 형성되었음

(라) 이 층은 제주분지의 기반암으로서 제3기 퇴적층 군 하위에 경사 부정합으로 놓임

(마) 제주분지 시추공에서 확인된 기반암은 JDZ V-1공의 변질을 심하게 받은 화강 섬록암 또는 토

날라이트이며 후기 백악기에 해당됨

① 옥돔-1공에서는 백악기 관입암으로 유추되는 화강암이 시추되었음. KV-1공의 경우 화강암이 나

타나며 백악기 중기에 해당됨. 이상과 같이 연구지역에서 시추에 의해 확인된 기반암류들은 대

체로 백악기 중기 또는 후기에 해당되는 화강암류와 시대 미상의 편마암류로 대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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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0. 음향기반함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그림 2-331. 시추공 Okdom-1에서 취득한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시추 깊이: 2,903m). 

시추 목표 지점은 화산암으로 판정됨(약 20m 두께의 doleritic sill)

(3) 에오세 층서

(가) 에오세에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 서부에서 침하 작용의 시작 및 동부에서는 단층 함몰작용이 

지속되는 시기임

(나) 이 시기에 북북서 방향으로의 해침은 더욱 강화되었으며, 이로 인해 하이지아오 융기부 남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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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부터 타이완 북부에 이르는 타이베이 만(Taipei Gulf) 지역에는 해성층이 퇴적(Zhou et 

al., 1989) 되었음

(다) 또한 이 시기부터 서부 퇴적층은 동쪽으로 가면서 두터워지는 양상을 보이기 시작하였음. 동

중국해 대륙붕 분지 서부는 광역적으로 융기되었으나, 동부는 디아오유다오 습곡대의 조산 작

용과 관련된 다수의 습곡을 수반한 하향 침하작용을 강하게 받음. 이후 고지역의 퇴적층은 거

의 삭박되어 광역 부정합이 형성되었고, 이후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에서의 구조 발달은 새로

운 단계로 접어들게 되었음

그림 2-332. 에오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4) 올리고세 층서

(가) 올리고세에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는 침하가 진행되고 오키나와 트러프가 형성된 시기로 북

서-남동 방향의 변류(transcurrent) 운동으로 국부적인 지구조의 역전이 있었음

(나) 올리고세-초기 마이오세에 분지의 퇴적작용은 하향 단층작용의 영향을 일부 받았으며 이 기간

에 분지 북동쪽에서는 해침이 있었으나 제주분지에는 영향을 미치지 못했음

(다) 올리고세 퇴적층은 기반암 위에 경사 부정합으로 놓이는 제3기 최하부 층으로 팔레오세의 분

지 열개 작용에 의해 형성된 반지구대나 지구대를 충진하고 있으며, 지구조적으로 한정된 소

규모 함몰분지 충진 퇴적으로 극심한 변화 보여 주로 연구지역의 동쪽 연변부 및 남동쪽에 분

포하며 제주분지와 도미분지의 중심부에 일부 걸쳐 있음

(라) 이 층의 탄성파 퇴적상은 진폭은 다양하지만 지역적으로 강한 반사층리가 나타나며, 연속성은 

불량하며 혼탁형(hummocky) 퇴적 형태가 나타남. 음향 기반암 위에 바로 퇴적되어 분포하면서 

단층 경계로 제한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초기 퇴적분지가 열리면서 쌓인 충적 퇴적층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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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불연속적이고 다양한 진폭의 반사 층리와 쐐기 형태의 외부 형태도 충적층을 암시. 시추 자료

에서는 하상 또는 호수 퇴적환경을 보여주고 있으나(오재호 등, 1994), 연구지역 북동부에 위

치한 시추공에서는 상부 올리고세 층에서 처음으로 해안 전면부(shoreface)가 나타나고 있음

(Yin and Liu, 1990; 한국석유공사, 1998)

(마) 이 퇴적층들은 지구조에 의해 퇴적작용이 제한되었기 때문에 지역적으로 큰 변화를 보임. 암

상을 기준으로 대별하면 반지구대나 지구대의 함몰 분지 내에서 단층면과 접한 측면을 따라 

퇴적되는 부채꼴 삼각주의 역암 및 사암과 단층면과 접하지 않은 측면을 따라 퇴적되는 하상-

호소상 삼각주의 사암 및 이암이 존재함. 함몰 분지 중심부에 퇴적되는 호소성 이암과 셰일 

및 함몰 분지 주변부의 하성 환경의 사암 및 이암, 그리고 분지 열개에 동반되는 화산 쇄설성 

퇴적암류로 대별할 수가 있음(한국석유공사, 1998)

① 따라서 남해 남동부 지역에서는(드래곤-1 시추공) 단층면과 접한 측면을 따라 최초 분지의 급

속한 침강이 이루어지면서 다량의 퇴적물이 유입되어 부채꼴 삼각주가 발달하기 시작하였으며 

이후 분지 침강속도의 둔화와 함께 점차 호소성 삼각주가 분지 중심을 향해 전진한 것으로 해

석됨

② 반면에 단층면과 접하지 않은 측면을 따라서는 하천으로부터 호수로 유입된 퇴적물이 호수 중

심을 향해 전진 퇴적하면서 호수 중심부에 쌓이는 세립질의 호소성 퇴적물을 덮고 있는 퇴적 

현상이 나타남

③ 이 층 하부에 비해 상부의 퇴적 윤회는 사암의 산출 빈도가 감소(JDZ V-2 시추공; 한국석유공

사, 1998) 하는데, 하부의 퇴적층은 온난‧다습한 환경에서 공급지로부터 비교적 다량의 퇴적물

이 유입되었으나 상부의 퇴적 윤회는 한랭‧건조 기후에 퇴적물의 공급이 원활치 못해 호수 중

심에 저탁류층이 퇴적되지 못하였을 뿐만 아니라 사암이 부족한 하상-호소성 삼각주가 발달되

었을 것으로 해석됨

④ 따라서 연구지역의 퇴적층은 지구조에 의해서만이 아니라 기후에 의해서도 조절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특히 상부 해성층 형성에는 큰 영향을 미쳤을 것임

(바) 올리고세 층은 분지 열개에 의해 지역적으로 소규모로 형성된 반지구대나 지구대의 호소 환경

이나 그 주변부의 하성 환경 하에서 지구조적으로 또는 기후에 의해 조절되는 퇴적환경이 이

루어졌을 것으로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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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3. 올리고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5) 초기 마이오세 층서

(가) 마이오세 초기의 퇴적층은 분지 열개에 의해 형성된 반지구대나 지구대를 충진한 퇴적층이 변

환 압축력에 의해 변형되어 융기‧침식된 후, 분지 전체가 점진적인 침강에 의해 퇴적되었음. 

이 퇴적층은 하부 올리고세 층을 경사 부정합으로 덮음

① 이 퇴적층은 하성 환경 하에서의 퇴적 윤회가 우세하며, 기저에는 두꺼운 괴상의 사암층이 발

달하며 상부로 갈수록 상향 박층화를 보이는 퇴적 윤회가 우세함(한국석유공사, 1988)

② 이는 직류천(low sinuosity channel)이나 곡류천(high sinuosity channel)에서의 사주(sand 

bar)나 포인트 바(point bar)와 같은 퇴적환경을 지시함

③ 일부 구간에서는 하천 주변부의 충적 평원(flood plain)으로 석탄층이 빈번하게 협재되어 있어 

지역적으로 소규모 소택지(swamp)나 한시적 천부 호수환경의 퇴적환경이 존재했을 것으로 보임

④ 이 퇴적층의 분포 범위는 올리고세 퇴적층보다 비교적 넓게 분포하나, 역시 단층으로 경계된 

퇴적분지 내에 대부분 분포하여 주로 조사지역의 남동 연변부와 제주도 남쪽 해역에 주로 분포

함

(나) 탄성파 퇴적상은 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대체로 불연속 내지 보통의 반사층리 연

속성을 보이며 진폭도 다양함. 또한 부분적으로 혼탁형 퇴적상도 확인됨. 퇴적층의 두께는 최

대 0.8초까지 나타남. 탄성파 퇴적상으로부터 퇴적환경을 유추하기는 쉽지 않으나 시추자료의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로 호수 또는 하상 환경하에서 형성된 퇴적층으로 분석(한국석유공사, 

1998)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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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4. 초기 마이오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6) 중기 마이오세 층서

(가) 이 층은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을 정합으로 상부에 위치하며 하부층과의 뚜렷한 지구조적 변화

를 인지할 수 없으나 기저부에 비교적 두꺼운 괴상의 사암층이 발달하고 있어 계속적인 분지 

침강에 따른 퇴적작용에 의한 것으로 해석됨

① 이 퇴적층도 역시 하부 퇴적층과 같은 하성 환경 하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전 구간에 걸

쳐 여러 번의 하성 퇴적 윤회가 일어났음. 그러나 하부층과 비교해 볼 때 석탄층의 협재가 감

소하며 일부 구간에서 간헐적인 해침의 흔적이 나타남(한국석유공사, 1988). 따라서 이 층은 

충적 평야를 따라 흐르는 곡류천의 퇴적환경이 점차 연안 평원(coastal plain) 퇴적환경으로 

전이된 것으로 해석됨

② 본 층서는 조사지역의 남쪽에 넓게 분포하지만 제주도 남쪽 지역부터 단층으로 경계된 분지에 

제한적으로 분포하다가 다시 북쪽으로 가면서 기반암 융기대가 발달한 지역에는 이 층이 나타

나지 않음. 본 퇴적층서가 집중적으로 발달한 남쪽 지역의 퇴적 층후도 양상을 보면 북서에서 

남동쪽을 향해 서서히 두꺼워지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남

(나) 탄성파 퇴적상은 비교적 연속성이 좋고 진폭이 보통인 반사층리로 나타남. 시추공 PZ-1 주변 

지역에서 1초 깊이에 강한 진폭과 연속적인 이상 반사층리(reflection anomaly)가 발달하였는

데, 이를 탄화수소의 존재를 지시하는 특성으로 여겨 시추하였으나 화산 분출암(volcanic 

flow)으로 판명(그림 2-333) 됨

(다) 시추자료에 의하면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과 동일한 호수-하상 퇴적환경으로 해석되어(오재호 

등, 1994), 마이오세 초기에서 중기까지 주로 내대륙 퇴적분지에 발달한 호수 또는 하상 환경 

하에서 형성된 퇴적층서로 판단됨



- 355 -

그림 2-335. 시추공 PZ-1 주변에서는 1초 깊이에 강한 진폭과 연속적인 이상 반사층리가 

발달하였는데 이는 화산 분출암으로 판명됨

그림 2-336. 중기 마이오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7) 후기 마이오세 층서

(가) 후기 마이오세에는 롱징 운동에 의해 대륙붕 분지에 가해지는 횡압력에 의해 동쪽으로 경사진 

역단층과 비대칭 배사구조 및 광역적인 부정합면이 형성됨. 또한 이 횡압력에 의해 제주분지 

북동쪽의 쓰시마 지역은 융기되었으며, 오키나와 트러프의 남쪽 지역은 확장이 시작되었음

(Yin and Liu, 1990)

(나) 이 층서는 조사지역 북동쪽의 기반암이 얕은 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 지역에 넓게 분포함. 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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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두께는 0.5초 정도이며, 남동쪽을 향해 서서히 두꺼워짐. 탄성파 퇴적상은 반사 층리의 연

속성이 비교적 양호하며, 진폭이 작은 편임

①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당시에 일어난 역전의 지구조 활동에 의해 상부층이 융기되었음가 삭

박되어 일부에서는 16m 두께의 퇴적층만 남긴 침식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시추자료에 의하면 

호수 및 하상 환경하에서 퇴적되었으며, 부분적으로 해양환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해석됨(한

국석유공사, 1998)

그림 2-337. 시추공 Dragon-1 지역의 탄성파 단면도. 대규모 정단층이 퇴적암을 심하게 변형시켰으며, 후기 

마이오세에는 횡압축 구조운동으로 퇴적층이 상승하고 침식된 구조 역전층이 나타남. 중기 및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 

두께는 최소 16m 정도가 남음

그림 2-338. 후기 마이오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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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플라이오세 층서

(가)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에는 동중국해 대륙붕 분지에서의 광역적인 침강작용, 후열도 확장에 

의한 오키나와 트러프의 형성과 타이완 부근에서의 강한 습곡작용이 특징이며, 대륙붕 분지의 

거의 모든 부분이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의해 해침을 받았음

① 퇴적 중심지는 분지 동쪽에 위치하여 해성 퇴적물이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두꺼워지는 양상으

로 퇴적되었음

② 이 기간 동안에 디아오유다오 습곡대 부근에서는 마이오세 말기-플라이오세 초기의 롱징 운동 

이후 습곡 등의 구조 운동이 진행되었음

(나) 플라이오세에 오키나와 트러프의 남동부가 확장을 시작,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 하향 단층작

용으로 2~3km의 퇴적물이 충진되었음

① 후기 플라이오세에 필리핀해 판의 섭입 속도가 증가함에 따라 이전까지 하향 단층작용을 받던 

오키나와 트러프의 서부 지역, 즉 대륙붕단 새그(sag)는 침하 침강(depressional subsidence)

을 받기 시작하였으며, 그 결과 약 7km 두께의 퇴적물이 충진되었음

② 플라이오세 말기~플라이스토세 초기의 오키나와 트러프 운동은 트러프 전역에 걸쳐 영향을 주

었으며, 이로 인해 롱탄 구조대(Longtan structure zone) 등이 형성되었음. 또한 이 운동은 동

중국해 대륙붕 분지에도 영향을 미쳐 북서 방향으로 발달한 주향이동단층을 형성케 하였음. 이 

단층들은 퇴적층을 아주 깊게 자르지는 못했음(Yin and Liu, 1990)

(다) 이 층은 마이오세 말기에 분지 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광역적인 지구조 운동에 의해 기존의 퇴

적층이 융기‧침식된 후 계속적인 분지 침강과 해침에 의해 퇴적된 제3기 최상부 퇴적층임

① 이 층은 하부의 후기 마이오세 층과 뚜렷한 경사 부정합으로 분리되며 플라이오세 말기의 광역

적 해침을 기준으로 플라이오세 층과 플라이스토세 층으로 분대가 가능함

② 층의 하부는 주로 이암층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 갈탄층들이 중립 및 조립질 사암들과 협재되

어 나타나고 있어 연안 평야의 곡류천 퇴적환경으로 해석되나, 상부로 갈수록 다량의 유공충 

및 패각 편들을 포함하는 뚜렷한 해성환경으로의 전이됨. 특히, 유공충들은 수심 50m 이내의 

내대륙붕(inner shelf) 종들이 우세함(한국석유공사, 1988)

(라) 이 퇴적층은 전 조사지역에 넓게 분포함. 최대 퇴적층 두께는 0.9초 정도이며, 남쪽 또는 남

동 방향을 향해 서서히 두꺼워짐. 탄성파 퇴적상은 연속성이 비교적 좋고 진폭이 작은 반사 

층리가 우세하게 나타남. 시추자료 분석 결과는 천해 해양환경 하에서 퇴적된 층서로 해석(오

재호 등, 1994)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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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39. 플라이오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9) 플라이스토세~홀로세 층서

(가) LGM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구지역에는 다양한 퇴적상과 침식면이 형성되어, 하구-수로 

충진 퇴적층, 모래 판층(sand sheet), 니질 덮개, 침식면, 모래퇴 및 모래파 등이 관찰(Lee 

et al., 2013)됨

① 7.0-7.5ka 경에 해수면은 거의 현재 위치까지 상승하여 중국측에서 유출된 니질 부유 퇴적물의 

일부가 수리·역학적 조건에 따라 연구지역에 퇴적되었음

② 양자강 북부 Jiangsu 연안에는 강한 조류에 의해 형성된 일련의 대규모 모래퇴 퇴적체들이 분

포하고 있음

(나) 음향학적으로 투명한 퇴적상 하부에는 간혹 내부 반사면이 없거나 뚜렷하지 않은 음향상이 대

체로 균일한 두께로 연장성이 양호한 판 모양을 하고 있으며, 그 하부와는 평탄하고 침식 특

성을 갖는 하부 경계면을 보임

① 그 하부에는 음파 에너지가 상대적으로 깊이 투과되어 희미하거나 분명한 지층 내부 반사파를 

보임. 지층 내부 반사파는 평행하거나 수로 지형을 채운 경사 형태를 보임

② 시추 코어에서 보면 음향 투명층의 하부는 주로 사니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형성된 해침면 상에 퇴적된 판 모양의 해침 퇴적물로 해석(Lee et al., 2013)됨

③ 음향 투명층 하부에 보이는 다양한 형태의 지층 내부 반사파는 홀로세 이전에 삼각주나 하구

역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다) 연구지역에는 퇴적물로 충진된 해저수로 구조(channel fill)가 빈번하게 발견되는데, 이는 홀

로세 이전에 해수면이 낮은 동안 형성된 수로를 홀로세 동안 퇴적물이 쌓인 퇴적구조로 판단

되며, 수로 충진 퇴적상은 전진 퇴적형(progradation)이거나 혼탁한(chaotic) 음향 형태를 보

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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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홀로세 퇴적층이 채워진 수로 지형에는 지층의 반사 층리가 단절된(truncated) 양상을 보여 홀

