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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보고서 면수

-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관리는 국가 차원에서 매우 중요한 사안

- 대규모 국책사업이 연안지역에 계획 및 진행 중

- 우리나라를 지질학적으로 안전지대로 오인하여 대규모 국책사업의 안정성을 뒷받침 할 

수 있는 연안의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는 매우 미흡

- 2011년 동일본 대지진, 2016년 경주 지진 등으로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 부각

- 서해 연안을 6개의 권역(부안, 영광, 목포, 보령, 태안, 덕적도)으로 나누어 2011년에서 

2017년까지 서해의 잠재적 연안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 수행

- 육상 지질, 지진, 해상 지질 및 지구물리의 통합 연구를 통해 천부에서 심부까지의 모

든 연안 지질 위험요소 파악 및 원인 규명

- 국내 최초로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도면집 (항적도, 수심도, 특이해저지형분포도, 해

저면음향상분포도, 지하구조도, 중력이상도, 자력이상도, 지진분포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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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요약문

연구의

목적 및 내용

- 해양영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차원의 중자기 방재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서해 연안의 잠재적 지질 위험요소

에 대한 기초적 과학자료 구축

- 서해 연안을 6개의 권역 (부안, 영광, 목포, 보령, 태안, 덕적도)

으로 나누어 육상 지질, 지진, 해상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를 

통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및 원인분석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 구조 연구

연구개발성과

-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및 원인분석

-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도면집 

   (항적도, 수심도, 특이해저지형분포도, 해저면음향상분포도, 

    지하구조도, 중력이상도, 자력이상도, 지진분포도)

-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연구개발성과의

활용계획

(기대효과)

- 효율적인 해양영토 활용의 국가 정책에 필요한 과학 자료 제공

- 대형 국책사업의 안정성 확보를 위한 기초 자료 제공

-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의 필요한 기초 자료 제공

- 해군, 국립해양조사원, 관련 산업업체 등 본 연구의 결과를 필요

로 하는 협업기관에 자료 제공

- 지질재해 방재, 한반도 지구조, 고기후 등 다양한 학문적 연구에 

활용 가능

- 대부분의 선진국에서 유사한 연구를 수행하여 국가 기본 자료로 

확보하고 있으며 본 연구의 수행으로 국가 이미지 제고에 기여 
핵심어

(5개 이내)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지진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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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Y

Purpose &

Contents

- Establishing basic science data of potential geohazard 

factors in and around western coastal area for efficient 

usage of maritime territory, planning long-term policy of 

disaster and making management system.

- Study of coastal geohazard factor in six area of western 

coast by land geology, earthquake, marine geology and 

geophysics data.

-  Structure analysis of younger fault/lineament in land area

-  Analysis of earthquake and characterization of earthquake 

source.

-  Study of seafloor.

-  Study of shallow/deep geologic structure.

Results

- Coastal geohazard map.

   (track chart, bathymetry map, abnormal seafloor 

distribution map, seafloor acoustic phase map, subsurface 

structure map, gravity anomaly map, magnetic anomaly 

map, earthquake distribution map).

- Database of coastal geohazard.

Expected

Contribution

- Providing basic science data for efficient usage of 

maritime territory, planning long-term policy of disaster 

and making management system. 

- Providing data and results for large-scale national project

- Providing data and results for national earthquake hazard 

map.

- Providing data and results to cooperative organization 

   (Navy, KHOA, related industry). 

- Contributing various academic studies (reduce geohazard, 

tectonic of Korean peninsula, paleoclimate).

- Enhancing national image by establishing national basic 

data.

Keywords West Sea
Coastal 

Geology

Geohazard 

Factor
Earthquake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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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연구개발과제의 개요

제 1 절 연구개발 목적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의 목적은 서해 연안의 지질 특성, 해저지반 안정성 

및 잠재적 지질 재해 요인의 종합적인 분석 및 평가를 통하여 삼면이 바다에 접한 

우리나라의 해양영토를 효율적으로 관리하고, 환경을 쾌적하고 풍요로운 삶의 터전

으로 보전하며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방재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요한 기반 

정보를 구축하는 것이다. 

본 연구 수행의 결과는 국민의 삶의 질 향상이라는 국정 운영 방향의 합리적 추

진 및 실현을 위해 국가 안전보장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있는 중장기적 국가 방재 

정책 수립 및 녹색 성장을 위한 미래 해양신산업 창출에 필수 기반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해양수산부의 해양과학기술 개발계획의 세부 계획인 해양 안전 및 재난 

안전 관리기술 개발 종합 계획의 해양환경 관리기술에 속하는 연안생태계 복원과 

관련하여 연안의 무분별한 개발을 방지하고 연안의 보전, 관리, 지속가능한 개발에 

기여할 수 있는 과학적인 자료로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중국 환황해권에 대응하는 

개방형 융합산업벨트 구축의 일환인 서해안 신산업 벨트의 효과적인 개발을 위한 

서해 연안의 잠재적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정보로 이용될 수 있다.

국토 종합개발계획의 일환으로 국책사업(예; 항만 건설, 원자력발전소, 핵폐기물 

및 유해성폐기물 처분장 부지 선정, 해저 광케이블 매설, 도로 및 교량 건설 등)을 

수행함에 있어 구조물의 입지선정 및 지반안정성에 대한 검토가 필수 불가결함에도 

불구하고 국토의 지질특성에 관한 구체적이고 정량적인 자료 부족으로 많은 시행착

오와 이로 인해 빈번하게 발생 할 수 있는 예산중복을 사전에 차단 할 수 있으며, 

한반도 주변해역에 대한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파악함으로써 지질구조 운동의 변위

에 따른 연안지질 재해를 예측하고, 이를 이용한 국가차원의 중장기적 방재정책 수

립 및 관리체계의 구축을 도모 할 수 있을 것이다. 아울러, 국토의 효율적인 관리와 

잠재하고 있는 지질 위험요서의 예측 및 이와 관련된 기초 및 응용지질 분야의 발

달을 촉진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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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연구개발의 필요성

한반도의 지질은 여러 번의 지각변동에 의해 매우 복잡한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지질시대별로 그 지구조적 성격을 달리했던 지각변동들은 한반도 지각의 형성

과 진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중생대 이후에 발생한 지각변동의 흔적

들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러한 흔적들은 서해 연안의 지질구조

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질학적으로 한반도의 지층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1983년 

이후 소위 아무르 (Amur) 판의 서측 경계가 우리나라 연안을 지나고 있다는 보고

(Zonenshain and Savostin, 1981; Bird, 2003; Petit and Fournier, 2005; Hao 

et al., 2007) 등을 고려할 때 한반도가 지질학적으로 안전지대로 확신하기에는 명

확한 근거가 부족한 실정이다. 특히 아무르판의 서측 경계가 보고된 것과 같이 실

질적으로 본 연구지역이 위치하고 있는 동경 125°E~ 126°E 사이에 존재한다면 

지질 재해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특히 2016년 9월 12일 경주에서 발생한 규모 5.8의 강진은 전 국가적으로 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경각심을 일깨우고 우리나라가 지질학적으로 안전지대가 될 수 없

음을 보여주는 중요한 사건이며 국내 지진 규모 순위 상위 10개 안에 2011년 동

일본 대지진 이후 발생한 규모 5.0 근처의 지진이 5개나 위치하고 있는 것은 더욱 

더 이러한 주장을 뒷받침한다고 볼 수 있다. 

우리나라와 같이 육상의 영토가 충분하지 않는 경우 해양 영토의 효율적인 활용

은 매우 중요한 사안이며 특히 연안 지역의 효율적인 활용은 매우 중요하다. 이를 

위해서 정부에서는 연안에 대규모의 국책사업을 진행 혹은 계획하고 있다. 이러한 

대규모 국책사업을 진행하기 위해서는 계획 단계에서부터 연안이 지질 위험 요인에 

대한 과학적인 조사가 이루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소위 안전 불감증에 기인하여 

이러한 기초 조사를 성실히 수행하지 않는 악습이 반복되고 있어 국가 정책의 신뢰

성이 하락하고 경제적인 소실까지도 수반하는 일이 종종 발생한다. 

연안의 지질 위험요소 연구를 위해서는 해저의 탄성파 탐사자료가 필수적이다. 

1997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의 탐해2호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고 있지만 대부분은 자원 개발과 관련하여 분지 위주의 자료로

서 연안의 탄성파 탐사 자료는 매우 미흡하다. 대부분의 선진국에서도 다양한 연구

를 위해 지속적으로 해양의 지구물리 자료 (특히 탄성파 탐사 자료)를 취득하고 있

으며 우리나라도 국가의 위상에 부합하는 국가의 기본 자료로 이러한 자료의 취득

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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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연안 주변에는 단층, 해저면 및 해저사면 붕괴, 함몰대, 천부가스층, 해

안단구 등 많은 지질 위험요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

체적인 종류와 해저 지질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적이고 체계적 분석 

및 연구 자료는 미미한 실정이다. 연안의 지질안정성에 영향을 미치는 구조선(대)

의 발달은 일반적으로 규모가 큰 지질구조 운동에 의해 형성되므로 해저지반에 분

포하는 단층 등의 구조선(대) 발달에 따른 위해요소 분석은 주요 육상 구조대의 분

포 및 이들의 해저 연장 가능성 여부를 종합적으로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또

한, 지진이 연안의 해저지질 안정성에 큰 영향을 미치는 것이 사실이나, 인공지진의 

경우 일시적 현상이므로 지질구조선(대)과 자연지진 및 인공지진을 연계하여 그 상

관관계를 체계적으로 분석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연안의 지질 위험요소를 체계적으로 파악 및 특성연구를 통하여 연안의 

지질위험 요소 분포에 대한 정확한 정보 구축이 시급하다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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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연구개발의 범위

본 연구는 서해 연안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누어 연안 주변의 지질구조선(대) 연

구, 지진 연구,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로 구분되어 질 수 있으며, 각 연구는 

분야별 연계성을 가지고 수행되었다 (그림 1-3-1). 

연안 주변의 지질구조선(대) 연구는 한반도 및 인접 국가들(중국, 일본 등)에서 

인지되는 지구조 운동의 광역적 특성을 파악하고, 우리나라 육상 지역에 발달하는 

주요 구조선(대)들의 지질학적 특성, 특히 신기 지구조 체계(Neo-tectonic 

regime) 하에서의 지구조 운동 특성을 파악하여 우리나라 연안 주변 지역으로부터 

해저로의 연장 가능성이 있는 구조선(대)를 중심으로 정밀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를 포함한다.

지진 연구는 인공 지진과 자연 지진의 지진파 특성을 파악하는 지진학적 구분 기

법 개발로 진원의 위치, 지진 발생 강도 및 구조선의 발달과 상관관계를 제시한다.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연구는 육상 지질구조선(대)의 분석 자료를 기반으로 제

시된 탐사해역의 탐사를 수행하여 해저면 및 해저사면의 불안정 요인의 기원을 연

구하고, 연안지질 위험요소 분포를 파악하여 각 요소별 적정한 탐사기법의 개발과 

위험정도를 분석하여 지역별 위험요소 분포를 파악하여 이를 기초로 광역적 위험요

소 분포도를 작성하고자 한다. 각 연구 분야별 연계성은 그림 1-3-2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서로 밀접한 관련성을 갖고 유기적으로 수행된다. 

이와 같은 세부적이고 종합적인 연구를 통하여 국가과학기술 기본계획의 하나인 

국민의 삶의 질 향상과 국가안전보장을 위한 지질재해 예측 및 피해저감 기술 개발

과 연계된 중장기적 국가방재정책 수립에 필요한 기반자료를 제공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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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3-1.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연도별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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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 지질/지구물리 지진연안 지질구조

· 한반도 지체구조 분석

· 지질구조석(대)의 시대별 

  발달 상황 분석

· 구조선(대) 특성 분석

· 정밀 해저지형 탐사

· 천부 / 심부 탄성파 탐사

  (반사법, 굴절법)

· 중력 및 자력 탐사

· 표층퇴적물 시추

· 인공 및 자연지진 분석

· 지진 및 지구조 관계 분석

· 이동식 지진관측소 운영

· 지질구조선 특성 파악

· 해저 탐사해역 선정

· 해저면 특성 파악

· 천부 및 심부 지하지질 

  특성 파악

· 육상 및 해저 구조선과

  자연지진과의 연관성

 연안 지질 위험요소 종류, 

분포 및 특성 파악

 연안 지질 위험요소 도면 

작성 및 DB 구축

그림 1-3-2. 연구개발 범위 및 분야별 연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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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및 과학기술 정보

제 1 절 국내 기술개발 현황

본 연구는 해저 지질 특히, 인구 밀집지역인 연안의 지질정보와 위험요소 파악을 

통하여 국가 기간 산업물의 지질 구조적 안정성 확보와 국가 정책의 타당성 등 국

토유지와 국민생활의 안정 방안 강구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우리나라도 자연재해

와 관련된 연구를 진행하고 있으나, 주로 태풍, 산사태, 홍수 등 매년 발생하고 있

는 기상 관련 재해 연구에 국한되고 있다. 우리나라 연안 주변에는 단층, 해저면 및 

해저사면 붕괴, 함몰대, 천부 가스층 등 많은 위해요소가 분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이들에 대한 구체적인 종류와 지반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등에 대한 과학

적이고 체계적 분석 자료는 없으며 특히, 국가 기간 산업시설인 원자력 발전소 및 

방사능 폐기물 저장소 건설 등 특수 시설물인 경우 목적에 따라 지역적으로 수행되

어 왔다. 그러므로 연안 해저지질의 위험요소에 대한 체계적인 종합 연구를 통하여 

취득 자료와 정보의 이용 효율을 극대화 시켜야 한다.  

우리나라 육상에 발달하고 있는 대규모 구조적 불연속대(단층대, 전단변형대)의 

규모, 분포, 운동학적 특성 연구는 활발하게 진행되어 왔으나, 육상 불연속대의 연

안 해저로의 연장성 등 육상과 연안 해저를 연결하는 종합적인 연안 지질구조선 연

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또한, 인공/자연지진 식별 연구는 저주파음파(infrasound) 관측을 이용한 인공지

진 식별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94년 경상분지 일원에 상시 지진관측망을 

설치하였고, 1999년 강원도 철원지역에 지진-음파 관측소를 설치하여 지진자료와 

정밀 음파 자료를 이용한 지진파-음파 분석으로 한반도에서 발생하는 인공지진에 

대한 식별 연구를 시작하였으나, 몇몇 연구자들에 의한 주파수 대역별 지진파의 스

펙트럼 비를 이용한 연구이며 연안 지질구조 해석을 위한 다양한 식별 기술과 적용 

연구는 미미한 실정이다.

해저에서 단층, 해저면 및 해저사면 붕괴, 함몰대, 천부 가스층 등 위험요소에 대

한 연구는 주로 외해에서 이루어졌으며, 특히 이에 대한 연구는 다른 연구과제의 

부분적인 결과물로만 발표되었을 뿐, 이들 요소들의 연안 분포 및 영향에 대한 연

구는 거의 진행된 바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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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국외 기술개발 현황

지질 재해와 관련한 많은 피해를 경험한 미국, 일본 등 해양과학 선진국은 1970

년대 이후 인구 밀집 지역인 연안 지역에 대해 각국의 지질조사소 등을 중심으로 

많은 연구 및 이와 관련된 프로그램을 수행하고 있다.

미국은 지질조사소(USGS; United States Geological Survey)를 중심으로 대․
중․소규모 및 연안지질 등 4개의 연구영역으로 나누어 지질재해 연구를 수행중이다. 

전 세계를 대상으로 대규모 연구를 수행하여 대축척의 지진 및 지질재해도를 발간

하고 있으며, 중규모 연구는 미국의 각 주별로, 그리고 소규모 연구는 미국 서부 및 

중남미 연안을 대상으로 수행 중에 있다. 그리고 연안 해저 지질 프로그램을 구성

하여 미 전역의 11개 지역별로 각 지역의 연구소에서 지구과학 전반에 걸친 연안

해양 지질 재해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그림 2-2-1).

일본은 지질조사소 주도로 지진․화산 등에 대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으며, 특히 

1975년부터 동경대학교에 일본 활성단층 연구회를 설립하여 일본 연안해역에 대한 

활성단층 분포도(1:200,000 및 1:1,000,000)를 완성하였다(그림 2-2-2). 

그림 2-2-1. 미국 해저지반 안정성 연구를 위한 지진 및 단층도(미국 지질조사

소, 남부 캘리포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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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2. 일본 육상 및 연안 지반 안정성 연구를 위해 선정한 조사 구획도

(1:200,000) 및 탐사 결과 밝혀진 활성단층 분포도.

중국은 중국지진국을 중심으로 1950년대부터 러시아와 공동으로 지진위험성 연

구를 시작하여 1992년에는 지진 위험성 평가도 제3판을 제작 및 발간하였다. 최근

에는 한국과의 공동연구를 통하여 동북아시아 전역의 지진재해에 대한 연구도 계획

하고 있다. 또한, 중국 주변해역의 천부가스 위험도 및 자원화를 위한 연구를 수행 

중에 있다.

영국의 경우, 영국지질조사소의 주도로 자연/인공 지진 및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

를 진행하여 1:25,000의 디지털 정밀 지질재해도를 지속적으로 발간하고 있다.

호주는 대부분의 인구가 연안지역에 밀집되어 자연 및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호주 지질조사소를 중심으로 범정부 차원에서 국가지질재

해 프로그램을 수립하여 운영 중에 있다. 특히, 인구가 밀집된 5개 연안 도시(퍼쓰, 

뉴캐슬, 맥캐이, 케언즈, 글래드스톤)를 선정하여 지진, 화산, 연안 침식, 지진해일, 

연안사태 및 지자기 이상 등과 같은 자연 및 인공 지질재해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

고 있다.

이외에 캐나다도 지질조사소가 주축이 되어 사면붕괴, 지진, 기후변화 등 자연재

해연구에 주력하고 있으며, 인도 또한 국립지질조사를 중심으로 이미 1970년대에 

4판에 걸친 지진위험도를 발간할 만큼 지진과 지구조 변화에 따른 재해 관련성 연

구를 수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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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국내외 기술개발 수준 

연안 지질구조선(대)연구의 주요 부분인 육상에 발달하는 대규모 불연속대인 단

층대, 전단변형대 등의 규모, 분포 등의 조사 및 해석과 관련한 정밀지표조사와 기

재학적 해석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였으나, 단층대, 전단변형대 등의 물리․화
학적 특성, 단층대의 거동 및 형성기작, 연성․쇄성 변형 등의 운동학적 특성 규명 

등의 실험적 연구 분야는 아직 초보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 

인공지진과 자연지진의 식별 기술은 관측망의 양과 질에 좌우되는데, 우리의 관

측망은 선진국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편이다. 그러나, 저주파수 음파

(infrasound)를 이용한 인공 및 자연 지진 식별을 위하여 강원도 철원지역에 지진

-음파 관측망을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으며, 최근 대전-간성지역에 새로운 지진-

음파 관측망을 추가 설치하여 지진 음원의 관측 범위를 향상시켜 미소규모 지진에 

의한 인공 및 자연지진을 식별할 수 있는 기술의 향상을 도모하고 있다. 또한, 이동

식 지진계의 도입을 통한 관측망의 확대로 상시 지진관측소가 없는 지역에서도 진

원 및 음원 획득이 가능하여 진원의 정확한 위치 결정과 특성 파악이 가능하게 되

어 선진국과의 기술 수준을 좁혀가고 있다. 

해저에서의 단층, 함몰대 파악 등과 관련 있는 사면안정성에 대한 자료 획득과 

처리, 해석 기술은 선진국 수준에 도달해 있으며, 소형 선박을 이용한 천부 시추 기

술은 비록 시추 종류에 따라 다소의 차이는 있으나 역시 선진국의 기술 수준에 근

접해 있다. 정밀 해저지형 탐사 분야에서도 자료 취득과 처리 등의 기술은 선진국 

수준이나 후산란 이미지(back-scattered image)를 이용한 퇴적물의 분류 기술은 

아직은 선진국에 비하면 초보 단계이다. 그러나, 천부퇴적물의 분포와 물리적 특성

에 대한 데이터베이스가 완료되면 선진국 수준으로 도약 가능할 것으로 사료된다. 

중력 및 자력탐사 기술은 자료취득과 처리 기술면에서는 선진국의 기반 기술에 근

접해 있는 반면, 취득된 자료를 이용한 모델링 기술 등과 같은 자료 해석 기법은 

아직 선진국 수준에 미치지 못한 실정이다. 탄성파 탐사 분야는 크게 굴절법과 반

사법 분야로 구분 할 수 있다. 반사법 탄성파 반사 기술은 자료 취득과 자료의 해

석 수준은 선진국 수준이지만, 자료 처리 수준은 선진국의 초보 단계에 머물러 있

다. 굴절법 탐사의 경우 천부 굴절법 탐사와 관련한 자료 취득, 처리, 해석 등에서

는 독자적인 연구 수행이 가능할 만큼 선진국에 대등한 수준이나, 심부 굴절법 탐

사는 국내 장비 부족으로 탐사 경험이 거의 없는 편이다.

천부가스 연구 분야는 자료 처리에 있어 부분적으로 선진국 수준에 근접해 있다

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시추퇴적물로부터 가스분석을 위한 시료 채취 등 가스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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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위한 자료 취득에 대한 기술은 최근에 들어서야 시도되고 있어 선진국에 비하면 

아직 수준차이가 있지만, 이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으므로, 수준 차이를 

급속히 줄여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이상과 같은 국내외 기술 수준을 종합하여 비교하면 표 2-3-1과 같다. 

연구

분야
세부분야

선진국 대비 핵심․기반 기술 수준 

비교(%)
기술

격차

(년)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육상

지질

구조 

및

지진 

분야

육상지표 지질조사 기술 2

불연속대의 동력학적 

해석기술
3～5

지진파/인공지진 식별 4～5

인프라사운드/

인공지진 식별
3～4

이동식

지진관측소
3～4

해양

지질 

및 

지구

물리

분야

사면안정성/천부시추 0

천부가스 채취 및 분석 4～5

후산란 이미지 분석 6～7

중자력 자료해석 3～4

탄성파 자료처리 3～4

탄성파 자료 해석 2

표 2-3-1.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선진국 대비 국내 기술 수준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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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연구 수행 내용 및 성과 

제 1 절 2011년 연구 내용 (부안 해역)

1. 서론

최근 전 세계적으로 산사태, 지진 및 지진해일 등과 같은 지질재해로 인하여 많

은 인명 및 재산피해가 빈번히 보고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지질재해에 대한 관심

이 급격히 증가하고 있다(김재관, 1997; 조봉곤, 2011; 경재복, 2012). 

연안지질 위험요소는 연안의 지표 및 지표 하에서 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

는 모든 위험요소를 말하며, 존재 가능한 요인들로 단층, 구조선, 지진, 쓰나미, 천

부가스층 등을 들 수 있다. 이러한 연안지질 위험요소의 파악과 이에 대한 분포도 

및 데이터베이스 구축은 해양 영토의 효율적 활용과 국가 차원의 중장기 방재정책 

수립 및 관리체계 구축에 필수적인 요소이다.

한반도의 지질은 여러 번의 지각변동에 의해 매우 복잡한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고 지질시대별로 그 지구조적 성격을 달리했던 지각변동들은 한반도 지각의 형성

과 진화과정에 많은 영향을 끼쳐왔다. 특히, 중생대 이후에 발생한 지각변동의 흔적

들은 현재까지도 비교적 강하게 남아있으며 이러한 흔적들은 서해 연안의 지질구조

에 많은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지질학적으로 한반도의 지층이 안정적인 것으로 알려졌으나, 1983년 

이후 소위 아무르 (Amur) 판의 서측 경계가 우리나라 연안을 지나고 있다는 보고

(Zonenshain and Savostin, 1981; Bird, 2003; Petit and Fournier, 2005; Hao 

et al., 2007)와 1978년 이후 한반도에서 규모 4이상의 지진이 37회 발생하는 것

을 고려할 때 한반도가 더 이상 지질학적 안전지대로 보기 어려운 실정이다. 특히 

아무르판의 서측 경계가 보고된 것과 같이 실질적으로 125°E~ 126°E 사이에 

존재한다면 지질 재해의 가장 주요한 요인 중의 하나가 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본 연구는 이처럼 그 중요성은 알고 있었으나, 지금까지 체계적으로 확립

하지 못한 우리나라 서해 연안 주변에 분포하는 단층, 천부가스, 판 경계 등 지질 

위해 요소의 존재와 분포를 파악하고, 그 원인을 분석하여 연안지질 위험요소 분포

도를 작성하는 것이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지난 2011년부터 6년간 (그림 1-11)) 

우리나라 서해안 육상 및 주변 해역에서 연안지질 위험요소에 대한 조사를 연차적

으로 수행할 예정이며 2011년에는 전라북도 부안 주변 해역에 대한 연안지질 위험

1) 그림 번호 및 표 번호 앞에 3-1 (3장 1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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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소 파악을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1-1.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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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광역지질

가. 아무르판의 존재

판 (plate)은 탄성체 (ridge body)로 가정된 암권 (lithosphere) 단위로 가상의 

지구 중심축을 기준으로 보았을 때 다른 판에 대하여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것을 뜻

하며 (Morgan, 1968), 판 경계는 기본적으로 constructive margin (ridge), 

destructive margin (trench) 및 conservative margin (transform fault)으로 구

성되어 진다 (Klepeis and Vine, 2009). 이러한 기본적인 판 경계 요소는 판 구조

론을 설명하기에 충분할 정도로 전 세계에 분포하고 있는 판들의 움직임을 비교적 

잘 설명할 수 있지만, 심한 구조 운동을 많이 받아 소성체 (plastic) 변형을 이루고 

있는 곳에서는 이러한 판 경계부를 찾는 것이 쉽지 않다. 따라서 최근에는 동아시

아와 같이 많은 구조 운동의 영향을 받은 곳에서 판 경계를 찾는 방법으로 seismic 

moment나 Global Positioning System (GPS)와 같은 측지자료 (geodetic data)

를 주로 이용한다 (Petit and Fournier, 2005).

Zonenshain 및 Savostin (1981)은 Stanovoy 구조대에서 오호츠크해 (Okhotsk 

Sea)까지 분포하고 있는 좁은 지진대를 유라시아판과 아무르 판의 경계로 해석하

였다. 이러한 아무르판은 인도판이 유라시아 판과 충돌하면서 작용한 응력장에 의

해 중앙 아시아에 몽고 (Mongolian), 둔가리안 (Dzungarian), 알라샨 (Alashan), 

타림 (Tarim), 티벳 (Tibetan), 파미르 (Pamir) 판 등 많은 microplate가 생성되

었으며 이런 microplate가 북동쪽으로 움직이면서 쐐기 역할을 하여 아무르판을 시

계 반대 방향으로 회전 시키면서 바이칼 호 주변에 인장력을 형성하여 열개 (rift)

를 시켰으며 이러한 열개가 divergent 경계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고, 바이칼호의 

열개 속도를 기준으로 계산했을 때 아무르판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1.10~7 

degree/year 씩 이동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림 2-1-1). 이러한 가설을 증명하기 

위해 Heki 등 (1999)은 동아시아에 대한 GPS 속도 분석을 통하여 아무르판은 유

라시아판을 기준으로 현재 동측으로 9~10 mm/year씩 이동한다고 주장하였으며, 

이러한 아무르판에 대한 오일러 벡터 및 측지 연구 결과 (Holt et al., 2000; Bird, 

2003; Petit and Fournier, 2005) 역시 다소 차이는 있지만 대부분이 아무르판은 

유라시아 판에 대해 약 1 cm/year 미만의 속도를 갖고 동쪽 또는 남동쪽으로 움직

인다고 보고하여 아무르 판의 존재를 입증하였다. 그러나 이러한 연구 결과에도 불

구하고 아무르판의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 논란이 많다.

Zonenshain 및 Savostin (1981)은 아무르판의 북측은 유라시아판과 경계 지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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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며 동측은 오츠크판 및 태평양판, 남측은 필리핀판, 서측은 명확하지는 않지만,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 중국판, 오도스판 및 몽골판 등과 경계진다고 해석 하였다 

(그림 2-1-1). 