로세 이전(즉, LGM)에 하천을 형성하는 침식 작용이 매우 활발했음을 의미하며, 대표적인 하천 

퇴적층이며, 주로 모래로 구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됨

② LGM 이후 해수면 상승 중, 부유 퇴적물을 함유한 고농도 해저류가 해저면을 침식시키면서 동시

에 부유 퇴적물이 침전되어 이루어진 퇴적층으로도 해석이 가능하여, 향후 홀로세 뻘층의 퇴적 

메카니즘에 대한 자세한 연구가 필요함

③ SBP 탄성파 특성 중 지층 내부 반사파가 거의 없고 뚜렷한 표면 반사파는 표층 퇴적물이 주로 

모래로 구성된 해저면을, 음파가 어느 정도 투과되어 희미하거나 분명한 지층 내부 반사파가 

보이는 경우에는 표층 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암시함. 다양한 

형태의 지층 내부 반사파는 홀로세 이전에 삼각주나 하구역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④ 제주 외해역 부근에서 매우 불규칙한 해저지형이 V자 형태로 분포하는데, 반사 층리가 절단된 

양상으로 보아 침식작용에 의해 상부 퇴적층이 삭박되어 나타난 현상으로 최후기 빙하기에 이

루어진 잔존 소규모 수로 구조로 해석됨

⑤ 대륙붕단 지역에서도 대규모 침식 지형구조가 발달하고 있어 이들 지형도 빙하기 동안 저해수

면 시기에 해저 수로 역할을 한 것으로 판단됨. 이는 편평하고 국지적으로 깊게 갈라진 골 형

태와 해저지형에서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기복과 깊고 넓게 패인 형태로 분류할 수 있음(Lee 

et al., 2013)

⑥ 대체로 작은 규모의 골 형태가 광범위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뚜렷한 표면 반사파와 희미한 지

층 내부 반사파를 보임. 골의 깊이는 대체로 수 m 정도로 크게 변하지 않음

⑦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작은 규모의 골 형태는 해수면 상승이 거의 이루어진 중기-후기 홀로세 

동안 강한 해류나 조류에 침식된 수로임을 지시함. 뚜렷한 표면 반사파와 매우 희미한 지층 내

부 반사파는 해저면이 조립질 퇴적물로 덮혀 있음을 지시하며 침식작용에 남은 침식 잔류 퇴적

물로 해석

(라) 둔덕(mound) 형태로 나타나는 음향상은 둔덕의 측면에 다른 구조(bedform)가 없거나 파형의 

구조(wavy bedform)가 부분적으로 발달함. 파형 구조가 발달한 둔덕 측면에 음향학적으로 투

명한 쐐기(wedge) 형의 상이 보이는 형태임, 그리고 뚜렷하고 연속적인 내부 반사면이 보이는 

매우 큰 규모의 둔덕으로 나눌 수 있음(Lee et al., 2013)

① 표면 반사파는 매끈하거나 다양한 규모의 파형 형태를 보임. 지층 내부 반사파는 나타나지 않

거나, 희미한 층리를 보임. 단면에서 나타나는 완만한 구릉 형태와 길쭉한 분포 특징은 조석 

사퇴임을 지시하며 표면과 내부의 음향 특성은 표층 퇴적물이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음

을 지시함. 조석 사퇴 표면에 다양한 규모로 나타나는 파형 표면구조는 MBES(다중 빔 음향영

상) 자료에서 확인된 조류에 의해 형성된 모래파와 일치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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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0. 플라이스토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

그림 2-341. 기반암 층 및 플라이스토세 층 등 2개 층의 3D 시간 등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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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42. 플라이오세층과 해저면 사이의 시간 등층후도

그림 3-343.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 사이 퇴적층의 시간 등층후도

(마) 연구지역 남동쪽 퇴적층에서는 천부가스(shallow gas)가 chimney structures(진폭 이상대)와 

연장된 구조로 심부에서 생성된 탄화수소가 단층 등을 따라서 천부로 이동해 온 것을 지시하

고 있어서, 탄성파 진폭 이상대의 정확한 분포 범위와 양상, 저류층 구조(reservoir 

structure)와의 관계 등을 밝힐 필요가 있음 

① 정단층 구조가 홀로세 뻘질 퇴적층 하부 경계면까지 연장되어 발달한 지역도 존재하며, 정단층 

주변의 강한 진폭 반사층은 단층선을 따라 상승한 심부 가스이동 구조(chimney structures)로 

추정

(바) 제주도 인근 제주분지에는 천부 해성 퇴적층에 많은 화성활동에 의한 화산 돔 및 화산 맥 등

의 증거가 심부부터 천부 퇴적층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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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수로 분포 및 특성

(1) 퇴적물 특성과 기하학적 구조는 수로 형태학 및 수문학적 조건을 분석하고 고지리학적 환경을 재

현하게 하며 고수로 체계는 퇴적 그리고 진화 과정에 대한 많은 정보를 지니기 때문에, 고수로를 

식별하고 퇴적 모델을 확립하며 퇴적 과정을 해석하는 것은 연안 퇴적 및 고지리학적 환경 변화

의 역사를 이해하는데 있어 매우 중요함

(가) 특히 그림 2-346과 같이 퇴적 모델에서 수로는 측면에서 봤을 때 움푹 파져 있는 형태로 나타

나기 때문에 이를 통해 탄성파 자료에서도 다른 층과 달리 오목한 부분을 찾아 고수로의 위치

를 예측할 수 있음 

(나) 탐사 단면상에서 나타나는 복잡한 상들은 고수로의 잔류(lag) 퇴적물을 보여주고 점차 상부로 

갈수록 상이 변화하면서 수로 안에 세립 퇴적물이 준평행한 층으로 퇴적되는 것을 나타내고 

있음

(다) 2D·3D 탄성파탐사 단면에서 고수로로 보이는 부분을 표시한 뒤 표시한 수로의 형적들을 다수

의 단면에서 연결하게 되면 하나의 고수로 체계가 형성됨

그림 2-346. 퇴적 모델을 사용하여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고하천 층서를 

예측할 수 있음

(2) 따라서 황해 및 동중국해에서 후기 제4기 퇴적물의 퇴적환경 및 순차층서를 연구하기 위해 고해

상도의 중·천부 탄성파 단면도가 분석되었고 획득된 탄성파탐사 결과 단면도(그림 2-2-2)에 고

수로의 흔적으로 추정되는 구간을 모두 표시하고 표시된 각 단면을 연결하여 고수로의 체계를 재

구성함(그림 2-2-3, 2-2-4). 특히 플라이스토세 시간 지구조도 상부에 홀로세에 형성된 고수로 

분포도를 제작함으로써 고수로 형성 및 분포에 대한 정보를 추론할 수 있음(그림 2-347) 

(3) 해양 동위원소 5단계(Marine Isotope Stage, MIS 5) 이후로 황해·북동중국해의 대륙붕 및 해안 

평야를 따라서 퇴적환경의 진화는 주로 전세계적 해수면 사이클과 고하천에서의 퇴적물 공급에 

의해 제어됨

(4) 20-80kyr BP에 발생한 해수면 하강 때에는 대륙붕 퇴적은 감소하고 퇴적 중심이 바다 쪽으로 이

동하면서 고장강(Paleo-Changjiang)의 물은 바다로 흘러 들어왔고 북동중국해 지역에 많은 양의 

육성 퇴적물을 제공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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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7. 황해 중부에서의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에 나타나는 고수로들

그림 2-348. 황해에 분포하는 고수로의 단면도 및 분포도

(5) 해수면이 가장 낮은 위치 또는 그 부근에 있었을 때, 황해 및 북동중국해는 대부분의 지역이 지

표면에 노출되었고 절개곡(incised-valley)이 고장강에 의해 대륙붕을 가로질러 지났으며 그 후, 

절개곡은 하성층 및 연안 퇴적물로 채워짐

(6) 연구지역은 하천 및 하구에서 완전히 해양으로 변화하는 과정을 거쳐 왔으며 대기에 노출된 이후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과 함께 현세의 해침 기간 동안 물에 잠기고 채워지면서 대략 44 calka BP

에 형성됨

(7) 해침 기간 동안, 해안선들은 이동했고, 고하천들로부터 유래된 퇴적물은 고하천과 관련된 절개곡

을 채우면서 대륙붕에 계속적으로 퇴적됨

(가) 특히, 동중국해 및 제주도 남서 지역은 대양과의 연결 부분이 열리고 닫히는 과정을 겪는 지역

에 위치해 있기 때문에 마지막 빙하기 동안 주요한 바다 및 육지 방향의 해안선이 이동됨

(12) 외해로 갈수록 조립해지는 동중국해 북동쪽의 니질 퇴적물은 주로 고황하 삼각주 또는 제주도 

인근의 재부유 퇴적물로부터 파생된 것으로 추정되며, 동중국해의 대륙붕 중간에서부터 외대륙붕

까지의 사질 퇴적물은 플라이스토세 초기 동안 형성된 대륙붕 재동 사질 퇴적물로 알려져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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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49. 황해 천부 퇴적상과 고수로 분포도

그림 2-350. 플라이스토세 층의 시간 지질구조도(아래층)와 그 위에 중첩시킨 홀로세에 

형성된 고수로의 분포도(위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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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대륙붕 해성층의 탄성파 층서 구조

(1) 연구지역의 지질학적 및 지구물리학적 특성

(가) 연구지역에서 획득한 대표적인 다중채널 탄성파 단면도를 살펴보면, 기반암 융기대가 매우 평

탄하고 강한 반사 층리를 보이면서 넓게 분포함. 그리고 평탄한 기반암은 단층에 의해 지구 

또는 반지구 열개작용에 단층 블록으로 경계되는 열 개 분지가 발달함

(나) 지체구조 및 퇴적 층서 연구 결과 제주분지의 퇴적층은 여러 개의 층으로 분대가 가능하며 하

부로부터 호소성 환경을 주로 하는 올리고세 퇴적층과 하성 환경을 주로 하는 마이오세 퇴적

층, 그리고 하성 환경 및 해성 환경을 주로 하는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의 해성층으로 나누어

짐

(다) 플라이오세 이후의 해성층은 마이오세 말기에 분지 전역에 걸쳐 일어났던 광역적인 지구조 운

동에 의해 기존의 퇴적층들이 융기 침식된 후 계속적인 분지 침강과 해침에 의해 퇴적된 제주

분지 제3기 최상부의 퇴적층임. 하부 후기 마이오세 층을 뚜렷한 부정합으로 덮음

(라) 연구지역내 퇴적층의 탄성파상은 다음과 같음

① 하부층인 마이오세 이전의 퇴적층의 탄성파 반사층들은 불연속적이고 혼탁상(discontinuous 

and chaotic facies)의 특징을 보이는 쐐기 형태로 분포하는 반면에, 상부층은 연속성이 비교

적 양호한 혼탁형의 특징을 보임

② 후열개 퇴적층서인 후기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의 탄성파 퇴적상은 평탄

하고 연속성이 좋은 반사 층리가 광역적으로 분포하며, 하부에서 상부 퇴적층으로 가면서 평행

한 반사 층리로 변함. 반사 층리 진폭(reflection amplitude) 특징을 살펴보면 하부의 강한 반

사 진폭에서 상부로 가면서 점차 약한 진폭으로 바뀜. 더불어 반사 주기(reflection 

frequency)는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저에서 고 반사주기(low to high frequency)의 특징을 

보이는데, 이는 암상 및 퇴적환경의 변화가 시대적으로 변해 왔음을 시사함

(마) 해성층의 심부 구조 특성 구명을 위하여 신규로 취득한 자료와 기존 연구 결과를 인용하여 마

이오세 및 그 이후에 집적된 퇴적층에서 7개의 층서 경계면(SB1-SB7; SB1: 초기 마이오세, 

SB2: 중기 마이오세, SB3: 후기 마이오세, SB4: 플라이오세, SB5: 초기 플라이스토세, SB6: 

후기 플라이스토세 및 홀로세)을 기반으로 총 6개의 층 단위(하부로부터 S1, S2, S3, S4, S5, 

S6)로 구성된 층서 체계를 설정함. 각각의 층 단위들의 연대는 고생물 기반 시추공(거북, 옥

돔) 연대분석 결과와 대비하여 적용(Yun 등, 1999; 한국석유공사, 1988)함

(바) 지질구조로서 연구지역에는 기반암으로부터 연장된 것으로 판단되는 점완 단층, 일부 역단층

과 이에 연관된 습곡 구조들이 관찰됨

(사) 해수면이 하강하는 시기에 형성된 퇴적층은 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진 퇴적한 형태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혼탁하거나 내부 층이 나타나지 않음(Lee 등, 2013). 이는 해수면이 하강하

면서 양자강과 고황하 강에서 유입된 퇴적물이 두껍게 퇴적된 것으로 추정됨

(아) LGM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연구지역에는 다양한 해침 퇴적물이 퇴적되었는데, 고해상 

Sparker와 SBP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해석된 퇴적환경은 하구-수로 충진 퇴적물, 모래판 층, 

니질 덮개, 침식면, 모래퇴 및 모래파 등이 관찰됨(Lee 등, 2013). 7.0~7.5ka 경에 해수면이 

현재 위치에 거의 도달되어 연구지역의 수리·역학적 조건이 달라지면서 해수면이 높아진 상

태에서 중국측에서 유출된 니질 부유 퇴적물은 연구지역에 퇴적되었음. 양자강 북부 Jiangsu 

연안에는 강한 조류에 의해 형성된 일련의 대규모 모래퇴 퇴적체들이 분포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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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조사지역의 대륙붕단 지역에는 다양한 크기의 고수로 구조들이 발달하였으며 이들은 마지막 

빙하기 동안 해수면이 낮은 시기에 해저류에 의해 침식작용을 받아 형성된 것으로 해석됨. 수

심 약 120m 깊이 지역의 해저면에 대칭성 모래파 등의 bedform이 분포함. 그리고 퇴적층 내에 

퇴적물로 충진된 고수로 구조들이 특징적으로 잘 발달함

(차) 해당 연구지역 대부분의 해저면에서 음향 투명층이 얇게 나타나는데 이는 해수면이 현재 상태

에 이른 후 홀로세 뻘질 퇴적층이 퇴적 진행 중임을 알 수 있음. 홀로세 뻘질 퇴적물은 제주

도 남쪽 해역에 각각 분포하며 이는 양자강과 황하강 기원으로 알려졌음

(2) 탄성파 측선을 활용한 해양분지, 해성층 층서 및 지질구조 해석

(가) 본 연구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탄성파 탐사(천부 지층, 스파커,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등) 

단면도와 기존에 발표된 한국석유공사의 석유 시추공 자료들을 이용

① 도미분지-제주분지 연계 기준 층서 확립 및 발달사 규명을 위하여 획득된 자료를 기존 자료와 

연계하여 제주분지-JDZ 인접 해역에 대한 정밀 지구물리 주제도를 작성함

(나) 퇴적층서의 층준은 탄성파 단면도와 시추공에서 분류한 퇴적단위를 서로 대비하여 이에 해당

되는 탄성파 반사 층리면을 각각 선정하였음

① 퇴적단위는 하부의 음향 기반암에서부터 상부로 가면서 에오세 층(Eocene Unit), 올리고세 층

(Oligocene Unit), 초기 마이오세 층(Early Miocene Unit), 중기 마이오세 층(Middle Miocene 

Unit), 후기 마이오세 층(Late Miocene Unit), 플라이오세 층(Pliocene Unit), 플라이스토세 

층(Pleistocene Unit) 및 홀로세 층(Holocene Unit)으로 구성됨

(다) 천부 지층탐사 자료처리를 위하여 음향 특성과 형태를 기준으로 음향상 유형을 분류, 이후 각 

음향상의 분포도를 작성 후 형성 작용에 관한 해석을 수행함

① 음향 특성과 형태: 해저면 반사파와 지층 내부 반사파의 음향 특성(반사 강도 및 연속성), 형

태(지형), 층리 침식면, 발달 정도 등

(3) 해성층 층서 해석

(가) 분지 생성 초기, 연구지역 내 지구조 활동으로 형성된 지구 또는 반지구에는 호수가 형성되었

고, 호수의 연변부 즉 단층과의 경계부에는 충적 선상지(alluvial fan) 또는 부채꼴 삼각주

(fan delta) 퇴적층이 쌓였음(한국석유공사, 1998)

① 단층이 발달되지 않은 호수 연변부를 따라서는 하성 퇴적물이 전진 퇴적(progradation)하면서 

삼각주를 형성함. 호수의 중심부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세립질 퇴적물의 퇴적이 올리고세 말까

지 지속됨. 이후 마이오세 이후 단층 작용이 미약해지고 호수가 얕아지면서 하성 퇴적이 우세

한 환경으로 바뀌게 되었음. 연구지역은 후기 마이오세 말 또는 플라이오세 이후에 전 세계 해

수면 상승(Eustatic Sea Level Rise)에 의해 현재와 같은 대륙붕 환경이 형성됨

(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연구지역 남부에서 1998년, 1999년, 2006년, 2010년, 2011년에 취득한 

탄성파 자료 분석을 통해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을 5개(층단위 I, II, III, IV, V)로 분

류(Lee et al., 2013)

① 층단위 I은 해수면 하강 시기(Falling Stage System Tract)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내부 층리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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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쪽에서 북쪽으로 전진 퇴적한 형태를 보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혼탁하거나 내부의 층이 나타

나지 않음 

㉮ 탄성파 단면상에서 고해수면 시기에 형성된 층과 해침 시기에 형성된 층의 경계 일부가 뚜렷

하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퇴적 당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침식되어 층이 혼재된 것으로 보임. 