그림 2-1-1. 동아시아에 분포하고 있는 판 구성 (Zonenshain and Savostin, 

1981). 1 : 판 경계, 2 : 판 경계를 따라 상대적으로 움직이는 방향, 3 : 압축응

력 및 소성체 변형지역, 4 : focal mechanism, 5 = 판의 회전축 위치 (A/EA : 

North American-Eurasian, Mn/EA : Mongolian-Eurasian, AM/EA : 

Amurian-Eurasian, Af/EA : Afghan-Eurasian, P/Tb : Pamir-Tibetan, 

Tr/Tb : Tamir-Tibetan, Mn/Dj : Mongolian-Dzungarian, Mn/Am : 

Mongolian –Amurian). Microplates (Al : Alashan, Af : Afghan, Dj : 

Dzungarian, Mn : Mongolian, Or : Ordos, P : Pamir, Tr : Tamir, Tb : 

Tibetan). Smaller blocks (ES : eastern Sayan, Tv : Tuva, Td : Tadzhik, F 

: Fergana.)

또한 Heki 등 (1999)은 아무르판은 남중국판 경계를 따라 좌수향 

(left-lateral) 운동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Qinling 단층운동 방향과 일치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아무르판의 서측 경계로 해석하였으나, Bird (2003)는 plate model을 

통하여 서측 경계는 이보다 좀 더 북쪽에 위치할 것으로 예측하였으며 동측 경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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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혼슈 북쪽 연안에 위치하고 있는 fold-thrust belt를 지나 혼슈 중앙부 및 필

리핀 해판과 경계된 난카이 해곡 (Nankai Trough), 남측 경계는 오키나와 해곡 

(Trough), 그리고 서측 경계는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따라 존재할 것이라 보고하

였다 (그림 2-1-2). 

그림 2-1-2. Model PB2002를 이용한 판 구성 (Bird, 2003). 노란색 부분은 

부정확한 Eulerian plate model. AM : Amur, BH : Birds Head, BU : Burma, 

CL : Caroline, EU : Eurasia, IN : India, MA :  Mariana, MS : Molucca 

Sea, OK : Okhotsk, ON : Okinawa, PS :  Philippine Sea, SU : Sunda, YA : 

Yangtze.

그러나 동아시아에서 판의 움직임 속도와 응력장에 대한 분석 결과 (Petit and 

Fournier, 2005) 섭입 (subduction)은 판 움직임의 주된 요인이 아니고 인도-유

라시아판 충돌에 기인한 판의 돌출 (extrusion)이 주요한 요인임을 주장하면서 아

무르판의 남측 경계를 우리나라 제주도 상부를 지나 산둥반도로 연결함을 제시 하

였다 (그림 2-1-3). 그러나 우리나라와 제주도에 대한 GPS 관측 결과 (Hamdy 

et al., 2004) 한반도와 제주도의 상대적인 움직임 속도는 1.7 mm/year 정도이기 

때문에 같은 판으로 해석되어야 함을 설명하고 아무르판의 남측 경계를 제주도 하

부에 존재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 또한 이 같은 측지학 연구와는 달리 중력 및 

velocity tomography 자료 분석 결과 (Hao et al., 2007) 우리나라 서해 연안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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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남북 방향성을 갖는 중력 이상대가 존재하며 이를 우수향 주향 이동단층으로 

해석 하였고, 제주도 하부에는 E-W 방향성을 갖는 충돌대가 있는 것으로 해석하

였다 (그림 2-1-4). 따라서 아무르판의 서측 및 남측 경계에 대해서는 아직도 논

란의 대상이지만 아무르판의 존재에 대해서는 일반적으로 받아드려지고 있는 것으

로 생각된다.

그림 2-1-3. 동아시아 지역의 focal mechanism solution (Petit and Fourni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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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4. 서해 지역의 Moho면 깊이 분포 및 구조선 (Hao, et al., 2007). 

EMFYS : East Marginal Fault of the Yellow Sea, SMFJI : South Marginal 

Fault Zone of Jeju Is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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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육상지질 구조대

판 경계는 확산부분의 ridge, 수렴부분의 trench, 변환경계부의 transform fault

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 경계부를 따라 지진이 수반된다. 바이칼호수는 25 Ma경 

바이칼열곡대 (Baikal Rift)에 형성된 호수로 자주 지진이 발생하고 있는데, 소위 

아무르판 (Amurian Plate)은 1981년 구소련의 사보스틴 박사가 이 지진분포에 착

안하여 제기한 가설로 제창되었다. 지진학자들은 지진과 활성단층분포를 근거로 소

위 아무르판의 경계를 제기해 왔는데, 바이칼-사할린(오호츠크서안)-일본 오쿠시

리단층으로 연결된다. 아무르판의 서쪽 경계는 학자들에 따라 그 경계가 일치하지 

않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지진도 드믈고 그 분포도 매우 모호하기 때문이다. 한

편 위성포텐셜 연구결과 우리나라 서해안을 따라서 남북방향으로 발달한 중력이상

대가 발견되었는데, 일부 지구물리학자들은 한반도 서해안이 아무르판의 서쪽경계

일 가능성이 많다고 제기하여, 학계의 논란을 불러 일으키고 있다. 

국토의 안전경영에 있어 판 경계의 존재는 모든 국가정부가 가장 심각하게 고려

하는 중요한 요소로, 본 연안지질재해 연구에서 우리나라 서해안에 판 경계부가 존

재하는지 과학적으로 확인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다. 서해는 지구조적으로 동

아시아의 중요한 지사가 기록된 곳으로, 서해 내의 육성분지에 석유의 존재가 밝혀

짐에 따라 연구의 중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서해에는 백악기에서 신생대에 걸친 육

성분지들과 복잡한 지질구조가 발달하고 있는데, 아래 기술한 그 기원과 기작을 이

해는 이 연구에서 매우 긴요하다.

몽골습곡대 남부의 동아시아 (중한지괴; Sino-Korean Block)는 남반구에 위치

한 초대륙 곤드와나 (Gondwana Super-continent)에서 분리된 조각들이 북상하

여 이루어진 복합대륙이며, 하나의 땅덩어리의 중한지괴가 탄생한 시기는 180 Ma

이다. 중국-한국-일본을 가로질러 분포하는 Permo-Triassic 충돌대 및 조산대의 

존재는 이를 지지한다. 180 Ma 이후 중한지괴는 계속 북상하여 초대륙 로라지아 

(Laurasia Super-continent)의 동측에 속한 시베리아지괴와 충돌함으로써 130 

Ma에 이르러 오늘날의 유라시아 형상을 이루게 된다. 이 충돌은 시베리아지괴와 

중한지괴 사이의 몽골습곡대의 조산운동을 야기하였으며, 중한지괴에 강력한 남북

압축응력이 가하여 진다. 쥬라기말부터 백악기동안 중한지괴에는 광역에 걸쳐 단층

이 재활성되고 이를 따라 지각이 열개되면서 거대한 육성분지가 발달하는데, 서해

의 육성분지들 (예, 송랴오분지, 보하이분지, 황해분지)은 바로 탄루단층의 주향이

동운동을 따라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2-2-1, Lee et al., 2011). 이 때 

일어난 대륙지각의 침식은 매우 강렬하게 발생했으며, 이 때문에 육성분지에 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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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발달하고 지속적인 침강을 일어나 신생대에도 분지진화를 지속하면서 수 km

의 두터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다. 

이번 연구지역은 부안 일원의 서해연안 지역으로써, 고군산군도가 분포한다. 고군

산군도의 북쪽에 위치한 말도-방축도-횡경도는 고생대 이전의 습곡대층과 관입 화

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중국의 친링대의 동쪽 연장부로 해석되는데, 이는 

앞서 기술한 동아시아의 광역구조와 일치한다. 반면, 남쪽에 위치한 관리도-선유도

-신시도-야미도는 백악기 화산암류와 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그 사이에 백

악기 분지 경계가 위치할 것으로 판단된다. 백악기 화산암류는 주로 산성화산암류

로 대자율이 5~8 mSI로 주변보다 100배 이상 높기 때문에, 이를 이용하면 해양자

력탐사 시 분지경계를 알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아무르판 가설과 그 경계는 본질적으로 지진분포에 의존하고 있는데, 탄

루단층이나 당산단층처럼 대륙 내에도 지진이 일어날 수 있기 때문에 아무르판이 

실제로 존재하는 지 아직 논란이 많다. 심지어 아무르판의 경계가 우리나라의 홍성

-경주를 지난다는 학설도 있다. 이는 국민의 생명과 재산, 국가의 안전보장차원의 

문제가 발생하며, 학술적 논란을 넘어 중차대한 국가사안으로 증폭될 수 있다. 또한 

상기한 것처럼 서해는 복수의 대륙지괴와 대륙충돌대가 지나는 영역으로, 아직까지 

기원이 밝혀지지 않은 중생대 이전의 지질과 지질구조를 포함한다. 서해에는 다수

의 중자력이상대가 존재하는데, 동아시아형성 이전 혹은 형성과정에서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있다. 이는 아무르판의 경계부 가설과 대치되는 해석으로 향후 본 연구의 

상세한 연구조사를 통해 검증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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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1. 동아시아의 지구조 분포와 백악기 육성분지 (Lee et al., 2011). 

[분지] BHB, Bohai Basin; GSB, Gyeongsang Basin; HFB, Hefei Basin; NYB, 

North Yellow Sea Basin; SLB, Song-Liao Basin; SYB, South Yellow Sea 

Basin; WKB, Western Korean Basin. [습곡대] OCFB, Okcheon Foldbelt; 

QLFB, Qinling Foldbelt. [단층대] CGF, Chugaryeong- Yeseonggang Fault; 

TLF, Tan-Lu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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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부안군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신기단층의 발달

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한 단층자료 수집 및 해석

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충적층으로 덮여 있어 주변의 지질

을 직접 관찰하기 매우 어렵고, 신기의 단층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제4기 퇴적층의 발달이 불량하여 조사가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국지적으

로 발달하는 해안의 절벽노두 및 평면노두에서의 소규모 단층에 대한 정밀야외조사

를 실시하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으며, 비교적 

노두가 잘 나타나는 도서를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 과정에서 총 3개의 중

점조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열특성 분석을 통하여 비교

적 후기 또는 최후기 단층운동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또한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야

외지질조사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단층의 규모와 해안으로의 연장성을 파악하고

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안에서 발생할 수 있는 지질재해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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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부안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군산시, 남으로는 고창군 그리고 위도 

및 고군산군도의 여러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위도상으로는 35°15′N ~ 

36°00′N, 경도상으로는 126°00′E ~ 126°40′E에 해당하는 곳이다. 이 지

역은 현재까지 1:50,000 축적의 지질도가 발간되지 않은 곳으로, 이번 조사에서는 

1:250,000 축적의 지질도와 기존 논문에서 작성된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

도를 참고하였다. 조사지역의 대략적인 지질은 기저부의 선캠브리아시대 편마암류

와 이를 관입한 쥬라기 화강암, 이후의 백악기 응회암과 퇴적암, 유문암, 화강암과 

제4기 퇴적층을 포함한다 (그림 3-2-1).

그림 3-2-1. 연구지역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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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캠브리아시대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시대의 지층은 경기편마암복합체의 편암류가 군

산시 고군산군도의 북측인 말도, 명도, 방축도 등지에 분포하며 동서방향의 긴 분포 

형태를 보이고 있다. 이 편암류는 운모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석영편암, 각섬석

편암 및 규암도 간혹 협재되어 나타난다. 편암류의 엽리는 몇 번에 걸친 중복변형

작용에 의해 매우 교란되어 있으며, 편암류에서는 습곡과 thrust의 발달이 관찰된

다. 편암류는 곳에 따라 석영이나 장석의 입자크기가 증가하여 편마암류와 구별이 

모호해 지기도 한다.

(2) 중생대

(가) 쥬라기 화강암

쥬라기 화강암은 조사지역의 북부와 남부에 소규모 분포하고 있으나, 조사지역 

동쪽으로 매우 넓은 분포를 점하면서 선캠브리아시대의 편마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이 암석은 흑운모와 복운모를 모두 포함하여, 암체의 주변부에서는 반상구조를 보

이기도 한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퍼사이트, 흑운모, 백운모 등

이며, 부성분광물로는 녹염석, 저어콘, 인회석, 불투명 광물 등이 있다.

(나) 백악기

① 격포분지 (격포리층)

격포분지는 oblique-slip setting에서 형성된 육성 퇴적분지로 길이는 약 14 km

이고, 폭은 약 4 km이다. 격포분지는 육성쇄설성암으로 구성된 격포리층과 산성 화

산암류로 채워져 있다. 격포리층은 주로 전라북도 부안군 변산면의 격포리 일대의 

해안가를 따라서 분포한다.

격포리층은 선캠브리아시대의 편마암과 백악기 화강암을 부정합적으로 덮고 있으

며, 산성 화산암류에 의해서 정합적으로 덮힌다. 격포리층의 두께는 500 m이상이

며, 역암, 역질 사암, 사암/이암 교호층, 응회암, 암회색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주변의 화강암체로부터 기원한 각력을 포함하는 breccia member를 포함한다.

격포리층은 전체적으로 2개의 상향세립층으로 구성되며, 각 상향세립층은 하부의 

역암 및 역질사암에서 점차 상부로 가면서 세립질의 사암, 사암-실트암 호층 및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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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셰일로 변해가는 특징을 보여준다 (Chun and Lee, 1991).

격포리층은 대체로 호수 밑바닥에 형성된 급경사 삼각주 혹은 선상지 및 그 인접

환경에서 응집력이 약한 암설류, 저탁류 등에 의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

나 (Chun and Kim, 1995; Kim et al., 1995; Lambiase and Bosworth, 1995), 

퇴적 깊이 및 퇴적메카니즘에 대해서는 연구자에 따라 약간의 논란이 있다 (Kim 

et al., 1997; Lambiase, 1997). 이 지층 내에는 퇴적동시성의 역단층 및 교란층

리가 자주 발달한다. 

② 산성 화산암류

조사지역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관찰되는 암상이다. 조사지역의 동쪽 내륙지

역 내에 분포하는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는 백악기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

분이 북동~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 (Gwangju fault system)를 따라서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거나, 이 단층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분기성 단

층을 따라서 분포한다. 산성 화산암류는 대부분이 다양한 조직과 구조를 보여주는 

응회암 및 응회암질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유문암질 암석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이러한 화산암류의 층서 및 주변 암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

직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다) 제 4 기 충적층

서부는 낮은 산세를 가지고, 수계의 1차수들인 본류들이 대개 서해로 유입된다. 

자갈, 모래 및 뻘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 퇴적층인 충적층은 대개 이들 수계를 따라 

그 주변에 발달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서부에 비교적 넓게 충적층이 발달

한다. 부안반도에서 비응도를 거쳐 군산시를 잇는 새만금공사가 현재 진행 중인데 

이 공사가 끝나면 새로운 인위적 매립지가 만들어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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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주요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형의 뚜렷

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는 것이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 특히 신기단층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

하여 매우 직선적이고 명확한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단층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성사

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지형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광역선형구

조 분석과 정밀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한 지형적 변화를 확인하고자 하였

다.

광역선형구조 분석 결과 (그림 3-3-1) 연구지역은 기존에 보고된 대규모 단층

대인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추가령 단층대를 따라 연장성이 양호한 선형구조의 남

남서쪽에 위치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또한 부여분지의 경계단층인 북동-남서 방향

의 십자가 및 함열 단층의 남서쪽 연장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비록 이러

한 대규모 선형구조들의 연장성이 연안지역까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불명확해

지는 특성이 있으나, 연구지역이 대규모 단층의 연장부 및 인근지역이라는 것은 지

진재해관점에서 매우 중요하다.

정밀 선형구조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북동부에 해당하는 군산시 일원에서는 북

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고, 연구지역의 남부에 해당하는 고창군과 정읍

시 일원에서는 남-북 내지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일부 관찰된다. 이들은 

앞서 거론한 함열단층을 비롯하여 주요 백악기분지의 경계단층으로 작용한 북동-

남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 조사

지역 중 하나인 변산반도 일대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발

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관찰된다. 연

장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서로 평행한 북북서-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발달하

고 있으며, 동-서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일부 관찰된다. 위도

와 고군산군도를 포함한 도서지역에서는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

조들이 우세하며, 일부 북동-남서 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관찰된다.

결론적으로 연구지역에서는 비교적 연장성이 양호한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

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가장 우세하고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단층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반면 북북서-남남동 내지 북서-남동 방향과 

동-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발달빈도수가 적으나 비교적 뚜렷하고 명확하게 발달



- 33 -

하고 있어, 이들 선형구조들을 따른 단층의 존재여부 확인 및 단층발달특성이 분석

이 요구된다. 특히, 연구지역의 내륙부에 비해 연안과 도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

찰되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해안으로의 연장성뿐만 아니라 해안에 

발달하고 단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정밀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3-1. 중점연구지역 및 선형구조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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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1 (변산반도 일대)

첫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변산반도 지역은 백악기 퇴적분지로 내륙으로는 산성화

산암류이 넓게 분포하고, 서쪽 연안을 따라 격포리층이 국지적으로 분포한다(그림 

3-4-1-1a). 이 지역의 주요 단층으로는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으로 반

월단층, 종암단층, 궁항치단층으로 명명된 바 있다(그림 3-4-1-1b; 이병주, 

2011). 그 밖의 다양한 방향과 운동감각을 지시하는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주

로 북서-남동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동북동-서남서 내지 동-서 방향의 정

단층, 그리고 남-북 방향의 역단층으로 대표된다. 이는 비교적 단속적이고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되는 것과 매우 유사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기존조사 

결과와 선형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형구조 및 단층이 노출되는 서쪽 연안을 

따라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4-1-1. 중점연구지역-1 의 지질도 및 단층분포도 (이병주, 2011).

(가) Site 1-1 (격포해수욕장 일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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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 번째 조사지점은 변산 대명리조트의 앞쪽 연안을 따라 노출되는 해변노두로 

주로 격포리층이 분포하고, 퇴적분지의 형성과 관련된 동-서 방향에 가까운 정단층

계가 발달하고 있음이 보고된 지점이다 (이병주, 2011). 이번 조사에서는 다양한 

규모와 변위를 보이는 다수의 정단층에 대한 정밀기재를 통하여, 이들에 대한 단층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3-4-1-2는 이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정단층들의 전형

적인 특성을 보여주는 것으로, 이들 정단층은 주로 N20°~ 25°W의 주향과  

60°~ 65°SW의 경사를 보인다 (그림 3-4-1-2a, b). 이들은 서로 평행한 방향

의 단층들 또는 반대로 경사하는 단층들로 이루어져 있으며, 단층주변에는 수직에 

가까운 인장단열들이 비교적 높은 밀도로 발달한다. 그러나 일부 다른 방향을 보이

거나 수직에 가까운 정단층이 관찰되기도 한다 (그림 3-4-1-2c).

그림 3-4-1-2. 격포해변을 따라 관찰되는 정단층 .

일부지점에서는 비교적 큰 규모의 정단층 (N25°W/60°SW)이 관찰되며 (그림 

3-4-1-3), 주 단층면 주변에서는 폭 10 ~ 20 cm 의 변형대가 확인된다 (그림 

3-4-1-3a, b). 이 변형대의 특징은 각력들을 포함하고 있다는 점과 탄산염 세맥

이 발달하고 있다는 것으로, 단층각력을 포함한 단층대로의 유체이동에 의한 침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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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는 단층면을 따른 유체의 이동에 의한 수압파쇄의 결과로 판단된다. 단층노두 주

변은 연안에서 비교적 내륙으로 만입된 노두분포의 특성을 보이는데, 이러한 원인

은 단층파쇄대와 모암 사이의 차별적인 풍화‧침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며, 선형구

조를 통한 지형분석이 단층조사에서 중요함을 보여준다. 이 지점에서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단층대 내 일부 소규모 단층이 역단층의 겉보기 변위를 지시한다는 것이

다 (그림 3-4-1-3). 이러한 결과의 원인 중 하나는 층리, 절리, 단층 및 단열과 

같은 기존의 불연속면을 따른 선택적인 재활성 단층운동으로 (Kelley et al., 

1999), 이는 상대적으로 후기의 단층운동을 지시하므로 비교적 신기의 단층운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다.

그림 3-4-1-4는 이 지역에서 높은 밀도로 발달하고 있는 동-서 내지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정단층 중 하나이다. 이병주 (2011)는 이들 단층계가 격포분지의 

형성 당시 작용한 동-서 방향의 횡압력과 격포분지의 형성 메카니즘과 밀접한 관

련이 있음을 보고하였다.

이번 연구에서 역시 이와 평행한 방향성을 보이는 정단층을 다수 확인할 수 있었

으나, 일부지점에서는 일반적인 정단층의 경사 (60°~ 65°)보다 저각이거나 고각

인 정단층이 관찰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3-4-1-4).

그림 3-4-1-3. 격포해안을 따라 관찰되는 정단층과 선택적 역단층성 재활성 단

층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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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주향과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보이는 정

단층.

이는 단층이 발달한 이후, 습곡과 같은 암석의 기울어짐 변형이나 기존의 단층을 

따른 재활성 단층운동에 의한 단층의 주향/경사 변화의 결과일 수 있어 이들에 대

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Site 1-2 (격포항 일대)

두 번째 조사지점은 격포항 남쪽의 봉화봉 서쪽 해안노두로 주로 역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그림 3-4-1-5),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인 종암단층의 남서쪽 

연장부에 해당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의 지질구조는 대체로 첫 번째 조사지점과 유

사한 지질구조 특성을 보이나, 크게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 비대칭 습곡형

태의 교란지층, 그리고 남-북 방향의 역단층으로 구분된다.

우선 정단층 주로 북북서-남남동의 주향이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첫 번째 조사지점과 유사할 뿐만 아니라 변산반도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매

우 일치하는 결과이다. 단층은 주로 남서쪽으로 60°~ 75° 경사하나, 일부 경사

각 또는 경사방향에 차이가 있다 (그림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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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격포항 일원에서 노출되는 역질 응회암

그림 3-4-1-6. 격포항 남쪽의 해안노두를 따라 노출되는 정단층.

이병주 (2011)는 이 지역에서의 정단층이 주로 동-서 방향을 보이고, 이 정단층

계가 상부의 퇴적층을 절단하지 않는 점과 이들 방향성의 단층들이 격포리층 내에

서만 관찰된다는 증거를 바탕으로 퇴적분지 형성당시의 응력장 (동-서 방향의 압

축력)에 의한 변형임을 밝혔다.

이 지점에서는 습곡과 역단층과 같은 압축력에 의한 지질구조 또한 관찰된다. 우

선 대부분의 습곡은 비대칭적으로 특정 퇴적층 내에서만 발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그림 3-4-1-7). 일반적으로 특정 층 내에서만 습곡이 발달하는 교란지층은 퇴

적당시의 변형구조로 해석될 수 있으며, 그 기원은 횡압력의 작용, 대규모 산사태 

또는 지진 등으로 다양하다. 역단층의 경우 그 발달빈도는 상대적으로 적으나, 일부 

지점의 단면노두에 관찰되고 주로 남-북 방향의 주향과 35°내외의 서쪽 경사를 

보인다 (이병주, 2011). 그림 3-4-1-8a는 이 지점에서 관찰되는 역단층 중 하나

로 이 단층주위에는 역단층 단층운동에 수반된 습곡, 끌림습곡, 정단층 등 다양한 

형태의 2차 지질구조들이 발달한다. 남-북 방향의 역단층과 습곡측면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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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8b)과 앞서 거론된 동-서 방향의 정단층은 이 지역에서 가장 주요한 단

층으로 인지되는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수반된 횡압력 조

건하의 쐐기형 분지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이병주, 

2011).

그러나 이번 조사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은 분지형

성기작과는 다른 응력조건에서 발달된 것으로 판단되며, 이들에 대한 보다 면밀한 

검토를 한다면 비교적 신기단층운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 할 수 있을 것이라 판단된

다. 

그림 3-4-1-7. 중점연구지역-1 (site 1, 2)에서 관찰되는 비대칭습곡 형태의 

교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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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8. a) 역단층에 수반된 다양한 형태의 2차 지질구조, b) 역단층면

과 비대칭습곡의 습곡축면에 대한 투영도 분석 (이병주, 2011).

(2) 중점연구지역-2 (위도, 식도)

두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위도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신장된 형태를 보이는 섬으

로 동측 해안을 따라 화산암류와 화산쇄설암류가 분포하는 반면 서측 해안을 따라

서는 쇄설성 퇴적암인 격포리층이 분포한다 (그림 3-4-2-1). 이 지역의 주요 지

질구조로는 이 섬의 북서쪽에 위치하는 식도와 위도 사이에 동북동-남남서 방향의 

습곡축을 보이는 대규모 습곡구조이다. 선형구조 분석결과 북북서-남남동 방향, 북

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일부 동-서 방향의 선형구

조가 단속적으로 발달한다.

(가) Site 2-1 (벌금항 일대)

첫 번째 조사지점은 벌금항 북쪽의 해안노두로 주로 격포리층이 분포하고 (그림 

3-4-2-1), 층리의 방향은 주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약 10°~ 20°경사하

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습곡을 관찰할 수 있으며 (그림 3-4-2-2), 층리변화에 대한 투

영분석을 실시한 결과 습곡축의 방향은 북동-남서이다. 이 지점에서 관찰되는 습곡

은 대규모로 앞서 변산반도에서 관찰되는 교란지층과는 변형 메카니즘이 다소 구별

된다. 즉, 대규모 습곡구조는 격포분지의 형성이후 북서-남동 내지 북북서-남남동

의 압축력에 의한 별개의 변형사건 결과로 판단되며, 앞서 변산반도 일대에서 관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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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계와 동일한 응력장에서 발달할 수 있다.

그림 3-4-2-1. 중점 연구지역-2 의 지질도.

그림 3-4-2-2. 격포리층에서 관찰되는 습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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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te 2-2 (식도항 일대)

두 번째 조사지점은 식도항 서쪽의 해안노두로 주로 site 2-1 지점과 같이 격포

리층이 분포한다 (그림 3-4-2-1). 이 지점에서는 다양한 방향의 소규모 단층과 

단열을 관찰하였으며, 특히 선형구조 분석에서 뚜렷하게 관찰된 북서-남동 방향의 

지질구조에 대해 정밀분석을 실시하였다. 이 지점의 평면노두에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과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소규모 단층들이 관찰되며, 이들의 상대적인 운동사

를 확인할 수 있다 (그림 3-4-2-3). 우선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단층 주변으로

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인장단열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의 오른쪽으로의 분

절부에 소규모 분지가 발달하고 있어, 이들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을 겪었음을 

보여준다 (그림 3-4-2-3a). 흥미로운 점은 이 단층의 2차 단열인 북북서-남남

동 방향의 단열 말단부에는 이들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을 지시하는 말단부 손

상대 구조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그림 3-4-2-3a). 이는 단층의 진화과정에서 

안행상 배열의 인장단열과 주 단층면 사이의 각도가 고각일 때 발생할 수 있으며, 

또한 응력장의 변화로 인한 인장단열의 재활성 단층운동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2-3b에서는 주 단층 주위에 이와 평행한 소규모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및 동

북동-서남서 방향의 인장단열이 관찰된다. 이들은 기존에 발달하고 있는 북북서-

서남서 방향의 단열과 접하면서 연장성을 보이지 않아 이 노두에서는 상대적으로 

최후기의 단층운동으로 판단된다. 이를 종합하면, 첫 번째 조사지점에서 확인된 습

곡과 그림 3-4-2-3에서 확인되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

로부터 추정되는 북북서-남남서 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한 이후, 그림 3-4-2-3b

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추정되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이 후기에 작

용하였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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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식도항 서쪽의 해안노두에 관찰되는 소규모 단층.