따라서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양자강과 고황하 유출 퇴적물이 두껍게 퇴적된 것으로 추정됨

② 층단위 II는 최빙하기(LGM)인 초기 해침(Early Transgression) 시기에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저

면이 육상으로 노출되면서 침식면이 잘 발달하여 형성된 수로들을 충진하는 수로 충진(channel 

fill) 구조가 나타남

③ 층단위 III는 중기 해침 시기(Middle Transgressive Stage System Tract)로 해수면이 점차 상

승하면서 형성된 퇴적층으로 층단위 I과 II의 상부에 나타남

㉮ 내부 반사면이 보이지 않고, 얇은 형태의 모래층(sand sheet) 형상을 보이며, 연구지역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음

④ 층단위 IV는 평행하거나 반평행한 내부 반사면을 보임. 이 퇴적층은 모래퇴(sand ridge) 형상

을 보이며 대부분 해저면에 노출되어 나타남

⑤ 연구지역의 동쪽에서 주로 나타나는 층단위 Ⅳ는 YSWC(Yellow Sea Warm Current)와 강한 조류

에 의해 형성되는 것으로 보임. 층단위 V는 연구지역의 가장 상부에 나타나는 퇴적층으로 고해

수면 시기에 퇴적된 퇴적층임 

㉮ 내부 반사면은 투명하거나 반투명하며 연구지역의 서쪽에서는 내부 반사면이 잘 발달되어 있

으며, 아주 얇은 형태의 투명한 형태를 보이고 6m 이내의 두께를 보임

(다) 심부 시추공 자료를 활용한 미고생물 분석을 통해 총 3개의 퇴적환경이 두 번의 사이클로 나

타나는 것으로 해석됨

① 층단위 I의 하부층은 화성암으로 이 구간은 육상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단층에 의해 

많은 퇴적층 교란이 발생됨

② 층단위 I에서 층단위 H 사이의 퇴적구간은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육상환경과 해양환경의 영향을 

받았던 구간으로 해석되며 이 구간도 단층에 의해 층의 교란이 많이 발생됨

③ 층단위 H에서 층단위 G 사이의 퇴적구간은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하면서 해양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④ 층단위 H에서 층단위 G 사이의 퇴적구간은 해수면이 최대로 상승하면서 해양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어 두 개의 퇴적환경 사이클에서 하나의 사이클이 끝남

⑤ 층단위 G에서 층단위 E 사이의 퇴적구간은 다시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두 번째 퇴적환경 사이클

의 시작인 육상환경의 퇴적층으로 해석됨

⑥ 층단위 E에서 층단위 C 사이의 퇴적구간은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약간의 퇴적층 기복이 나타나

지만 비교적 평탄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해수면이 지속적으로 상승하면서 육상환경과 해양

환경의 영향을 모두 받았던 구간으로 해석됨

⑦ 층단위 C에서 층단위 A 사이의 퇴적구간은 탄성파탐사 자료에서 약간의 사층리를 보이거나 비

교적 평탄한 층을 보이는 구간으로 상승한 해수면에 의해 수심이 얕은 해양환경에서 퇴적된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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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해석됨

(라) 한국석유공사에서 획득된 코어 퇴적상 분석 및 연대측정을 통해 각 퇴적 구간의 시기가 분류됨

① 층단위 I에서 층단위 H 사이의 퇴적층은 사암과 역질 사암이 우세한 올리고세 퇴적층으로 해석됨

② 층단위 H에서 층단위 F 사이의 퇴적층은 사암과 역질 사암이 우세한 초기-중기 마이오세 퇴적

층으로 해석됨

③ 층단위 F에서 층단위 D 사이의 퇴적층은 후기 마이오세 시기의 퇴적층으로 해석됨

④ 층단위 D에서 층단위 C 사이의 퇴적층은 플라이오·플라이스토세 시기의 퇴적층으로 해석됨

⑤ 층단위 C에서 층단위 A 사이의 퇴적층은 점토가 우세하며 모래와 점토가 교호하며 나타나는 플

라이스토세에서 현세까지의 퇴적층으로 해석됨

(마) JDZ 인근 해역의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를 분석한 결과, 총 9개의 퇴적층으로 분류되

었고, 총 3개의 퇴적환경이 두 번의 육상·해양 퇴적환경 변화 사이클로 나타났으며 이는 위

의 섹션의 해석과 유사함

그림 2-351. JDZ 해역에서 시추공 해석을 통한 퇴적환경 및 시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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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2. 한국석유공사 시추공 자료를 활용한 퇴적환경 및 시대 구분도

그림 2-353. JDZ 해역에서 시추공 해석을 통한 퇴적환경 및 시대 구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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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성층 지질구조 종합 해석

(가) 연구지역인 남해안에서 제주도 지역까지 기반암 융기대가 발달된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음. 융

기대 남동쪽으로는 북동-남서 방향의 단층선을 경계로 몇 개의 퇴적분지들이 분포하는데, 북

동쪽의 도미분지와 남서쪽으로 가면서 제주분지가 발달되어 있음

(나) 탄성파 단면도상에는 평탄한 기반암이 단층들에 의해 절단되어 고기반암(basement high) 지대

와 저기반암(basement low) 지대가 구분되어 나타남. 고기반암이 발달한 지역은 주로 연구지

역의 북서 지역이고, 저기반암 지역은 남동쪽에 분포함에 따라 퇴적층의 발달 양상도 북서쪽

은 얇게 분포하며, 남동 지역은 3초 정도까지 두껍게 쌓여 있음. 주 단층대는 체민 융기대와 

동중국해 분지를 구분하는 구조적 경계선이며, 북동-남서쪽의 방향성을 가짐

(다) 저지대의 분지들은 지구 또는 반지구 구조에 의한 형태를 이루며, 초기 분지 형성 시기에 장

력 지구조 운동(extensional tectonism)이 연구지역에 작용했음을 알 수 있음. 연구지역에는 

분지를 경계하는 블록 단층(block fault) 및 리스트릭 단층(listric fault) 구조들로 특징되

는 열 개 분지(rifted basin)가 형성되어 있음. 특히, 주 단층대에서는 기반암 단층 구조가 

상부 퇴적층을 지나 거의 해저면 하부 지역까지 연장 발달하여 최근까지도 확장성 지구조 운

동이 연구지역에 미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음

(라) 연구지역의 북동쪽 퇴적분지는 기존에 형성된 퇴적분지가 후기 마이오세에 일어난 역전의 지

구조 활동에 의해 상부층이 융기되어 삭박된 퇴적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이와 같이 마이오세

에는 지구조적으로 상승 운동에 연관된 기반암 상승부에 석유자원을 저류할 수 있는 조건의 

구조들이 존재하고 있어 이 구조에 대한 시추가 수행되었음. 또한 연구지역 남서쪽의 올리고

세 퇴적층은 지구 내에서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어, 강한 반사파 진폭 이상, 경사진 면

을 보이는 불연속면 하부의 퇴적층 및 단층에 의해 이루어진 구조 등의 석유지질학적 저류층 

구조를 보여주고 있음. 특히 연구지역 남동쪽 해저면 하부에서 관찰되는 천부가스(shallow 

gas)에 의한 진폭 이상은 심부에서 생성된 탄화수소가 단층 등을 따라서 천부로 이동해 온 것

일 수도 있으므로, 추후 탄성파 진폭 이상대의 정확한 분포 범위와 양상, 저류층 구조와의 관

계 등을 규명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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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4. 해저면 아래 퇴적층(해저면-음향기반암)의 2D 시간 등층후도

그림 2-355. 해저면 아래 퇴적층(해저면-음향기반암)의 3D 시간 등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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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6.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시간 등층후도

그림 2-357.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층서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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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시추 예정지역 정밀 지질구조 해석

(1) 100m 천부 시추의 필요성

(가) 해양에서 석유를 개발할 때 시추공의 손상 방지를 위해 통상적으로 해저면으로부터 200m나 

500m 사이에 쇠파이프 케이싱을 함으로써 상부 100m 시추 코어 시료를 구할 수 없음(그림 

1-1-3)

(나) 따라서 자원개발 시 상부 퇴적층의 상태는 매우 중요하므로 연구지역의 특징을 먼저 파악한 

후 최상부 퇴적층 특징을 파악해야 함

(다) 지금까지의 연구는 홀로세 층 즉, 20,000년 전의 비교적 최근의 퇴적물을 분석해 왔지만 그 

대상을 뛰어넘어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물인 약 10만년 전후의 고기 퇴적물을 채취하여 분석 

및 해석을 하고자 함

(라) 고기 퇴적물을 사용하여 연구하면 지금보다 훨씬 따뜻했던 과거 시기 동안 한반도 주변 해역

에 어떤 일이 발생했을 지를 연구 분석 후, 미래의 지구온난화가 가속되면 무슨 현상이 일어

날지 예측 가능함

그림 2-358. 남해에서 한국석유공사의 시추공 손상 방지를 위한 쇠파이프 케이싱 구간

(2) 100m 천부 시추 예정지의 탄성파 층서 및 퇴적환경 해석

(가) 북동중국해의 탄성파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100m 천부 시추 예정지를 선별함. 시추 예정지의 

천부와 심부 층서 및 지구조를 해석함



- 375 -

(나) 북동중국해 내 시추 예정지의 탄성파 층서를 해석한 결과, 총 6개의 퇴적상을 구분할 수 있음

(Facies A~F)

① Facies A: Geological basement

㉮ High-amplitude, continuous top reflection; internally reflection-free with sub-surface 

reverberations

② Facies B: Volcanic sedimentary complex, Volcanics

㉮ High-amplitude, continuous top reflection; discontinuous, chaotic or winkled internal 

reflectors; Ambiguous real basement down below

③ Facies C: Volcanic sill, Volcanic edifice

㉮ Low-angle dome-shaped, high-amplitude reflectors with overlying pinnacle-shaped 

reflection between the sequences; seismic shadow zone blow the reflection

④ Facies D: Fluvial channel and Flood plain, Delta, Estuary, Tidal flat

㉮ Sub-parallel, semi-continuous reflectors showing high to moderate amplitude; locally V- 

or U-shaped truncational reflections

⑤ Facies E: Lacustrine, Alluvial fan, Fan delta, Alluvial cone, Talus cone

㉮ Dipping·divergent, sub-parallel reflectors showing high to moderate amplitude; 

wedge-shaped external form

⑥  Facies F: Shallow marine(Inner shelf)

㉮ Parallel, low-amplitude, semi-continuous reflector interlayered with high- to moderate– 

amplitude, continuous reflectors

(다) 북동중국해 내 시추 예정지 부근에서 획득한 탄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탄성파 층서를 해석함

① 북동중국해에서 기존에 획득한 시추 코어의 퇴적환결과 퇴적시기를 해석한 결과는 다음과 같음 

㉮ The core samples follows as four temporal stages:

- Late Quaternary ∼ Holocene

- Last Glacial Maximum ∼ Termination I(ca. 13.2 ∼ 6.8ka BP)

- Termination I ∼ 6.5ka BP

- 6.5ka BP ∼ Present

㉯ Major sedimentary facies of the ECSDP-102:

- 1.7m, 37.8m

- Continuous interaction of fluvial and tidal regimes

- Fluctuations in the relative importance of the two regimes

㉰ Major sedimentary facies of the ECSDP-103:

- 6m, 47m

- Fine sand and mud with some grav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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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Uppermost unit I: Nearshore environment under prevailing tidal regime with frequent 

fluvial influence(recent continental shelf deposit)

- Sea level fluctuations during the Late Quaternary Period

(라) 시추 코어 ECSDP-103의 층서 해석 결과(그림 1-1-5)

① Unit I

㉮ Sedimentary facies: Homogeneous mud

㉯ Seismic configuration: Transparent

㉰ Sedimentary environments: Highstand system tract

② Unit II-a and II-b

㉮ Sedimentary facies: Sand·mud couplet, laminated sand

㉯ Seismic configuration: Low·high angled reflector and Transparent reflector(Unit II-a), 

Good parallel reflector and Prograding reflector(Unit II-b)

㉰ Sedimentary environments: Trangressive estuarine·deltaic and Incised channel fill, or 

sand ridge and sheet during sea-level rise 

③ Unit III

㉮ Sedimentary facies: Fining-upward, sand·mud couplet

㉯ Seismic configuration: Discontinuous parallel reflector and Hummocky·chaotic

㉰ Sedimentary environments: Deltaic offshore and estuarine·deltaic during sea-level fall 

④ Unit IV

㉮ Sedimentary facies: Find sand, laminated sand, gravelly sand

㉯ Seismic configuration: Weak parallel reflector, Discontinuous parallel reflector, and 

Hummocky·chaotic

㉰ Sedimentary environments: Estuarine·deltaic during sea-level fa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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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59. 시추 코어 ECSDP-103의 층서

그림 3-360. 시추 예정지 ECSDP-102의 층서

(마) 2D·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자료 및 ECSDP-101·ECSDP-102 시추공 퇴적상 분석을 통해 상부 층

은 총 4개의 퇴적환경(I, II, III 및 IV)으로 분류됨

① IV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ECSDP-102 코어 주변의 탄성파 자료는 비교적 평탄한 면을 보이나 ECSDP-101 자료는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층리를 보이는 세립질 모래나 자갈을 포함하는 모래로 구성됨

㉰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형성된 염하구 및 삼각주 환경으로 해석됨

② III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탄성파 자료는 비교적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모래와 니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가 나타나고 층리를 보이는 모래 퇴적물로 구성

㉰ 해수면이 하강하면서 형성된 삼각주의 외해 환경으로 해석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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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II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ECSDP-102 시추공 주변의 탄성파 자료는 평탄한 면을 보이나 ECSDP-101 시추공 주변으로 갈수

록 점차 하강하면서 기복이 심하게 나타남

㉯ 상향 세립화하는 특성을 보이고 모래와 니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가 나타남

㉰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발생한 해침에 의해 하구나 삼각주 환경이 형성되면서 모래 퇴적물이 넓

게 퍼져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④ I 구간 특성 및 퇴적환경 해석

㉮ 평탄한 탄성파 자료를 보임

㉯ 괴상의 니질 퇴적층을 보임

㉰ 해수면이 최대로 올라왔을 때의 해성층 환경으로 해석됨

(바) 시추 예정지의 천부 탄성파탐사 자료로 A층은 관입이나 습곡 등과 같은 지형 변화 및 변형이 

많이 진행됨

① B층과 D층은 니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교호하며 나타나는 구간

② C층과 E층은 니질 퇴적물로 구성된 층임

③ 시추 예정지는 맨 오른쪽임

④ 심도 약 130-140msec에 해당하는 A층은 많은 수로의 영향을 받던 육상환경에서 퇴적

⑤ B층의 경우 층리가 뚜렷하게 보이지 않는 니질 퇴적물이 퇴적됨

⑥ 최상부 B층의 경우도 하부 B층과 같이 해수면이 상승했을 때 괴상의 퇴적물에 의해 퇴적됨

⑦ 현재는 해침 시기에 얕은 해수의 영향을 받았던 전면 삼각주 또는 전 삼각주의 환경

⑧ C층의 경우는 니질 퇴적물과 사질 퇴적물이 교호하는 구조를 뚜렷하게 보이고 있으며 이는 해

수면이 낮아졌던 빙하기 당시 천해 환경에서 퇴적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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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1. 시추 예정지의 천부·심부 지층 구조

그림 2-362. 심부 시추 후보지 정밀탐사 해역: 천부 코어 정점의 천부 지층 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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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100m 천부 시추 후보지 정밀탐사 해역의 3D 고해상 탄성파 자료 해석

① 북동중국해의 100m 천부 시추 후보지 정밀탐사 해역에서 2017년에 3D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수

행하였으며, 3D 탄성파탐사 자료를 해석하여 지질구조도를 해석하였음(그림 2-367)

그림 2-363. 시추 예정지의 고해상 지질구조도

② 3D 탄성파탐사 자료를 활용하여 인공지능 자료처리 기법을 이용하여 정밀탐사 해역의 3D 지층 

구조도를 해석함(그림 2-362)

그림 2-364. 인공지능 기법을 활용한 탄성파 층서면 해석 기법 도입 결과

③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각 지질시대별 시간 지질구조도와 등층후도 해석함(그림 2-363 ~ 

2-3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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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65.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지질구조도

그림 2-366.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시간 등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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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정량적 탄성파 자료 해석(QSI, 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

(1) QSI의 필요성

(가) 기존의 탄성파 해석은 반사파 탐사의 자료처리를 통해 지질학적, 층서학적 경계면을 밝혀내는 

것을 목표로 함. 그러나 최근에는 QSI(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를 이용해 반사

파의 진폭 정보로부터 지표 아래 암석의 물성 및 공극 유체의 특성 정보를 추출하는 기술들이 

보편화됨

(나) 탄성파의 반사 현상은 탄성 계수들의 물성 대비로 설명될 수 있으며, 이러한 탄성파의 반사 

특성은 적절한 암석 물리 모델의 설계를 통해 지질학적 물성을 추론해 내는데 이용될 수 있음

(다) 탄성파의 진폭 자료를 이용하여 퇴적층의 분급도, 교결 및 점토 함유, 암상 등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 기존에는 지층의 임피던스 값과 공극률간의 관계를 단순 선형 관계로 가정하여 

해석하였으나, 다양한 암석 물리 모델의 분석을 통해서 미세한 퇴적 패턴의 분석이 가능해짐

(라) 2017년 관할해역 탐사의 주목적은 해성층 천부 탐사이며,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에서 진행되었

기 때문에 중국에서 유입되는 뻘에 의한 퇴적 지형이 우세할 것으로 예측됨. 따라서 천부 지

층의 분석 시 QSI를 통한 퇴적학적 특성 규명이 유효할 것으로 생각됨

(2) QSI 기법의 적용

(가) 탄성파 진폭 변화 해석은 천부 가스층의 탐지 및 퇴적층에 대한 정량적 분석을 가능하게 하

며, 대표적으로 사용되는 분석 기법으로는 post-stack amplitude analysis(bright-spot and 

dim-spot analysis), offset-dependent amplitude analysis(AVO,  amplitude variation with 

offset), 탄성파·음향파 역산 등의 기술이 있음

(나) 이 중 가장 많이 사용되는 기법 중 하나인 AVO의 경우 수진기의 offset 변화에 따른 진폭 변

화를 이용하여 지층의 포아송 비를 검출할 수 있는 기술로써, 가장 잘 알려진 Aki and 

Richards(1980)의 P파 반사계수 근사식은 다음과 같음(그림 2-365; 식 2-1)