(다) Site 2-3 (소리마을 일대)

세 번째 조사지점은 위도의 남쪽에 위치하는 소리마을 인근의 사면노두로 퇴적암

과 층상 응회암이 교호층으로 노출된다 (그림 3-4-2-4). 이 지점에서는 N35° 

W/27°NE의 주향/경사를 보이는 주 단층은 역단층성 단층운동 특성을 보이나 주

위에는 주 단층과 평행하거나 남-북 방향의 정단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그림 

3-4-2-4a, b). 그림 3-4-2-4c와 3-4-2-4d는 정단층의 증거를 보여주는 것

으로 층리를 기준으로 한 정단층 변위와 높은 밀도로 발달하는 수직의 인장단열이

다. 그러나 주 단층면상에서 관찰되는 단층조선은 약 45°사교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어, 이는 주향이동단층성분을 포함한 정단층성 사교단층임을 알 수 있다 (그림 

3-4-2-4e). 또한 평면노두에 노출되는 이 단층의 연장부 주변으로는 좌수향 주

향이동단층운동을 지시하는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인장단열이 발

달하고 있다 (그림 3-4-2-4f).

비록 이 노두에서 서로 거의 평행한 정단층과 역단층의 상대적인 발달 선후관계

를 확인할 수 없으나, 변산반도 및 위도지역의 주요 지질구조 중 하나인 북북서-남

동동 방향의 정단층이 좌수향의 운동감각을 포함하는 사교단층 또는 이후의 응력변

화로 인한 주향이동단층으로의 재활성 단층운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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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소리마을 인근의 노출되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

(라) Site 2-4 (위도 남서쪽 해안)

마지막 조사지점은 위도의 남서쪽 해안노두로 주로 용결 응회암이 분포하고, 북

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매우 뚜렷하게 관찰되는 지점 중 하나이다. 또한 

이 해안을 따라 연속적으로 볼록하게 돌출된 형태의 지형적 특성을 뚜렷하게 관찰

할 수 있어 (그림 3-4-2-5a), 신기단층이 존재연부에 대한 정밀지질조사를 실시

하였다.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와 가까워지면서 주

위 모암의 단열밀도가 증가하는 양상과 선형구조를 따라 습곡된 절리 및 각력암이 

관찰된다 (그림 3-4-2-5b, c). 이 단층대 주변의 평면노두에는 평행한 방향의 

소규모 단층이 노출되며, 이 단층의 말단부에 발달하고 있는 인장단열은 이 단층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을 겪었음을 지시한다 (그림 3-4-2-5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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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위도 남서부 해안을 따라 발달하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3) 중점연구지역-3 (고군산군도)

이번 연구의 마지막 중점연구지역인 고군산군도는 선유도를 비롯한 다수의 섬으

로 이루어진 지역으로, 대부분 백악기의 산성화산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이다 (그림 

3-2-1, 3-4-3-1). 비록 섬의 크기가 작아 대규모 단층 존재확인이 어려웠으나, 

선형구조 분석결과를 중심으로 단층의 존재여부확인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확인하

고자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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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중점 연구지역-3 의 주요조사 지점.

(가) Site 3-1 (신시도)

고군산군도 동쪽의 신시도에 발달하는 가장 큰 특징 중 하나는 매우 조밀하게 발

달한 절리로, 이들은 주로 N20°~30°W의 주향과 수직에 가까운 고각의 경사를 

보인다. 특히, 첫 번째 조사지점에서는 이들 절리가 습곡된 형태를 보이는 공액상의 

kink bands가 관찰된다 (그림 3-3-3-2). 공액상 kink bands의 방향성과 운동감

각을 통하여 이 지역이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변형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3-2. 신시도에서 관찰되는 공액상 kink band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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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Site 3-2 (선유도)

고군산군도 중앙부에 위치하는 선유도의 옥돌해변 서측으로 돌출된 지형을 보이

고, 비교적 뚜렷한 선형구조가 확인되어 이에 대한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4-3-3). 그 결과 돌출부 입구를 따라 인지된 두 조의 선형구조가 지나가는 지

점에서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이 확인되며, 이들은 선형구조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치하는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주향을 보인다. 이 단층들은 주변의 

수직에 가까운 인장절리들이 높은 밀도로 발달하고 있어 정단층성 단층운동을 간접

적으로 지시하나, 뚜렷한 운동감각을 확인할 수 없다.

그림 3-4-3-3. 선유도에서 관찰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

다만 단층의 경사가 비교적 고각에 가까워 이는 주향이동단층운동을 수반하였을 

가능성과 정단층성 단층운동 이후에 주향이동단층으로의 재활성 단층운동이 있었을 

가능성이 있다. 비록 제4기 퇴적층이 발달하지 않아 이들의 신기단층운동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없었으나, 앞서 거론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이 부안 일원

에서 상대적으로 후기의 변형에 속하고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같이 단층을 따른 지

형적 특성에 뚜렷하다는 점은 앞으로 이들 단층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함을 시

사한다.    

(다) Site 3-3 (장자도)

마지막 조사지점인 장자도는 작은 섬에도 불구하고 비교적 뚜렷한 선형구조가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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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되는 지역으로,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앞서 설명한 선유도와 

같이 선형구조를 따라 단층대가 관찰되고, 특히 두 선형구조가 만나는 지점에서는 

두 방향의 단층이 존재하고 있음이 확인된다 (그림 3-4-3-4). 우선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를 따라 이와 거의 평행한 N58°W/86°NE의 주향/경사를 보이는 

단층대를 확인하였다 (그림 3-4-3-4b). 일직선상의 선형구조와 수직에 가까운 

경사를 통해 주향이동단층으로 추정되나, 단층특성에 대한 더욱 명확한 자료가 요

구된다. 반면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를 따라서는 대규모 단층대를 확인할 

수 없었으나, 단층면상의 단층조선을 확인하여 단층의 존재를 인지하였다(그림 

3-4-3-4c). 이 단층은 고각의 단층조선 및 70°경사의 단층면을 통하여 정단층

임을 확인하였다.

그림 3-4-3-4. 장자도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및 단층대 확인.

(4) 부안군 일원의 지질구조 특성

부안군 일원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3개의 

중점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결과, 

우선 선형구조 분석에서 부안군 내륙지역에서는 백악기 퇴적분지의 경계단층으로 

작용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대규모 주향이동단층과 관련된 선형구조들이 관찰되

는 반면 연안 및 도서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특히 남-

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가장 우세하게 관찰된다. 

첫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변산반도의 주요 지질구조는 동-서 방향의 횡압력에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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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다양한 방향과 운동감각의 단층들이다. 즉,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 북서-남동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남-북 방향의 역단층과 비대칭습곡, 

그리고 동-서 방향과 거의 평행한 정단층은 모두 하나의 응력조건에서 발달할 수 

있다. 특히, 이들 지질구조는 이병주 (2011)에 의해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작용과 

관련된 횡압력조건 (transpression regime)에서의 격포분지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서는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을 다수 확인하였으며, 따라서 분지 형성 이후에 이 방향으로의 압축력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의 인장력에 의한 변형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두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위도와 식도의 주요 지질구조는 대규모 습곡구조와 북북

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 또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대표된다. 특히, 이 방향

의 정단층들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격포분지 생성 이후의 변형사건으로 추정되

며, 격포리층은 모두 습곡 및 단층에 의한 변형을 겪었음이 확인된다. 즉, 위도의 

주요 지질구조는 격포분지 형성과 관련된 변형작용 이후에 발달한 것으로 판단되

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대규모 변형사건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뿐만 아니라 이들 북서-남동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들은 일부 지점에서 

우수향 주향이동으로의 재활성 단층운동을 겪었음이 확인된다. 우수향 주향이동단

층의 주위와 말단부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는 인장단열들이 

발달하고 있다.

마지막 중점조사지역인 고군산군도의 주요 지질구조는 앞서 거론된 변산반도 및 

위도와 매우 잘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북북서 및 서남서 방향의 절리와 정단층

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주향이동단층으로 추정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들이 관

찰된다. 특히, 지형적 특성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일치하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정단층이 관찰된다. 이러한 지형적 변형은 신기단층운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변산반도 및 위도지역에서 확인되는 최후기 변형사건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

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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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

(1) 이동식 관측소 부지 선정

당해 연도 연구지역은 군산, 새만금, 변산반도 등 육상지역과 인근 연안지역을 포

함하고 있다(그림 4-1-1-1). 연구지역 주변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나포리 

지진관측소 (NPR)와 기상청의 정읍 (JEU) 지진관측소가 위치하고 있다. 한국지질

자원연구원 지진분석시스템의 과거 지진목록에서 연구지역과 주변에서 발생한 지진

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림 4-1-1-1에 도시한 것과 같이 1999년부터 2011년 6월

까지 연구지역과 주변에서 총 915개 지진이벤트가 발생하였으며, 연구지역 내에서

는 134개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중 규모 2.0 ML 이상의 지진이 

13개 발생하였으며, 나머지는 모두 2.0 ML 이하의 미세 지진으로 육상과 해역에 

분포하고 있다. 특히 연구지역 북서 해역, 새만금, 남동 육상지역에서 다수의 지진

이벤트가 발생한 것으로 조사되었다.

그림 4-4-1-1. 연구지역 지진발생분포와 임시 (BED, DHL, GAM, WID, 

YMD) 및 상시 (NPR, JEU) 지진관측소 분포도.  

연구지역 외곽에 위치하고 있는 상시 지진관측소의 관측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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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개소 임시 지진관측소를 연구지역 내에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이동식 지진관측소

는 연구지역에서 발생하는 미세지진 관측과 지진원 정밀 분석을 목적으로 한다. 그

림 4-1-1-1에 표시된 것처럼 다수의 미세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연구지역 내에

서 고른 분포가 되도록 임시 관측소 위치를 선정하였다. 임시 관측소 운영기간 동

안 지진분석시스템은 연구지역 및 주변해역에서 33개 지진을 관측하였으며, 대부분

이 연안 해역에서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4-1-1-1에서 청색 원).

(2) 관측소 설치 및 운영

금년도 이동식관측소 중 BED 및 DHL 2개 관측소는 군부대 내에 위치하여 담당

부대의 허가를 획득하기 위한 절차 및 시간이 필요하였다. 또한 GAM 관측소는 농

어촌진흥공사에서 관리하는 개암저수지 부지내에 설치 허가를 획득하기 하였다. 이

동식관측소를 설치하기 위한 부지사용 허가를 토지 소유주로부터 얻기가 매우 어려

워 적절한 위치에 관측소 설치가 매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BED, DHL, 

GAM, YMD, 및 WID 관측소의 위치 및 설치 장비는 표 4-1-2-1과 같다. 또한 

각 관측소 설치후의 모습은 그림 4-1-2-1와 같다.

BED, DHL, GAM 및 YMD 는 이동식 관측소의 개념에 따라 일정기간 운영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기록실을 간단히 설치하였다. 그러나 타 관측소와 달리 WID 관

측소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에 제한이 많아 본 사업기

간 동안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지진관측소 개념으로 설계하고 설치하였다 

(그림 4-1-2-1e). 이동식 관측소 설치 작업을 완료한 후 2011년 6월 23부터 

2012년 3월 13일까지 운영되었다. 관측소 운영기간 동안 약 1 개월에 한번 씩 방

문하여 자료를 백업하였으며, 관측소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였다.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의 경우 3대 이상의 정밀음압계를 일정한 형태로 설치하

고 각각의 정밀음압계에는 다공질 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중음파 관측

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경 수백 m 의 평활한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나 차도 등 

주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필요하나, 금번 연구지역에서는 적절

한 곳을 찾을 수 없어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를 설치할 수 없었다. 그러나 대전의 

상시 공중음파 관측소가 연구지역으로부터 약 80 ~ 100 km 정도 떨어진 곳에 위

치하고 있고, 금번 연구에서는 이를 이용하여 인공지진 식별에 활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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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명 특징

비응도

(BED)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비응도동

(육군 35사단 9585부대 1대대 해안 1중대)

좌표 35°56′55.71″ / 126°31′25.56″     높이 : 32m

기록계 Q330HRS (S/N : 4651)

센서 CMG-40T (S/N : T4D80)

동호리

(DHL)

주소
전라북도 고창군 해리면 동호리

(육군 35사단 8098부대 2대대 동호초소)

좌표 35°31′12.98″ / 126°29′02.43″     높이 : 4m

기록계 Q330HRS (S/N : 4291)

센서 CMG-40T (S/N : T4N36)

개암

저수지

(GAM)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상서면 감교리 개암저수지

좌표 35°39′37.71″ / 126°39′45.48″     높이 : 53m

기록계 Q330HRS (S/N : 4650)

센서 CMG-40T (S/N : T4G11)

야미도

(YMD)

주소 전라북도 군산시 옥도면 야미도리 135-1(석수횟집)

좌표 35°50′36.92″ / 126°29′11.57″     높이 : 15m

기록계 Q330S (S/N : 4459)

센서 CMG-40T (S/N : T4P22)

위도

(WID)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1-86번지(서울민박)

좌표 35°37′09.40″ / 126°18′21.09″     높이 : 13m

기록계 Q330S (S/N : 4241)

센서 CMG-40T (S/N : T4P86)

표 4-1-2-1 이동식관측소의 위치 및 설치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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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이동식관측소 설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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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및 인공지진 식별

(1) 자료처리

임시 지진관측소 운영으로 얻어진 지진자료에 대해 진원 요소를 결정하였다. 지

진기록에 대한 보다 정확한 진원요소 결정을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상시 지진

관측소인 NPR과 기상청의 JEU 자료를 포함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지진을 더욱 

정밀하게 모니터링하기 위해서는 많은 관측소가 필요하나 연구지역 주위에 추가적

인 상시 관측소가 없어 활용할 수 없었다. 이는 금번 연구지역의 경우 이동식 지진

관측소의 필요성이 매우 높은 지역임을 의미한다. 

연속자료에 대해 1차적으로 전문가에 의한 지진파형 육안 분석으로 미세지진을 

추출하였다. 추출된 미세지진은 관측소별 지진파 도달시간 차이, 파형 등의 특징으

로부터 의해 특성별로 분류되었다. 그룹별로 분류된 미세지진 중 신호 대 잡음비가 

양호한 지진 이벤트를 중심으로 지진발생위치, 시간, 규모 등의 지진요소를 결정하

였다. 

이동식 관측소 운영기간 동안 연구지역 북서 (A), 북부 경계 해역 (D)과 남동 

육상지역 (B, C)에서 다수의 미세 지진파가 확인되었다. 또한 연구지역 밖 서쪽 해

역에서도 산발적으로 지진파가 관측되었다. 임시 관측소가 미세지진의 진앙이 가까

이에 위치하고 있어 자료의 신호 대 잡음비가 높으며 다수의 지진파가 관측될 수 

있었다. 또한 연안지역에서 산발적으로 발생한 미세지진에 대해서도 진앙을 계산할 

수 있었다. 그림 4-2-1-1은 위와 같은 방법으로 미세지진의 진앙위치와 규모를 

결정한 총 62개의 지진의 분포도이다 (청색 및 적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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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1.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세지진 분포와(적색, 청색 원) 과거 지

진발생분포도 (백색 원). 

 

(2) 인공지진 식별

임시 관측소 부지조사 과정에서 발파를 수행하는 노천 채석장(부안군 부안면, 주

산면)이 연구지역 내에서 확인되었다. 임시 관측소 자료에서도 이들 지역에서 발생

한 다수의 지진파가 기록되었다. 육상지역 이외에도, 연구지역 북서 경계 해역에서

도 인위적 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보이는 지진파가 다수 관측되었다(그림 

4-2-2-1의 A지역).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미세지진은 특정 지역에 집중하여 분

포하고 있으며, 일과시간에만 발생하고, 지진파 초동이 압축파로 기록되는 특징으로 

볼 때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으로 해석된다.

이들 미세지진에 대한 정량적 지진원 식별을 위하여 ‘지진파-음파 분석’을 적

용하여 인공지진을 식별하였다. 지표발파는 지진파뿐만 아니라 대기 중으로 음파 

에너지를 방출하게 되며 발파로부터 발생한 음파 중 저주파수 성분은 작은 감쇠 효

과로 장거리 전파가 가능하다. 따라서 지표발파에서 발생한 지진파와 저주파수 음

파를 동시에 관측함으로써 인공지진을 식별할 수 있다. 연구지역으로부터 100 km 

거리에 위치한 대전 공중음파 관측자료를 이용하여 인공지진을 식별하였다.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는 연구목적으로 다수의 센서로 구성되어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약 1 km 간격의 4개 공중음파 센서를 이용하였다. 미세지진 발생시간, 진앙-대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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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음파 도달 가능 시간대 (수평전파속도, 0.25~0.40 

km/s)에서 발파관련 음파신호를 확인하였다. 특이 음파신호가 확인되면, 신호 발생

방향을 계산한 후, 지진파 진앙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경우 해당 지진파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하였다.

그림 4-2-2-1a는 진앙 A지역에서 발생한 미세지진의 지진파-음파 분석 결과

이다. 아래 4개 파형은 임시 지진관측소에서 기록한 수직성분 지진파형이고, 위의 

파형은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에서 기록한 음파자료이다. 특징적으로 진앙 A 지역은 

해역에 위치하고 있다. 지진자료에서 약 30초 간격의 두 개 지진파형이 확인되며, 

두 지진파의 진앙은 약 3 km 떨어져 위치하고 있다. 두 지진파 신호에 대응하는 

두 개의 음파신호가 공중음파 자료에서 확인된다 (그림에서 음파파형의 노란색 타

원). 이들 특이 음파신호에 대해 배열망 자료처리로 (주파수-파수 분석) 음파의 발

생방향 (back-azimuth)과 겉보기 속도 (apparent velocity)를 계산하였다.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는 122 km이며 방위각은 241°이다. 공중

음파 신호로 계산한 두 음파 신호의 발생방향은 각각 245°, 250°로 진앙 방위각

과 유사하다. 음파신호는 지진파 발생 후 383초에 대전 음파관측소에 도달하였으

며, 이 때 음파의 수평전파속도는 318 m/s 이다. 지진파가 음파신호를 동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파는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으로 식별될 

수 있다. 임시 관측소 운영 기간 동안 총 17개의 지진파가 관측되었으며, 연안지역 

토목공사나 군사활동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해석된다. 

그림 4-2-2-1b는 연구지역 남동 B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파를 인공지진으로 식

별한 결과이다. 대전 관측소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는 101 km이며, 음파 발생방향 

(218°)이 지진파 진앙방향 (217°)과 일치하고 있으며, 음파의 수평전파속도는 

334 m/s이다. 임시 관측소 운영기간 동안 이 지역에서 50개 이상의 미세지진이 

관측되었다. 

그림 4-2-2-1c는 연구지역 남동 C지역에서 발생한 인공지진 분석결과이다. 대

전 관측소로부터 117 km에 위치하고 있으며, 음파 발생방향 (216°)이 지진파 진

앙방향 (209°)과 유사하다. 음파의 수평전파속도는 347 m/s이며, 임시 관측소 운

영기간 동안 45개 이상의 미세 지진파가 관측되었다. 진앙 B, C 지역에서는 노천 

채석장이 확인되었기 때문에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벤트는 발파에 의한 지진

파로 판단된다. 이상과 같이, 이들 세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파의 일부가 공중음파 

신호를 동반하고 있어 이들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이벤트는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

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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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그림 4-2-2-1. 진앙 지역(A, B, C) 미세지진에 대한 지진파-음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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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 특성

서해연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서 연구지역에서의 지

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 및 인접 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현

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및 계기 지진 목록이 필요하다. 

통일된 역사 지진 목록을 작성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분야의 전문가들의 참여하에 

방대한 자료를 검토하고 기준을 설정하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연

구결과를 비교 분석하여 통일된 역사지진목록을 작성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동력

자원연구소 (1983), Lee & Yang (2006), 조선지진연구소 (19878), 경제복 

(2009), 지진공학회 (1997)의 역사지진 연구결과를 분석하여 최종 역사지진 목록

을 작성하였다.

최종적인 역사지진 목록으로 부터 AD 2에서 1904까지 1,951회의 지진을 분석

하였다. 역사지진의 경우 역사지진 자료로부터 직접 지진의 규모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역사 문헌의 기록된 지진현상, 감진면적, 피해현황 등으로부터 진도를 결정

한 후, 진도-규모 관계식을 이용하여 최종적으로 규모를 결정한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한 역사지진 목록의 MMI 진도별 분포는 표 4-3-1과 같다. MMI 진도를 규모

로 환산하는 식은 다음과 같다 (한국지진공학회, 2006). 



여기서 은 규모이며, 는 MMI 진도이다. 식(1)을 적용할 경우 MMI 진도 IV, 

V, VI, VII, VIII은 각각 규모 4.0, 4.5, 5.1, 5.7, 6.2로 계산된다. 진도가 IV-V일 

경우 로그 평균을 구하면 IV의 1.7배 정도이며, 이때의 규모를 계산하면 4.4가 된

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나머지 규모를 계산하였다.

MMI
IV 

이하
IV

IV

-V
V

V

-VI
VI

VI

-VII
VII

VII

-VIII
VIII

VIII

-IX
No. of

EQ
1,516 75 126 137 14 23 18 2 12 15 13

Mag. 3.5 4.0 4.4 4.5 5.0 5.1 5.5 5.7 6.0 6.2 6.6

표 4-3-1. AD 2 - 1904년 까지 진도가 결정된 역사지진의 진도별 발생 빈도 

및 규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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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1은 서해 연안지역 및 내륙에서의 역사지진 분포도이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해석하여 결정되는데, 해저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육

상에 비해 문헌에 기록될 가능성이 매우 낮다. 이런 역사지진 목록의 제한성에 의

해 해저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현황을 규명하는데는 한계가 있다. 특이하게도 연구 

대상지역에서는 1025. 5. 23 및 1025. 5. 30. 2회의 역사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두 지진 모두 진도는 IV-V 이다.

그림 4-3-1. 한반도 남서부 및 서해 지역에서의 AD. 2 ~ 1899 사이의 역사지

진 진앙 분포도. 실선은 금년도 연구대상 지역임. 

우리나라에서 본격적인 지진관측은 기상청에 의해 1978년부터 수행되어왔다. 따

라서 1905년부터 1977년까지의 계기지진 기록의 공백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존의 

국내외 지진목록을 수집 및 정리하여 최종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다. 사용된 계

기지진 자료는 1994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획득된 자료를 분석한 KIGAM 

목록, 기상청 지진목록, 조선지진목록 (조선지진연구소, 1987), 초기계기지진 목록 

(전명순과 전정수, 2003), 미국지질조사소 National Earthqauke Information 

Center (NEIC) 목록, 영국 International Seismological Centre(ISC) 목록 및 중

국지진자료센터 목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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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2는 1922 년부터 2011까지 ISC와 NEIC 지진목록에 기록된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도이다. ISC 와 NEIC 목록은 전세계를 

대상으로 하는 지진 목록이므로 특히 1980년대 이전의 우리나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규모 4.0 이상의 비교적 큰 지진만이 분석되어 있다. 서해의 경우 동

경 124.2°~ 124.5°, 북위 34.9°~ 35.3°지역에 규모 5.0 이상의 지진이 집중

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그 외의 지역에서는 특징적인 분포 양상이 없다. 이 중 ISC

에서 분석한 1994. 7. 25. 와 2004. 8. 5. 의 2개 지진과, 전명순 외 (2010) 의 

5개 지진의 단층면해에 의하면, 한반도 남서부와 서해 지역에서는 주향이동 단층이 

주를 이루며, 일부 지진의 경우 역단층에 주향이동단층의 요소도 포함되어 있다. 그

러나 주응력축은 주로 동서방향이며, 연구지역의 주응력방향도 유사할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4-3-2. 1922 - 2011 ISC 와 NEIC 목록에 기록된 한반도 남서부와 서해 

지역에서의 진앙 분포도. 

표 4-3-2은 각 목록의 지진기록이 있는 기간과 한반도 일원에서 발생한 지진의 

횟수를 정리한 것이다. 1906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및 인접국 지진자료를 취

합하여 총 4,593회의 지진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1906년부터 2010년

까지 한반도 및 주변부의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총 2,793회의 지진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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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 되어있다. 중복된 지진은 1,800회에 달하나, 주로 1978년 이후의 지진에서 

집중되어 나타나나, 1960년 이전의 계기지진에서도 큰 지진의 경우 기록이 중복되

어 나타난다. 따라서 큰 지진의 경우 자료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목록명 기간 지진수

KIGAM 1994 ~ 2010. 11. 852

KMA 1978 ~ 2010. 12. 918

NK 1906 ~ 1985. 12. 765

Early 1913 ~ 1941. 12. 91

NEIC 1973 ~ 2010. 2. 207

ISC 1905 ~ 2009. 6. 888

China 1970 ~ 2010. 2. 872

Total 4,593

표 4-3-2. 계기 목록별 기간 및 지진발생 횟수 

그림 4-3-3은 1905년부터 2010년까지 2,793회의 계기지진 목록으로부터 구

한 서해 및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서의 진앙 분포도이다. 연구지역에서는 총 11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모두 기상청 지진목록에서 확인된 자료로 2001. 6. 29. 규모 

3.6 이 가장 큰 지진이며, 나머지 지진의 규모는 2.2 ~ 3.6의 분포를 보인다. 연구 

및 인접지역은 전반적으로 서해지역에서의 평균적 지진 발생 분포지역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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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3. 1905년부터 2010까지 한반도 남서부 및 서해 연안 지역에서의 계

기지진의 진앙 분포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94년부터 한반도 일원에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설치

하고 있으며, 관측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진 자료를 전송받아 분석하는 시스템을 

1999년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4-3-4는 지진자료획득 및 분석의 신뢰도 높은 

2000년부터 금년 3. 15.까지 분석한 이벤트 분포도 이다. 연구지역 및 인접부근에

서는 일부 특정지역에 진앙이 집중하여 분포하고 있으나, 규모는 1.5 ~ 2.5가 주인 

미소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연구지역의 북서부 (동경 126.1°~ 126.2°, 북

위 35.8°~ 35.9°), 남동부 (동경 126.7°, 북위 35.5°)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4-3-4의 이벤트 분포도에는 자연지진과 발파 등에 의한 인위적인 지

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연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일 수도 있으나, 광산이나 채석장, 토목공사 현장일 가능성

도 있다. 따라서 이벤트 목록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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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4. 1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지진관측망 및 분석시스템에 의

해 관측된 2000.1.1. ~ 2012.3.15. 기간동안 이벤트 분포도. 

금번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을 통하여 그림 4-2-1에 나타난 지역 A, C 및 D

외에 (동경 126.8, 북위 36.0), (동경 126.65, 북위 35.75), (동경 126. 62, 북위 

35.55), (동경 126.5, 북위 35.6), (동경 126.65, 북위 35.33) 에서도 발파에 의

한 이벤트들이 검출되었다. 그림 4-3-5a에는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기간 동안 

동시에 기상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관측된 지진의 진앙을 함께 표시하였다. 

관측망 운영기간 동안 기상청의 경우 연구지역에 2011. 11. 30. 규모 2.2의 1회의 

지진 기록이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경우 9회의 지진을 분석하였다.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을 통해 30 회 이상의 자연 및 인공지진을 분석하였다. 채석장 등

의 발파장의 경우 이벤트의 위치가 유사하여 그림 4-2-1의 'A', 'C', 'D' 발파지역

에서만 122회의 신호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동식 관측망 운영을 통해 확인된 발파

장 위치 정보를 이용하여 자연지진 목록을 작성할 수 있었으며 이들의 진앙분포는 

그림 4-3-5b와 같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이동식 관측망 운영 결과 획득된 진앙분포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운영중인 상시관측망의 진앙분포를 비교하면 상시관측망의 분석 정확도는 

많이 향상되어 있어 대비가 가능할 정도이나, 인공지진을 식별할 수 없으며, 특정지

역에서의 미소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는 어려움을 확인할 수 있다. 비응도

(BED) 관측소 남북 지역의 미소지진의 경우 기상청은 1회,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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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관측망은 2회의 지진을 분석하였다. 이동식 관측망을 이용한 정밀 모니터링 결과 

2011. 11. 29. 23:08:27부터 2012. 11. 30. 02:43:10 까지 2시간 35분 동안 6

회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일정한 형태를 보이며 발생하였다. 이때 가장 규모가 6회

의 지진중 4번째 지진이 규모가 2.5로 가장 컸다. 또한 동일한 지역에서 2011. 

12. 13. 08:57:21 규모 2.2의 지진이 발생한 후 3회의 지진이 연속적으로 발생하

였다. 이 지역은 그림 4-3-1의 역사지진 분포도에서도 동일한 지역의 지진이 기

록되어 있다. 관측기간이 짧아 충분한 자료획득을 할 수 없었으나, 차기년도 사업지

역은 아니지만 이 지역을 지속적으로 모니터링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가능한 관측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위치선정, 관측소설치 등을 줄이고, 약 8개월간 

관측망을 운영하였지만, 연구지역의 지진활동도가 매우 낮아 지구조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연구지역 외에 금년도 연구지역도 같이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위도 관측소와 같이 일부 이동식 

관측소를 보강하여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여 운영기간을 더욱 확대하도

록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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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3-5. 2011.7.28. - 2012.3.15. 기간동안 분석된 이동식지진관측망, 한

국지질자원연구원관측망 및 기상청관측망에서 분석된 진앙분포도 (a) 지진 및 발

파자료, (b) 발파자료가 제거된 지진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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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서해연안지역의 심부지질구조 특성을 연구하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본 탐사는 부안 앞바다

에 내륙쪽으로 많은 어장이 형성되어 있어서 1차 탐사와 2차 탐사로 나누어서 탐

사를 수행하였다. 1차 탐사는 2011년 5월 11일부터 2011년 5월 30일까지 위도 

35°30′~ 36°00′, 경도 125°00′~ 125°55′지역에서 수행하였으며, 2차 

탐사는 2011년 10월 11일부터 2011년 10월 21일까지 위도 35°35′~ 36°0

0′, 경도 125°35′ ~ 126°10′지역에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해2호를 이용

하여 물리탐사를 수행할 수 없는 수심이 얕은 연안지역은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탐

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1-1-1). 

탐사 전 미리 설계한 예비조사측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자

료를 취득할 수 있도록 본 연구에서는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용하여 항측자료를 취득하였다. Spectra 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

를 기반으로 하는 3대의 Dell Precision R5400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

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그리고 취

득된 항측자료의 재처리를 통한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키기 위하여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Sprint는 데이터베이스에 저장되어 있는 UKOOA P2/94 항측자료를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 자료의 품질을 향상, 위치

오차를 최소화하여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으로 작성된 최종 항측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에서 취득된 물리

탐사 자료를 GMT를 사용하여 Standard Mercator 도법으로 탐사항적도를 작성하

였다 (그림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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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2011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blue line은 1차 탐사

측선, red line은 2차 탐사측선, green line은 소형선박을 이용한 탐사측선.

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시기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datum)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류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자료를 통

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

성하였다. 표 5-1-1-1은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에 관한 자세한 사항

을 보여준다.

연구지역에 발달한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줄의 스트리머 (streamer)와 

한줄의 음원배열 (airgun array)을 이용한 2차원 탄성파 반사법 (2D reflection 

seismic) 탐사와 천부지층탐사, 음향측심, 중력 및 자력 탐사도 병행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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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6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그림 5-1-1-2. 탐해2호를 이용한 해양물리탐사 자료취득 모식도.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Trimble 4000DS GPS 와 C-Nav GPS를 이용하였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

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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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C-Nav GPS수신기는 각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정신호를 수신

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

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에서 취득된 위

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에서 계산된 위

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탄성파탐사의 경우 스트리머는 탐사선의 중앙에서 우현 (starboard)으로 6 m 오

프셋 (offset)을 주어 예인하였으며 음원은 심부지질구조파악 및 자세한 천부지질

구조파악을 위하여 용량을 90 ~ 1035 in3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에어건 배열 

(airgun array) 한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다. 스트리머의 형

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의 컴파스 버드 (compass bird) 4개

와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부착하여 견인하였다. 그리고 다른 물리

탐사 장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 부터의 상하

좌우 오프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1-3).

그림 5-1-1-3.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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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소형선박 항측

소형선박을 이용한 탐사에서 해상위치 측정은 Trimble에서 제작한 SPS 351를 

이용하였다(표 5-1-1-2).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작

동원리는 GPS수신기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육

상에 고정국(base station)을 설치하고, 위성들을 모니터하여 개별 위성의 거리 오

차 보정치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 이를 작업 현장의 다른 GPS 수신기의 오차보정에 

이용함으로써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그림 5-1-1-4).

DGPS는 고정국의 GPS와 조사선박에 장착한 이동국 (rover) GPS로 구성된다. 

이동국 GPS는 12개 채널을 이용하여 L-band 안테나와 저잡음 앰프로 위성 자료

를 수신하여 조사선박의 위치와 이동속도,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양수

산부 어청도 기지국을 육상 고정국으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WGS-84 타원체의 위

경도와 UTM 좌표를 기록하였다. DGPS의 측정오차범위는 1 m 이내이다.

측량선이 미리 계획된 측선을 따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시간

으로 측량선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Hypack MAX를 사

용하였다. Hypack MAX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써 수로측량의 계획, 실측, 자

료편집, 자료출력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Hypack MAX는 위치

측위기, 음향측심기, 해저면 탐사기 또는 다른 해양조사 장비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써 위치와 수심자료가 함께 입력되어 수심자료의 오차보정, 조위보정 등을 수행하

는 자료처리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림 5-1-1-5).

 Model SPS 351

 Manufacturer Trimble

 Channel SPS 351 DGPS/Beacon receiver

 Frequency 283.5~325 kHz

 Position Update Rate 1 Hz, 2 Hz, 5 Hz, 10 Hz

 Protocol NMEA 0183

 Timing  out 1 PPS

 Power supply 12V DC(4.5W)

 Available SW Hypack MaxTM(Coastal Oceanographic Inc.)

표 5-1-1-2.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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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4. 위성측위 시스템(DGPS)의 모식도. 

그림 5-1-1-5.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ypack MAX).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 운항이 가능한 광역 조사지역과 소형선박으로 접

근이 가능한 정밀 조사지역으로 각각 나뉘어 획득되었다. 광역 조사지역에서는 탐

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302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



- 72 -

되었고 정밀 조사지역에서는 소형선박에 탑재된 Reason사의 Seabat 멀티빔 음향

측심기가 사용되었다. 

① 광역 수심자료

EM302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3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이용하여 한 핑 (ping)

당 288개의 빔 (beam)을 발생시켜 수심 10 ~ 7,000 m 사이의 해역에서 수심의 

5.54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정할 수 있는 장비

이다 (그림 5-1-2-1). 또한 최대 150°빔각내에서 탐사선의 중심축으로부터 등

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

써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5-1-2-1. KONGSBERG EM302 멀티빔 음향측심기 자료수집 장치 및 선

저에 장착된 트랜스듀서.

본 장비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치 

(transducer arrays), 그리고 송수신장치 (transceiver unit), 송수신 통제장치 

(bottom detector unit)와 주 통제장치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 arrays)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에 장치된 음파의 발

신 및 수신 센서 (sensor)로서 크게 2개의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음원발생기 

(1°Tx transducer)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음원 수



- 73 -

신기 (2°Rx transducer)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송수신 장치 (transceiver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

는 신호제어용 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한다.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장치이다. 수신파 조절 장치 

(bottom detector unit) 및 주 통제 장치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

이다 (그림 5-1-2-2).

그림 5-1-2-2.  EM302 멀티빔 음향측심기의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올바른 자료취득을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여야 하

며 수신된 빔 (beam) 별 스펙트럼은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

향을 받으므로 적절한 변수의 설정이 필요하다. 

음원 발생장치에 의하여 발생된 다중 신호음은 해수층을 통과하고 해저면에서 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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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된 후 수신기에 전달된다. 수신된 신호음은 증폭장치를 통하여 증폭된 후 송수신

장치로 전달되어 수신되는 과정에서 왜곡된 여러 가지 요인들을 외부 장치 (heave, 

roll & pitch sensor, heading sensor, surface sound velocity sensor)로부터 

보정 받는다. 보정된 신호음은 위치신호와 결합되어 디지털화된 후 자료 처리부로 

전달되어 실시간으로 모니터링 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이러한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GPS로부터 위치값과 gyro값을 수신 및 전달해주는 선위시스템 (Seapath200)과, 

선박의 움직임 (rolling, pitching, heaving)을 기록하는 MRU5 (motion 

reference unit)가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이 형성되는 트랜스듀서와 접한 

수층에서 빔의 굴절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장착되어 있어야 한다.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매질특성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타난

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정하여야 

한다 (표 5-1-2-1, 그림 5-1-2-3). 

Point No. Lat(N) Long (E) Date

14  36˚ 00.1518´N  125˚ 48.8564´E  05/14/2011

15  36˚ 00.0520´N  125˚ 11.9248´E  05/14/2011

16  35˚ 28.0246´N  125˚ 47.6406´E  05/22/2011

17  35˚ 37.2080´N  125˚ 22.3173´E  05/24/2011

표 5-1-2-1. 탐사지역 내 수층 음속 측정지점.



- 75 -

그림 5-1-2-3. 조사지역의 수직 음속 분포도.

② 정밀 수심자료

소형선박을 이용한 정밀 수심측량은 덴마크 Reson사의 seabat 7125를 이용하였

다. 이 장비는 측량선의 진행 방향과 수직방향으로 수십 개에서 수백 개의 빔을 방

사하여 수심의 약 3 ~ 7 배의 면적 (swath)에 해당하는 수심을 실시간으로 얻을 

수 있어 실제 해저지형과 유사하게 도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표 5-1-2-2). 

자료취득 시 위치 정밀도, 선박의 거동, 수층별 음파전달속도 등은 측심자료에 미치

는 영향이 매우 크기 때문에 선박의 거동을 정확하게 측정하기 위하여 자이로컴퍼

스 (gyrocompass)와 모션센서 (motion sensor), 또한 수층별 음파전달속도를 보

정하기 위하여 음속도 측정기 (sound velocity profiler)를 사용하였다 (그림 

5-1-2-4). 자료 취득 시 최외각 빔 수심자료의 신뢰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본 조

사에서는 150 ~ 160%의 중첩율을 가질 수 있도록 측선을 설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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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nufacturer Reson, Incorporation (seabat 7125)

Operating Frequency 400 kHz
Swath Coverage 128°

Max.Range 300 m
Number of Beams 256

Beam Spacing 1.5°
Across-Track Beam width 0.5°

Max. Update Rate 50 p/s
Operational Speed Up to 18 knots

Resolution 0.5cm

표 5-1-2-2. 다중빔 음향측심기 (Seabat 7125)의 제원 

그림 5-1-2-4. 다중빔 음향측심 시스템의 구성도. 

 

자료취득 시 소나헤드 (sonar head)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조사선박 중

앙측면에 프레임을 설치하였고 외부의 힘에 의하여 프레임의 움직임을 최소화하기 

위해 선체 측면에 프레임을 용접하여 소나헤드를 설치하였다 (그림 5-1-2-5~6).

선박 중앙에 해당하는 임의의 점을 기준점 (reference position)으로 선정하여 

모션센서, 자이로, 위성위치 측위기, 소나해드를 설치하고 각 장비들의 오프셋을 측

정하였다 (그림 5-1-2-7). 기준점과 해수면을 기준으로 측정된 각각의 오프셋은 

다중빔 음향측심자료를 취득하는 PDS 2000 프로그램에 입력하여 선박의 거동을 

정확하게 반영하도록 하였다.

소나헤드의 방향성을 정확하게 파악하고 보정하기 위하여 패치테스트 (patch 

test)를 수행하였으며, 그 결과를 자료처리 과정에 적용하였다 (그림 5-1-8~11, 

표 5-1-2-3). 다중빔 음향의 특성상 음파의 진행 속도는 수층의 온도, 밀도, 압

력 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음속도 측정기 (SVP-20)를 이용하여 1일 3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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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 음속단면을 취득하여 음속도 보정을 하였다. 정밀 수심측량은 위도와 변산반도 

주변에서 수행되었다 (그림 5-1-2-12~14).

그림 5-1-2-5. 소나헤드 거치대. 

   

그림 5-1-2-6. 소나헤드 설치.

 

 

그림 5-1-2-7. 오프셋(offset) 설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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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8. Latency test 결과.

  

그림 5-1-2-9. Roll test 결과. 

 

그림 5-1-2-10.  Pitch test 결과.  

  

그림 5-1-2-11. Heading test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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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e
Roll

(°)

Pitch

(°)

Heading

( °)

Time

(ms)

Draft

(m)

2011-10-19 1.75 -1.00 0.00 0.00 1.262

2011-10-20 1.75 -1.00 0.00 0.00 1.262

2011-10-21 1.75 -1.00 0.00 0.00 1.262

2011-10-28 1.95 -1.20 0.00 0.00 1.182

2011-10-29 1.95 -1.20 0.00 0.00 1.182

2011-10-31 1.95 -1.20 0.00 0.00 1.182

2011-11-01 1.95 -1.20 0.00 0.00 1.182

2011-11-02 1.95 -1.20 0.00 0.00 1.182

2011-11-03 1.95 -1.20 0.00 0.00 1.182

2011-11-04 1.95 -1.20 0.00 0.00 1.182

2011-11-08 1.95 -1.20 0.00 0.00 1.182

2011-11-09 1.95 -1.20 0.00 0.00 1.182

표 5-1-2-3. 패치테스트(patch test) 결과 

그림 5-1-2-12.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취득 트랙라인(위도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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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3.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취득 트랙라인(격포해역-1). 

그림 5-1-2-14.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취득 트랙라인(격포해역-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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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광역 수심자료

대부분의 해양탐사 장비는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

치 (source generator)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라

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하여 해저면의 특

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에 도달된 음파 에

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간단

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

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을 취득된 자료

로부터 보정이 되어야 올바른 자료를 획득할 수 있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

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활용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0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이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 (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

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 

(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 (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즉, 탐사 전에 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의 위치변동을 확인하

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시 또는 점검시 기존의 값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중

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GPS 수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탐사선이 회전하는 동안의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변하기 때문에, 측정된 

수심자료를 그대로 사용할 수 없다. 이러한 오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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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탐사 전후에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은 거의 변화가 없었다. 접안 당시 측정한 Gyro offset (0.02°) 

값을 이미 적용하였기 때문에 보정탐사를 통하여 획득한 roll offset (-0.26°) 과 

pitch offset (0.01°) 값을 수심 보정 시 사용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 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288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실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은 조석보정이다. 본 탐사에

서는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국립해양조사원의 군산 (외항), 

어청도, 위도, 장항 검조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

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Roll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격

자보정 과정에서는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

리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최적의 수심자료를 얻는다. 

실제 탐해2호의 EM302를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는 측선간격이 매우 넓고 수심대

비 측정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좁기 때문에 획득한 수심자료만으로 조사지역

의 전체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

원이 연구지역내에서 1998년, 2008년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취

득한 자료를 병합하여 최종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

종도면은 도면화 전문 프로그램인 cfloor 6.3을 이용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

도를 작성하였다. 광역지역의 항측도는 탄성파 탐사측선과 동일하다. 

② 정밀 수심자료

정밀 조사지역의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처리는 Caris HIPS 7.0 프로그램을 이용

하여 처리하였으며, Golden Software사의 Surfer 8.0, GMT 4.0, 그리고 IVS사의 

Fledermaus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심자료를 도시하였다. 자료처리는 오프셋보

정, 음속도 보정, 롤, 피치, 방향각 보정, 조위보정, 오측자료 제거 등의 순서로 처

리하였다 (그림 5-1-2-15). 조위자료는 국립해양조사원의 위도항 조위검조소에

서 제공하는 10분 간격 조위자료를 이용하였다 (그림 5-1-2-16). 최종 처리된 

다중빔 음향측심 자료를 XYZ 형식으로 추출하여 수심도를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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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5. Caris HIPS를 이용한 자료처리. 

그림 5-1-2-16. 위도검조소 조위자료.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음향상이 특이하거나 주요한 지역 즉, 천부가

스로 인한 음향혼탁층, 고기퇴적층이 얇게 덮여있는 층, 내부구조가 잘 나타나 고해

양 환경연구에 접합한 지역에서 피스톤 코어 시추기를 이용하여 총 16지점에서 시

추코어를 획득하였다 (그림 5-1-3-1, 표 5-1-3-1). 시추는 2차에 걸쳐 실시



- 84 -

되었으며 시추 퇴적물의 분석은 회수된 코어의 상태 (길이, 교란)를 고려하여 선별

되었다. 

그림 5-1-3-1. 코어정점 위치도 (block circle은 분석된 코어정점)

Project 

No.

Core 

No.
Longitude (E) Latitude (N)

Length

(m)

Water

depth(m)
Lithology

11HZT- 1 125˚18´55.671 35˚35´02.943 5.22 85.6 muddy sand

11HZT- 2 125˚17´59.973 35˚35´03.729 1.76 75.6 sand

11HZT- 3 125˚15´25.842 35˚45´03.742 1.27 65.6 sand

11HZT- 4 125˚17´47.142 35˚40´13.502 1.7 79.2 sand

11HZT- 5 125˚22´14.244 35˚40´04.796 2.86 81.6 mud

11HZT- 6 125˚31´50.078 35˚50´20.036 1.93 73.6 sandy Mud

11HZT- 7 125˚32´25.101 35˚50´25.072 1.53 70.8 sand

11HZT- 8 125˚54´35.933 35˚50´58.276 1.54 55.2 soil at bottom

11HZT- 9 125˚44´59.459 35˚44´46.946 1.45 57.6 coarse sand

11HZT- 10 125˚44´59.714 35˚42´52.391 1.27 57.2 sand

11HZT- 11 125˚41´34.433 35˚40´04.218 2.76 56 mud

11HZT- 12 125˚53´10.374 35˚35´04.818 2.05 43.6 mud

11HZT- 13 125˚47´07.547 35˚30´03.871 0.8 44.8 sand

11HZT2- 1 125˚18´28.068 35˚35´03.840 0 80.4 well sorted sand

11HZT2- 2 125˚53´08.709 35˚35´03.538 4.91 42.8 sand/sandy mud

11HZT2- 3 125˚47´08.383 35˚30´03.511 4.53 44.4 sand/mud

표 5-1-3-1. 시추코어의 시추위치, 길이, 수심, 및 암상  

그림 5-1-2-2에서 11HZT-P01와 11HZT-P02 정점은 해저절벽 (scarp)의 

하단과 상단에서 상부 퇴적층을 구성하고 있는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고자 시추되

었다. 11HZT -P05와 11HZT-P06 정점은 내부층리가 투명하고 평행하게 잘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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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어 있어 홀로세 해침이후 고환경변화 연구에 적합한 지역이다. 11HZT-P08 

정점은 빙하기 때 대기중에 노출되어 있던 고기층에 현생 퇴적물이 퇴적된 곳으로 

빙하기와 간빙기의 환경변화를 연구할 수 있는 지역이다. 정점 11HZT-P11은 표

층은 모래파에 덮여있으나 하부층리는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는 정점이다. 정점 

11HZT2-P02와 11HZT2-P03는 각각 11HZT-P12와 11HZT-P13과 동일한 

정점으로 천부가스가 중진된 것으로 해석되는 음향혼탁층이 해저면 가까이 나타난 

정점이다. 동일한 정점에서 추가 시추를 실시한 이유는 1차 시추에서 활용 가능한 

코어를 획득하지 못하였기 때문이며 2차 시추를 통해 약 5m 정도의 시추 퇴적물을 

획득하였다.  

그림 5-1-2-2. 시추정점의 천부지층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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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입도분석

시추퇴적물 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 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2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이 같은 전처리가 끝

난 후 4Φ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한 후 4Φ이상의 사질 및 역질 입자들은 건

조시킨 후 로탭요동기 (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Φ간격으로 분석하

였고, 4Φ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은 2% 확산제 (sodium 

hexametaphosphate)를 50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icromeritics, Sedigraph 5100)를 이용하여 1 Φ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

별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 and Ward (1968) 및 Ward (1968)의 모멘트 

방법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② 물성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

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

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

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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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③ 천부가스분석 

공기층 (headspace) 가스 분석을 위하여 선상에서 앞부분이 절단된 5 ml 주사

기 (syringe)를 이용하여 3cm3의 퇴적물 시료를 24ml 유리 바이알 (glass vial)

에 채취한 후, 포화된 고농도의 1ml NaCl를 유리병에 첨가하여 10mm Septum과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하였다.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는 실험실 분석을 위하여 냉

동상태로 보관･운반하였다. 

퇴적물에 포함된 공기층 가스 중의 탄화수소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

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를 실험실에서 ODP Technical Note 30 (Pimmel and 

Claypool, 2001)에 의해 65℃로 30분간 가열하여 가스를 추출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성분과 농도 분석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Agilent Technologies의 

7890A GC (Gas Chromatography)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공기층 가스 내 탄화

수소 가스의 성분 분리를 위해서 모세관 칼럼 (plot fused silica column: 길이 

50m, 내경 0.32mm, 필름 두께 0.5μ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로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분석시 GC의 주입구 온도는 

230℃, 검출기 온도는 250℃로 고정시켰고, 오븐의 온도는 35℃로 5분간 유지시

킨 후 20℃/min으로 195℃까지 상승시켰다. 탄화수소 메탄 (CH4)가스의 정량분

석을 위해 10ppm, 100ppm, 1,000ppm, 1%, 10%와 100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

으며, 에탄 (C2H6), 프로판 (C3H8), 아이소 부탄 (iso-C4H10), 부탄 (C4H10), 

아이소 펜탄 (iso-C5H12), 펜탄 (C5H12),헥산 (C6H14)의 정량분석을 위해 

10ppm, 100ppm, 1000 ppm와 1%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다. 

④ 원소분석 (XRF)

퇴적물내 화학조성을 비파괴 방식으로 정밀하게 분석할 수 있는 XRF 스캐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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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vvatech ltd.)를 이용하여 절개된 코어에서 5cm 간격으로 정성적인 원소 함량 

변화를 측정하였다. 스캐너를 이용하여 절개된 코어로부터 최적의 결과를 얻기 위

해서는 측정전에 반드시 검출기에 시료가 닿는 절개된 표면을 매끄럽게 하고 최대

한 기포를 제거하여야 한다 (Tjallingii et al., 2007). 

 XRF 코어 스캐너는 분석 원소별로 가속전압과 전류의 조건을 달리하여 각 조건

마다 시료의 표면을 총 3회 측정한다. 분석조건은 측정시간, 소실시간, 슬릿 크기에 

따라 달라진다. 특히, 소실시간이 너무 짧거나 길 경우 자료의 질과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시료의 상태에 따라 적정한 비율을 고려해야한다. 일반적으로 10 ~ 

40% 사이를 유지해 주는 것이 좋다. 본 측정 시 슬릿의 크기는 15×5mm, 측정시

간은 30초로 하였으며 측정 원소별 분석조건은 표 5-1-7과 같이 설정하였다. 

Acceleration Voltage/Current Elements

10 kV/1000 µA Mg, Al, Si, P, S, Cl, K, Ca, Ti, B, Cr, Mn, Fe

30 kV/1000 µA Zn, Br, Rb, Sr, Y, Zr, Mo, Pb, Bi, U

50 kV/1000µA Sn, Te, I, Ba

표 5-1-3-2. XRF 코어 스캐너 분석 조건 

⑤ 유기물 분석 (TC, TOC, TN)

총탄소 (Total Carbon: TC)와 총질소 (Total Nitrogen: TN)의 함량을 측정하

기 위하여 미국 Leco사의 CHN-900을 이용하였으며, CHN-900의 분석원리는 다

음과 같다. 미세 분말로 만든 시료 (2 mg 이하)를 산화로에 넣고 동시에 초고순도

의 산소를 산화로에 주입하여 연소시킴으로써 퇴적물내 탄소와 질소를 이산화탄소 

(CO2)와 이산화질소 (NO2)로 변환시키고 여분의 산소가 남게 된다. 남아있는 산

소는 650℃ 온도의 환원로에서 제거되며, 이산화탄소는 탄소 적외선 검출기 

(Infra-Red Cell, IR Cell)에 의하여 검출되고 이산화질소는 열전도 검출기 

(Thermal Conductivity Cell)에 의하여 검출된다. TC와 TN의 검출한계는 각각 

0.001%, 0.01%이다.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함량 측정을 위해 퇴적물에 대하여 

산처리를 실시하였다. 퇴적물 산처리는 퇴적물의 일부를 유리 비이커에 담아 3N 

염산 (HCl)을 이용하여 무기 탄산염을 24시간 동안 용해·제거하였다. 이러한 퇴

적물 산처리를 2회 반복하였다. 산처리후 남은 잔류물들은 3차 증류수로 4~5회 정

도 세척한 후 70℃로 건조기 (oven)에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분말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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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쇄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미국 Leco사의 CHN-900을 이용하여 TOC를 측정하였

다

⑥ Rock-Eval 열분석 

Rock-Eval 열분석과 총유기탄소 분석은 50mg ~ 70mg의 분말시료를 계량하여 

프랑스 Vinci의 Rock-Eval Turbo 6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Rock-Eval Turbo 

6은 크게 열분해 부분 (pyrolysis part)과 산화 부분 (oxidation part)으로 구성된

다. 열분해 부분에서는 유기탄소를 주로 측정하고 산화 부분에서는 열분해 되지 않

은 잔류 유기탄소 (residual organic carbon) 및 무기탄소 (inorganic carbon)를 

측정한다. 열분해 동안 유리 탄화수소 (free hydrocarbon: S1)와 잠재 탄화수소 

(potential hydrocarbon: S2)가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에 의하여 검출

된다. S1 피크 (peak)는 오븐의 온도가 200℃에서 300℃로 높아질 때 암석 또는 

퇴적물 내의 액상 유리탄화수소가 휘발되어 검출되는 것이고, S2 피크는 석유의 근

원 물질인 케로젠이 300℃에서 650℃ 사이에서 열분해 되어 나타나는 것이다. 

TOC는 열분해 유기탄소 (Pyrolyzed Carbon: PC)와 잔류 유기탄소 (Residual 

Carbon: RC)의 합이다 (Lafargue et al., 1998). 열분해 유기탄소는 열분해 동안

에 생성되는 일산화탄소 (승온 온도 500℃ 이하)와 이산화탄소 (승온 온도 400℃

이하)를 적외선 검출기 (IR cell)에서 측정하고, 이들 측정값을 이용하여 계산된다. 

잔류 유기탄소의 양 역시 산화부분에서 같은 방법에 의하여 측정된다.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첩 (CHIRP) 탄성파 자료 취득하기 위하여 미국 TELEDYNE BENTHOS사의 

Chirp II Acoustic Profiling System과 미국 EdgeTech사의 AT&T DSP32C가 

이용되었다.

탄성파탐사 자료에 나타나는 퇴적층의 모양은 단지 음파가 지층을 통과하는데 걸

린 시간적인 두께를 의미한다. 대략적인 층후는 현재까지 밝혀진 각각의 퇴적층을 

이용하여 추정하게 되지만 정확한 두께는 시추 결과와 대비하여 해석하는 방법이 

최선이다. 그러나 음파라는 간접적인 방법으로 조사구역 전체적인 해저지질구조를 

단시간 내에 파악할 수 있으며, 이를 근거로 하여 선별적인 시추 작업을 수행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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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과 경비 절감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사용하는 음원의 종류에 따라서 지층구

조는 조금씩 차이가 있는데 표 5-1-4-1은 음파의 특성에 따른 분해력과 투과력

의 관계를 나타내고 있다. 탄성파 탐사 자료의 신호파형의 처리와 표현은 그림 

5-1-4-1과 같다.