그림 2-367. 탄성 매질 경계면으로 입사하는 P파의 반사 및 투과



- 383 -

≈ 






∆


cos




∆





∆

 

sin
  ≈ ∆     

∆     ∆    

    (식 2-1)

(다) Near-offset에서의 반사계수는 Shuey(1985)의 근사에 따라 다음과 같은 식으로 표현될 수 있

으며, zero-offset reflectivity, 와 gradient, 의 관계를 이용해서 포아송 비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음(식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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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식 2-2)

(라) 와 의 cross-plot을 이용해서 공극 유체의 특성, 공극률, 암석역학적 특성에 대한 대

략적인 트렌드를 알 수 있음(그림 3-372)

그림 2-368. 와 의 cross-plot에서 나타나는 

다양한 특성들

(마) 또 다른 QSI 기법 중 하나인 임피던스 역산의 경우 P파와 S파의 비를 함께 고려한 임피던스를 

활용함으로써 해석에서 나타나는 불확실성을 개선할 수 있음

(바) 임피던스 역산의 경우 진폭 정보만을 이용하는 AVO와 달리 파형의 모든 정보를 이용함. 일반

적으로 pre-stack 자료를 이용하여 P파 임피던스와 포아송 비를 역산하게 됨

(사) 최근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역산 방법은 gradient-based iterative optimization으로, Newton 

method나 conjugate gradient와 같이 비선형 문제를 선형으로 근사하여 반복적 해법을 이용해 

기존의 선형 근사법에 비해 정확도가 높은 해를 얻을 수 있는 기법임

(아) 만약 탐사에서 P파의 측정만 이루어졌다면, pseudo-impedance attribute(Connolly, 1998)를 

이용하여 far-offset의 정보를 포함하는 임피던스 개념을 도입할 수 있음. 이를 elastic 

impedance(EI)라 부르며, 다음 식과 같이 표현될 수 있음(식 2-3)

                        


  
tan    sin 

  sin    ′ 

         (식 2-3)



- 384 -

(3) 현장자료 적용

(가) 관할해역 탐사 자료의 경우, P파만을 측정하였기 때문에 S파를 이용한 탄성계수들의 역산은 

불가능할 것으로 생각됨. 따라서 far-offset 정보를 이용한 임피던스 역산과 AVO 분석을 통해

서 층서학적 정량 분석에 필요한 정보(포아송 비와 임피던스)를 얻는 과정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됨

(나) 일반적으로 QSI는 물리검층(well logging) 자료를 통한 P파와 S파 속도의 직접적인 측정과 이 

정보들을 이용한 cross-plotting을 통해서 적합한 암석 물리 모델을 파악하는 과정이 필수적

이지만, 관할해역 탐사 자료의 경우 물리검층 자료가 넓은 지역에 분포하기 때문에 QSI에 필

요한 탄성 계수들의 평가 및 암석 물리 모델 설정에 다소 어려움

(다) 탐사에 사용된 P-cable의 경우, 일반적으로 해양 석유탐사에 사용되는 스트리머와 달리 고해

상도의 천부 지역 탐사를 목표로 삼기 때문에 매우 짧은 offset을 가지고 있음(150m). 때문에 

정확한 속도 분석이 불가능하며, 심부 지역에서는 far-offset 정보를 얻기가 힘들어 AVO 분석 

및 임피던스 역산에 있어서 많은 시행착오가 있을 것으로 생각됨

(라) 따라서 성공적인 QSI를 위해서는 방위각 방향 far-offset 확보를 위해 추가적인 P-cable 시스

템 구축이 필요할 것으로 생각되며, 몇 개의 물리검층 자료를 사용하여 다양한 해저 지층 상

황을 고려하면서 분석을 실행해야 할 것으로 사료됨

(마) P-cable로 취득한 3D 탄성파탐사 자료에 대하여 인공지능을 활용하여 퇴적층의 층서 및 지구

조 해석을 예비로 수행하였음. 여기서 시대별 지층 해석은 기준점을 주고 3D 볼륨 개념으로 

탄성파 자료의 자동 해석을 수행하였음

(바) P-cable로 취득한 3D 탄성파탐사 자료에 대하여 In-line 및 Cross-line을 만들고 1ms 깊이 단

위로 Time Slice 면을 만들어 약 100m 깊이의 시추 예정지 지질 구조를 파악함

그림 2-369. 인공지능을 활용한 2D·3D 탄성파 자료의 QS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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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QSI 자료 취득 및 처리

① 2차년도 정밀 조사구역에서 취득된 P-cable 시스템을 이용한 3D 탐사는 일반적인 3D 탐사자료

에 비해 4배 정도 해상도가 우수한 장점이 있으나 주로 천부를 대상으로 탐사를 수행함. 해수

면으로부터 얻는 반사파의 영향이 강하고 최대 오프셋(maximum offset)이 작아 상대적으로 낮

은 중첩수를 가지는 단점이 있음. 따라서 기존 자료에 비해 넓은 주파수 스펙트럼을 가지는 특

성을 중심으로 분해능에 초점을 두고 자료처리가 수행될 수 있으며, 상용 프로그램을 이용한 

해수면 반사파 제거(surface-related multiple elimination) 및 지오메트리 설정을 통해 이를 

개선할 수 있음

② QSI(Quantitative Seismic Interpretation)는 탄성파탐사 자료를 통해 지하 물성을 추정할 수 

있는 탄성파 정량 해석 기법으로, 완전 파형 역산 등을 통해 탄성파 압력 자료에서부터 정량적

인 물성 정보 추출을 통해 시추가 이루어지지 않은 지점의 물성을 추정할 수 있는 기법임

③ 당해 연도에는 2차년도 정밀 조사구역에서 취득한 3D 탄성파탐사 자료의 재처리를 통해 기존 

해석 자료의 객관성 여부를 확인함. 또한, QSI를 이용한 탄성파 정량 해석 수행을 위해 이방성

을 고려한 완전 파형 역산 기술을 구현하였음. 온라인에 공개된 해외 탐사자료에 적용함으로써 

개발된 기술을 검증하였음

(4) 연구방법

(가) 2차년도 정밀 조사 구역 3D 탄성파탐사 자료 재처리

① 3D 탄성파 자료처리는 그림 3-374의 순서도에 따라 Haliburton사의 ‘SeisSpace’ 상용 소프트

웨어를 활용하여 수행하였으며 붉은 색으로 표시된 단계에서의 재처리를 통해 정밀 조사구역 

3D 탄성파 자료를 개선하였음

그림 2-370. 3D 탄성파탐사 자료처리 순서

② 격자 당 fold 수를 고려하여 지오메트리를 재설정함. 균일한 자료처리를 위한 Flex-binning을 

적용해 줌으로써 불규칙한 항해와 적은 채널 개수로 인한 부족한 중첩 수 문제를 해결함. 기존 

자료처리에 비해 더 균등한 중첩 수를 가지도록 자료를 재처리 하였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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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SeisSpace’ 상용 소프트웨어 내장 기능인 ‘3D Water Bottom Multiple Removal(WBMR)’을 

적용하여 해저면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였음. 3D WBMR 기능의 입력 변수를 조절하여 자료를 재

처리함으로써 2차년도에 처리한 결과보다 해저면 다중 반사파가 보다 잘 제거된 송신원 모음을 

얻을 수 있었음

④ 다중 반사파 제거 등 재처리된 자료를 이용하여 속도 분석을 다시 수행한 후 중합 자료를 생성

하고 3차원 Kirchhoff 구조보정 및 필터링을 재수행함으로써 보다 선명하고 연속성이 개선된 

층서 반사면 단면을 얻을 수 있었음

(나)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 개발 및 북해 OBC 현장자료에 대한 검증

그림 2-371. 북해 지역 탐사 측선 지형 (좌) (Faleide et al., 2010)과 북해 유전 탐사 지역 (우) 

(Statoil, 2010)

① 고해상도 이미지를 얻기 위한 시간 영역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구현하였음. 본 과제에서 기

존에 획득한 탐사자료의 경우 오프셋 길이가 짧고 자료의 수가 적어 개발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적용하기 적합하지 않아, 공개 자료인 북해 OBC 현장 자료에 대하여 개발된 역시간 구

조보정 기술을 검증하였음(그림 2-370). 2차원 자료처리를 위해 목표 지역 케이블 근처에 위치

한 443개의 송신원을 추출하였으며 다성분 OBC 자료 중 압력 자료만을 이용하여 역시간 구조보

정 기술을 적용하였음. 이를 위한 전처리로는 3차원 전파 특성 보정, 대역통과 필터, 탄성파 

트레이스간 선형 보간 등이 수행되었음. 완전 파형 역산 수행에 사용된 자료 지오메트리 및 초

기 토모그래피 모델은 다음 그림 2-370과 같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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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2. 북해 자료 송·수신원 모음과 북해 2차원 토모그래피 모델

② 초기 토모그래피 모델을 이용한 2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결과는 그림 3-370과 같으며 목표 지역

인 저류층 지역을 포함한 고해상도의 구조보정 결과를 획득하였음. 위와 같이 자체적인 현장 

자료처리 기술 확보를 통해 기존 자료 해석에 사용되었던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 및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예상됨

그림 2-373. 북해 2차원 역시간 구조보정 결과(초기 모델)

(5) QSI를 위한 이방성 완전 파형 역산 수행

(가) 정량적 탄성파 해석을 위해서는 지하 구조의 물성 값을 추정하는 것이 중요하며 대표적으로 

탄성파 속도, 밀도, 이방성 변수 등으로 나타낼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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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4. 탄성파의 이방성

(나) 특히 탄성파 이방성은 대부분의 퇴적 구조에서 나타나며 방향에 따른 탄성파 전파 속도를 결

정하게 됨(그림 2-373). 또한 이방성 매질에 대해 등방성을 가정할 경우 먼 거리에서 주시 차

이가 발생할 수 있음. 이를 수치적으로 모사하기 위해 다음과 같은 음향파 횡등방성 모델링

(Acoustic VTI Modelling)을 이용할 수 있음

   

(P: 압력 파동장; v0: 수직방향 P파 속도; fp: 압력 성분 송신원; Se: 스칼라 연산자)

(다) S파 잡음과 모드 변환파의 간섭 영향을 줄이기 위해 단일 성분 기반 음향파 모델링을 구축하

였음(Xu et al., 2015). 스칼라 연산자에 포함된 단위 방향 벡터 계산을 위해 시간 영역에서 

모델링 및 완전 파형 역산을 수행하였음

(라) 그림 2-373은 Marmousi-II 합성 모델을 이용하여 이방성 완전 파형 산을 수행함으로써 기술을 

검증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다변수 완전 파형 역산을 수행하여 횡등방성 매질에서의 3가지 

물성을 동시에 추측할 수 있음을 확인할 수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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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5. 실제 Marmousi-II 모델(1행), 초기 모델(2행), 이방성 완전 파형 역산 결과(3행)

(마) 그림 2-374은 위의 Marmousi-II 모델에 대해 다변수 완전 파형 역산을 수행하여 얻은 속도 구

조 및 이방성 변수들을 이용하여 수치 모델링을 한 결과를 보여주고 있음. 등방성 역산 결과

에서는 먼 오프셋에서 주시 차이가 발생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음. 

① 그러나 방향에 따른 속도 정보가 반영된 이방성 역산 결과에서는 실제 모델로 얻은 모델링 결

과와 주시 정보가 일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음. 이방성 완전 파형 역산을 통해서 해당 지

역의 이방성 변수를 정량적으로 추정함으로서 해당 지역의 지질정보 및 지하구조 이미지 개선

을 이루어 낼 수 있음

그림 2-376. Marmousi-II 모델 역산 결과로부터 모델링을 수행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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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7. 취득한 3D 탄성파 탐사 자료로부터 추출한 QSI 속성

(6) 결과 및 토의

(가) 당해 연도에는 2차년도 정밀탐사 지역에서 획득한 3D 탐사자료에 대한 재처리를 수행하였음. 

좁은 측선 간격으로 인한 불규칙한 항해와 적은 스트리머 수로 인하여 탐사자료의 질이 좋지 

않았으나 상용 프로그램의 flex binning 및 3D WBMR, 구조보정 및 다양한 기능들의 유저 입력 

변수 재설정을 통해 결과를 개선하였으며, 반사면의 연속성을 높일 수 있었음

(나) 또한 자체적으로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을 개발하고 이를 공개 자료인 북해 유전 OBC 자료에 

적용함으로써 새로 개발한 기술의 검증을 완료하였음. 자체적인 현장 자료처리 기술 확보를 

통한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 및 검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다) QSI를 위해 탄성파 압력 자료로부터 지하 하부 이방성 물성을 정량적으로 추정할 수 있는 이

방성 완전 파형 역산을 개발하였으며 이를 수치 모델에 적용한 후 등방성 완전 파형 역산 결

과와 비교함으로써 이방성 역산의 필요성 및 완전 파형 역산 기술을 검증하였음

(라) 향후 개선될 P-cable 시스템에서 얻을 탐사자료에 대한 자료처리 노하우를 확보하였고, 기존 

자료 재처리를 통해 현재 보유한 자료처리 기술을 보다 합리적이고 광범위하게 사용할 수 있

는 것을 확인하였음. 또한 고해상도 역시간 구조보정 기술 및 이방성 완전 파형 역산 기술 개

발을 통해 기존 상용 소프트웨어의 대체 및 자료의 정량적 분석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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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륙붕 퇴적체 성인, 특징, 연장성 규명

석유 시추공 자료에 의한 시대 판별로 동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

세, 중기 마이오세,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지질시대별 시간구조도(Time structure map) 및 등층후도

(Isochron map)를 제작 중임. 남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

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음향기반암 등을, 황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

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

향기반암 등을 제작하고 있음. 이러한 해저공간정보는 시추공, 정밀수심, 중·자력, 지진 및 S파 속도 

분포, 천부 지층(SBP), 스파커, 3D·2D 고해상 다중 탄성파탐사 자료에 대한 시각화 환경에 지구물리학

적·지질학적·지질역학적·석유공학적 자료 등 필요한 데이터를 DB화하고 해석한 결과임. 특히, 탄성

파·중력·자력 융합 자료처리 및 상관관계를 분석함으로써 보다 정확한 해저공간정보를 파악하고 효율

적인 영상화를 수행할 수 있음. 인공지능을 통한 지구물리·지질학적 아이디어로 탄성파 자료의 부족 

및 부재가 있을 시 영상화 방법을 제시할 수 있고, 층서학적 해석을 확장하여 아틀라스 제작에 사용할 

수 있음. 물리검층 및 탄성파 자료 속성으로부터 탄성파 퇴적상 경향에 대한 분석 및 시뮬레이션으로 

해저공간정보 주제도로써 각 지질시대별 고수로, 단층, 화산체, 천부가스, 해저자원 분포도 등의 아틀

라스를 제작 중에 있음

그림 2-378.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탄성파탐사 측선 및 심부 시추공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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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79. 본 사업을 통해 취득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탄성파 측선

그림 2-380.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취득한 12m 피스톤 코어 위치 및 탄성파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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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탄성파 측선을 활용한 해양분지 해석

(가) 동해 울릉분지 주변 해역을 중심으로 측선 해석

(나) JDZ 및 도미분지를 중심으로 제주분지를 연결시키는 측선 해석

① 도미분지-제주분지 연계 기준층서 확립 및 발달사 규명

② 획득된 자료를 기존 자료와 연계하여 도미분지-JDZ 인접 해역에 대한 정밀 지구물리 주제도 작성

③ JDZ 북부 분지 특성 파악

(다) 황해 군산분지를 중심으로 측선 해석

그림 2-381. 동해 후포 앞 대륙사면에서 일본 대륙붕까지의 대륙붕-대륙사면-심해 연결 광역 탄성파 

탐사 측선 해석. 동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해석함

(2) 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가) 탄성파 자료 등 지구물리 자료와 심부 시추공 자료를 활용한 해저자원 개발 모식도

(나) 본 연구에 활용한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탄성파탐사 측선 및 심부 시추공 분포도

(다) 심부 시추 해역에 대한 퇴적물 연대, 암상, 퇴적층서, 퇴적상, 퇴적환경 및 지구조 해석

(라) 심부 시추공 자료와 지구물리 자료를 깊이별로 융합 해석한 대륙붕 음향 층서 모델 정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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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2. 남해 JDZ 인근 해역에서의 광역 탄성파 탐사 측선 해석. 남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해석함

그림 2-383. 황해 군산분지 인근 해역에서의 광역 탄성파 탐사 측선 해석. 황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해석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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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 발달 양상 재구성

(가)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 발달 양상 재구성(고환경 및 고지리 복원)

① 핵심 해역(예): 황해 남북 평화수역, 황해 중간해역, 황해 이어도 분지, 남해 JDZ, 동해 대륙붕〮, 독도, 

〮한국대지〮, 대화퇴 등

② 기존의 개괄적·광역적 탐사 사업 대비, 현안 대응 타깃 중심 3단계 핵심 해역 정밀탐사를 추진함

그림 2-384.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음향기반암의 퇴적층서 및 3D 지구조도. 동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음향기반암 등에 대해 시대별 지질 구조도 및 지층 층후도를 제작함. 남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음향기반암 

등. 황해에서는 해저면,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에오세, 팔레오세, 후기 백악기, 음향기반암 등을 제작함

(4) 각 지질 시대별 고수로, 단층, 화산체, 천부가스, 해저자원, S파 속도 분포도 등의 주제도와 지

질구조도 및 등층후도를 제작 중임

(가) 대륙붕 퇴적체 분포(지질구조 특성 파악)를 포함한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에서 대륙붕의 해양

지질 특성 이해 자료 제공

① 수심도 및 지구물리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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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5.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정밀 수심도(m)

그림 2-386.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부게 이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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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7.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프리에어 이상도 

그림 2-388. 탄성파-중력-자력 융합 해석. 왼쪽과 오른쪽이 상이한 구조로 구별됨. (왼쪽) 중자력 자료의 

큰 특징이 없음, (오른쪽) 곡선의 변화가 크고 주기가 짧은 자력 이상값과 강한 중력값이 존재. Saad, A. 

H.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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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89.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의 자력 이상도

그림 2-390. 한반도 주변 지하 12km, 20km, 25km, 32km 깊이에서의 S파 속도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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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1. 한반도 주변 해역의 단층 분포도 및 지진 발생 위치

그림 2-392. 한반도 주변 해역의 화산암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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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지질시대별 지층구조도 및 등층후도

그림 2-393.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음향기반암까지의 지질구조도(ms)

그림 2-394. 한반도 주변 해역 내 깊이별 음향 기반암의 시간 지층구조도(ms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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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5. 한반도 주변 해역 내 시간 지질구조도 및 수반된 단층 분포도(ms)

그림 2-396. 한반도 주변 해역 내 시간 지질구조도(동해 울릉분지 및 주변 해역, 남해 

소코트라분지·제주분지·도미분지·JDZ, 황해 군산분지·흑산분지(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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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7.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중기 마이오세까지 시간 지질구조도(ms)

그림 2-398.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후기 마이오세까지 시간 지질구조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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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399.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플라이오세까지의 시간 지질구조도(ms)

그림 2-400.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플라이스토세까지의 시간 지질구조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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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1.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저면부터 플라이스토세까지 시간 등층후도(ms)

그림 2-402.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플라이스토세부터 플라이오세까지 시간 등층후도(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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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향후 해양자원 개발 가능성

남해에서 과거에 화산암 및 화산 분출암 등에 기인된 강한 탄성파 진폭을 탄화수소 지시자인 진폭이

상으로 해석하여 시추를 수행함. 또한, 퇴적층 두께가 얇고 석유를 부존할 만한 집적구조가 존재하지 

않는 고기반암 지역을 시추했음. 주 시추 대상이었던 후기 마이오세의 역전 배사구조에 대해서도 구조 

형성시기와 탄화수소 생성시기와의 상호관계에 대한 연구가 미비함. 따라서 기존 시추공보다 분지 중심

부 쪽, 즉 지구나 반지구 구조의 심부에 위치한 에오세층 및 올리고세층을 중심으로 양호한 근원암층의 

존재 여부 확인, 탄화수소 형성시기 및 구조형성 시기의 비교, 생성된 탄화수소의 이동가능 경로 등을 

밝혀야 할 것임. 

그림 2-403. 석유(가스) 매장 유망성 해역으로써 이 연구를 중심으로 후보지를 선정함

한국석유공사 및 중국석유회사에 따르면 동중국해에 위치한 한일 대륙붕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 내 마라분지 주변에는 약 1억 6천만 배럴의 석유 및 850억m3의 가스가 매장되어 있

으리라 추정됨. 중국석유회사에 따르면 지후분지(Xihu Basin)는 에오세에 형성된 핑후층과 올리고세에 

퇴적된 화강층이 주된 저류층임. 저류층은 조류의 영향을 받은 해안 평원 및 연안 환경에서 퇴적된 하

천 퇴적물이며, 근원암은 핑후층으로서 석유와 가스를 배태하고 있음. 지후분지는 역전의 지구조 활동 

이후에 침강작용을 받아 석유 생성에 필요한 조건을 생성함. 따라서 북동 방향으로 연속적이고 유사성

을 보이고 있는 JDZ 내 제2소구도 지구조적인 측면을 고려하면 석유 생성 및 저장에 필요한 조건을 갖

췄다고 볼 수 있음.

 주변 해역의 시추 결과에 따르면 JDZ 해양분지는 후기 마이오세에 일어난 역전의 지구조 활동에 의

해 대규모 저류층이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음. 에오세 퇴적층까지 뚫지는 못했으나, 분지 경계에 에오

세 저류층을 형성할 가망성이 큼. 경제성 있는 석유나 가스층을 발견하지 못한 이유는 저류층의 저류 

시기 문제이며, 이는 저류층 형성과 충진 시기가 차이가 있음을 의미함. 에오세 퇴적층은 지구 내에 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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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어 초기 단층에 의해 형성된 구조 트랩, 경사진 불연속면 하부 퇴적층의 배

사구조, 기반암 상부의 윗걸침 및 침식 트랩, 강한 진폭 이상 등이 주 시추 대상임. 서쪽 분지에서는 

천부에서 탄성파 진폭 이상이 관찰되는데, 이는 심부에서 생성된 탄화수소가 단층을 따라서 이동해 온 

것일 수도 있으므로 탄성파 진폭 이상대의 분포 범위와 양상·하부 지층 구조와의 관계 등을 규명해야 함.

제주분지 및 JDZ의 여러 시추공 최하부의 에오세 근원암에서 탄화수소가 생성되어, 매몰 심도가 깊

은 분지 중심부에서 배출되어 석유와 가스 징후가 확인되었음으로 추가 정밀탐사가 필요함. 탄화수소는 

주로 분지 내에 발달한 단층 및 지층 경계를 통해 상부 지층으로 이동할 가망성이 크므로 집적구조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국지적으로도 탄화수소 생성 및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조의 발

달을 규명하여 잠재성 평가가 필요함. 시대별 3D 분지 구조도를 제작하여 오래된 근원암 및 저류층 존

재, 근원암 양에 따른 집적체 규모 및 이동경로 등의 확인으로 향후 탄화수소 자원을 효율적으로 개발

해야 할 것임.

그림 2-404. JDZ(Joint Development Zone)의 위치와 

지리학적 특성

2028년 한일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 협정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향후 정책적 

대책으로서 석유 개발을 위한 투자 필요성을 넘어서는 천연자원에 관한 주권적 권리가 있는 국가 관할

권으로 국가 이익의 존재 여부를 확정해야 함. 이를 위해 추후 석유자원 개발이 해양경계획정 시 고려

될 수 있다는 점을 염두에 두어야 할 것임. 2028년 종료가 가능한 상황에서 2023년, 즉, 전반기 5년에 

해당하는 기간에 명확한 목표를 설정하여, 기존 자료 재해석, 3D·2D 탄성파탐사, 시추에 관한 우리나

라의 향후 방향을 개발 계획에 명시하는 것이 필요함. 8년 후 종료가 가능하다는 점이 오히려 우리에게

는 상대방을 압박할 수 있는 자료가 될 수도 있기 때문임. 특히, 한일 JDZ 이행 목적이 석유자원의 탐

사 및 채취를 통한 공동이익 달성에 있다는 점을 일본을 상대로 확인할 필요가 있음.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해양영토를 둘러싼 분쟁과 EEZ 경계획정에서 유리한 고지 선점을 위한 주변국

의 움직임이 가속화되고 있음. 한일 및 한중 EEZ는 미획정 상태로 중첩해역 및 잠정조치수역에서의 과

학조사, 해양자원 탐사 활동 등에서 분쟁이 잦음. 2028년 JDZ 협정의 만료가 다가옴에 따라 아국은 이

에 대한 해양과학적 협상전략 기반 구축이 필요한 중요한 시점에 있음. 2025년부터 시작되는 JDZ 협상

에 대한 체계적인 전략 마련이 필요하며 특히, 2018년 JDZ 내 남해 중첩수역에서 석유·가스 매장 가능 

지역을 확인한 바 있어 추가 해양 3D·2D 정밀탐사가 시급한 실정임.

남해 중첩수역에 대한 해양과학적 탐사를 시급하게 수행해야 하는 이유는 2028년 일본에 귀속이 예

상되는 JDZ 북측 해역과 중첩되기 때문임. 그간 연구 결과에 따르면 한국 쪽 제7광구는 퇴적물이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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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두껍게 발달하여 석유자원 매장 가능성이 가장 높은 해역으로 밝혀진 제4소구 및 제2소구를 포함하

고 있음. 제7광구 중 일본 쪽인 JDZ 제3소구, 제5소구, 제6소구는 타이완·신지 융기부 및 오키나와 해

구가 위치하고 있어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이 매우 낮음. JDZ 문제가 한일 공동 자원탐사에 관한 사안이

라면 남해 중첩수역 문제는 우리의 관할해역 주권행사에 관한 문제이므로, 역사적 사명을 가지고 정당

한 해양영토 주권을 확보해야 함.

한일 공동개발구역 협정 만료에 대비하여 남해 중첩수역에서의 지속적인 해양탐사를 통해 일본의 공

동탐사 개발 거부의 명분인 “석유개발 가능성이 낮다”는 논리를 반박하고, 향후에도 JDZ에서 공동자

원 탐사를 계속 요구해야 함. 이를 통해 “한국측의 정당한 개발 요구에 대한 일본측의 근거없는 거

부”라는 명분을 확보할 수 있음. 일본과의 갈등 수위에 따라 다음과 같은 세 개의 과학적 해양영토 관

리 대응방안 중에서 선택하여 전략 수립이 필요함. 첫 번째로, 한국 단독으로 3D·2D 탄성파 탐사를 포

함한 전면적 해저자원 탐사 및 기존 자료를 분석함. 이는 자원개발을 위한 JDZ 협정이 아닌 남해 중첩

수역에서의 해양영토 보전을 위한 해양과학 탐사를 수행하는 것임. 두 번째로, JDZ 협정 만료와 국내 

여론에 대비하여 3D 탄성파 탐사를 제외한 제한적 해양 관련 해저환경 탐사, 자원개발 방안 구축 및 기

존 자료를 해석함. 마지막인 가장 소극적인 방법으로써 갈등 요소를 유발시키는 탐사 없이 기존 자료 

분석, 빅데이터 체계 구축, 국가 아틀라스 제작, 제4차 산업 요소기술 활용으로 해저공간 가상현실 정

보를 정책입안자에게 실시간 제공하여 향후 경계획정 협상에 대비함.

2018년 JDZ를 중심으로 제주분지 내 남해 중첩수역에 대해 퇴적환경 및 지구조를 해석함으로써 석유 

시스템 내에서 탄화수소의 생성, 이동, 집적 과정을 순차적으로 규명함. 3D 분지 발달 구조도를 지질 

시대별로 재현함으로써 JDZ 및 제주분지 내에서 석유지질학적 구성요소인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등을 

확인함. 중첩수역 분지 내 여러 시추공 최하부에서 확인된 에오세 근원암에서 탄화수소가 생성되어 매

몰 심도가 깊은 분지 중심부에서 배출되었음. 석유자원을 개발하기 위해서는 탄화수소가 분지 내에 발

달한 단층 및 지층 경계를 통해 상부 지층으로 이동할 가망성이 크므로 탄화수소 구조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국지적으로도 탄화수소 생성 및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Graben) 구조의 

발달을 규명하여 탄화수소 잠재성을 평가해야 함. 보다 정밀한 지질 시대별 3D 분지 구조도를 제작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3D·2D 탐사를 수행함으로써, 근원암 및 저류층의 존재 규명, 근원암 양에 따른 탄화

수소 집적체의 규모 및 이동경로 등의 확인이 필요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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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5. JDZ 인근 해역 유망 가스층(상; 붉은 화살 표시는 이동 

가스 경로, 노란색은 가스 없는 퇴적층) 및 석유층(하; 녹색 화살 

표시는 석유 이동 경로, 노란색은 석유 없는 퇴적층) 

분포도(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

그림 2-406. JDZ 해양분지의 퇴적층서, 지구조 및 석유가스 자원 부존 지역 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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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7. 향후 석유자원 개발에 활용될 북동중국해 및 JDZ 해역의 지질 시대별 3D 시간구조도 

및 등층후도

그림 2-408. JDZ 인근에서 석유 개발을 위해 음향기반암의 지질구조도와 음향기반암-수심 사이의 

등층후도(퇴적층 두께)

(1)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광역 대륙붕 퇴적체의 지질특성 및 지질구조 제시

(가) 대한민국과 일본의 공동개발구역(JDZ, joint development zone)은 '7광구'라고 불리우며, 면

적은 8만 2000km2로 서울의 124배임. 특히 석유와 가스 매장량은 흑해 유전과 비슷한 수준인 

72억톤이 매장되어 있을 것으로 추정됨(시사상식사전, pmg 지식엔진연구소)

(2) 향후 석유자원 개발에 활용될 북동중국해 및 JDZ 해역의 시대별 3D 분지 구조도 제작

(가) 제주분지 및 JDZ의 여러 시추공에서 석유와 가스 징후가 확인된 바가 있어 추가 정밀탐사 수

행이 필요함

(나) 탄화수소는 주로 분지 내에 발달한 단층 및 지층 경계를 통해 상부 지층으로 이동할 가망성이 

크므로 탄화수소 구조의 인지 능력을 향상시켜야 함

(다) 국지적으로도 탄화수소 생성 및 이동이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graben) 구조의 발달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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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여 탄화수소 잠재성을 평가해야 함

(라) 정밀한 시대별 3D 분지 구조도를 제작하여 오래된 근원암 및 저류층의 존재 규명, 근원암의 

양에 따른 탄화수소 집적체의 규모 및 이동경로 등의 확인이 필요함

(3) 향후 퇴적환경 및 지구조 연구에 활용할 북동중국해 및 JDZ 해역의 3D 분지 발달 구조 모식도 제작

(가) JDZ를 중심으로 제주분지에 대해 퇴적환경 및 지구조를 해석함으로써 석유 시스템 내에서 탄

화수소의 생성, 이동, 집적 과정의 규명이 필요함

(나) 3D 분지 발달 구조도를 시대별로 재현함으로써 JDZ 및 제주분지 내에서 석유지질학적 구성요

소인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등의 확인이 필요함

(다) 실제 분지 내 시추공 최하부인 에오세 근원암에서 탄화수소가 생성되어 매몰 심도가 깊은 분

지 중심부에서 배출되었음

(4) 중국이 자국 측 EEZ 지역으로 주장하고 있는 핑후분지 동부의 남해 제주분지, 소라분지, 도미분

지에 가스가 부존되어 있을 것으로 예측했으며, 연구지역의 북동쪽으로 가면서 남해 및 JDZ 지역

의 오일·가스 징후 발견 및 동해의 가스전 발견 등 일련의 탄화수소 잠재성이 연장되는 Mega 

Trend 선상에 위치하고 있음

(가) 한국의 EEZ 및 일본과의 공동개발구역인 JDZ를 포함하여 아직 상업적 개발 가치가 있는 유전 

또는 가스전을 발견한 바는 없으나 여러 시추공에서 오일·가스 징후를 확인한 바가 있으므로 

남해 및 JDZ 지역의 추가 정밀탐사 수행이 필요함

(나) 따라서 현재까지 확인된 Mega Trend 연장선 상에 위치한 소라분지 및 도미분지와 인접 JDZ 지

역을 포함하여 총 8,000km의 추가 정밀 탄성파탐사를 수행하여 화산암 구조(비탄화수소 구조)

와 탄화수소 구조의 인지 능력을 향상하는 한편 국지적으로도 탄화수소 생성 및 이동이 가능

할 것으로 판단되는 지구(graben) 구조의 발달을 규명하여 남해 EEZ 지역의 탄화수소 잠재성

을 평가해야 함

(다) 연구지역 내에 존재하는 지구를 규명하고 이 지구내의 퇴적 양상이 있는 높은 연대의 근원암 

및 저류층의 존재를 규명해야 함

(라) 탄성파탐사 시 화산암 구조들을 정의할 수 있는 특성이나 탄성파 이상(anomaly)의 규명이 중

요함. 즉, 어떤 탄성파 양상을 보이는 구조가 저류층이 아닌 화산암 구조인 지를 구별할 수 

있어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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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09. 한반도 주변 해역 내 주요 해저광물자원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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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개발과제의 수행 결과 및 목표 달성 정도

3-1. 연구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 발달(연장성)·진화과정 모델

- 한반도 주변 해역 내 지구물리·지질 빅데이터 DB 구축 및 국가 아틀라스 제작 중

- 고해상도 3D/2D 탄성파 탐사(P-cable 시스템) 구축 및 실증

- 101 m 길이의 퇴적시료 채취 및 분석으로 지난 20만년 동안의 해수면 변동에 따른 퇴적층서 

발달과 고환경 변화 규명

<한반도 주변 해역에서 음향기반암의 퇴적층서 및 3D 지구조도>

¡ 남해 제4기 층서 정립 및 층서정보 디지털 시스템

- 남해 천부 제4기 퇴적층에 대해 층서단위 분류 기준안 마련

- 퇴적연대, 분포해역, 암상 및 퇴적환경에 따른 17개 층서단위 분류 및 분포도 작성

<남해 대륙붕 층서단위 분류 기준(왼쪽)에 따른 퇴적 단위 분포도(오른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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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정량적 연구개발성과

   (1) 단계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 해당없음

   (2) 연차별 성과지표 및 목표치

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1차년도

(2016년)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의 

지구조 특성 

개괄 이해

개괄 대륙붕 

퇴적체 구조도

-구조도 

1건(다중채널 

탄성파 자료 600 

L-km 이상, 

1,380in3/120채

널, 투과심도 

1km 이상)

25

탐사자료 해석에 

따른 퇴적체 

지질-지구조적 

도식화

요약집 1부 -요약집 작성

융합탄성파 탐사 

시스템 설계

-설계도면 

1건(SBP, 

Sparker, Airgun 

융합설계)