첩 탄성파탐사는 고주파수 대역 (2~7 kHz)으로 투과력은 작으나 (수~수십 m) 

분해능이 우수한 (수십 cm) 음원을 사용하기 때문에 정밀음파탐사가 가능하다. 일

반적으로 탄성파의 분해도는 파장의 1/4 정도인데 주로 3.5 kHz (퇴적층 내에서의 

음파전달속도를 1,500 m/s로 가정하면 파장은 42 cm)를 사용하기 때문에 분해능

은 수 십 cm정도로 정밀한 층서 및 퇴적층 분류 등의 연구에 적합하다. 첩 탄성파

탐사에 의해 얻어진 반사파의 음향적 특성은 해저면과 그 하부의 층 

(sub-bottom)에서 반사되어 오는 반사면으로 구분되며 반사파의 명확성, 측면연

속성, 형태, 해저지형 등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탄성파의 상(facies)을 구분하게 

되며 자료를 해석하게 된다.

음 원 의 특 성 분해력(resolution) 투과력(penetration)

주파수(Frequency)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증가

출력에너지(Power)
증가 - 증가

감소 - 감소

대역폭(Bandwidth)
증가 증가 감소

감소 감소 증가

펄스지속(Pulse duration)
증가 감소 증가

감소 증가 감소

표 5-1-4-1. 음원의 특성에 따른 분해력과 투과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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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1. 탄성파 탐사 자료 신호파형의 처리와 표현. 

첩 탄성파탐사의 자료취득은 위치측위기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위 

측위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첩 본체에 RS-232 케이블을 통하여 위치 정보를 

전송하였다. 고주파 탄성파탐사 송수파기는 조사 선박 측면에 설치하였으며, 수면에

서 약 1 m 깊이에 예인하였다. 음원 발생은 250 ms 마다 반복하게 하였다.

Hypack Max 프로그램에서 출력되는 위치정보를 1초에 1번씩 전송받아 자료에 

저장하였으며, 송수파기와 DGPS 안테나의 오프셋 (offset)을 기록하여 정확한 위

치 산정에 이용할 수 있도록 하였다. 현장 여건에 맞게 측선간격을 설정하여 첩 탄

성파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1-4-2~3). 

자료취득은 현장에서 최적의 자료가 얻어질 수 있도록 이득 (gain)과 같은 다양 

조건을 변화시키면서 취득하였다. 취득된 자료는 이득 (gain) 조절, 주파수 필터링 

등을 이용하여 신호대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를 향상시켰으며, 첩 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저장하여 실내 정밀 지층분석을 위해 사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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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 CHIRP 탄성파탐사 트랙라인 (위도해역). 

그림 5-1-4-3. CHIRP 탄성파탐사 트랙라인 (격포해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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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금번 조사 구역인 서해의 경우, 조차가 크고 조류가 세기 때문에 조사 선박의 진

행 방향과 조류 방향의 차이에 따라 취득된 탄성파 자료 질의 편차가 심하였다. 조

사 선박의 진행 방향과 조류 방향이 같을 경우 양질의 탄성파 자료가 획득되었으

나, 그 방향이 다를 경우 자료의 질이 저하되었다. 선박의 진행 방향과 조류 방향이 

다를 때 자료의 질이 저하되는 이유는, 첫째 방향이 다른 조류를 극복하기 위하여 

조사 선박의 기관 출력을 높임에 따라 잡음이 커지는 것과, 둘째 조류의 방향이 다

른 까닭에 신호 케이블에 걸리는 장력이 증가함으로써 전기적인 잡음이 증가하기 

때문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기관 잡음은 기본적인 배경 잡음이기 때문에 자료 처리 

과정에서 제거하기가 쉽지 않았으나, 장력에 의해 발생하는 잡음은 불규칙하게 발

생하기 때문에 구별이 가능하여 제거할 수 있었다. 장력에 의한 전기적 잡음은 

10ms 이상 연속되는 양의 신호로 기록되었으며, 탄성파 자료의 질을 현저하게 저

하시켰다. 따라서 모든 신호들의 진폭을 검사하여 양의 신호가 10ms 이상 연속되

는 트레이스 (trace)들을 추출하였으며, 이들을 제거하거나 인접 트레이스로 대체

함으로써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또한, 첩 및 스파커 (Sparker)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

원의 직접파가 첩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첩 탄성파 지층 기록의 질을 

저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

접파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첩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지층 

기록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

하여, 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조

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

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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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고

분해능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

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

시간 자료에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

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12

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12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

하였다.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

전시켜 음파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

에 비하여 에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용된 시스템은 100~2,200 Joule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

하게 결정할 수 있다.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

신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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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포맷 변환 (Format Transformation)

획득된 스파커 SEG-Y 자료는 0 ~ 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평균값 편중(DC bias)을 제거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조사선의 후미에서 예인되는 스파커 음원과 스트리머의 움직임으로 인하여, 첩 

탄성파 탐사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해저면 왜곡 현상이 관찰되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1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FFT (Fast Fourier Transform)를 적

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

는 14초 이하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14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키

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③ 뮤팅 (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첩되어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

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

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

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

④ 이득 조절 (Gain Recove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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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⑤ 필터링 (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 700 Hz 대역의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6) 심부 탄성파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심부 탄성파 자료 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Digicourse사의 스트리머 심도유지 시스템 등을 이용하였다.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

수를 입력하여 전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자료수진기인 스트리머 (streamer)로부

터 오는 탄성파자료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

종 정보 (항측 및 부가 장치 정보 등)를 기록한다. 자료수진기인 스트리머 역시 

Sercel사의 Sentinel 솔리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가 이용되었으며, 하나의 스트

리머는 150 m 길이와 12 채널 (channel)을 가지고 있어 연구목적에 따라 길이 

(채널)를 변경할 수 있다. 각 채널의 간격은 12.5 m 이다.

탄성파 자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자료를 전송받

아 실시간으로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일차적인 지하내부 구조를 보여준다.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발파신호를 받

아 각각의 에어건 (air-gun)을 발파하고, 조절한다. 에어건의 발파를 위한 압축공

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산되었

다.

Digicourse사 스트리머 심도유지 시스템은 버드 (bird)라고 불리어지는 장치를 

평균 300 m 간격으로 스트리머에 부착하여 스트리머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하여 스트리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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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악하는데 이용된다.

  취득된 탐사 자료는 1차 탐사와 2차 탐사를 합하여 총 23개의 측선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탐사거리는 약 850 L-km이다 (그림 5-1-6-1). 표 5-1-6-1는 본 

연구의 탄성파 반사법 탐사에 사용된 자료취득 변수를 보여준다.

그림 5-1-6-1. 2011년도 조사지역 심부 탄성파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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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General Information
 Client:  MLTM

 Vessel(s):  TAMHAE 2
 Job Number:  11HZT

 Location:  West Sea
 Type of Survey :  2D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m

 No. of channels :  48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75 m
 Streamer depth:  7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air-gun  6
 Volume per source:  1035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심부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나) 자료처리

탄성파 자료처리는 캐나다 Gedco사의 탄성파 탐사자료 전산처리 소프트웨어인 

Vista 소프트웨어를 사용하였으며, Vista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 후 전산처

리를 수행하였다 (그림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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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2.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취득자료 입력 (SEGD Input & Geometry Input)

자료 취득 시 획득된 탄성파 자료 기록인 SEGD 파일과 위치정보를 기록한 항측

자료 UKOOA P1/90 파일은 VISTA 전산처리 시스템에 입력되어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다.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된 자료는 Record No, FFID, Shot No, Shot 

Depth, Shot의 UTM X, Y 좌표, Receiver의 UTM X, Y 좌표 등이 기록되어 있

으며, 기록데이터와 지형정보 데이터가 정확하게 입력되었는지 확인 후 일치 시켜

준다 (그림 5-1-6-3). 

그림 5-1-6-3. (A) 음원의 지형정보. (B) 수진기의 지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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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트레이스 편집 (Trace Edit)

연구지역의 탄성파 탐사 수행 시에 일부 수진기의 기계적 결함이나, 이동 중인 

어선에 의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잡음들은 탄성파 

기록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에 Trace Kill 모듈을 사용하여 제거 후 신호 대 잡음

비를 높였다.

③ 음원 발파지연 보정 (Linear Moveout Correction)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자료 기록 시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한 음원의 발파지연이 

발생했을 때를 고려하여 탐사 수행 중에 탐사자료 기록을 음원 발파 전 먼저 기록

하도록 설정하였다. 이러한 설정값은 전산처리에서도 정확하게 보정을 함으로써 실

제 지형정보의 오차를 줄일 수가 있다.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까지의 거리는 75 

m로 설정되어 있고, 일반적으로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달 속도가 약 1480 m/s이기

에  음원을 떠난 탄성파가 첫 번째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50 ms 

이다 (그림 5-1-6-4).  

그림 5-1-6-4. (A) LMO 수정 전의 1번채널 모음 (B) LMO 수정 후의 1번채

널 모음.  

④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기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지 원인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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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들이 섞여서 취득되어진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

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에서 120 Hz 사이에 분

포 되어있어서 10-20-120-150 Hz의 대역통과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

시켰다. 특정 속도를 갖는 잡음들과 다중반사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파수-파수 

(FK filter) 필터를 또한 적용시켰다. 이 필터는 주로 저속도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그림 5-1-6-5). 

그림 5-1-6-5. (A) Shot gather에서 주파수-파수 필터링을 위한 Polygon 설

정. (B) 주파수필터 적용 전 Shot gather(좌) 와 주파수 필터 적용 후 Shot 

gather(우)

⑤ 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SRME)

본 연구지역에서 취득된 자료는 수심이 약 80 ~ 30 m 범위의 얕은 지역으로 해

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나기 때문에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쇠 시켜주기 

위하여 SRME 모듈을 적용하였다. 트레이스 헤더에 수심 데이터를 입력 후 해저면

이 시작되는 지점의 속도값을 1480 m/s로 설정하고 해저면의 2배가 되는 깊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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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다중반사파를 트레이스에서 감쇠 시켜주는 것이다. 그림 5-1-6-6에서 보면 

실제 지층사이에 섞여 있는 다중 반사파가 크게 감쇠되었음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5-1-6-6. (A) SRME 적용 전 1번 채널모음. (B) SRME 적용 후 1번 채

널모음. 

⑥ 실 진폭 보정 (True Amplitude Recovery)

탄성파 에너지는 구형 발산으로 심부로 진행하면서 이동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와 지층에서의 흡수, 산란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소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

한 감소된 진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구형발산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모듈을 사용하였다. 깊이에 따른 속도값의 변화에 따라 심부의 약한 

에너지를 어느 정도 보상해 주었다 (그림 5-1-6-7). 



- 103 -

그림 5-1-6-7. (A) 실 진폭 보정 전 shot 모음. (B) 실 진폭 보정 후 shot 모

음.  

⑦ 디콘볼루션 (Deconvolution)

예측 디콘볼루션은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 에너지를 제거하는데 가장 효과적인 처

리 기법이다.  예측 디콘볼루션은 실제 신호는 예측이 가능하지만 짧은 주기의 다

중반사파는 예측이 불가능하다는 가정하에 예측이 가능한 신호를 제거하는 방법이

다.  최적의 예측 디콘볼루션 연산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

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parameter test를 실시하여 최

종적으로 240 ms를 최종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였다 (그림 5-1-6-8). 연산자 길

이를 선택한 후 디콘볼루션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distance)는 2nd 

zero crossing 까지를 선택하였다. 디콘볼루션을 실시한 후에는 고주파수의 노이즈

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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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8. 디콘볼루션 파라미터 테스트. 

⑧ 속도 분석 (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탄성파 자료 처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인접한 5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supergather로 만

들어서 semblance, common offset gather, velocity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9).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도하여, 속도분

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속도 분석은 공통중심점 160개 간격으로 실시하였으

며, 일부측선에서 80개 간격으로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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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9. 속도분석을 위한 semblance, common offset gather, velocity 

패널. 

⑨ 구조 보정 (Migration)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값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중합 후 시간영역에서의 구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해주었다. 그림 5-1-6-10에서 보듯이 구조보정 후 음향 기반암의 회절현상이 보

정되었으며 구조가 뚜렷하게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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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0. (A) 구조보정 전 중합 단면도. (B) 중합 후 구조보정 단면도.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

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링

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루

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

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

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정

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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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밀

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

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meter 

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

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려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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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를 측

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이 보

정값은 시간당 0.0013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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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7 mGal에서 0.0 

mGal로 감소하였다.

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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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자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일차적인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보다 쌍극자 효과에 의한 자료의 복잡성을 단

순화 시키기 위해 이 총자력이상의 자극화 변환 (reduction to pole) 자료가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

적으로 총자력이상의 자극화 변환자료를 계산하였다.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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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3 % 정도

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

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거

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33.1 nT에서 0.1 nT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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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자료

를 취합하였다.

③ 자극화 변환 (Reduction to pole)

중력과 달리 자력의 경우에는 쌍극자의 성질을 가지며 이로 인해서 자료를 해석

하는데 어려움을 겪게 된다. 자극화 변환은 일정 위도에서 측정된 자력자료를 자극

에서 측정된 것처럼 복각이 90도가 되도록 하는 과정으로서 이 과정을 통해 지하

에 위치하는 이상체로부터의 영향이 바로 그 위치에서 나타나게 하는 장점을 가지

고 있다 (Baranov, 1957). 

푸리에 영역에서 자극화 변환 필터는 다음과 같다.

′ sinsin


여기서 는 주파수 에서의 크기이며 , 는 각각 복각과 편각을 나타

낸다. 그리고  tan 이다. 그러나 이 방법을 적용한 경우, 위·경도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편각 및 복각을 하나의 값으로 가정하여 계산할 수밖에 없으므로 

넓은 지역에 적용하는데 문제를 발생시키게 된다. 이런 단점들을 보완하기 위하여 

위치에 따라 다른 편각 및 복각을 적용하는 방법이 DRTP (Differential reduction 

to the pole)이며 Arkani-Hamed (1988)에 의해 처음 제시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방법 대신에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DRTP (Cooper and 

Cowan, 2005)를 사용하여 자극화 변환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부분적으로 FFT

를 이용하지만 저위도 지역에서 특이성 (Singularities)이 나타나지 않으며 위도에 

따라 달라지는 편각과 복각을 반영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테일러 급수를 이용한 

DRTP식은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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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같이 표시할 수 있으며 여기서 은 연구지역의 평균 복각 및 편각을 가

지고 자극화 변환을 실시한 결과이며 ∆은 각 지점에서의 편각과 평균 편각과의 

차이, ∆은 복각과 평균 복각과의 차이를 나타낸다. 자극화 변환 시 사용되는 편

각 및 복각값은 2010년에 발표되어 2015년까지 사용될 수 있는 IGRF-11에서 본 

연구지역에 해당하는 값을 추출하여 사용하였다. 

나. 해저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지형 특성

황해 중동부지역에 해당하는 조사지역은 수심 30 m를 기준으로 내대륙붕 해역과 

외대륙붕 해역으로 크게 나뉜다. 내대륙붕 해역은 등수심선이 해안선과 평행하고 

간격이 매우 넓기 때문에 대체적으로 매우 평탄하고 단조로운 지형적 특징을 갖는 

반면 외대륙붕 해역은 수심 50 ~ 90 m범위를 갖고 등수심선 방향이 해안선과 평

행하지 않거나 간격이 매우 불규칙한 특징을 보인다. 따라서 지형은 해안선으로부

터 멀어질수록 깊어져 동고서저의 특징을 보인다 (그림 5-2-1-1).

그림 5-2-1-1.  전체 조사지역의 광역적 수심분포도.

탐해2호로 접근이 불가능한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소형선박을 이용하여 위도와 

격포주변 해저지형 자료를 획득하였다. 위도해역의 수심은 0 ~ 40 m로 해역의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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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 (위도면 식도리)해역에서 수심 25 m 이상으로 비교적 깊고 그 외 해역은 20 

m 이내의 수심분포를 보인다 (그림 5-2-1-2). 조사해역의 해저경사는 0.3˚이

내로 매우 완만하고 위도 섬 주변 해안선을 따라 바다쪽으로 약 300 m 이내는 해

안선과 이어진 노출 암반으로 이루어져 있다. 해안선과 연결된 노출암반이 선명하

게 나타나는 지역, 위도항과 식도리사이 수도에 지름 약 600 m 정도의 타원형 모

양을 가진 웅덩이, 식도리 북서쪽 간출암과 해저면에 노출된 암반사이에 길이 300 

m, 폭 50 m의 골이 형성되어있는 지역, 식도리 북쪽 해역에 길이 350 m, 폭 

80~180 m 크기의 모래톱이 존재지역 등 주변지역보다 두드러진 특징을 보이는 

해저지형이 관찰되었다. 육상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북서-남동방향의 구조선의 해

저 연계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고사포 (적벽강) 연안지역을 정밀 탐사하였다. 전체

수심은 5 m내외로 보이며 지형은 매우 평탄하고 해안선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

다. 육상 구조선과 연계된 특징적인 지형 변화는 발견되지 않았다. 

그림 5-2-1-2.  위도주변 해저지형 (원은 노출된 암반을 나타냄). 

격포 서측 해안선을 따라 발달되어 있는 고기의 정단층과 우수향 주향단층들의 

해저 연계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격포항 주변해역을 조사하였다. 격포해수욕장 전면

해역의 수심은 8 m 미만으로 매우 낮으며 경사도는 최소 0.2˚, 최대 2.0˚로 나

타난다. 조사지역 북쪽 끝단에서 2종류의 암반 형태가 나타나는데 하나는 특정 패

턴이 없는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다른 하나는 북서-남동 방향을 보인다 (그림 

5-2-1-3~4). 해안선에 인접한 지역에서 불규칙한 지형이 나타났으나 북측지역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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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찬가지로 육상 단층구조와 연계된 지형특성이 관측되지 않았다. 

그림 5-2-1-3.  격포연안 북측 해저지형도. 

그림 5-2-1-4.  격포연안 서측 해저지형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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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 특성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1HZT-P01

11HZT-P01 코어는 6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며 전체길이는 약 524 cm 정

도이다 (그림 5-2-2-1). 습윤 전밀도는 1.9 ~ 2.0 g/㎤, 입자밀도는 2.7 g/㎤이

며 공극률은 약 44.0 ~ 48.8%, 함수율은 24.0 ~ 27.3%의 값을 가진다 (표 

5-2-2-1). 시료 전체가 사질퇴적물로서 전단응력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 평균입

도는 2.7 ~ 3.1Φ로 퇴적물 유형은 각각 S, mS이다. 분급도는 각각 0.7, 1.7Φ 값

을 보인다 (표 5-2-2-11).

② 11HZT-P02

11HZT-P02 코어는 2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며 전체길이는 약 182 cm이다 

(그림 5-2-2-2). 전밀도는 2.0 ~ 2.1 g/㎤, 입자밀도는 2.7 g/㎤, 공극률은 

38.6 ~ 41.0%, 함수율은 20.2 ~ 21.6%의 값을 보이며 사질퇴적물이 우세하여 

모든 구간에서 전단응력 측정이 불가능 하였다 (그림 5-2-2-9, 표 5-2-2-2). 

평균입도는 2.8~3.1Φ로 전체적으로 비교적 조립한 사질이 우세하며 퇴적물 유형

은 모두 S로 나타난다. 분급도는 0.8 ~ 0.9Φ 값을 보인다 (표 5-2-2-12).

③ 11HZT-P05

11HZT-P05 코어는 총 3개의 절개된 세부코어들로 구성되며 전체길이는 약 

287 cm이다 (그림 5-2-2-3). 전밀도는 최소 1.7 ~ 2.0 g/㎤, 입자밀도는 2.6 

~ 2.8 g/㎤의 범위를 갖는다. 공극률은 40.2 ~ 60.1%, 함수율은 21.3 ~ 37.2%

의 값을 보이며 세립질 퇴적물이 비교적 우세한 일부구간 (142 ~ 162 cm)을 제

외하고는 변화 없이 일정한 편이다(그림 5-2-2-10. 표 5-2-2-3). 전단응력은 

2.8 ~ 33.6 kPa 사이이며 일부구간 (142 ~ 162 cm)에서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인

다 (표 5-2-2-9). 평균입도는 2.7 ~ 6.5Φ로 퇴적물 유형은 sM이 가장 우세하

며 mS, zS, sZ, (g)S  등으로 나타난다. 분급도는 1.7 ~ 2.7Φ 값을 보인다 (표 

5-2-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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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1HZT-P06

11HZT-P06 코어는 2개의 절개된 코어들로 구성되며 전체길이는 약 191 cm이

다 (그림 5-2-2-4). 전밀도는 1.7 ~ 2.0 g/㎤, 입자밀도는 2.6 ~ 2.7 g/㎤ 값을 

보인다. 공극률은 39.5 ~ 62.6%, 함수율은 21.0 ~ 40.1% 정도로 표층을 제외하

고 구간별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5-2-2-11, 표 5-2-2-4). 전단응력

은 6.1 ~ 48.3 kPa 사이의 값을 보이며 표층과 하부층 일부구간 (149 ~ 179 

cm)을 제외하고는 비교적 높은 값을 나타낸다 (표 5-2-2-9). 평균입도는 

3.0~7.4Φ로 퇴적물 유형은 M이 가장 우세하며 sM, sZ, cS의 순서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1.9 ~ 2.4Φ 값을 보인다 (표 5-2-2-14).

⑤ 11HZT-P08

11HZT-P08번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154 cm이다 (그림 5-2-2-5). 전밀도

는 1.8~2.0 g/㎤, 입자밀도는 2.7 ~ 3.0 g/㎤ 값을 보인다. 공극률은 

39.7~58.1%, 함수율은 20.9 ~ 34.1% 정도로 구간별 큰 특징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5-2-2-12, 표 5-2-2-5). 전단응력은 2.8 ~ 23.6 kPa 사이이며 

80~100 cm 구간에서 비교적 값이 크게 나타난다 (표 5-2-2-9). 평균입도는 

2.6~7.0Φ로 퇴적물 유형은 gsM가 우세하며 S, mS, msG, Z, (g)sM의 순서로 우

세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1.0 ~ 3.8Φ 값을 보인다 (표 5-2-2-15).

⑥ 11HZT-P11

11HZT-P11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276 cm이며 3개의 세부코어로 나뉜다 (그

림 5-2-2-6). 전밀도는 1.6 ~ 2.0 g/㎤, 입자밀도는 2.7 ~ 2.9 g/㎤ 값을 보인

다. 공극률은 39.4 ~ 66.0%, 함수율은 20.5 ~ 43.2%이며 공극률과 함수율은 표

층에서 높게 나타나다가 약 20 cm 이후부터는 큰 변동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

난다 (그림 5-2-2-13, 표 5-2-2-6). 전단응력은 7.5~24.0 kPa 사이의 값을 

보이며 표층을 제외하고는 큰폭의 변동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표 5-2-2-9). 평

균입도는 2.4~8.0Φ로 퇴적물 유형은 M이 우세하며 sM, sZ, S 등의 순서로 우세

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1.0 ~ 2.3Φ 값을 보인다 (표 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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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1HZT2-P02

11HZT2-P02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490 cm이며 4개의 세부코어로 나뉜다 

(그림 5-2-2-7). 전밀도는 1.8 ~ 2.1 g/cm3, 입자밀도는 2.6 ~ 2.8 g/cm3 값

을 보인다. 공극률은 37.5 ~ 55.9%, 함수율은 19.3 ~ 33.8%이며 공극률과 함수

율은 표층에서 가장 낮고 20 cm 이후부터는 큰 변동없이 비교적 일정하게 나타난

다 (그림 5-2-2-14, 표 5-2-2-7). 전단응력은 7.5 ~ 24.0 kPa 사이이며 하

부층으로 갈수록 값이 작아진다 (표 5-2-2-10). 평균입도는 2.8 ~ 7.3Φ로 퇴

적물 유형은 Z가 우세하며 sM, M, S, sZ, (g)sM의 순서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분

급도는 1.7 ~ 2.8Φ 값을 보인다 (표 5-2-2-17).

⑧ 11HZT2-P03

11HZT2-P03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477 cm이며 4개의 세부코어로 나뉜다 

(그림 5-2-2-8). 전밀도는 1.8 ~ 2.1 g/cm3, 입자밀도는 2.6 ~ 2.8 g/cm3 값

을 보인다. 공극률은 34.7 ~ 52.1%, 함수율은 17.7 ~ 29.8%이며 공극률과 함수

율은 일부구간 (203 ~ 392 cm)에서 비교적 높게 나타나며 이를 제외한 나머지 

구간에서는 큰 변동없이 일정하게 나타난다 (그림 5-2-2-15, 표 5-2-2-8). 

전단응력은 시료특성상 상부와 하부에 위치한 사질부는 측정하지 못하였으며 중간

의 니질부에 대해서만 측정하였다. 그 값은 7.7 ~ 18.9 kPa 사이이다 (표 

5-2-2-10). 평균입도는 1.7 ~ 6.6Φ로 퇴적물 유형은 S가 우세하며 Z, (g)sM, 

(g)S, sZ, zS 등의 순서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0.8 ~ 3.1Φ 값을 보인다 

(표 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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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 11HZT-P01 코어의 수직분포도. 

그림 5-2-2-2. 11HZT-P02 코어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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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11HZT-P05 코어의 수직분포도.

  

그림 5-2-2-4. 11HZT-P06 코어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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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5. 11HZT-P08 코어의 수직분포도. 

  

그림 5-2-2-6. 11HZT-P11 코어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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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11HZT2-P02 코어의 수직분포도. 

그림 5-2-2-8. 11HZT2-P03 코어의 수직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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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9. 11HZT-P02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그림 5-2-2-10. 11HZT-P05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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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1. 11HZT-P06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그림 5-2-2-12. 11HZT-P08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그림 5-2-2-13. 11HZT-P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 125 -

그림 5-2-2-14. 11HZT2-P02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그림 5-2-2-15. 11HZT2-P03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5 2.61 2.67 43.96 23.98

524 1.89 2.67 2.72 48.76 27.34

표 5-2-2-1. 11HZT-P01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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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1 2.64 2.69 40.90 21.59

59 2.02 2.62 2.68 40.17 21.14

99 2.03 2.63 2.66 38.60 20.18

182 2.05 2.64 2.71 39.05 20.21

표 5-2-2-2. 11HZT-P02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0 2.61 2.66 40.16 21.29

20 1.92 2.66 2.74 47.98 26.58

40 1.83 2.64 2.75 53.42 31.01

60 1.94 2.63 2.73 46.30 25.31

80 1.82 2.58 2.68 51.65 30.06

100 1.91 2.60 2.71 47.22 26.20

122 1.76 2.62 2.74 56.92 34.26

142 1.72 2.60 2.69 58.06 35.81

162 1.71 2.66 2.75 60.07 37.23

182 1.75 2.63 2.71 56.92 34.56

192 1.89 2.64 2.69 48.04 27.00

212 1.88 2.65 2.69 48.89 27.64

232 1.92 2.65 2.70 46.68 25.81

257 1.78 2.60 2.69 54.54 32.47

272 1.72 2.55 2.64 57.00 35.23

287 1.92 2.62 2.71 46.46 25.64

표 5-2-2-3. 11HZT-P05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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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0 2.58 2.63 39.45 20.98

20 1.71 2.62 2.66 57.67 35.70

40 1.75 2.56 2.62 54.53 33.08

60 1.77 2.60 2.66 54.47 32.70

80 1.81 2.63 2.70 52.94 31.02

99 1.79 2.63 2.71 54.66 32.47

119 1.74 2.62 2.66 56.03 34.12

139 1.74 2.63 2.66 56.12 34.18

159 1.75 2.58 2.63 54.78 33.27

179 1.75 2.63 2.67 56.02 33.98

191 1.66 2.67 2.71 62.57 40.09

표 5-2-2-4. 11HZT-P06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9 2.60 2.67 41.21 21.95

20 2.02 2.60 2.67 39.69 20.91

40 1.96 2.68 2.72 44.66 24.15

60 1.92 2.87 3.00 54.53 30.10

80 1.91 2.60 2.71 47.71 26.58

100 1.81 2.77 2.91 58.13 34.06

120 1.87 2.78 2.93 55.65 31.63

140 1.91 2.77 2.92 53.43 29.74

154 1.90 2.81 2.95 54.47 30.43

표 5-2-2-5. 11HZT-P08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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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4 2.64 2.71 39.39 20.47

20 1.73 2.69 2.79 60.06 36.91

40 1.71 2.66 2.76 60.42 37.48

60 1.70 2.60 2.72 60.33 37.70

74 1.68 2.67 2.84 63.99 40.44

94 1.69 2.64 2.82 62.72 39.35

114 1.69 2.69 2.85 63.63 40.03

134 1.64 2.64 2.83 65.80 42.59

154 1.66 2.60 2.78 63.77 40.80

178 1.69 2.67 2.77 61.83 38.85

198 1.68 2.68 2.77 62.47 39.48

218 1.66 2.65 2.77 63.67 40.79

238 1.64 2.65 2.78 64.69 41.81

258 1.62 2.66 2.78 65.97 43.17

276 1.67 2.65 2.80 63.78 40.59

표 5-2-2-6. 11HZT-P11 코어의 습윤 전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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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5 2.07 2.60 2.69 37.48 19.26

20 1.81 2.67 2.77 54.71 32.01

40 1.82 2.67 2.78 54.39 31.65

60 1.81 2.63 2.75 54.28 31.79

80 1.80 2.60 2.71 53.83 31.74

92 1.81 2.69 2.65 51.76 30.42

112 1.82 2.77 2.71 52.68 30.71

132 1.82 2.74 2.73 53.35 31.13

152 1.79 2.73 2.72 55.09 32.76

172 1.82 2.77 2.75 53.63 31.20

190 1.83 2.72 2.73 52.83 30.67

193 1.81 2.66 2.72 53.52 31.37

213 1.83 2.69 2.73 52.75 30.60

233 1.82 2.63 2.69 52.09 30.31

253 1.82 2.65 2.70 52.74 30.84

273 1.82 2.63 2.67 51.54 30.06

293 1.84 2.70 2.74 52.70 30.49

313 1.80 2.64 2.67 53.20 31.44

333 1.79 2.60 2.64 52.49 31.08

343 1.79 2.67 2.72 54.93 32.59

363 1.75 2.66 2.68 55.89 33.84

383 1.77 2.70 2.72 55.82 33.39

403 1.77 2.70 2.72 55.81 33.43

423 1.81 2.67 2.73 53.54 31.33

443 1.91 2.69 2.74 48.38 26.86

463 1.94 2.69 2.72 45.98 25.17

483 1.84 2.60 2.64 49.36 28.47

490 1.83 2.66 2.71 52.37 30.45

표 5-2-2-7. 11HZT2-P02 코어의 습윤 전밀도(g/cm3), 건조밀도(g/cm3), 

입자밀도(g/cm3),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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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습윤전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5 2.61 2.64 36.40 18.86

30 2.10 2.66 2.68 34.98 17.66

60 2.06 2.59 2.64 35.82 18.48

74 2.02 2.64 2.65 38.75 20.36

104 2.06 2.65 2.67 37.02 19.08

134 2.08 2.62 2.65 34.65 17.65

163 2.05 2.62 2.63 35.74 18.48

183 2.08 2.63 2.67 36.04 18.43

203 1.88 2.68 2.75 50.40 28.47

223 1.91 2.69 2.77 49.08 27.23

243 1.92 2.68 2.77 48.58 26.85

263 1.92 2.69 2.78 49.13 27.18

283 1.94 2.71 2.79 48.20 26.40

303 1.90 2.70 2.77 49.64 27.71

323 1.93 2.69 2.78 48.28 26.55

332 1.93 2.68 2.76 48.14 26.54

352 1.88 2.67 2.75 50.58 28.58

372 1.85 2.63 2.75 52.06 29.82

392 1.98 2.58 2.70 42.94 23.05

412 2.01 2.47 2.56 36.02 19.06

432 2.06 2.63 2.71 38.63 19.90

452 2.04 2.56 2.67 38.56 20.11

477 2.06 2.57 2.70 38.39 19.81

표 5-2-2-8. 11HZT2-P03 코어의 습윤 전밀도(g/cm3), 건조밀도(g/cm3), 

입자밀도(g/cm3),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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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HZT-P05 　11HZT-P06 11HZT-P08 　11HZT-P11

깊이 전단응력 깊이 전단응력 깊이 전단응력 깊이 전단응력
20 20.76 15 6.06 20 4.66 20 7.46 
40 14.46 20 11.89 40 3.73 40 11.43 
60 22.39 40 47.81 60 2.80 60 24.02 
80 24.02 60 27.99 80 23.56 114 11.66 
100 33.59 80 48.28 100 15.16 154 21.46 
110 27.52 119 37.32 218 13.06 
142 2.80 149 11.89 258 21.22 
162 5.60 159 13.76 
182 16.79 179 13.53 
212 10.26 
232 6.06 
257 11.20 
272 11.89 

표 5-2-2-9. 11HZT-P05~11HZT-P11 코어의 전단응력(kPa).

11HZT2-P02 　11HZT2-P03

깊이 전단응력 깊이 전단응력
5 8.40 203 18.89 
20 19.82 223 12.59 
40 20.06 243 10.73 
60 13.29 263 12.83 
80 22.62 283 7.70 
112 19.36 303 11.66 
132 14.23 332 13.76 
152 6.30 352 10.50 
172 11.66 
190 14.46 
213 27.52 
233 15.16 
253 16.09 
273 13.76 
293 14.46 
313 15.63 
333 11.66 
363 14.23 
383 7.70 
403 3.73 
423 9.10 
443 5.83 
463 4.66 
483 7.46 

표 5-2-2-10. 11HZT2-P02~11HZT2-P03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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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cm)

0 2.66 0.70 4.56 29.75 0.00 96.77 3.01 0.22 S

524 3.11 1.69 2.80 10.15 0.00 87.81 7.79 4.39 mS

표 5-2-2-11. 11HZT-P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cm) 3.12 0.94 2.63 12.49 0.00 93.14 6.40 0.46 S

59 2.83 0.80 3.10 17.87 0.00 96.16 3.58 0.26 S

99 2.90 0.91 2.90 14.70 0.00 94.40 5.22 0.37 S

182 2.99 0.93 2.73 13.55 0.00 93.79 5.79 0.41 S

표 5-2-2-12. 11HZT-P02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0 2.74 1.74 2.89 11.80 0.10 90.14 5.87 3.89 (g)S

20 5.16 2.52 0.59 1.85 0.00 51.61 25.48 22.91 mS

40 5.88 2.31 0.28 2.09 0.00 27.17 51.47 21.37 sZ

60 4.59 2.35 1.01 2.84 0.00 60.51 27.00 12.48 zS

80 5.36 2.44 0.57 2.00 0.00 44.74 34.75 20.51 sM

100 5.32 2.47 0.60 2.11 0.00 45.92 35.51 18.56 sM

122 5.08 2.70 0.54 1.95 0.00 52.33 28.46 19.22 mS

142 5.70 2.69 0.29 1.72 0.00 42.74 32.56 24.71 sM

162 6.52 2.28 -0.07 2.15 0.00 17.94 54.50 27.56 sM

182 6.46 2.48 -0.39 1.77 0.00 27.34 34.37 38.29 sM

192 4.50 2.30 1.02 2.72 0.00 64.01 22.16 13.83 mS

212 5.20 2.51 0.61 2.10 0.00 48.12 34.01 17.87 sM

232 4.34 2.20 1.23 3.42 0.00 66.40 23.69 9.92 zS

257 6.35 2.41 -0.11 1.95 0.00 23.14 49.25 27.61 sM

272 6.44 2.40 -0.10 1.99 0.00 22.93 48.38 28.69 sM

287 5.74 2.51 0.26 1.89 0.00 36.40 41.95 21.65 sM

표 5-2-2-13. 11HZT-P05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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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0 2.98 1.98 2.81 9.97 0.00 89.77 3.11 7.12 cS

20 6.75 2.42 -0.33 2.36 0.00 15.28 51.95 32.77 sM

40 7.25 1.95 -0.81 3.41 0.00 8.51 47.84 43.65 M

60 7.35 2.07 -0.56 2.47 0.00 6.42 44.51 49.07 M

80 7.07 2.02 -0.08 2.57 0.00 6.72 60.49 32.79 M

99 7.23 1.89 -0.15 2.69 0.00 5.78 60.43 33.79 M

119 6.98 2.12 -0.26 2.45 0.00 10.36 56.51 33.13 sM

139 6.88 2.11 -0.21 2.26 0.00 11.89 51.86 36.25 sM

159 6.58 2.09 -0.13 2.48 0.00 13.85 59.61 26.54 sZ

179 7.27 2.07 -0.46 2.58 0.00 8.62 49.71 41.67 M

191 6.54 2.20 -0.11 2.41 0.00 11.67 61.14 27.20 sZ

표 5-2-2-14. 11HZT-P06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0 2.64 1.02 2.94 14.03 0.00 93.09 6.44 0.46 S

20 3.00 1.95 2.55 9.01 0.00 87.14 7.36 5.50 mS

40 3.40 1.00 3.52 23.42 0.00 96.45 2.07 1.48 S

60 2.62 3.83 0.41 1.95 31.90 34.13 22.21 11.76 msG

80 7.03 1.75 0.22 2.64 0.00 1.53 69.70 28.77 Z

100 4.99 3.40 -0.51 2.29 13.30 21.90 45.31 19.49 gsM

120 4.70 3.56 -0.38 2.29 9.75 32.19 39.28 18.77 gsM

140 5.15 2.87 -0.26 2.67 3.25 31.41 47.75 17.58 (g)sM

154 4.95 3.72 -0.20 2.01 7.62 31.45 34.60 26.34 gsM

표 5-2-2-15. 11HZT-P08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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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
(cm) Gravel Sand Silt Clay

0 2.43 0.97 2.99 15.96 0.00 94.79 4.86 0.35 S

20 6.31 2.33 -0.15 2.32 0.00 15.70 59.03 25.27 sZ

40 7.00 2.26 -0.30 2.46 0.00 12.66 52.79 34.56 sM

60 7.59 2.03 -0.62 3.11 0.00 8.02 48.30 43.69 M

74 7.59 2.06 -0.70 3.05 0.00 8.65 44.88 46.47 M

94 7.70 1.88 -0.45 2.72 0.00 3.40 50.29 46.31 M

114 7.17 2.22 -0.63 2.43 0.00 15.90 36.56 47.54 sM

134 7.45 2.04 -0.59 2.95 0.00 7.95 49.68 42.37 M

154 7.50 2.02 -0.56 2.87 0.00 7.92 49.28 42.80 M

178 7.52 2.06 -0.51 2.79 0.00 7.29 49.73 42.97 M

198 7.28 2.19 -0.50 2.51 0.00 13.23 45.89 40.88 sM

218 7.87 1.85 -0.47 2.89 0.00 3.28 48.74 47.97 M

238 7.85 2.01 -0.81 3.15 0.00 6.59 40.63 52.79 M

258 7.95 1.65 -0.28 2.78 0.00 1.20 51.56 47.24 M

276 7.95 1.52 -0.47 3.12 0.00 0.96 44.00 55.04 M

표 5-2-2-16. 11HZT-P1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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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5 2.82 1.98 2.69 9.49 0.00 90.08 3.35 6.57 S

20 6.74 1.99 0.32 2.33 0.00 2.08 70.18 27.74 Z

40 7.33 1.74 0.04 2.02 0.00 0.52 57.24 42.24 M

60 6.69 1.90 0.17 2.56 0.00 3.48 69.78 26.74 Z

80 7.22 1.74 0.29 2.20 0.00 0.70 66.97 32.33 Z

92 7.19 1.76 0.31 2.23 0.00 0.56 67.48 31.95 Z

112 7.11 1.78 0.35 2.23 0.00 0.51 68.60 30.89 Z

132 7.02 1.79 0.34 2.32 0.00 1.11 69.42 29.47 Z

152 7.03 1.86 0.30 2.21 0.00 0.91 68.65 30.45 Z

172 6.98 1.89 0.29 2.28 0.00 1.66 68.28 30.06 Z

190 6.69 1.82 0.51 2.44 0.00 1.23 74.07 24.69 Z

193 6.93 1.74 0.38 2.62 0.00 0.83 72.06 27.11 Z

213 6.75 1.80 0.49 2.28 0.00 0.53 73.63 25.85 Z

233 6.96 1.72 0.50 2.39 0.00 0.48 72.30 27.22 Z

253 6.85 1.74 0.51 2.50 0.00 0.56 74.08 25.36 Z

273 6.82 1.73 0.53 2.55 0.00 0.72 74.46 24.82 Z

293 6.79 1.88 0.16 2.78 0.00 4.42 69.82 25.76 Z

313 7.08 1.80 0.34 2.26 0.00 0.61 68.63 30.76 Z

333 6.77 1.85 0.33 2.65 0.00 1.98 72.35 25.67 Z

343 6.98 1.88 -0.01 2.83 0.00 2.81 67.93 29.26 Z

363 7.00 1.91 0.19 2.42 0.00 1.35 67.12 31.53 Z

383 6.96 1.93 0.05 2.65 0.00 2.83 66.96 30.20 Z

403 6.82 2.36 -0.33 2.53 0.00 10.47 55.79 33.75 sM

423 6.40 2.32 -0.14 2.44 0.00 12.48 60.51 27.00 sZ

443 5.12 2.81 0.32 1.79 0.00 44.01 36.10 19.89 sM

463 6.47 2.62 -0.45 2.47 0.00 16.60 52.51 30.90 sM

483 6.09 2.61 -0.16 2.00 0.00 23.77 49.89 26.34 sM

490 4.95 2.80 0.45 2.00 0.08 44.96 36.74 18.22 (g)sM

표 5-2-2-17. 11HZT2-P02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 136 -

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l Sand Silt Clay

0 1.93 1.03 3.44 16.80 0.00 95.20 4.48 0.32 S

30 1.94 1.06 3.40 16.20 0.00 94.84 4.82 0.34 S

60 1.84 1.00 3.74 19.54 0.09 95.46 4.15 0.30 (g)S

74 1.91 1.19 3.29 14.22 0.00 93.06 6.48 0.46 S

104 1.81 1.02 3.88 19.69 0.00 95.12 4.55 0.33 S

134 1.85 1.15 3.46 15.70 0.00 93.64 5.94 0.42 S

163 1.87 1.24 3.19 13.48 0.00 92.46 7.04 0.50 S

183 1.81 1.05 3.77 18.66 0.00 94.79 4.86 0.35 S

203 4.55 3.14 0.33 1.59 0.07 47.99 32.06 19.87 (g)sM

223 5.90 2.29 -0.19 3.02 0.13 13.06 69.06 17.75 (g)sM

243 6.41 1.50 0.20 1.92 0.00 1.54 74.64 23.82 Z

263 6.26 1.70 0.78 3.32 0.00 2.02 81.57 16.41 Z

283 6.31 1.66 0.40 2.63 0.00 2.62 75.29 22.09 Z

303 6.21 1.78 0.49 3.33 0.00 3.89 79.19 16.92 Z

323 6.28 1.76 0.84 2.98 0.00 1.88 79.96 18.16 Z

332 6.38 1.67 0.65 3.15 0.00 2.07 81.53 16.40 Z

352 6.57 1.83 0.61 2.58 0.00 1.61 75.76 22.64 Z

372 5.89 2.10 -0.23 3.06 0.00 11.45 71.29 17.27 sZ

392 2.36 2.48 1.49 4.20 0.00 75.90 19.63 4.46 zS

412 1.74 0.98 4.01 21.57 0.00 95.71 4.01 0.29 S

432 1.69 0.80 4.76 31.23 0.00 97.37 2.46 0.18 S

452 1.71 0.94 4.27 23.95 0.00 96.02 3.71 0.27 S

477 1.78 1.18 3.41 15.37 0.00 93.40 6.16 0.44 S

표 5-2-2-18. 11HZT2-P03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나) 천부가스 특성

공기층 가스 분석은 3개 코어에서 총 6개의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과, 코어 11HZT-P12에서 메탄 (CH4) 농도가 4ppm으로 검출된 것을 제외하

고 그 외 시료에서는 탄화수소 가스가 검출되지 않았다 (표 5-2-2-19). 또한 코

어 11HZT-P12에서 검출된 메탄의 농도값도 매우 낮다. 따라서 2011년 채취한 

피스톤 코어는 탄화수소 가스가 생물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메탄생성단계 

(methanogenesis)에 도달하지 못하였거나 가스가 함유되어 있는 층까지 도달하지 

못하였다. 만약 향후 2011년에 피스톤 코어를 채취한 동일한 지역에서 퇴적물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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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유된 가스 함량을 살펴보기 위해 피스톤 코어를 다시 채취한다면, 2011년에 시

추한 퇴적물 심도보다 더 깊은 심도의 퇴적물을 회수하여 퇴적물내 탄화가스 함량

을 측정해야할 것으로 사료된다. 

Depth (mbsf) CH4 (ppm) C2H4 (ppm) C3H8 (ppm)

11HZT2-2 no.1 4.91 no detection no detection no detection

11HZT2-2 no.2 3.44 no detection no detection no detection

11HZT2-2 no.3 1.94 no detection no detection no detection

11HZT2-2 no.4 0.93 no detection no detection no detection

11HZT2-3 no.1 4.5 no detection no detection no detection

11HZT-P12 S1 2.0 3.4 no detection no detection

표 5-2-2-19. 공기층 가스 분석 결과.

(다) 지화학적 특성 

① 총탄소, 총유기탄소와 총질소 (TC, TOC와 TN)

퇴적물에 포함된 총탄소 (TC) 함량은 코어 11HZT-P05의 경우 0.17wt.% ~ 

0.71wt.%, 코어 11HZT-P06의 경우 0.32wt.% ~ 0.65wt.%, 코어 11HZT-P08

의 경우 0.17wt.% ~ 1.49wt.%, 코어 11HZT-11P의 경우 0.08wt.% ~ 

0.79wt.%, 11HZT2-P02의 경우 0.13wt.% ~ 0.75wt.%, 코어 11HZT2-P03의 

경우 0.48wt.% ~ 0.64wt.%의 범위를 가진다 (그림 5-2-16; 표 5-2-20). 산

처리를 실시한 총유기탄소 (TOC) 함량은 11HZT-P05의 경우 0.11wt.% ~ 

0.52wt.%, 코어 11HZT-P06의 경우 0.06wt.% ~ 0.46wt.%, 코어 11HZT-P08

의 경우 0.14wt.% ~ 1.06wt.%, 코어 11HZT-11P의 경우 0.07wt.% ~ 

0.58wt.%, 코어 11HZT2-P02의 경우 0.08wt.% ~ 0.59wt.%, 코어 11HZT2 

-P03의 경우 0.35wt.% ~ 0.44wt.%의 범위를 가지며,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은 코어 11HZT-P08의 경우 0.10wt.% ~ 0.96wt.%, 코어 

11HZT2-P02의 경우 0.19wt.% ~ 0.57wt.%의 범위를 가지면서 수직적으로 변

화하였다 (그림 5-2-2-16; 표 5-2-2-20). 전반적으로 산처리에 의한 TOC 함

량이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보다 높고 코어 11HZT-P08를 제외한 

대부분의 코어에서 채취한 시료들내 TOC함량이 0.5wt %보다 낮다. TN 함량은 

코어 11HZT-P05의 경우 0.03wt.% ~ 0.09wt.%, 코어 11HZT-P06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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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04wt.% ~ 0.08wt.%, 코어 11HZT-P08의 경우 0.03wt.% ~ 0.10 t.%, 코어 

11HZT-11P의 경우 0.02wt.% ~ 0.07wt.%, 11HZT2-P02의 경우 0.03wt.% ~ 

0.09wt.%, 코어 11HZT2-P03의 경우 0.05wt.% ~ 0.10wt.%의 범위를 가지면서 

수직적으로 변화한다 (그림 5-2-2-16; 표 5-2-2-20). 모든 분석된 코어에서 

TN의 함량이 0.1wt.%보다 낮은 값을 가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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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ction 

No.

Interval 

(cm)

Depth  

(cmbsf)

TC 

(wt.%)

TN 

(wt.%)

TOC 

(wt.%)

TOC/

TN

11HZT-P05

3/3

0 0 0.17 0.03 0.11 3.77 
8 8 0.35 0.04 0.30 6.70 
20 20 0.43 0.06 0.13 1.97 
40 40 0.49 0.07 0.39 5.76 
60 60 0.40 0.05 0.19 3.66 
80 80 0.51 0.05 0.31 5.69 
100 100 0.46 0.06 0.27 4.45 
122 122 0.45 0.04 0.29 6.59 

2/3

0 122 0.48 0.05 0.19 3.64 
20 142 0.60 0.06 0.40 6.69 
40 162 0.53 0.06 0.27 4.25 
60 182 0.71 0.09 0.52 5.72 
70 192 0.37 0.05 0.25 4.75 

1/3

0 192 0.47 0.05 0.22 4.19 
20 212 0.43 0.05 0.26 5.16 
40 232 0.38 0.04 0.18 4.49 
65 247 0.45 0.06 0.28 5.07 
80 262 0.54 0.06 0.35 5.90 
95 277 0.54 0.06 0.34 5.78 

11HZT-P06

2/2

0 0 0.32 0.04 0.06 1.68 
20 20 0.63 0.08 0.42 5.42 
40 40 0.65 0.07 0.41 5.86 
60 60 0.58 0.07 0.43 6.17 
80 80 0.60 0.07 0.38 5.19 
99 99 0.63 0.07 0.46 6.18 

1/2

0 99 0.58 0.06 0.40 6.31 
20 119 0.61 0.08 0.39 4.63 
40 139 0.53 0.07 0.39 5.62 
60 159 0.65 0.07 0.36 5.28 
80 179 0.57 0.07 0.39 5.97 
94 191 0.65 0.07 0.42 6.43 

11HZT-P08 1/1

0 0 0.23 0.04 0.19 4.32 
20 20 0.17 0.03 0.15 5.07 
40 40 0.18 0.03 0.14 5.19 
60 60 0.48 0.06 0.43 7.71 
80 80 1.49 0.10 1.04 10.95 
100 100 1.00 0.07 0.80 11.64 
120 120 0.61 0.06 0.59 10.30 
140 140 0.50 0.06 0.47 7.61 
154 154 0.51 0.06 0.49 8.00 

표 5-2-2-20. 11HZT 코어 퇴적물 원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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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20 (계속).

Core
Section 

No.

Interval 

(cm)

Depth   

cmbsf)

TC 

(wt.%)

TN 

(wt.%)

TOC 

(wt.%)

TOC/

TN

11HZT-P11

3/3

0 0 0.08 0.02 0.08 4.28 
20 20 0.45 0.05 0.38 7.65 
40 40 0.61 0.07 0.46 6.48 
60 60 0.60 0.07 0.43 6.07 
74 74 0.60 0.08 0.40 5.00 

2/3

0 74 0.70 0.08 0.58 7.33 
20 94 0.74 0.08 0.55 6.85 
40 114 0.70 0.07 0.47 6.32 
60 134 0.57 0.07 0.43 6.04 
80 154 0.68 0.08 0.52 6.24 
104 178 0.77 0.08 0.49 6.10 

1/3

0 178 0.66 0.08 0.48 6.41 
20 198 0.63 0.07 0.47 6.36 
40 218 0.68 0.09 0.50 5.62 
60 238 0.79 0.09 0.57 6.23 
80 258 0.72 0.08 0.55 7.18 
98 276 0.72 0.09 0.55 6.44 

11HZT2-P02

4/4

5 5 0.13 0.03 0.08 3.11 
20 20 0.64 0.07 0.55 7.36 
40 40 0.61 0.08 0.48 6.33 
60 60 0.57 0.06 0.43 7.87 
80 80 0.65 0.08 0.54 6.92 
92 92 0.62 0.08 0.52 6.87 

3/4

0 92 0.65 0.08 0.50 6.58 
20 112 0.66 0.08 0.51 6.11 
40 132 0.66 0.07 0.47 6.57 
60 152 0.68 0.08 0.58 7.33 
80 172 0.69 0.07 0.51 6.88 
98 190 0.67 0.06 0.50 8.00 

2/4

0 193 0.61 0.08 0.51 6.62 
20 213 0.75 0.07 0.50 6.90 
40 233 0.65 0.09 0.50 5.76 
60 253 0.65 0.07 0.49 7.16 
80 273 0.63 0.07 0.46 6.27 
100 293 0.62 0.07 0.49 7.13 
120 313 0.66 0.08 0.55 6.88 
140 333 0.66 0.07 0.55 8.40 
150 343 0.68 0.08 0.55 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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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2-2-20 (계속).

Core
Section 

No.

Interval 

(cm)

Depth  

(cmbsf)

TC 

(wt.%)

TN 

(wt.%)

TOC 

(wt.%)

TOC/

TN

11HZT2-P02 1/4

0 343 0.69 0.09 0.57 6.66 
20 363 0.63 0.08 0.50 6.19 
40 383 0.61 0.08 0.55 6.74 
60 403 0.63 0.09 0.59 6.79 
80 423 0.50 0.08 0.46 5.87 
100 443 0.44 0.06 0.43 7.10 
120 463 0.33 0.08 0.32 4.09 
140 483 0.41 0.06 0.35 6.11 
147 490 0.47 0.08 0.43 5.50 

11HZT2-P03

2/4

40 189 0.52 0.05 0.43 8.00 
60 209 0.64 0.08 0.39 5.09 
80 229 0.49 0.07 0.35 4.85 
100 249 0.48 0.07 0.40 6.18 
120 269 0.49 0.09 0.37 4.40 
140 289 0.51 0.07 0.39 5.26 
149 298 0.50 0.09 0.37 4.11 

1/4
0 298 0.53 0.06 0.40 7.14 
20 318 0.59 0.10 0.40 4.11 
40 338 0.53 0.06 0.44 7.08 

  

그림 5-2-2-16. TC, TOC, TN 분석 결과. A) 코어 11HZT-P05, B) 코어 

11HZT-P06, C) 코어 11HZT-P08, D) 코어 11HZT-P11, E) 코어 

11HZT2-P02와 F) 코어 11HZT2-P03 (●: 산처리에 의한 TOC, ◯: 

Rock-Eval에 의한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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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처리에 의한 TOC 함량과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을 비교하면, 두 

TOC 함량간에는 양의 상관관계 (r2=0.67)를 보여준다 (그림 5-2-2-17). 즉, 

전반적으로 산처리한 TOC 함량이 증가하면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도 

증가하고, 산처리한 TOC 함량이 감소하면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도 

증가한다. 그러나 두 분석 방법에 의한 TOC 함량의 절대값은 차이를 보인다. 전기

한 바와 같이 산처리에 의한 TOC 함량이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 함량보다 

높다. 이러한 원인으로는 TOC 분석에 사용되는 분석기기들의 분석 온도 차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즉, 산처리를 실시한 시료를  Leco CHN-900으로 TOC 함량을 

분석할 시에는 온도를 950℃로 가열하지만 Rock-Eval에 의한 TOC함량 분석시에 

pyrolysis part에서는 650℃로, oxidation part에서는 850℃로 가열하여 분석한

다. 

그림 5-2-2-17. 산처리한 TOC와 Rock-Eval 분석에 의한 TOC의 관계도. 

심도에 따른 TC, TOC과 TN 함량 변화를 코어별로 살펴보면, 코어 

11HZT-P08를 제외한 코어에서 TC, TOC와 TN의 함량은 동일한 코어에서 심도

에 상관없이 비교적 일정하다 (그림 5-2-2-16). 반면에 코어 11HZT-P08에서

는 75cmbsf에서 TC, TOC과 TN 함량 들이 최대값을 가진다. 이와 같은 결과는 

75cmbsf를 기준으로 하여 퇴적물의 퇴적상이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

다.  