5

3D 고해상도 천부 

탄성파 시스템 

구축

설계도면 1부 -설계도면 작성

남해 

서·중부해역 

탐사자료 재처리 

및 기존 심부 

코어 분석

기존 탄성파탐사 

자료 및 코어 자료 

확보 및 재처리

-탄성파 자료(약 

2,000 L-km 

재처리)

-피스톤코어 

80정점 DB

20

재처리 탄성파탐사 

자료 및 코어자료 

제시

탄성파 

자료(×0.5) ＋ 

코어 자료 

DB(×0.5)

-탄성파 자료(약 

2,500 L-km 

재처리)

-피스톤코어 

1410 정점 DB

분석 시추 코어 수 -3공 10

남해 서부·중부 

해역에서 확보 

가능한 기존 시추 

코어 제시

코어 분석

-기존 시추 코어 

3공 재분석

-진동식 시추 

코어 5공 재분석 

진행 중

층서기준 설정 

방안 제시

학술회의 공청회, 

전문가 자문
-각 1건 5

의견수렴, 초안 

검증, 기준안 제시
결과 보고서 1부

-학술회의 

공청회 

1건(추계지질학

회 특별세션 

“관할해역 

해저지질도연구”

에서 주제발표 

및 의견수렴), 

전문가 자문 1건

층서정보 분류 

및 관리 DB 

설계

스키마 및 

프로그램 건수

-DB 스키마 

1건(층서정보, 

지오메트리정보, 

좌표정보 테이블 

등)

-프로그램 원형 

1건

5
디지털 아틀라스 

프레임워크 제시

디지털 아틀라스 

초안

-DB 스키마 1건 

-프로그램 원형 

1건

공통

정책 제안건수, 

연구개발 홍보
-홍보 2건 10

국가 정책 자료 

제시, 국내 학회 

홍보

정책제안(×0.5) 

＋ 홍보(×0.5)

-국내 학회 홍보 

1건

-국제워크숍 

홍보 1건

학술발표

-6건(국내(등재) 

해양학회, 

지질학회, AGU, 

EGU, AMG, ICS, 

AOGS 등)

20

해양지질, 

지구물리 관련 

국내·외 등재 

학술지 학술발표

초록 모음집 1부

-국내 지질학회 

3편 발표

-국제 학회 2편

-국제 워크숍 

1편

SCI(E) 논문 게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mIF) 

0.3점(총 1편)

-해양 퇴적물 기원 

및 이동 경향 관련

-유기지화학적 

proxy 연구 관련

-퇴적층서 

관련(기존 연구 

결과 발표)

mmIF 40점 

미만(×0.2) ＋ 

40점∼60점(×0.3

) ＋ 

60점∼80점(×0.5

)

-1.7점

(총 4편 게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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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2차년도

(2017년)

해성층 구조 

심화이해

(남황해)

남황해 지구조 

기준층서도 

-층서도 

1건(다중채널 

탄성파 자료 600 

L-km 이상)

10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최북단부에서의 

대표 탐사 라인을 

중심으로 하는 

지구조 해석

요약집 1부

-844 L-km 

탄성파탐사 자료 

획득

-요약집 작성

융합탄성파 탐사 

시스템 구축

-탄성파 탐사 

시스템(SBP, 

Sparker, Airgun 

융합 설계)

12.5

3D 고해상 천부 

탄성파 시스템 

구축

설명서 1부
-308 L-km 

3D자료 획득

-설계서 작성

탄성파-코어자료 

층서 대비도

-표층 퇴적물 

20점 

이상·피스톤코어 

퇴적물 4점 이상

(기존시료포함)

10

탄성파-코어자료 

대비 후기 

플라이스토세 층서 

복원

탄성파-퇴적층서 

대비도

-피스톤 코어 

8정점·표층 

퇴적물 20점 

이상 분석

-층서 대비도 

작성

제주도 서남해역 

대륙붕 지형특성 

도식도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 공간정보자료 

최대 활용)

-지형특성 도식도 

1건(다중빔 

해저지형 자료 

관련)

2.5

제주도 서남해역 

대륙 해저지형 

공간분포 특성 

이해 자료 도출

2D·3D 지형도
-2D·3D 지형도 

작성

남해 탐사자료 

재처리 및 

연안육역 시추

기존 탄성파탐사 

자료 재처리

-탄성파 자료(약 

1,000 L-km 

재처리)

10

재처리 탄성파탐사 

자료 제시

탄성파 자료

-14,180 L-km 

탄성파 자료 

재처리 및 자료 

제시

연안육역 시추 

코어 획득·분석

-시추 코어 5공 

획득

-시추 코어 5공 

분석

10

시층서 및 

순차층서 

정립을 위한 

연안육역 시추 

코어 분석

층서단위 분류 층서 분류 기준표 -기준표 1건 10

남해 해역 적용 

가능한 분류 

기준표 제시

층서기준표 1부

-남해 대륙붕 

층서단위 분류 

기준안 제시

-현생, 

홀로세해침 

단위로 구분하여 

제시

층서정보 맵뷰어 

개발
모듈 건수

-맵뷰어 모듈 

1건(확대, 축소, 

이동, 축척 등),

-DB 연동 모듈 

1건

5
층서정보 가시화

제시
층서정보 맵뷰어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 

맵뷰어 개발

공통

연구개발 홍보 -홍보 1건 10 국내 학회 홍보 홍보

-학술회의

공청회 1건

-세미나 3건

-기고문 인용 

1건

-대중강연 1건

학술발표

-6건(국내(등재) 

해양학회, 

지질학회, AGU, 

EGU, ,AMG, 

ICS, AOGS 등)

20

해양지질, 

지구물리 관련 

국내·외 등재 

학술지 학술발표

초록 모음집 1부
-국내외 

학회발표 12건

SCI(E) 논문 게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1.0점 (총 3편)

-퇴대빙하기 이후 

고해양 퇴적환경 

관련

-메탄 거동, 

유기생체지표 분포 

특성 관련

-퇴적층서 관련

mrnIF 

40점미만(×0.2)+

40점이상-60점미

만(×0.3)+

60점이상-80점미

만(×0.5)

-비SCI 1편

-40점 미만 2편

-60점 이상 5편

-총 2.9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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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3차년도

(2018년)

해성층 구조 

심화이해 및 

지질-지구조 

지층 

대비(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퇴적체 

정밀 해석

-퇴적체 구조도 

1건
15

퇴적체 

지질-지구조 해석

퇴적체 구조 

해석집 1부
-퇴적체 구조 
해석집 작성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험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험탐사

5

3D 고해상도 

탄성파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시험탐사 보고서 

1부

-탄성파탐사(
1503 L-km) 
수행

-시스템 
업그레이드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탄성파-시추자료 

층서 복원

-기존 50m 이상 

시추 코어 

분석(1공 이상)

15

과거 20만년 층서 

복원 및 고환경 

연구

탄성파-시추자료 

층서 복원 보고서 

1부

-50m이상 
시추 코어 
분석

-층서 대비도 
작성

남해 동부 해역 

자료 재처리 및

기존 심부 코어 

분석

기존 탄성파탐사 

자료 및 코어 자료 

확보 및 재처리

-약 2000 L-km

-80 정점

25

확보한 탄성파 

측선 및 단면 제시

결과보고서 1부

-2,100 L-km 
탄성파 자료 
재처리 및 
자료제시

-시추 코어 
4점 
분석완료분석 코어 수 -3공

분석 코어자료 

제시

공통 

정책 제안건수, 

연구개발 홍보
-홍보 2건 5 국내 학회 홍보 홍보(×1.0)

-학술회의
공청회 1건

-세미나 4건
-국제워크샵 
1건

학술발표

-6건(국내(등재) 

해양학회, 

지질학회, AGU, 

EGU, ,AMG, 

ICS, AOGS 등)

5

해양지질, 

지구물리 관련 

국내·외 등재 

학술지 학술발표

초록 모음집 1부
-국내외 
학회발표 
23건

SCI(E) 논문 게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1.5점(총 5편)

30

-퇴대빙하기 이후 

퇴적물 기원지 변

동 관련

-유기물 분포 및 

특성 관련

-퇴적층서 관련

-탄성파-시추자료 

층서 복원 관련

-탄성파 자료처리 

기법 및 시스템 

구축 관련

mrnIF 

40점미만(×0.2)+

40점이상-60점미

만(×0.3)+

60점이상-80점미

만(×0.5)

-SCI(E) 이상 
7편

-40점 미만 
4편

-40점-60점 
1편

-60점 이상 
2편

-총 2.1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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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4차년도

(2019년)

해성층 구조 

심화이해 및 

탄성파-시추층서 

대비(황해 및 

북동중국해)

황해 및 

북동중국해 퇴적체 

정밀 해석

(제주분지포함)

-퇴적체 구조도 10

퇴적체 

지질-지구조 해석 

및 도식화

퇴적체 구조 해석 

보고서 1부

- 퇴적체 

구조 해석 

보고서 작성

3D 고해상 탄성파 

-시추자료 

층서복원

-기존 자료를 

활용한 

탄성파-시추자

료 층서대비

5

탄성파-시추자료 

층서 복원 및 

도식화

탄성파-시추자료 

층서복원 보고서 

1부

- 탄성파- 

시추자료 

층서복원 

보고서 작성

심부 시추 코어 

획득·분석

-1공 이상

(50-100m)
10

심부 시추 코어 

분석

분석 경과보고서 

1부

- 분석 

경과보고서 

작성

후기 플라이스토세 

층서 해석

-기존 피스톤코어

퇴적물 시료 

4점 이상

10
후기 플라이스코세 

층서 복원

해석 결과보고서 

1부

(퇴적학적·지화학적

- 

광물학적-미고생물

학적)

- 해석 

결과보고서 

작성

제주 남부 해역 

자료 재처리 및 

기존 심부 코어 

분석

기존 탄성파탐사 

자료 및 코어 자료 

확보 및 재처리

- 약 2,000 

L-km

- 80 정점

10

확보한 탄성파 

측선 및 단면 제시

결과보고서 1부

- 분석 

결과보고서 

작성

분석 코어 수 - 3공
분석 코어자료 

제시

남해 제4기 

퇴적층서 기준안 

수립

학술회의 공청회, 

전문가 자문

-공청회 1건,

-자문회의 1건
5

의견수렴, 검증,

퇴적층서 기준안 

제시

결과보고서 1부

- 자문 

활용보고서 

작성

공통

정책 제안건수, 

연구개발 홍보
-홍보 2건 5 국내 학회 홍보 홍보(×1.0)

- 한중 국제 

워크샵 개최 

등 6건

학술발표

-6건(국내(등재) 

해양학회, 

지질학회, AGU, 

EGU, ,AMG, 

ICS, AOGS 등)

5

해양지질, 

지구물리 관련 

국내·외 등재 

학술지 학술발표

초록 모음집 1부

- 국내외 9건

- 한중 

워크샵 6건

SCI(E) 논문 게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2.5점(총 8편)

40

-최대 간방기 

고해양 퇴적환경 

특성 관련

-최대 간빙기 

환경과 현생 

퇴적환경 간의 

비교 관련

-유기지화학적 

플럭스 연구관련

-퇴적층서 관련

mrnIF 

40점미만(×0.2)+

40점이상-60점미

만(×0.3)+

60점이상-80점미

만(×0.5)

- SCI(E) 

이상 7편

- 점수 2.5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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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성과목표 성과지표 목표치
가중치

(%)
설정근거

평가기준

(측정산식 등)
달성치

5차년도

(2020년)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퇴적체 

발달(연장성)·진

화과정 모델

대륙붕 퇴적체 

지질구조 

특성파악

-탄성파 

탐사:600 

line-km

-피스톤코어:4점 

이상(기존 코어 

분석 포함)

10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광역 

대륙붕 퇴적체 

지질특성 및 

지질구조 제시

지질특성 및 

지질구조 해석집 

1부

지질특성 및 

지질구조 

해석집 작성

대륙붕 퇴적체 

발달(연장성)진화

에 대한 검증된 

모델 제시

-대륙붕 퇴적체 

진화모델 제작 

1건

10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광역 

대륙붕 퇴적체 

퇴적·발달과정 

제시

대륙붕 퇴적체 

진화 모식도

대륙붕 

퇴적체 진화 

모식도 작성

종합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Atlas

-탄성파 해석 

단면도 

-시대별 지질 

구조도 및 지층 

층후도

-고대륙붕 

분포도, 

고환경도 및 

고지리도

-고수로도 및 

고퇴적물 이동도

-퇴적상 및 

퇴적양상 모식도

-제주분지·도미분

지 고환경 

모식도

-지질특성 주제별 

대비도(코어-코

어, 

코어-탄성파) 

10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양지질 특성 

이해 자료 제공

Atlas 책자 1부
Atlas 책자 

작성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정립

층서 분류표,

도면 수

-층서 분류표 

1건

-층서단위 

설명도표 1건

-도면 1건

10

남해 해역별 층서 

분류를 통해 종합 

퇴적층서 정립

책자 1부 책자 작성

층서정보 디지털 

아틀라스 구축
모듈 건수

-맵 발행 모듈 

1건
10

디지털 아틀라스 

기능통합 및 

서비스 제공 

디지털아틀라스
디지털아틀라

스 제작

공통

정책 제안건수, 

연구개발 홍보

-정책제안 1건

-홍보 1건
5

국가 정책 자료 

제시, 국내외 학회 

홍보

정책제안(×0.5)+

홍보(×0.5)
-

학술발표

-6건(국내(등재) 

해양학회, 

지질학회, AGU, 

EGU, ,AMG, 

ICS, AOGS 등)

5

해양지질, 

지구물리 관련 

국내·외 등재 

학술지 학술발표

초록 모음집 1부 -

SCI(E) 논문 게재

-표준화된 

순위보정 영향력 

지수(mrnIF) 

2.8점(총 8편)

40

-2단계 연구 결과 

종합 해석 및 리뷰 

관련

-환경 변화 복원 

퇴적체 관련

-유기지화학적 

플럭스 연구관련

-심부 시추 지역의 

생층서 정립 관련

-퇴적층서 관련

mrnIF 

40점미만(×0.2)+

40점이상-60점미만

(×0.3)+

60점이상-80점미만

(×0.5)

- SCI(E) 

이상 7편

- 점수 2.6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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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과학적 성과]

  □ 대표논문(국외 전문 학술지) 게재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

비SCI)

mrnIF

(점수)
게재일

1

Contribution of 

petroleum-derived 

organic carbon to 

sedimentary

organic carbon pool in 

the eastern Yellow Sea 

(the northwestern

Pacific)

Chemosphere 김중현 영국 Elsevier SCI
83.86

(0.5)
2017.01.

2

Rare earth element 

fingerprints in Korean 

coastal bay sediments: 

association with 

provenance 

discrimination

Ocean 

Science 

Journal

강정원 51(3) 대한민국 Springer SCI(E)
6.67

(0.2)
2016.09

3

Source, composition 

and reactivity of 

sedimentary organic 

carbon in the  

river-dominated 

marginal seas: A study 

of the eastern Yellow 

Sea  (the north 

western Pacific) 

Continental 

Shelf 

Research 

윤숙희 125 영국 Elsevier SCI
66.67

(0.5)
2016.08

4

Seismic stratigraphy 

and depositional history 

of late Quaternary 

deposits in a 

tide-dominated setting: 

An example from the 

eastern Yellow Sea

Marine and 

Petroleum 

Geology

유동근 73 네덜란드 Elservier SCI
80.77

(0.5)
2016.05

5

New evidence for 

Kuroshio inflow and 

deepwater circulation in 

the Okinawa Trough, 

East China Sea: 

Sedimentary mercury 

variations over the last 

20 kyr

Paleoceanogr

aphy
임동일 32 미국 AGU SCI

100

(0.5)
2017.06

6

Spatial distribution of 

polycyclic aromatic 

hydrocarbons and 

polychlorinated 

biphenyls source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South Kore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이준호 52(12) 미국
Yaylor & 

Francis
SCI

31.58

(0.2)
2017.10

7

Sequence stratigraphy 

and evolution history of 

the continental shelf of 

South Sea, Korea, 

since the Last Glacial 

Maximum (LGM)

Quaternary 

International
이광수 459 네덜란드 Elsevier SCI

60.96

(0.5)
2017.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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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

비SCI)

mrnIF

(점수)
게재일

8

Plio-Quaternary seismic 

stratigraphy and 

depositional history of 

the Ulleung Basin, East 

Sea: Association with 

debris-flow activity

Quaternary 

International
유동근 459 네덜란드 Elsevier SCI

60.96

(0.5)
2017.11

9

Seismic stratigraphic 

reconstruction of 

Plio-Quaternary 

depositional sequences 

on the continental shelf 

of Korea Strait

Quaternary 

International
유동근 459 네덜란드 Elsevier SCI

60.96

(0.5)
2017.11

10

Incised channel 

morphology and 

depositional fill of the 

paleo-Seomjin River in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South Sea, Korea

Quaternary 

International
배성호 - 네덜란드 Elsevier SCI

60.96

(0.5)

2017.04

(Online 

published)

11

Seismic stratigraphic 

reconstruction of late 

Pleistocene lowstand 

wedges on the shelf 

margin and trough 

region of the Korea 

Strait: a review

Geoscience 

Journal
유동근 - 대한민국 Springer SCI(E)

26.2

(0.2)

2017.10

(accepted)

12

Phys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of 

quaternary sediments in 

the vicinity of the 

paleo-Seomjin River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South Sea, Korea

Quarternary  

International
김길영 - 네덜란드 Elsevier SCI

55.56

(0.3)

2018-09

(Online 

published)