일반적으로 총유기탄소/총질소 비 (TOC/TN ratio)는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기원을 판별 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해성 또는 육성 조류의 TOC/TN 비는 전형적

으로 4에서 10의 값을 가지며, 육상 식물 기원은 20 이상의 TOC/TN 비를 가진다 

(Premuzic et al., 1982; Jasper and Gagosian, 1990; Meyers, 1994; Prahl 

et. al., 1994). 분석된 TN과 산처리에 의한 TOC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TOC/T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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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를 계산하면, 코어 11HZT-P05에서는 2.0 ~ 6.7, 코어 11HZT-P06에서는 

1.7 ~ 6.4, 코어 11HZT-P08에서는 4.3 ~ 11.6, 코어 11HZT-P11에서는 4.3 

~ 7.7, 코어 11HZT2-P02에서는 3.1 ~ 8.4, 코어 11HZT2-P03에서 4.1 ~ 

8.0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그림 5-2-20; 표 5-2-20). 분석한 대부분의 시료들

은 4에서 10의 TOC/TN 비를 가진다. 또한 심도에 따른 TOC/TN 변화를 살펴보

면, 동일한 코어에서 심도에 따른 TOC/TN 비의 변화가 거의 없다 (그림 

5-2-2-16). TOC/TN의 값만을 이용하여 유기물의 기원을 판단하면 분석된 대부

분의 코어내 퇴적물의 유기물들은 해성 또는  육성 조류기원이 우세하다. 그러나 

분석된 TOC의 함량이 0.5 wt.% 이하일 때, 총질소 (TN) 함량이 유기질소 

(Norg) 함량을 대신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많이 함유한 점토층에서 무기질소 함

량이 TN 함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TOC/TN 비가 많이 변화한다. 이런 경우

에 TOC/TN을 유기물의 기원 규명을 위한 지화학 지시자로 사용하기 어렵다 (김

지훈 외; 2007; Nijenhuis and de Lange, 2000; Calvert, 2004). 따라서 2011

년 채취한 코어들에서 분석된 유기물의 TOC 함량이 0.5%보다 낮은 시료들이 많

기 때문에 TOC/TN 비로 유기물의 기원을 규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분석된 TN과 Rock-Eval에 의한 TOC를 이용하여 연구 코어 퇴적물의 

TOC/TN 비를 계산하면, 코어 11HZT-P08에서는 3.5 ~ 9.7, 코어 

11HZT2-P02에서는 2.5 ~ 8.5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전반적으로 Rock-Eval에 

의한 TOC/TN 비가 산처리에 의한 TOC/TN 비보다 작지만 TOC/TN 비의 경향성

은 일치한다. 

② Rock-Eval 열분석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열적 성숙단계를 판단하기 위하여 일반적으로 Tmax 

(Rock-Eval 열분석 시 S2 peak가 최대일 때 온도)를 이용한다. Tmax가 435℃

보다 낮으면 유기물이 열적으로 미성숙단계에 위치하고, 435℃보다 높으면 열적으

로 성숙단계에 위치한다. 코어 11HZT-P08의 Tmax는 256℃~604℃, 코어 

11HZT2-P02의 Tmax는 256℃ ~ 605℃의 범위를 갖는다 (그림 5-2-2-18; 

표 5-2-2-21). 분석된 결과에 의하면 회수된 500 cm내에서 두 코어 모두 퇴적

물내 유기물 Tmax의 수직적 변화가 크다. S2 값을 살펴보면, 코어 11HZT-P08

의 경우 0.34mgHC/gRock ~ 0.52mgHC /gRock, 코어 11HZT2-P02의 경우 

0.32mgHC/gRock ~ 0.83mgHC/gRock의 범위를 가지며, 분석된 모든 시료들에서 

1.0mgHC/gRock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전기한 500 cm내에서 두 코어 모두 퇴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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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내 유기물 Tmax의 수직적 변화가 큰 것은 Rock-Eval 분석시 분석된 시료내에

서 S2 peak가 전반적으로 매우 낮기 때문에 발생한 것으로 사료된다. 따라서 

2011년에 분석된 시료들에서는 Tmax값은 의미가 없다. S3 값을 살펴보면, 코어 

11HZT-P08의 경우 0.26mgCO2/gRock ~ 3.93mgCO2/ gRock, 코어 

11HZT2-P02의 경우 0.43mgCO2/gRock ~ 1.22mgCO2/gRock의 범위를 가진다 

(그림 5-2-22; 표 5-2-21). 분석된 퇴적물 시료에 포함된 유기물의 수소지수 

(Hydrogen Index; HI = S2/TOC X 100)는 코어 11HZT-P08의 경우 

57mgHC/gTOC ~ 380mgHC/gTOC, 코어 11HZT2-P02의 경우 

73mgHC/gTOC ~ 437mgHC/gTOC범위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2~23; 표 

5-2-21). 산소지수 (Oxygen Index: OI = S3/TOC X 100)는 코어 

11HZT-P08의 경우 162mgCO2/gTOC ~ 787mgCO2/gTOC, 코어 11HZT2 

-P02의 경우 131mgCO2/gTOC ~ 290mgCO2/gTOC의 범위를 갖는다 (그림 

5-2-2-18~19; 표 5-2-2-21). 

Tissot와 Welte (1984)는 퇴적물 내 유기물의 HI 값이 300mgHC/gTOC 보다 

낮은 값을 가지면 육성 식물기원 (Type III)이고, HI 값이 600mgHC/gTOC ~  

900mgHC /gTOC이면 조류기원 (Type II)이 우세하다고 보고하였다. 분석된 퇴적

물 내 유기물들의 HI 값이 대부분 300gmgHC/gTOC 이하인 점을 고려할 때, 육성 

유기물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분석된 HI와 OI 값을 이용하여 수정된 

van Krevelen-type diagram에 도시하면, 대부분의 HI와 OI의 분석값들 역시 

Type III의 위치한다 (그림 5-2-2-19). 

Type I는 열분해과정에서 탄화수소의 80wt.%, Type II는 50wt.% ~ 60wt.%, 

그리고 Type III는 15wt.% ~ 30wt.%가 분해되기 때문에 S2와 TOC의 관계 

diagram 역시 수정된 van Krevelen-type diagram과 같이 유기물의 Type을 구

분할 수 있다 (Peters, 1986). 분석된 TOC와 S2 값을 이용한 diagram을 살펴보

면 대부분이 Type III에 위치한다 (그림 5-2-2-19). 따라서 연구 코어 내 퇴적

물의 유기물 열분석 결과, 대부분의 유기물들은 육성 식물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분석된 시료들의 TOC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열분석 결과를 유기물의 

기원을 규명할 때 주의가 필요하다. 정확한 유기물 기원을 규명하기위해서는 유기

물의 탄소 동위 원소 및 질소 동위원소 분석 연구가 추후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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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e
Section 

No.

Interval 

(cm)

Depth  

(cmbsf)

S2 

(mgHC/

gRock)

S3

(mgCO2/

gRock)

TOC

(%)

Tmax

(oC)

HI

(mgHC/

gTOC)

OI

(mgCO2/

gTOC)

11HZT-P08 1/1

0 0 0.44 0.26 0.16 344 275 162
20 20 0.38 0.26 0.1 604 380 260
40 40 0.34 0.28 0.12 256 283 233
60 60 0.49 1.5 0.19 604 258 789
80 80 0.52 3.93 0.92 310 57 427
100 100 0.5 2.76 0.64 257 78 431
120 120 0.42 1.23 0.33 597 127 373
140 140 0.39 1.42 0.28 594 139 507
154 154 0.49 1.17 0.32 586 153 366

11HZT2-P02

4/4
20 20 0.46 0.96 0.57 340 81 168
40 40 0.37 0.86 0.51 338 73 169
92 92 0.42 0.91 0.53 330 79 172

3/4

0 92 0.35 0.91 0.45 337 78 202
20 112 0.42 1.01 0.56 327 75 180
40 132 0.41 1.03 0.54 324 76 191
60 152 0.54 0.99 0.56 434 96 177
80 172 0.41 0.99 0.46 343 89 215
98 190 0.39 0.99 0.39 325 100 254

2/4

0 193 0.36 0.84 0.39 331 92 215
20 213 0.32 1.22 0.42 335 76 290
40 233 0.67 0.97 0.56 451 120 173
60 253 0.36 0.92 0.42 329 86 219
80 273 0.37 0.88 0.45 333 82 196
100 293 0.39 0.94 0.43 332 91 219
120 313 0.39 1.09 0.51 325 76 214
140 333 0.55 1.00 0.55 440 100 182
150 343 0.43 1.07 0.54 350 80 198

1/4

0 343 0.44 1.15 0.45 323 98 256
20 363 0.4 0.92 0.35 368 114 263
40 383 0.56 0.88 0.46 257 122 191
60 403 0.53 0.82 0.48 339 110 171
80 423 0.54 0.73 0.48 256 112 152
100 443 0.63 0.55 0.42 309 150 131
120 463 0.83 0.43 0.19 605 437 226
140 483 0.37 0.45 0.29 343 128 155
147 490 0.69 0.52 0.35 605 197 149

표 5-2-2-21. 11HZT Rock-Eval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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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8. Rock-Eval 열분석 결과. A) 코어 11HZT-P08, B) 코어 

11HZT2-P02. 

그림 5-2-2-19. 수정된 van-Krevelen-type 도표와 TOC와 S2 상호관계. 

A) 코어 11HZT-P08, B) 코어 11HZT2-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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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주요원소 특성

① 11HZT-P01

대부분 니질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수직적으로 육상기원 쇄설성 입자의 영향을 받

는 Al, Si, Fe, Ti (cps; count per second)원소의 분포는 특정구간에서 큰 폭의 

변화(감소)를 보이나 이 구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보인다. 육상기

원 원소의 급격한 감소구간은 시추코어 사진상 함수율이 매우 높은 구간과 일치한

다. 이는 XRF 스케너의 특성상 물의 간섭으로 측정이 불가능하거나 매우 낮은값을 

반영한 것으로 보인다. Ca 함량이 3.4 m 하부심도에서 높은 값을 보이는 것은 

CaCO3를 주성분으로 하는 패류의 패각에 영향인 것으로 보인다. 입자형태로 퇴적

물내로 유입된 유기물의 영향을 받는 원소들은 (S, Br, Mo, Ba) 전체구간에서 일

정하게 나타난다. 점토광물중 kaolinite, chlorite와 관련이 있는 Zn 원소는 전체구

간에서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② 11HZT-P02

대부분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코어로서 심도 1.0 m를 기준으로 육상기원의 원소

들중 Si는 점차 증가하고 Fe, Ti는 1.0 m하부구간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

며 Ca는 전체구간에서 일정한 값을 갖는다. 생물기원의 S, Br, Mo, Ba는 대부분 

일정한 값을 유지하며 환산기원의 지시자인 Zr은 상부로 갈수록 감소하는 경향을 

갖는다. 

③ 11HZT-P05

주로 사질니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간 1.2~2.0 m에서 급격히 증가하는 경향을 제

외하면 전체적으로 육상기원의 퇴적물 지시자 Al, Si, Fe, Ti의 값은 매우 일정한 

값을 보인다. 이들 값이 급격히 증가하는 구간은 코어 11HZT-P05의 Section 

2/3에 일치하는 구간으로 추후 추가적인 확인이 요구된다. S, Br, Mo, Ba 원소들

도 전체구간에서 뚜렷한 변화가 없으나 값의 변동 범위는 Core 11HZT-P02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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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1HZT-P06

최상부 0~7 cm구간의 얇은 모래층을 제외하면 전체구간은 규질한 니질 퇴적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육상기원의 Al, Si, Fe, Ti은 전체적으로 일정한 값을 보인다. 

이는 동일한 기원의 쇄설성 입자로부터 지속적으로 공급되었음을 지시한다. 유기물 

기원도 코어 P05와 유사하며 점토광물중 kaolinite, chlorite 성분과 관련이 깊은 

Zn는 20 cps내외로 낮은 값을 갖는다. 

⑤ 11HZT-P08

심도 0.6 m부근에서 고기의 풍화된 퇴적물이 나타나 해수면 상승이후 육상과 해

양의 환경 변화를 관찰할 수 있다. 육안관찰상에서도 상부의 dark greenish gray

와 하부의 light olive brown 색이 뚜렷이 구분된다. 상부는 대부분 사질니로 구성

되어있으며 함수율이 매우 높게 나타났다. Fe, Ti 함량은 0.6 m 하부구간에서 높

게 나타나고 이후 급격히 감소한다. Al, Si 함량은 수직적으로 유사한 변화를 보이

나 그 변화가 Fe, Ti와 다르게 보인다. Ca, Zr, Ba 함량은 상부구간에서 높게 나타

났다. 

⑥ 11HZT-P11

상부 0.2 m구간까지 모래가 덮여 있고 그 하부는 대부분 사질니로 구성된 코어

로서 사질구간에서 Al, Fe, Ti 함량이 최소값을 보이고 나머지 구간에서 매우 일정

한 값을 갖는다. Ca 함량은 조개 패각편이 나타나는 상부 0.15 m구간에서 높고 전

체적으로 일정하다. 생물기원의 지시자 S, Br, Mo, Ba 함량은 대부분 구간에서 일

정하나 Ba는 사질층이 나타나는 최상부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⑦ 11HZT2-P02 

최상부에 얇게 덮인 모래층이 있고 나머지 하부층은 니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천부탄성파 자료상에서 음향혼탁층이 나타난 지역의 코어이다. 최상부 모래층

에서 Al, Si, Fe, Ti 함량이 최저값을 보이며 이 구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거의 

일정하나 상부로 갈수록 다소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S, Br, Mo, Ba 함량이 전

체구간에서 거의 일정하나 Mo, Ba는 모래층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갖는다. 점

토광물과 관련이 있는 Zn은 전체구간에서 일정하나 변동폭은 큰 것으로 나타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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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재 성분에서 주로 많이 나타나는 Zr 함량은 전체구간에서 거의 일정하다. 

⑧ 11HZT2-P03 

약 1.5 m 구간을 기준으로 상부는 주로 사질층이 그 하부는 사질니로 구성되어 

있다. Al, Fe, Ti 함량은 사질층에서 매우 낮에 나타나고 하부의 사질니층에서 상

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인다. Si 함량은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Ca 

함량은 조개 파편이 있는 구간에서 높은 값을 보이고 전체적으로 일정하다. S, Zr, 

Zn 함량은 사질층에서 낮은 값을 보이고 Ba,  함량은 반대로 사질층에서 상대적으

로 높은 값을 갖는다. 

그림 5-2-2-20. 11HZT-P01 XR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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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1. 11HZT-P02 XRF 자료.

그림 5-2-2-22. 11HZT-P05 XRF 자료. 



- 151 -

그림 5-2-2-23. 11HZT-P05 XRF 자료. 

그림 5-2-2-24. 11HZT-P08 XR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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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5. 11HZT-P11 XRF 자료. 

그림 5-2-2-26. 11HZT2-P02 XRF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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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7. 11HZT2-P03 XRF 자료. 

(3) 천부지층 특성

본 연구해역은 중국대륙과 한반도로 둘러싸인 연해로써 조석과 계절적으로 발생

하는 폭풍 및 태풍 등 물리적 조건이 복잡한 전형적인 대륙연해이다 (Lee and 

Chough, 1989). 황해는 평균수심이 44 m 이고, 수심 80 m 이상의 깊은 골이 한

반도 쪽으로 치우쳐 있어 중국 쪽은 완만하고, 한반도 쪽은 경사가 비교적 가파르

다. 황해로 유입되는 퇴적물의 기원은 중국의 황하강과 Jinagsu로부터 각각 약 

1.0×109 ton/year와 약 0.5×109 ton/year, 한반도의 여러 하천으로 부터 약 

1.2×107 ton/year으로 추정된다 (Schubel, 1984; Yang et al., 2003). 유입된 

퇴적물은 주변연안에 작용하는 조류나 연안류 등에 의해 운반 된다 (Yang et al., 

2000). 현재 황해의 대표적인 해저지형인 모래사퇴와 (Sand ridge)와 니질퇴적체 

(Mud belt)로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에 의한 잔류퇴적물의 변형에 의해 형성되

었다 (Jin and Chough, 1998; Park et al., 2006).

황해 동부 해역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수심 30 m 이상의 대륙붕 해역에서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연속적인 직선 형태의 퇴적체로 분포하는 반면 (KIGAM, 

1996a; Jin and Chough, 2002) 수심 30 m 이하의 연안에서는 각각의 사질퇴적

체 형태로 분포한다 (Klein et al., 1982; Park and Lee, 1994; KIG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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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6b). 또한 황해 동부 연안과 대륙붕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다양 형태의 해

저면 구조가 관찰되며, 현재의 지역적인 조류의 흐름을 반영하는 비대칭적인 형태

를 보인다 (Choi, 2001; KIGAM, 1992-1996). 이러한 제 4기 퇴적체의 형태나 

퇴적과정을 연구하는 방법 중 가장 광범위하게 이용하는 것이 음향특성 분석이다 

(Damuth, 1980). 특히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는 다양한 퇴적환경을 보이는 퇴적체

에서의 퇴적과정 연구에 매우 유용한 방법이다 (Damuth, 1975, 1978; Pratson 

and Laine, 1989). 또한 고해상도 천부지층 탐사는 현재 해저면의 특징과 함께 과

거 동안 퇴적된 퇴적체의 층서 및 내부구조 등을 파악하는데 주로 이용된다. 천부

지층 탄성파 탐사 단면에서 관찰되는 반사면들은 퇴적층간의 밀도 및 음파속도 차

이에 연유하며 이들은 퇴적물의 입도, 물성, 조직 및 형성시기를 반영한다. 조사 지

역에 사용된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기는 주파수가 2 ~ 7 kHz로 퇴적층내에서의 음

파전달속도를 1,600 m/sec로 가정하면 분해력은 6 ~ 20 ㎝로써 천부지층연구에 

매우 유용한 장비이다. 천부지층 탄성파 탐사자료는 해저면의 특징과 퇴적체의 층

서, 내부구조 등을 거시적으로 알려주는 매우 유용한 탐사방법이다. 천부지층 탄성

파 탐사 단면에 나타나는 반사면들은 퇴적층간의 밀도와 음파속도 차이에 의해 발

생하며 퇴적물의 입도, 물성, 조직 및 형성시기를 반영한다 (Damuth, 1980; 

Pratson and Laine, 1989). 이러한 표층 반사파와 그 하부에 나타나는 내부 반사

파는 형태, 세기, 그리고 연속성 등에 의해 그 특성이 구분된다 (Mitchum et al., 

1977).

널리 통용되고 있는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

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었고 

음파가 깊이 투과되는 특징이 있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하부반사파의 음

향특성을 조합한 2단계 분류가 일반화되어 있다 (Damuth and Hayes, 1978; 

Chough et al., 1981; Pratson and Laine, 1989).

반면에 대륙붕 환경은 얕은 수심과 우세한 파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

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된다. 또한, 홀로세(Holocene)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

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음파의 투과 깊이가 

매우 얕다. 따라서 대륙붕 환경의 특징을 고려한 새로운 분류 방법이 필요하며, 그

러한 분류기준은 해저면의 지형 특성,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그리고 최상부 음향의 

특성에 기초한다. 음향상 분류 기준은 국립해양조사원에서 보고된 국가해양기본도 

음향상 분류기준을 기초로 분류하였다 (그림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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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 음향상 분류기준.

  

(가) 음향상 분포도

본 연구해역에는 총 10개의 음향상 (음향상 1-1, 1-2, 2, 3, 4, 5, 7, 8, 8-3, 

8-4)이 분포한다 (그림 5-2-3-2, 표 5-2-3-1). 

연안 부근에서는 음향상 8과 8-3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음향상 5, 4 그리고 3이 우세하게 분포한다. 니질퇴적체의 특성을 보이는 음

향상 8과 8-3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해안선에 평행하게 분포한다. 이러한 음향상

은 뚜렷한 표면 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내부 반사파는 경사지거나 변형 된 내부 

구조를 보인다. 일부 지역에서는 과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형성된 고수로가 나

타나기도 한다. 음향상 3, 4 그리고 5는 등성이 형태의 모양을 보이는 것으로 기존

의 연구에 의하면 사질퇴적체인 것으로 보고된다. 이러한 음향상은 북동-남서 방향

으로 길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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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 

1-1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없음.

해석

표면 반사파가 뚜렷하고, 음파의 투과깊이가 얕은 것으로 보

아 해저표면이 비교적 조립질 퇴적물로 덮여 있는 것으로 해

석된다.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

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음.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준의 중첩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술
해저면에 큰 기복이 없고, 대체로 평탄하며, 연흔형태의 층면

구조가 규칙적으로 표면에 발달해 있음.

해석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모래파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래파를 이루는 퇴적물의 입도, 고화정도, 내부구

조 등에 따라 음파에너지 투과 심도가 달라져 하부 반사면의 

발달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
해저면이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해저표면은 매끈함. 구

릉의 주변부에서 하부반사파들이 일부 관찰됨.

해석

구릉의 높이, 폭 등의 형태적 특징은 음향상 3이 사퇴(sand 

ridge)임을 가리킨다. 하부반사파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음파

에너지가 깊이 투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조립질 퇴적

물이 사퇴의 표면을 피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4

기술
해저면이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규칙적이고 비슷한 규모

의 연흔형 층면구조가 표면에 발달해 있음.

해석

기원과 형성과정은 음향상 3 과 동일하여 조석사퇴를 나타

낸다고 해석된다. 구릉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물결모양의 구조

는 그 규모와 규칙적으로 발달한 양상에 미루어 모래파(sand 

wave)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향상 4 의 경우는 음향상 3 과 

달리 조석사퇴 표면에서 퇴적물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모

래파가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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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기술

해저면이 구릉형태를 보이며, 횡적으로 규모를 달리하는 다양

한 층면구조가 배열되어 있음. 일부 쐐기형태의 단위가 구릉

에 걸쳐 있기도 함. 

해석

음향상 3 과 음향상 4 와 같이 조석사퇴를 나타낸다고 해석

된다. 구릉정상부에 비껴서 나타나는 쐐기형 단위는 내부가 

음향적으로 투명한 것으로 미루어, 재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

면서 퇴적물들이 서로 섞여 균질해 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근에 조석사퇴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지시

한다고 생각된다.

7

기술
불규칙적이고 고도차이가 큰 해저지형으로 하부반사파가 없

음.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

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고화된 암석 즉,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

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기술
해저지형은 불규칙하며, 하부에는 수 m에서 수십 m 두께의 

뱅크를 형성함. 기울어진 내부층리가 잘 발달함. 

해석

음파가 해저면 하부로 깊이 투과되고, 선명하고 연장성이 좋

은 하부반사파들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은 이 퇴적체가 이질

퇴적물로 이루어 졌음을 지시한다.

8-3

기술
뚜렷한 표면반사파와 하부에 불규칙적인 등성이형태의 구조

를 보임.

해석

음파가 해저면 하부로 깊이 투과되고, 선명하고 연장성이 좋

은 하부반사파들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은 음향상 8과 같이 

이 퇴적체가 세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수로충진형태는 과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존재했던 

고수로에 해침시기를 거치며 퇴적물이 쌓인 구조로 해석되고 

조립한 퇴적물 또는 퇴적층에 존재하는 가스로 인해 음향혼

탁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8-4

기술
해저면은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고, 해저면 하부의 음향상들은 

해저면에 종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난다. 

해석

음향상 8 또는 음향상 8-3과 같이 하부에는 불규칙한 반사면

을 나타내는 구조를 보이는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의 고수

로 또는 조수로로 해석된다. 음향상 8 또는 음향상 8-3의 특

성을 보이는 퇴적체의 상부가 조류등의 영향으로 인해 침식

된 것으로 해석된다.

Gas

기술

해저면 하부의 음향상들은 수직적으로 뚜렷한 내부층리가 끊

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사면 

하부에 내부음향상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난다.

해석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

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1. 연구지역의 음향상.



- 158 -

그림 5-2-3-2. 음향상 분포도.

그림 5-2-3-3. 음향상 분포도.

(나) 사질퇴적체

사질퇴적체는 사질입자를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는 조류 또는 그 밖의 다른 흐름

이 존재하는 연안 및 대륙붕 해역에 많이 나타나는 모래 등성이 구조이다 (Dyer 

and Huntley, 1999). 특히 대륙붕 해역에 나타나는 사퇴는 현세 이전의 다른 환경

에서 만들어지는 잔류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사퇴는 분포 해역에 따라 대륙붕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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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 연안사퇴, 해빈 연결형 사퇴 그리고 하구역 사퇴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 (Swift 

and Field, 1981; Dyer and Huntley, 1999). 우리나라 주변 해역의 사퇴는 주로 

서해 대륙붕, 경기만, 아산만 그리고 남해 대륙붕에 분포고 있으며, 여기에 대한 해

양지질학적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Park and Lee, 1994; 방 등, 1994a; 1994b; 

Park and Yoo, 1997, Park et al., 2003). 서해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형성시

기 및 분포 위치에 따라 연안 사질퇴적체와 대륙붕 사질퇴적체로 구분된다. 연안 

사질퇴적체는 조류에 의해 형성된 조간대 퇴적층이 해수면 상승으로 침수된 후 강

한 왕복성 조류에 의해 사퇴와 같은 등성이 지형을 형성한다. 이때 재동된 세립질

퇴적물은 제거되고 사질퇴적물이 등성이 상부를 피복한다. 해수면이 보다 상승하면 

사퇴의 상부에는 조류 방향에 따른 모래파와 거연흔이 형성되고 모래파와 급경사면

을 따라 사질퇴적물이 사퇴 정부로 이동되어 성숙된 사퇴를 형성한다. 해수면이 보

다 상승하여 조류의 영향이 없어지면 사퇴에 분포하는 모래파와 거연흔이 사라진

다. 이 시기 사퇴는 폭이 넓어지고, 높이가 낮은 소멸된 사퇴를 형성한다. 대륙붕에 

분포하는 사퇴는 마지막 빙하기 이후 해수면 상승 동안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수면 상승이 시작되면 조류 및 폭풍과 같은 고에너지 환경에 의해 하부 퇴적층은 

침식 및 재퇴적 작용이 발생한다. 이 후 계속되는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사질퇴적

물의 피복 및 재동이 발생하여 현재의 사퇴를 형성한다. 이와 같이 사퇴의 발달과

정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사퇴 상부에 분포하는 해저면 구조 연구가 필수적이다.

본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크게 세 가지 형태(해저면 구조가 나타나

지 않는 사질퇴적체, 해저면에 연흔 등의 해저면 구조가 나타나는 사질퇴적체, 횡적

으로 규모를 달리하는 다양한 층면구조가 배열되어 있으며, 일부 쐐기형태의 단위

가 구릉을 피복하는 사질퇴적체)로 구분된다 (그림 5-2-3-4). 이러한 사질퇴적

체는 각각 연안으로 향하면서 변화하는 특성을 보인다 (그림 5-2-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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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4.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의 천부지층 단면.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대체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며 폭은 1 

km, 높이는 15 m 이상을 보인다 (그림 5-2-3-5). 사질퇴적체에서는 비대칭 형

태를 보이는 해저면 구조 (모래파)가 나타나며, 모래파의 상부에는 거연흔으로 분

포한다. 모래파는 파장이 약 100 ~ 200 m, 높이가 3 ~ 5 m이며, 거연흔의 파장

은 약 수 m ~ 수십 m 이다 (그림 5-2-3-6~7). 

그림 5-2-3-5. 사질퇴적체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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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6. 연구해역 서쪽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 등성이 형태를 보이며, 

해저면에는 특징적인 해저면 구조가 나타나지 않음. 

그림 5-2-3-7. 연구해역 중간 부근에 발달하는 사질퇴적체. 해저면에 대칭적인 

거연흔이 분포한다. 

Snedden and Dalrymple (1999)은 대륙붕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의 특성에 따라 

발달 과정을 세 가지로 구분하였다 (그림 5-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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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8. 사질퇴적체의 발달과정 모식도(Snedden and Dalrymple, 

1999) 

이들에 의하면 유형 I은 초기 정지 상태의 사퇴, 유형 II는 부분적으로 발달된 사

퇴 그리고 유형 III은 완성된 사퇴를 보여준다.