13

Flux and distribution of 

methane (CH4) in the 

Gunsan Basin of the 

southeastern Yellow 

Sea, off the western 

Korea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이준호 53(5) 국외 Elsevier SCI
38.59

(0.2)
2018.01.04

14

Sedimentary mercury 

(Hg) in marginal seas 

adjacent to Chinese 

high-Hg 

emissions:Source-to-si

nk, mass inventory, 

and accumulation 

history

Marine 

Pollution 

Bulletin

김지훈 128(1) 국외 Elsevier SCI
92.38

(0.5)
2018.03.31

15

Elemental (C/N Ratios) 

Isotope Compositions 

(13CTOC and 15NTN) 

of Surface Sediments 

from the Barrier Island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South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Special 

Issue)

이준호 85(1) 국외 Elsevier SCI(E)
15.9

(0.2)
2018.05.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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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

비SCI)

mrnIF

(점수)
게재일

16

Removal of 

non-aqueous phase 

liquids (NAPLs) from 

TPH-saturated sandy 

aquifer sediments using 

in situ air sparging 

combined with soil 

vapor extraction

Journal of 

Environmental 

Science and 

Health, 

Part A

이준호 53(14) 국외 Elsevier SCI
38.59

(0.2)
2018.09.30

17

Assessing the 

saponification effect on 

the quantification of 

long chain alkenones 

and the U37K’ 

paleothermometer

Geochemical 

Journal
갈종구 52 Japan

The 

Geochemic

al Society 

of Japan

SCI
25

(0.2)

in press 

(Dec. 2018)

18

Seasonal Variations in 

the Siliciclastic Fluxes 

to the Western

Philippine Sea and 

Their Impacts on 

Seawater εNd Values

Inferred From 1 Year 

of In Situ Observations 

Above

Benham Rise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Oceans

임동일 129(9) US

American 

Geophysic

al Union

SCI
84.13

(0.5)
2018.09.19

19

Physical property 

characterization of 

quaternary sediments in 

the vicinity of the 

paleo-Seomjin River of 

the continental shelf of 

the South Sea, Korea

Quaternary 

International
김길영 503 네덜란드 Elsevier SCI

47.18

(0.3)
2019.02.01

20

Late 

Pleistocene-Holocene 

sedimentary facies and 

evolution of the Jeju 

Strait shelf, southwest 

Korea

Quaternary 

International
홍석휘 519 네덜란드 Elsevier SCI

47.18

(0.3)
2019.06.10

21

Sea-level, monsoonal, 

and anthropogenic 

impacts on the 

millennial-scale 

variability of siliciclastic 

sediment input into the 

western Philippine Sea 

since 27ka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임동일 177 네덜란드 Elsevier SCI(E)
69.74

(0.5)
2019.08.01

22

REEs and Sr-Nd 

isotope variations in a 

20 ky- sediment core 

from the middle 

Okinawa Trough, East 

China Sea: An 

in-depth provenance 

analysis of siliciclastic 

components 

Marine 

Geology
임동일 415 네덜란드 Elsevier SCI

90.77

(0.5)
2019.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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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

비SCI)

mrnIF

(점수)
게재일

23

Depositional history 

and Indian summer 

Monsoon controls on 

the silicate weathering 

of sediment 

transported to the 

eastern Arabian Sea: 

Geochemical Records 

from IODP Site U1456 

Since 3.8 Ma

Geochemistry, 

Geophysics, 

Geosystems

임동일 20 미국 AGU SCI
67.47

(0.5)
2019.10.1

24

Development of a 

marine environmental 

information 

system(MEIS) using 

data on land-sea 

interactions in the 

Nakdong River Estuary, 

south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special issue)

이준호 91(1) 미국 CERF SCI(E)
15.9

(0.2)
2019.10.7

25

Sediment geochemistry 

and benthic 

foraminiferal response 

to fish farm converted 

from red laver farm

Journal of 

Coastal 

Research

정다운 미국 CERF SCI(E)
15.9

(0.2)
2019.12

26

Sedimentary facie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 of long 

sediment cores from 

the Nakdong 

incised-valley fills, 

southeastern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홍석휘 95 미국 CERF SCI(E)
9.05

(0.2)
2020

27

Stratigraphic evolution 

of the Nakdong River 

valley in response to 

late Quaternary 

sea-level changes

Marine 

Geology
유동근 427 네덜란드 Elsevier SCI

80.3

(0.5)
2020

28

Rapid change in 

sedimentary facies 

from wave- to 

tide-dominated 

macrotidal flat in the 

Sinduri Bay, west coast 

of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윤현호 95 미국 CERF SCI(E)
9.05

(0.2)
2020

29

Seismic stratigraphy 

and depositional history 

of late 

Pleistocene-Holocene 

deposits in the Jeju 

Strait, Korea

Journal of 

Coastal 

Research

이보람 95 미국 CERF SCI(E)
9.05

(0.2)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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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국내 및 국제 학술회의 발표

번호 회의 명칭 발표자 발표 일시 장소 국명

1 2016년 추계 지질학회 특별세션 유동근 2016/10/26 평창 대한민국

2 2016년 추계 지질학회 특별세션 장세원 2016/10/26 평창 대한민국

3 2017년 추계 지질학회 홍석휘 2017/10/25 제주 대한민국

4 2017년 추계 지질학회 최주아 2017/10/25 제주 대한민국

5 2017년 추계 해양학회 홍석휘 2017/10/25 제주 대한민국

6 2017 EGU 이광수 2017/12/15 비엔나 오스트리아

7 Goldschmidt 2018 이준호 2018/08/12 보스턴 미국

8
3rd PICES·ICES Early Career Scientist 

Conference
이준호 2017/05/30 부산 대한민국

9
3rd PICES·ICES Early Career Scientist 

Conference
최재웅 2017/05/30 부산 대한민국

10
10th WESTPAC International Scientific 

Conference
허식 2017/04/17 청도 중국

No 논문명 학술지명 주저자명 호 국명 발행기관

SCI여부

(SCI/

비SCI)

mrnIF

(점수)
게재일

30

Dual carbon isotope 

(δ13C and Δ14C) 

characterization of 

particulate organic 

carbon in the Geum 

and Seomjin estuaries, 

South Korea

Marine 

Pollution 

Bulletin

강수진 150 국외 Elsevier SCI
97.17

(0.5)
2020

31

Enhanced terrigenous 

organic matter input 

and productivity on the 

western margin of the 

Western Pacific Warm 

Pool during the 

Quaternary sea-level 

lowstands: Forcing 

mechanisms and 

implications for the 

global carbon cycle

Quaternary 

Science 

Reviews

임동일 232 영국 Elsevier SCI
85.43

(0.5)
2020.02.17

32

Geochemical records 

of the provenance and 

silicate 

weathering/erosion 

from the eastern 

Arabian Sea and their 

responses to the Indian 

Summer Monsoon sice 

the mid-pleistocene

Paleoceanogr

aphy and 

Paleoclimatolo

gy

임동일 미국 AGU SCI
96.23

(0.5)
2020.03.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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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기술 요약 정보

연도 기술명 요약 내용 기술 완성도 등록 번호 활용 여부 미활용사유
연구개발기관 

외 활용여부
허용방식

  □ 보고서 원문

연도 보고서 구분 발간일 등록 번호

  □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번호 생명자원(생물자원, 생명정보)/화합물 명 등록/기탁 번호 등록/기탁 기관 발생 연도

11 2018 China-Korea Workshop 유동근 2018/10/14 청도 중국

12 2018 China-Korea Workshop 홍석휘 2018/10/14 청도 중국

13 2018 China-Korea Workshop 이광수 2018/10/14 청도 중국

14 2018 China-Korea Workshop 윤현호 2018/10/14 청도 중국

15 2018 EGU 유동근 2018/04/08 비엔나 오스트리아

16 2018 EGU 이상헌 2018/04/08 비엔나 오스트리아

17 20th International Sedimentological Congress 홍석휘 2018/08/13 퀘벡 캐나다

18
ICAMG(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Marine Geology)-9
홍석휘 2018/10/12 상하이 중국

19
ICAMG(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Marine Geology)-9
이보람 2018/10/12 상하이 중국

20
ICAMG(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Marine Geology)-9
윤현호 2018/10/12 상하이 중국

21
ICAMG(International Conference on Asian 

Marine Geology)-9
최주아 2018/10/12 상하이 중국

22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2018년 최주아 2018.04.17 부산 대한민국

23 2018년 제1회 KGU 연합학술대회 최주아 2018.05.10 홍천 대한민국

24 2018 추계지질과학연합학술대회 최주아 2018.10.24 경주 대한민국

25 2019 EGU 유동근 2019.04.10 비엔나 오스트리아

26 2019 EGU 홍석휘 2019.04.10 비엔나 오스트리아

27 2019 AOGS 이광수 2019.07.29 싱가포르 싱가포르

28 2019 AOGS 윤현호 2019.07.29 싱가포르 싱가포르

29 2019 추계지질과학 연합 학술대회 윤현호 2019.10.24 제주 대한민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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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술적 성과]

  □ 지식재산권(특허, 실용신안, 의장, 디자인, 상표, 규격, 신품종, 프로그램)

번호
지식재산권 등 명칭

(건별 각각 기재)
국명

출원 등록

기여율
활용 

여부
출원인 출원일

출원 

번호

등록 

번호
등록인 등록일

등록 

번호

1

해상 탄성파 탐사장치를 

위한 수신기 거리 

유지장치

국내 정의용
2019/09

/16

10-2023

343
80% 활용

   ㅇ 지식재산권 활용 유형
      ※ 활용의 경우 현재 활용 유형에 √ 표시, 미활용의 경우 향후 활용 예정 유형에 √ 표시합니다(최대 3개 중복선택 가능).

번호 제품화 방어 전용실시 통상실시 무상실시 매매/양도 상호실시 담보대출 투자 기타

√

  □ 저작권(소프트웨어, 서적 등)

번호 저작권명 창작일 저작자명 등록일 등록 번호 저작권자명 기여율

  □ 신기술 지정

번호 명칭 출원일 고시일 보호 기간 지정 번호

 

  □ 기술 및 제품 인증

번호 인증 분야 인증 기관
인증 내용

인증 획득일 국가명
인증명 인증 번호

  □ 표준화

   ㅇ 국내표준

번호 인증구분1」 인증여부2」 표준명 표준인증기구명 제안주체 표준종류3」 제안/인증일자

     * 1」 한국산업규격(KS) 표준, 단체규격 등에서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제안 또는 인증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신규 또는 개정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ㅇ 국제표준

번호 표준화단계구분1」 표준명 표준기구명2」 표준분과명
의장단 

활동여부

표준특허 

추진여부

표준개발 

방식3」 제안자
표준화 

번호
제안일자

     * 1」 국제표준 단계 중 신규 작업항목 제안(NP), 국제표준초안(WD), 위원회안(CD), 국제표준안(DIS), 최종국제표준안

(FDIS), 국제표준(IS)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2」 국제표준화기구(ISO), 국제전기기술위원회(IEC), 공동기술위원회1(JTC1)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 3」 국제표준(IS), 기술시방서(TS), 기술보고서(TR), 공개활용규격(PAS), 기타 중 해당하는 사항을 기재합니다.

  [경제적 성과]

  □ 시제품 제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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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호 시제품명 출시/제작일 제작 업체명 설치 장소 이용 분야
사업화 소요 

기간

인증기관

(해당 시)

인증일

(해당 시)

  □ 기술 실시(이전) 

번호
기술 이전 

유형
기술 실시 계약명

기술 실시

대상 기관

기술 실시

발생일

기술료

(해당 연도 발생액) 

누적

징수 현황

     * 내부 자금, 신용 대출, 담보 대출, 투자 유치, 기타 등

  □ 사업화 투자실적

번호 추가 연구개발 투자 설비 투자 기타 투자 합계 투자 자금 성격*

               

  □ 사업화 현황

번호
사업화 

방식1」 사업화 형태2」 지역3」 사업화명 내용 업체명

매출액
매출

발생 연도

기술

수명
국내

(천원)

국외

(달러)

     * 1」 기술이전 또는 자기실시

     * 2」 신제품 개발, 기존 제품 개선, 신공정 개발, 기존 공정 개선 등

     * 3」 국내 또는 국외

  □ 매출 실적(누적)

사업화명 발생 연도
매출액

합계 산정 방법
국내(천원) 국외(달러)

합계

 □ 사업화 계획 및 무역 수지 개선 효과

성과

사업화 계획

사업화 소요기간(년)

소요예산(천원)

예상 매출규모(천원)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시장

점유율

단위(%) 현재까지 3년 후 5년 후

국내

국외

향후 관련기술, 제품을 

응용한 타 모델, 제품 

개발계획

무역 수지

개선 효과(천원)

수입대체(내수)
현재 3년 후 5년 후

수출

  □ 고용 창출

순번 사업화명 사업화 업체
고용창출 인원(명)

합계
yyyy년 yyyy년

합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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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고용 효과

구분 고용 효과(명)

고용 효과

개발 전
연구인력

생산인력

개발 후
연구인력

생산인력

  □ 비용 절감(누적)

순번 사업화명 발생연도 산정 방법 비용 절감액(천원)

합계

  □ 경제적 파급 효과 

(단위: 천원/년)

구분 사업화명 수입 대체 수출 증대 매출 증대 생산성 향상
고용 창출 

(인력 양성 수)
기타

해당 연도

기대 목표

  □ 산업 지원(기술지도)

순번 내용 기간 참석 대상 장소 인원

□ 기술 무역 

(단위: 천원)

번호 계약 연월 계약 기술명 계약 업체명
계약업체 

국가
기 징수액 총 계약액

해당 연도 

징수액

향후

예정액

수출/

수입

  [사회적 성과]

  □ 법령 반영

번호
구분

(법률/시행령)

활용 구분

(제정/개정)
명 칭 해당 조항 시행일 관리 부처

제정/개정

내용

  □ 정책활용 내용

번호
구분

(제안/채택)
정책명

관련 기관

(담당 부서)
활용 연도 채택 내용

  □ 설계 기준/설명서(시방서)/지침/안내서에 반영

번호
구 분

(설계 기준/설명서/지침/안내서)

활용 구분

(신규/개선)

설계 기준/설명서/

지침/안내서 명칭
반영일 반영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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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전문 연구 인력 양성

번호 분류 기준 연도
현황

학위별 성별 지역별

박사 석사 학사 기타 남 여 수도권 충청권 영남권 호남권 기타

  □ 산업 기술 인력 양성 

번호 프로그램명 프로그램 내용 교육 기관 교육 개최 횟수 총 교육 시간 총 교육 인원

  □ 다른 국가연구개발사업에의 활용

번호 중앙행정기관명 사업명 연구개발과제명 연구책임자 연구개발비

  □ 국제화 협력성과

번호
구분

(유치/파견)
기간 국가 학위 전공 내용

  □ 홍보 실적

번호 홍보 유형 매체명 제목 홍보일

  □ 포상 및 수상 실적

번호 종류 포상명 포상 내용 포상 대상 포상일 포상 기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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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프라 성과]

  □ 연구시설·장비

구축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개발여부

(○/×)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여부

연구시설·장비 

종합정보시스템* 

등록번호

구축일자

(YY.MM.DD)

구축비용

(천원)

비고

(설치 장소)

KIOST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 등록
NFEC-2017-11-

240751
2017/08/04 32,863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연구장비동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 등록
NFEC-2018-05-

243390
2017/12/21 31,872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연구장비동

탄성파 수진기 

정렬케이블
p-cable × 등록

NFEC-2020-08-

264360
2020/07/08 505,780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남해연구소 

부도창고

3차원 탄성파 

신호 케이블
p-cable × 등록

NFEC-2021-10-

273510
2021/04/01 70,235

한국해양과학기

술원 

연구장비동

  [그 밖의 성과]

- 해당사항 없음

  4) 계획하지 않은 성과 및 관련 분야 기여사항

- 해당사항 없음

    

  5) 목표 달성 수준 

추 진 목 표 달 성 내 용 달성도(%)

○ 대륙붕 해성층의 탄성파 층서 

구조 개괄 이해

○ 해성층 구조 개괄 광역 층서 이해

○ 심부 시추 예정지역(1. 스코트라분지)정밀탐사 

○ 융합 탄성파 탐사 시스템 설계 

○ 100% 

○ 100%

○ 100% 

○ 해성층 구조 심화 이해(남황해) ○ 남황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제주분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층서 복원

○ 남해 중부해역 제 4기 퇴적층서 연구

○ 100% 

○ 100%

○ 100%

○ 해성층 구조 심화이해 및 

지질-지구조 지층대비(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층서 설정 및 고해양환경 

파악

○ 남해 동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100% 

○ 100%

○ 100%

○ 해성층 구조 심화 이해 및 

탄성파-시추 층서대비(황해 및 

북동중국해)

○ 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후기 플라이스토세의 층서 설정 및 고해양환경 

파악

○ 제주 남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100% 

○ 100%

○ 100%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 구조 및 층서 진화과정 

모델 정립

○ 광역 대륙붕 퇴적체 연장 규명

○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100% 

○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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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목표 미달 시 원인분석

 4-1. 목표 미달 원인(사유) 자체분석 내용

- 해당사항 없음

 4-2. 자체 보완활동

- 해당사항 없음

 4-3. 연구개발 과정의 성실성

- 해당사항 없음

5. 연구개발성과의 관련 분야에 대한 기여 정도

5-1. 목표 달성도

연도별 

연구목표
세부 연구개발 목표 연구개발 목표 달성도

대륙붕 

해성층의 

탄성파층

서 구조 

개괄 이해

(1차년도)

- 해성층 구조 특성 개괄 이해

- 해성층 구조 개괄 광역 층서 이해(100% 

달성)

- 심부 시추 예정지역(1. 소코트라분지) 정밀 

탐사(100% 달성)

-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설계(100% 달성)

- 소코트라분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층서 복원

- 소코트라분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 

층서 설정(100% 달성)

- 남해 서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기반 남해 서부해

역 제4기 퇴적층서 분류 및 분포도 작성 

완료(100% 달성)

해성층 구조 

심화 이해

(남황해)

(2차년도)

- 남황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층서특성 정밀분석 및 지구조 주제도 작

성(100% 달성)

-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구축(100% 달성)

- 제주분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층 

층서 복원

- 제주분지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 층서 

복원 및 고해양환경 변화 파악(100% 달성)

- 남해 중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기반 남해 중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분류 및 분포도 작성 완료

(100% 달성)

해성층 구조 

심화이해 및 

지질-지구조 

지층대비(남

황해 및 

북동중국해)

(3차년도)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1, 2차년도 개괄 분석자료 심층 해석

(100% 달성)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광역층서 

확립(100% 달성)

- 정밀 지구조 주제도 작성(100% 달성)

- 3D 고해상 탄성파탐사 시스템 업그레이드 

및 시험탐사(100% 달성)

-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의 층서 설정 및 

고해양환경 파악

- 과거 20만년 대륙붕 퇴적체 층서 설정 및 

고해양환경 특성 분석(100% 달성)

- 남해 동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기반 남해 동부해

역 제4기 퇴적층서 분류 및 분포도 작성 

완료(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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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성층 구조 

심화 이해 

및 

탄성파-시추 

층서대비(황

해 및 

북동중국해)

(4차년도)

- 황해 및 북동중국해 해성층 구조 특성 

이해

- 도미분지 광역기준 층서 확립(100% 달성)

- 기존 자료 연계 제주분지-도미분지 연결

부 대륙붕 퇴적체 발달사 규명(100% 달

성)

- 지질·지구물리 지구조적 주제도 작성

(100% 달성)

- JDZ 북부분지의 지질·지구조 특성 규명

(100% 달성)

- 후기 플라이스토세의 층서 설정 및 

고해양환경 파악

- 심부 시추 코어 시료(약 100m 깊이) 채취 

및 기초 분석(100% 달성)

- 후기 플라이스토세 퇴적체 층서 및 고환

경 해석(100% 달성)

- 제주 남부해역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기반 제주 남부해

역 제4기 퇴적층서 분류 및 분포도 작성 

완료(100% 달성)

남황해 및 

북동중국해 

대륙붕 

해성층 구조 

및 층서 

진화과정 

모델 정립

(5차년도)

- 광역 대륙붕 퇴적체 연장 규명

- 지구물리·지질 DB를 활용한 종합 해양정

보 시스템 구축(100% 달성)

- 고해상도 3D·2D 융합 탄성파탐사 시스템

(P-cable) 구축(100% 달성)

- 101m 지질공학 코어링 시료분석 및 해석

(100% 달성)

- 대륙붕 정밀 퇴적층서 주제도(지질층서 

및 지구물리학적 지구조 특성 파악) 제작

(100% 달성)

- 대륙붕 퇴적체 발달(연장성)·진화에 대

한 검증된 모델 제시(100% 달성)

- 남해 제4기 퇴적층서 연구

-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 및 시추 코어 비교 

분석을 통한 남해 제4기 퇴적층서 분류 

및 분포도 작성 완료(100% 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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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관련 분야 기여도

¨ 과학·기술적인 측면

(1) 퇴적물 코어 자료 분석을 통해 각 층서별 특성을 규명할 수 있음

(2) 관할해역 대비 가능한 제4기 표준 층서 정립 가능

(3) 해저 퇴적층에 매몰되어 있는 고화산체의 분포와 분출시기에 대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제4기 

제주도 주변 화산활동에 대한 이해 증진

(4) 부정합면(침식 절단면)이나 고수로의 존재로부터 과거 해수면 변동 양상 및 고사퇴에 대한 정보 

제공

(5) 광역 지질정보 및 자료구축 시스템 구축에 따라 자료 활용성 증대 및 중복 탐사 비용 절감

(6) 퇴적물 분포, 지층 구조 등을 연구함으로써 해역의 퇴적물의 기원, 이동 등을 밝혀 인접국과의 

분쟁 시 과학적인 자료를 제시하여 해양경계획정에 기여

(7) 활용 가능한 분야별로 해저공간정보의 현안 대응을 위한 적정기술 (데이터 포함)로서 적용

Ÿ 지구 기후변화 예측, 해저광물자원 개발, 지질재해 예방, 해군·해경 작전, 연안개발 및 해양

구조물 설치 (해상풍력, 해저케이블, 파이프라인, 연육교, 항만, 해저터널, 해저도시, CCS) 등

¨ 경제·산업적인 측면

(1) 관할해역 부존 해저자원 개발(석유가스, 골재 및 중광물 자원 등)에 필요한 기초자료 제공

(2) 기존 자료 기반의 연구추진에 따른 예산 절감 및 기존 자료 활용도 제고

(3) 관할해역 해양공간 활용(해양 구조물 설치, 부지조사, 케이블 루트 조사 등)에 필요한 지반안정성 

및 지질위해 요소 정보 제공

(4) 화산층 및 단층대 등 변형 지질구조의 위치와 상태를 파악함으로써 관할해역의 지질재해(화산

폭발, 지진, 쓰나미 등) 대책 수립 자료로 활용

(5) 육지-연안역-대륙붕-대륙사면-심해 연결 퇴적층서 및 지구조에 대한 3D·2D 해저지하정보 영상 

및 시뮬레이션 시스템

¨ 사회·문화적인 측면

(1) 자원의 국가간 공동개발 또는 단독개발 등의 다양한 전략 수립에 필요한 과학적 근거 제시

(2) 해군의 대잠작전 시 천부 지층 및 지질 특성 관련 기초 자료 제공에 의한 국방업무에 기여

(3) 관할해역 개발 및 활용 관련 정책수립(해양수산부, 국방부, 산업부 등) 자료로 활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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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구개발성과의 관리 및 활용 계획

6-1. 연구개발성과의 관리계획

¨ EEZ 데이터·정보 댐 구축사업

◈ (반영 사유) 24년 장기간 수행된 EEZ 사업 성과물로 축적된 막대한 데이터·시료·장비의 후속 

활용 활성화를 위한 웹 시스템 구축, 과학 데이터의 정책정보화·고도화 시급

(단위 : 백만원, %)

사업명 ‘20년 ‘21년(A)

‘22년

당초 요구(B)
증감

(B-A) %

EEZ-DID 구축·활용 사업 - - 500 500 500 -

※ EEZ(배타적 경제수역), DID(data and information dam
  

 가. 목적 및 내용

❍ (목적) ①장기간 축적된 EEZ(관할해역) 과학자료를 실제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정보화·고도화

하고, ②체계적으로 관리·서비스하기 위한 웹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축적된 시료·장비의 후속 활

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을 구축·추진

❍ (내용) 

- 난해한 EEZ 과학자료를 쉽게 재해석, 정책 정보화

- 막대하게 축적된 EEZ 데이터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시스템 개발·보완 및 고도화(EEZ-DID 구축, 

자료·정보의 수정·보완 등)

- 시료·장비 후속 활용방안 수립·추진(EEZ 지질 시료 도서관 구축 등)

 나. 사업개요

❍ 기간: 2022년 ∼ 2026년(5년)

❍ 내용: ①EEZ 과학데이터를 정책적 활용이 가능하도록 재해석하고, ②축적된 데이터·정보를 체계

적으로 관리·고도화할 수 있는 웹 시스템을 구축하며, ③획득된 시료·장비 공동활용을 증진하기 

위한 방안 구축

❍ 사업비: 500백만원(국비100%)

 다. 사업의 필요성

❍ 총 500억원 이상의 막대한 예산이 투입되고 24년 장기간 수행된 EEZ 사업을 통해 축적된 데이터, 

시료, 장비 등이 사장되지 않도록 활용을 극대화할 필요

- 1996년 UNCLOS(유엔해양법) 발효 및 해양수산부 출범과 함께 추진된 EEZ 연구사업이 2020년 

일몰 단계 종료

- 사업 일몰에 따른 후속 조치가 없는 상황에서, 귀중한 데이터와 시료, 장비 등의 후속 활용이 

저조할 우려 

❍ 현재 EEZ-DB 프로토타입이 구축·운영 중이나, 수천만원에 이르는 프로그램 운영비 미확보로 존폐 기로

- 이 프로그램은 외국(미) 제품으로, 국내 DB와 연동 운영이 불가능

- EEZ-DB를 국내 web용으로 전환시키기 위한 기술개발 시급

- EEZ 사업 단계종료에 따라 그간 막대한 예산을 투입·생산된 과학 데이터, 시료, 장비 등의 후속 

활용도 증진 시급

* EEZ 과학데이터를 정책적으로 써먹을 수 있는 정보로 재해석하고, 축적·구축된 시료·장비를 

공동 활용이 가능하도록 시스템 구축 필요

- 최근 남해 한·일 EEZ 중첩수역에서 일본 측량선 조사 활동 강화 등에 대비, 기존 데이터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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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정보화·고도화 시급

❍ 2019년 국내 최초로 100미터급 퇴적물 코어링을 성공적으로 수행하였으나, 사업 종료에 따라 막

대한 시료가 분석되지도 못한 상태로 방치 위기

- 가성비 좋은 중국 시추선이 우리나라 EEZ에서 작업하는 것이 정책적으로 부적절, 인도네시아 

선박을 임차, 시추 코어링 성공

- 현재 수 백개의 퇴적물 부시료가 KIOST 남해연구소에 보관 중

❍ EEZ 과학자료가 정책 담당자가 이해할 수 있도록 재해석(research)되고, 활용 가능한 정책자료로 

서비스될 필요

- 난해한 EEZ 과학자료는 정책적 활용이 어렵고, 그 결과 논문 작성 등 학술 목적 외 활용도가 

낮은 상황

- 따라서, 해양조사 연구 자료(data)는 실용적 활용이 가능한 정보(information)로 재해석·연구될 

필요 절실

❍ 세부 요구내역

- 막대한 양의 EEZ 과학자료를 재해석·정보화: 300백만원

      ㆍ 황해, 동해, 북동중국해(남해)에서 24년간 축적된 데이터 재분석

      ㆍ 과학자료에 기반한 정책적 시사점 도출(관심 해역 자료해석 WG, 한·중·일 해양지질 Forum 운영 등)

- EEZ-DID 시스템((가칭) http//eez.go.kr) 구축: 150백만원

      ㆍ 기존 EEZ 데이터·정보의 체계적 관리를 위한 웹 시스템 개발

      ㆍ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2023년 이후)

- 시료·장비 공동활용 방안·시스템 구축: 50백만원

      ㆍ 시료·장비 공동활용 전략 수립 및 학·연·산 TFT 구축·가동

      ㆍ EEZ 지질 시료 도서관 지정, 구축(2023년 이후)

 라. 사업내용 및 로드맵

❍ EEZ 과학자료의 재해석·정보화 연구

❍ 데이터·정보 관리 웹 시스템 개발·보완 및 고도화

❍ 시료·장비 공동활용 활성화를 위한 방안·시스템 수립·추진

  ※ 사업 성과물: 과학기술 기반 EEZ 정책정보, EEZ-DID 웹 서비스 시스템((가칭) http//eez.go.kr), 해양

지질 시료도서관, 국내외 분야별 TFT 운영실적 등

❍ 사업추진 로드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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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 ‘22년 사업내용

❍ EEZ 과학자료 재해석·정보화

    ㆍ 황해, 동해, 남해에 걸쳐 24년간 축적된 데이터 재분석

    ㆍ 과학자료 기반 정책적 시사점 도출

❍ EEZ-DID 웹 시스템 구축 

    ㆍ EEZ-DID 웹 서비스 시스템 개발 착수

    ㆍ 시스템 보완 및 고도화 추진계획 수립

❍ 시료·장비 공동활용 활성화 방안·시스템 구축

    ㆍ 시료·장비 공동활용 전략 수립, 분야별 학·연·산 TFT 구축

    ㆍ EEZ 지질 시료 도서관 지정·구축을 위한 추진계획 수립

 바. 기대효과

❍ 해양연구에 소요되는 막대한 비용 절감 효과 기대

    ㆍ 큰 비용으로 획득된 자료를 적은 비용으로 정보화함으로써, 국가 예산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

    ㆍ 기 획득된 시료를 적극적(제도적)으로 활용,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는 해양조사(탐사)를 최소화

    ㆍ 기 구축된 고가 장비 및 DB 시스템의 공동 활용을 확대함으로써, 예산 낭비 방지

❍ 해양연구 능력 강화

    ㆍ 기계적 해양조사(탐사)에서 탈피, 기존 데이터를 재분석·재해석하는 연구(research)에 충실함으

로써, 과학기술 기반 정책서비스 능력을 강화

    ㆍ 데이터 해석 범위를 학술적 영역에서 정책적 분야까지 확대, 해양 과학자의 해양자료 해석 역

량을 확대

 사. 경제적 타당성

❍ 막대한 예산이 투입된 데이터를 적은 예산으로 재해석하고 정보화하는 사업으로, 경제적 타당성 기대

< 23년간의 EEZ 사업 수행 과정에서 획득된 퇴적물 코어 시료 정점(좌)과 탄성파탐사 측선(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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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2. 연구개발성과의 활용 계획

가. 사업추진 개요 및 경과

❍ 총 23년 동안 총예산 약 800억원(약 35억원/년)을 투입, 한국해양과학기술원(KIOST)과 한국지질

자원연구원(KIGAM) 중심으로 많은 대학과 기업체가 참여·수행하였으며, 2020년 일몰 종료 예정

해양연구

❍ 주요 사업목적은 관할해역(EEZ)※내 해저광물자원 분포와 지질·지구조 특성을 파악, 우리나라와 

중국·일본간 해양경계획정 협상에 유용한 해양과학적 지식과 정보를 제공하는 것

※ 우리나라가 관할하는 황해·북동중국해·동해 EEZ 전역으로, 우리나라와 중국·일본이 중첩

되게 주장하는 4개 EEZ 중첩수역 포함(예: 흑산분지, 소코트라분지, 제주분지 및 독도 주변 

해역 등)

나. 주요 성과

➀ 우리나라 대륙붕 경계선이 일본 오키나와 해구까지 이

어졌다는 내용의 대륙붕 한계※ 정식정보를 유엔대륙붕

한계위원회(CLCS)에 제출(2012.12.27)

※ 오키나와 해구가 북동중국해 대륙붕의 끝단이라는 한국과 

중국의 견해와 대륙붕 내 단순한 함몰지라는 일본의 견해가 

서로 상충되고, 현 시점에서 경계획정의 주류 논거가 대

륙붕 연장 이론인지 또는 중간선 원칙인지 불확실

➁ 황해 해양경계획정의 논란거리였던 실트이론※이 해양 

과학적으로 타당하지 않음을 국제 해양학계에 증명함으

로써 실트 이론 주장 소멸

※ 황하, 양자강 등 중국의 거대 강에서 쏟아지는 퇴적물이 

황해를 뒤덮으므로 황해의 상당 부분 즉 실트(silt)가 공

급되는 위치까지의 권원이 중국측에 있다는 중국측 주장

③ 해양경계획정 협상, 지진 등 해저재해 대응에 유용한 관할해역 해저지질· 

지구조 정보 DB※ 구축 

※ 관할해역 해저자원 개략 분포도, 해저단층 정밀 분포도(국내 유일), 다양한 해

저 지구조 정보 등

④ 세계 최고 수준의 3차원· 고해상 지구조 탄성파탐사 시스템(P-Cable)※ 개발 

등 관련 연구 기반 구축

※ 100미터급 퇴적물 코어링과 결합, 대륙붕 진화 및 탄화수소 자원매장 가능성 

판단 등을 위한 첨단 탐사장비
(희토류 고농축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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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타사항

7-1.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ZEUS장비

등록 번호

KIOST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1 2017/08/04 32,863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17-1

1-240751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Digital 

Solid 

Streamer

1 2017/12/21 31,872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18-0

5-243390

탄성파 

수진기 

정렬케이블

p-cable 1 2020/07/08 505,780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남해연구소 

부도창고

NFEC-2020-0

8-264360

3차원 

탄성파 신호 

케이블

p-cable 1 2021/04/01 70,235

한국해양과

학기술원 

연구장비동

NFEC-2021-1

0-273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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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2. 연구시설·장비종합정보시스템 등록한 연구시설 장비 현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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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 1. < 별첨 자료 >

중앙행정기관 요구사항 별첨 자료

1. EEZ 핵심해역 해양과학탐사사업제안

1) 한중일 해양영토 관할권 강화 및 최대 경계획

정을 위한 협상 대응, 해양과학적 대응자료 

축적

2) 2028년 JDZ 협정 만료에 대비, 제7광구 해저

지질 정보 구축

3) 남북한 공동번영을 위한 남북한 핵심 접경해역 

공동탐사

2. 천해 탐사·시추선 개발제안

1) 기존의 2차원 천부지층 탐사와 2만년 내외 코

어링 연구수준에서 융합 3차원 천부 지층 탐사 

시추 추진

2) 5노트 이하 저속·바지(barge) 형태 중고선을 

구매·개조, 천부 3D 탐사와 100미터 시추를 

융합·경제적으로 달성

기타 2. < 참고 문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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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뒷면지]

주   의

1. 이 보고서는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해양과학조사 및 예보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

이다.

2. 이 연구개발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해양수산부에서 시행한 연구개발

사업의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3. 국가과학기술 기밀 유지에 필요한 내용은 대외적으로 발표 또는 공개하여서는 안 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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