종류 I II III

유형 초기 정지 상태의 사퇴
부분적으로 
발달된 사퇴

완성된 사퇴

고 사퇴의 기저부 대부분 보존됨 부분적으로 보존됨 사라짐

활동성
정지 또는 빠르게 

매몰됨
사퇴의 짧은 이동

등성이의 원래 폭 보다 
더 이동됨

해침의 증거
강하거나 우세하게 

나타남
희미하거나

부분적으로 나타남
약하거나 나타나지 

않음

입도의 분포 고 사퇴의 특성을 보임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남
수직적으로 분리되어 

나타남

퇴적 연대 대부분 해침 전에 형성
부분적으로

해침 전에 형성
해침 후에 형성

사퇴의 외측
사질 퇴적계

단독 또는 사퇴에 포함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퇴에 
포함 되어 있음

일반적으로 사퇴에 
포함 되어 있음

내부 층서
고 사퇴와 같음
점점 복잡해짐

복합적임
고 사퇴 위에 새로운 
퇴적물이 덮여있음

단조로움
새로운 대륙붕 퇴적체

니질퇴적체에
매몰될 확률

높음 보통 낮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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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2006)은 황해 대륙붕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서로 다른 침식면

에 의해 분리되는 3개의 층서 단위(S1; 사퇴 상부,S2; 사퇴 중부, S3; 사퇴 하부)

로 구분하였다. S1 층은 사퇴의 상부(upper ridge)로서, 두께가 약 5 m 이하이다.  

내부 음향상은 투명하거나(transparent), 무질서한(chaotic)한 양상을 보이며. S2 

층은 사질퇴적체의 몸체를 이루는 층으로 20 m 이상의 두께를 보인다. S2층은 하

부의 강한 침식면에 의해 S3 층과 구분된다. 내부 음향상은 경사진(oblique) 반사

면이 전진구축하면서(prograding) 하부 침식면에 대하여 하향 종결하는 양상을 보

인다. S3 층은 사퇴의 최하부에 놓이는 층으로, 사퇴 기저부를 형성하고 있다. S3 

층의 두께는 약 5 ~ 20 m이며, 내부 음향상은 탄성파 단면도에서 연속성이 양호

한 평행층리 (well- stratified)를 보여준다. 이러한 층에서 측정된 탄소동위원소 

연대는 17,350 년 B.P.에서 45,000 년 B.P.로 후 플라이스토세 후퇴 (late 

Pleistocene regressive) 또는 저해수면 시기 동안에 퇴적(lowstand deposit)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다) 가스 충진구조

본 연구해역의 연안에는 음파가 더 이상 투과하지 못하고 산란되어 형성된 음향 

혼탁층이 연구지역의 일부에서 분포한다(그림 5-2-3-2, 3-1-5-2-3-9).

그림 5-2-3-9.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음향혼탁층의 천부지층 단면.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해 작용에 의해 발생

하는 가스 (천부가스)로 인해 음파 에너지가 산란, 흡수 또는 반사되어 형성되며 

(Garcia-Gil et al., 2002), 퇴적물 내에 함유된 가스의 함량이 1% 정도만으로도 

음향혼탁층이 발생할 수 있다 (Fannin , 1980).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상에서는 어

둡게 번지는 형태 (smearing)의 변화가 심한 교란 형태로 나타나며, 하부 반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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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거의 보이지 않는다. 퇴적체 내의 천부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관

측 및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량 건설, 송유관 설치, 해저케이블 공사, 해저 

준설 등과 같은 해양구조물 건설과 해양 자원 탐사 및 석유 시추 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저면에서 유출되는 천부가스가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 환

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고 

Garcia-Gil et al., 2002; Kvenvolden et al., 1985), 실제로 천부가스의 주성분

인 메탄의 온실 효과는 화석연료의 사용 결과, 발생하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eischer et al., 2001). 아울러 

Garcia-Gil et al. (2002)은 가스 함유 퇴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이상의 형태

와 특성이 그 지역의 퇴적상과 퇴적환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해저면 하부에 위피한 가스의 유출로 인해 형성된 Pockmark 구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그림 5-2-3-10). 이러한 Pockmark 구조는 가스유출로 인해 

나타날 수 있는 해저표면구조들 중에 마지막으로 형성 될 수 있는 지형으로 보고되

고 있다 (Christodoulou et al., 2003). 

그림 5-2-3-10. 연구해역에 나타나는 Pockmark 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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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심부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서해 연안지역의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2011년도 부안 해역에서 약 

850 Line-km에 달하는  탄성파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림 5-2-4-1). 외해

에서 연안으로 들어갈수록 수심이 얕고, 많은 어장들로 인하여 탐사는 위도 

125°00′~ 126°10′, 경도 35°30′~ 36°00′지역에서 실시하였다. 본 조

사지역의 탄성파 자료 해석은 Mitchum et al. (1977)의 방법에 따라서 탄성파 층

의 경계면을 상향걸침 (onlab), 하향걸침 (downlab), 침식면 (truncation) 형태에 

의해 구분하고 내부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 자료해

석 결과 주요 층서면은 음향기반암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층으로 구분하였다 (그림 

5-2-4-2~5). 해석된 층서면의 지질학적 연대는 기 시추된 군산분지 5개 시추공

과 그 중에서 조사지역에 가까이 위치하는  IIC-1X 시추공과 대비하여 시기를 결

정하였다 (정태진 외. 1998). 

그림 5-2-4-1. 탄성파 탐사측선도. 푸른색 선은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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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Line A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2-14 참조.

그림 5-2-4-3. Line B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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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4. Line C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2-14 참조. 

그림 5-2-4-5. Line D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2-14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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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기반암

본 조사지역에서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 상부면은 진폭이 매우 강하며 

탄성파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연장성이 좋은 가장 깊은 부정합면으로 해석하였

다. 조사지역의 음향기반암은 크게 두 가지 특징으로 나타난다. 조사지역 서쪽에 위

치하는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진폭이 강하고 연속성이 양호하게 나타나며, 동쪽 대

륙연안으로 갈수록 진폭이 비교적 약하고 연속성이 불량하며 불규칙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또한 서쪽으로는 음향 기반암 하부에 경사진 반사면이 강하게 발달하다

가 동쪽으로 갈수록 희미하게 없어지는 층이 관찰된다. 이러한 특징은 음향 기반암

의 강한 반사로 인하여 탄성파가 음향 기반암 하부까지 투과를 하지 못하여 상대적

으로 음향기반암보다 연령이 오래된 층을 인지하지 못하는 경우에 나타나며, 연구

지역의 서측지역은 군산분지가 시작되는 지역으로 그 경계가 분명하게 관찰되지 않

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조사지역 동쪽의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형

성된 뾰족한 침상의 기복이 심한 화산암체들이 연안지역에 광범위하게 발달되어있

다.

 그림 5-2-4-6은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의 심도를 왕복주시로 표

시한 시간구조도이다. 군산분지의 기반암 깊이는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왕복주시 0.1 초 ~ 1.5 초까지의 분포를 보인다. 서쪽 

방향에서의 급격한 깊이 변화는 군산분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부분으로 생각된다. 

기반암에서 나타나는 단층들은 인장 조구조 운동에 의해 열개된 군산분지의 영향을 

받아서 북서-남동 방향의 정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군산분지 시추공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까치-1공에서만 기반암에 해당하는 선-백악기층이 관찰되었으며, 대부분의 

시추공 하부에서 백악기 퇴적층까지만 확인하여 정확한 지질시대는 규명할 수 없지

만, 조사지역의 음향기반암은 백악기층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된 층으로 해석할 수 

있다 (정태진 외, 1998).



- 169 -

그림 5-2-4-6. 음향기반암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회색선은 탐사측선.

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SU-1은 군산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조사지역 서쪽에만 분포하며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로 가면서 깊이가 서서히 증가한다 (그림 5-2-4-7). SU-1은 탄성

파 자료에서 내부 반사면이 경사를 이루는 층들이 뚜렷하게 보인다 (그림 

5-2-4-4). 이것은 SU-1이 퇴적된 후 횡압력과 강한 지구조운동에 의해 융기 

된 후, 삭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SU-1 상부 경계면은 하부 고

기층을 삭박하여 나타나는 진폭이 강한 부정합면으로 음향 기반암의 연장선상에서 

나타나거나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하고 있다. SU-1의 퇴적 층후는 하부 음향기반

암의 깊이가 뚜렷하지 않아 정확하게 산정할 수가 없다. 퇴적층의 연대는 에오세층

으로 대비된다 (정태진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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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7. SU-1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③ 탄성파 단위층 2 (SU-2) 

 SU-2 역시 군산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조사지역의 서쪽에만 분포하며 북동

방향으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한다 (그림 5-2-4-8). SU-2 퇴적층은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는 SU-1 상부면을 피복하고 있으며, 북서쪽으로는 음향기반암 상부를 

얇게 덮고 있거나 상향 걸침하고 있다. 퇴적층은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고 음향상은 

연속성이 양호하고 강한 진폭으로 상하부의 퇴적층과는 달리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

이 특징적이다(그림 5-2-4-2~3). 층후는 최고 왕복주시 약 0.11초에서 대륙연

안으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한다 (그림 5-2-4-9). 퇴적층의 연대는 초기 마이오

세로 대비된다 (정태진 외,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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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8. SU-2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9. SU-2의 등시층후도. 

④ 탄성파 단위층 3 (SU-3)

SU-3 상부면은 강한 진폭으로 상하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뚜렷하며, 내부 반사면

의 음향상은 불연속적인 평행 층리를 포함하는 진폭이 약하고 혼탁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변화가 심한 육상 환경에서 주로 퇴적된 퇴적층을 지

시한다. 군산분지 전역에 걸쳐 일어난 융기작용과 삭박작용 이후로 분지는 침강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 결과 주로 쇄설성 퇴적물이 고르게 퇴적되었다. 기반암에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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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단층의 영향을 받았으며, 지속적으로 퇴적 구조운동을 받지 않고 안정된 환경

에서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4-10). SU-3 퇴적층은 외해에서 약 

0.19 s 의 층후를 보이며, 내륙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 하고 

있다 (그림 5-2-4-11). 퇴적층의 연대는 중기 마이오세와 대비된다 정태진 외, 

1998). 

그림 5-2-4-10. SU-3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1. SU-3의 등시층후도. 



- 173 -

⑤ 탄성파 단위층 4 (SU-4)

SU-4 내부 반사면의 음향상은 반사강도가 SU-3 보다는 크고 연속성이 좋으며, 

평행 내지 준 평행반사들로 이루어진 음향상으로 주로 하호성 퇴적 환경 및 천해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들을 지시한다. 퇴적층들은 평행하게 퇴적되어 하부 경계면

에 상향걸침하며 안정된 퇴적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SU-4 상부면은 왕

복주시 약 0.15 ~ 0.34 s의 깊이 분포를 보이며, 단층 발달은 보이지 않는다 (그

림 5-2-4-12). 단층은 SU-4 퇴적층까지 발달하였고, 층후는 최대 0.19s로 북

서쪽으로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하였다 (그림 5-2-4-13).

그림 5-2-4-12.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3. SU-4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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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는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하부는 연속성이 평행 내지 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연속성이 양호해지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황해 대부분 지역이 

대기 중에 노출됨에 따라 심한 침식 (subaerial erosion) 작용을 받은 후에 점차 

해침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행한 층이 퇴적되어, 연속성이 양호하고 파장이 긴 탄성

파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해저면은 등성이 형태의 모래퇴 (sand ridge)

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많이 발달해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조류가 강한 황해 

연안에서 주로 나타나는 조류기원의 모래퇴로 알려져 있다 (허식 외, 1999). 

SU-5의 층후는 0.05 ~ 0.24s 로 해저면의 모래퇴에 의해 층후의 기복이 다소 불

규칙하게 나타난다 (그림 5-2-4-14). 

그림 5-2-4-14. SU-5의 등시층후도. 

(나) 중력 특성

본 연구지역의 부우게 이상은 –7.5 mGal ~ 62.5 mGal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림 5-2-4-15).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은 퇴적층 간의 밀도차가 크지 않다는 

전제하에 기반암의 변화와 높은 상관관계를 보여야 한다. 그러나 본 연구지역의 음

향기반암 상부 시간구조도 (그림 5-2-4-6)와 비교해 보면 부우게 이상의 변화와

과 음향기반암 상부면의 변화가 높은 상관관계를 가지고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 즉,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전반적으로 바다쪽에서 육지쪽 (서에서 동으로)으로 갈수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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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점 상승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지만, 부우게 이상에서는 이러한 모습이 보이지 

않고 반면 경도 125°30′~ 126°00′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이상대가 남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부우게 이상을 이용하여 심부지하 구조를 연구해 보고자 Geosoft사의 

gmsys-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림 5-2-4-16은 

음향기반암 상부면만의 변화에 의해 계산된 결과이다. 예상대로 음향기반암 상부면

만의 변화로는 본 연구지역의 부우게 이상의 분포를 설명하기 어렵다. 추론할 수 

있는 원인 중 하나는 음향기반암 하부에 본 연구지역의 부우게 이상의 분포 양상과 

관계가 있는 또 다른 하나의 층이 존재할 수 있다는 것이다. 그림 5-2-4-17~18

는 이 층이 지하 2 km에 존재한다고 가정하고 중력 역산을 수행한 결과를 보여준

다. 상부층과의 밀도차를 0.5 g/cm3 로 가정했을 때, 이 층은 –4 km ~ -1 km 사

이에서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특히 125°30′~ 126°00′에서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는 상대적으로 낮은 이상대 분포지역에서 이 층은 상대적으로 깊게 분포하고 

있다. 

그림 5-2-4-15. 연구지역의 부우게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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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6. 음향기반암 상부면 만의 변화에 의한 중력 이상, 밀도차 = 

0.5 g/cm3.

그림 5-2-4-17. 중력 역산에 의한 음향기반암 하부면의 깊이 변화, 밀도차 = 

0.5 g/cm3.

그림 5-2-4-18. 중력 역산에 의한 음향기반암 하부면의 깊이 변화.



- 177 -

(다) 자력 특성

본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은 –741.1 mGal ~ 1412.4 nT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림 5-2-4-19). 상대적으로 낮은 자력이상값이 연구지역의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연구지역의 북동과 남동의 일부 지역에서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자

력이상값을 보여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적층의 대자율은 매우 낮

기 때문에 총자력 이상은 주로 기반암과 분출 혹은 관입 화성암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그림 5-2-4-20은 중력 역산을 통해 구한 음향기반암 하부면의 평균 깊이인 2 

km 층에 대한 대자율 역산을 Geosoft사의 gmsys-3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

한 결과를 보여준다. 본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자력이상대

를 보이는 부분의 대자율은 5,000 micro-cgs 이상의 값을 보이며, 이는 반심성암 

(5,000 micro -cgs)과 화산암 (5,000 micro-cgs 이상)의 평균대자율과 일치하

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상대적으로 아주 높은 자력

이상대는 백악기에 본 연구지역에서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화산활동의 결과 

(Frazier et. al., 1976)와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2-4-19.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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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0. 대자율 역산에 의한 연구지역의 대자율 분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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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가 자주 보고되면서 이에 따라 우리나

라에서도 지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을 일으키는 단층의 대부분이 기

존의 단층이 재활동 하면서 발생하고, 특히 활성단층의 경우 미래에 다시 재활동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활성단층에 대한 연구가 지진의 재발 가능성을 연구

하는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지역인 부안군 일원 역시 최근 지진의 발

생빈도수가 높은 서해안과 접해 있으며, 일부 단층들이 재활성 단층운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신기구조운동 및 활성단층 연구가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는 단층노두를 관찰 할 수 없어 활성단층 

등과 같은 신기구조운동 및 변형은 발견되지 않았다. 그러나 최후기의 변형사건과 

관련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변형이 관찰된다는 점, 비교적 뚜렷한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대규모 단층이 비교적 잘 일치한다는 점, 최후기 응력장에 의

해 재활성 된 것으로 추정되는 북서-남동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단층 발달빈

도가 연안으로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이들과 평행한 선형구조 또는 단층이 해안으

로 연장된다는 점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면밀한 신기구조운동 연구가 필요함을 의

미한다. 

그림 6-1-1은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의 가

능성이 있는 선형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연안을 따른 육상에서의 야외지질조사는 

제한적인 노두로 인하여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그러

나 이와 같은 조사결과가 해양물리탐사와 같은 해양조사결과와 결합된다면, 보다 

명확하게 신기단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이라 기

대한다. 이는 곧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및 지진해일과 같은 지질재해로부터

의 피해를 감소시키고, 주변 지역에 대한 신기구조운동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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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부안군 연안에서 추정되는 최후기 단층 및 신기 선형구조 

  부안군 일원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선형구조 분석 결과, 북동-남서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대규모 선형구조 

특성을 보이는 내륙지역과 달리, 해안 및 도서지역은 다소 단속적이나 북북서-남남

동 내지 남-북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관찰된다.

② 지질구조 분석 결과, 격포분지의 분지형성기작과 관련된 동-서 방향의 횡압력

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는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

동에 수반된 북서-남동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동-서 방향의 정단층, 그리

고 남-북 방향의 역단층 및 습곡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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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격포분지의 형성 이후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대규모 습곡과 남-북 내지 북북

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 및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대표되는 북북서-남남동 방

향의 압축력에 의한 변형사건이 있었음이 확인된다. 이는 연안지역의 선형구조 분

석결과와도 일치하는 것으로, 연안지역에서 가장 우세한 지질구조로 판단된다.

④ 북서-남동 방향의 일부 단층을 따라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인장단열을 수반

하는 재활성 단층운동이 관찰되고, 이 방향의 정단층이 일부 관찰된다. 이는 현재 

한반도에 작용하고 있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축력 조건하에 발달할 수 있는 

지질구조로 비교적 뚜렷하게 발달하고 있는 선형구조와 일치하는 특성을 보여, 부

안군 일원에서 상대적으로 최후기의 변형사건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⑤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운동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및 선형구조는 총 7조로, 주로 도서지역을 관통하거나 해

저에 발달하고 있어 명확한 분석에는 한계점이 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양조사

결과와의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하게 신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 및 발달

특성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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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이 해저지형

(1) 모래퇴군 (sand ridge province)

조사해역에서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주로 모래사퇴에 의해 형성된 해저면의 굴곡

이다. 조사해역인 황해 중동부에는 약 23 개의 사퇴가 넓게 분포하고 있는데 사퇴

의 축은 주로 조류의 방향과 평행한 NE-SW 방향이며 길이 30 ~ 200 km, 폭 3 

~ 13 km, 그리고 높이 13 ~ 25 m의 범위의 축이 긴 타원체 형태를 갖는다 (그

림 6-2-1-1). 대부분 대칭 구조를 보이나 일부 연안과 인접한 곳에서는 육지쪽

으로 가파른 경사를 갖는 비대칭 구조를 보인다. 창조류와 낙조류 세기가 서로 비

슷한 지역에서 대칭구조를 갖는 모래사퇴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Kenyon et al., 

1981). 모래사퇴의 등성이 (crest)에는 모래파나 연흔이 잘 발달되어 있는데 이는 

현재 표층 파 (wave)에 의해 지속적으로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시한다 (그림 

6-2-1-2). 이러한 사퇴들은 대부분 해수면 상승속도가 빠르고, 조류의 영향을 강

하게 받았던 홀로세 초기에 형성된 것이다 (Park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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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1. 서해 남동부에 분포하고 있는 Shelf sand ridges (SSR)와 남

동황해니질퇴적체 (SEYSM) (Park et al., 2006).

그림 6-2-1-2. 모래사퇴 상부의 모래파 (조류방향과 수직방향의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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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모우트 (moat)

국제해저지명 표준화 용어에 따르면 모우트는 “해저산, 섬, 기타 해저의 고립된 

융기부 주변 바닥에 위치한 고리 모양의 비연속적인 함몰 지형”으로 정의된다 (국

제수로기구, 2008). 또한, IHO/IOC GEBCO에서는 이와 유사한 “다수의 해산, 도

서 및 기타 외딴 고지의 기슭에 위치하며 벌려진 입모양의 비연속적 함몰지역”으

로 정의하고 있다. 

조사지역내 섬 주변에서 다수의 모우트가 발견되었으며 일반적으로 그 크기는 상

대적으로 인접한 섬들의 크기에 비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2-1). 모

우트의 형태는 주로 북동-남서 방향의 타원형을 보이며 섬의 북서쪽과 남동쪽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북동-남서 방향의 타원체  형태는 이 지역에 우세한 창조류와 

낙조류의 방향과 일치하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모우트가 형성된 위치는 왕복하는 

조류가 섬에 의해 그 흐름이 가로막혀 그 흐름이 섬의 좌우에서 상대적으로 빨라지

게 되기 때문에 섬의 북서, 남동쪽에서 발달된 것으로 생각된다.

모우트는 리아스식 해안이 크게 발달되어 있는 남해에서 더 많이 나타나며, 상대

적으로 남해에서는 남-북방향의 창조류와 낙조류 영향으로 대부분의 모우트가 남

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고 상부에 현생 세립질 퇴적물이 얇게 덮여 있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 (Chough et al., 2000).  

그림 6-2-2-1. 모우트 분포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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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인위적 흔적 (artificial scar) 

  

조사해역의 서쪽 연안구간에서 수심 55 ~ 89 m 범위를 갖고 북동에서 남서방향

으로 0.023°깊어지는 모래사퇴가 발달되어 있는데 그 주변에 인위적으로 형성된 

지형 (웅덩이)들이 다수 관찰되었다. 총 8개의 웅덩이가 발견되었는데 이러한 지형

은 주변에 비해 심도가 14 m ~ 25 m 더 깊고, 해저면과의 경계부가 매우 불규칙

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2-3-1). 이러한 지형은 이 지역이 2008년과 2009

년사이 바다 골재채취단지로 지정된 후 해사채취가 이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민건

홍외, 2009) 골재 채취로 의해 인위적으로 만들어진 지형으로 보인다.  

그림 6-2-3-1. 인위적으로 파여진 지형 분포.



- 186 -

다. 육상 선구조 연장성

35°30′N ~ 36°00′N 사이에 해당하는 육상지역은 북으로부터 금강, 새만금 

방조제, 변산반도, 그리고 곰소만을 포함한다. 선박출입이 빈번한 금강하구와 새만

금 방조제와 같이 해양탐사가 어려운 지역을 제외하면, 조사지역내에서 육상 선구

조의 해저연장성을 파악하기 적합한 지역은 변산반도 주변해역으로 제한된다. 또한, 

격포분지에 포함되는 변산반도는 위성영상자료에서도 뚜렷하게 나타나는 북서-남

동방향의 선구조와, 북동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반월단층, 종암단층, 궁항치

단층)과, 백악기 격포리층으로 구성되어 있는 서쪽 해안을 따라 다수의 정단층과 

스러스트를 포함하고 있어 육상 선구조의 해저 연장성을 파악하기에 적합지로 고려

되었다 (그림 6-3-1~2). 

그림 6-2-1. 격포주변 천부지층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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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 격포분지내 육상 지질 및 단층 분포도 (이병주, 2011).

총 4개 Block (A, B, C, D)에서 멀티빔와 Chirp을 이용하여 수평 및 수직적인 

지형변화를 조사한 결과 북서-남동방향의 육상구조선의 연장 가능성을 파악할 수 

있는 Block A의 측선 1 ~ 5에서 해저면 반사파가 매우 뚜렷하고 하부 음향상은 

투명하거나 평행한 특징을 보인다. 해저면으로 부터 약 7 m 부근 나타나는 중간 

경계면은 불규칙하나 연속성이 양호한 특징을 보이며 약 17 m부근에서 음향기반암

으로 보이는 반사면은 희미한 음향상을 보인다. 측선 8의 음향상은 기반암상부에 

덮여있는 고기 퇴적층이 외해쪽으로 연장되지 않고 측선 5와 6사이에서 단속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Block A에 인접한 해안에 쥬라기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어 

이러한 음향기반암이 화강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측선 1에서는 두꺼운 

현생퇴적물의 영향으로 심도 18 m부근에서 음향기반암이 나타났고 외해쪽인 측선 

6, 7에서는 해저면에 노출되었거나 심도 10 m부근에서 나타났다. 

구조선의 남쪽경계의 연장성을 보기 위한 Block D (측선 23 ~ 25)에서는 곰소

만 내 높은 퇴적율의 영향으로 하부 음향기반암은 잘 나타나지 않고 해저면에서 강



- 188 -

한 반사를 보여 주로 현생 세립질 퇴적물로 두껍게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세개의 주향이동단층이 남서방향으로 평행하게 해안까지 확장되어 있는 지역에서 

그 연장성을 보기 위하여 Block B와 Block C에서 탄성파 자료를 획득하였다. 

Block B (측선 9 ~ 18)는 주로 반월과 종암 주향이동단층의 연장성을, Block C 

(측선 19 ~ 22)는 궁항치 주향이동단층의 연장성을 확인하기 위한 목적으로 설계

되었다.  중앙의 종암단층과 궁항치 단층은 제 4 기 충적층에 의해 덮여 있어 해안

가나 야외노두에서 잘 관찰되지 않는 반면, 반월단층은 비교적 쉽게 관측되고 해안

을 따라 정단층과 역단층이 함께 발달되어 있다. 반월단층은 단층면을 중심으로 좌

우에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과 화강암을 기준으로 볼 때 변위가 적어도 1 km이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병주, 2011). 

해안에 가장 인접한 측선 9의 탄성파 자료는 측선을 따라 북서쪽에는 음향기반암

이 해저면에 노출되어 있으나 남동쪽으로 갈수록 세립질 퇴적물이 불규칙한 음향상

을 갖는 음향기반암을 얇게 덮고 있으며 외해로 갈수록 기반암을 덮고 있는 퇴적층

의 두께가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인다. 하부 음향기반암의 경계면이 희미하고 육상 

주향이동단층의 수직적 낙차가 크지 않아서 반월단층의 연장부가 존재할 가능성은 

크지만 탄성파 자료상에서 관측되지 않았다. 

Block B에 해당하는 연구지역 해안에 나타나는 정단층은 총 4개로 동서방향의 

주향을 보인다. 이러한 정단층은 주로 죽막동 북쪽 해안가에서 퇴적물이 침강하는 

격포리층의 소분지를 만들었으며, 분지가 확장되면서 단층작용이 멈추고 그 상부에 

퇴적층이 쌓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이병주, 2011). 남서방향의 3개 정단층의 연장

선에 가장 인접한 측선 9는 격포리층의 연장으로 보이는 음향기반암이 현생퇴적물

에 얇게 피복되어 있으나 그 경계가 매우 희미하며, 외해쪽으로 갈수록 기반암의 

경계는 더욱 불투명하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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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음향기반암 함몰대

조사지역의 연안에서 남-북 또는 북동-남서 방향의 경향을 보이는 음향 기반암

의 특이대가 관찰이 된다 (그림 6-4-1). 음향기반암은 진폭이 매우 강하며 연장

성이 좋은 특징을 나타내지만, 관측된 음향기반암은 주변 기반암의 특징에 비해 연

속성이 떨어지고 희미한 음향상을 나타내며 일부 구간에 함몰대가 형성되어 있다 

(그림 6-4-2). 이러한 함몰대는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 보다는 외부의 강한 압력

에 의해 파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추측된다. 따라서 이러한 음향기반암의 구조

적 변형을 일으킬 수 있는 지질학적 요인으로 지괴간의 충돌 또는 한반도 육상의 

구조선이 해저지반으로 연장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황해 및 인접지역의 지괴간의 충돌대로는 후기 고생대에서 초기 중생대 시기 사

이에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의 충돌로 형성된 친링-다비-수루 (Qinling–
Dabie -Sulu) 습곡대가 있다 (Hs�, 1989; Gilder and Courtillot, 1997). 친링-

다비-수루 습곡대는 구조 및 층서적 유사성에 의거하여 황해를 가로질러 한반도 

임진강 습곡대와 연결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Ree et al., 1996). 그러나 아직

까지 임진강 습곡대가 친링-다비-수루 습곡대와 같은 충돌대를 지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고 있다.  또한, 한반도 서해 연안을 따라 남-북 방향성의 우

수향 변환단층이 존재하며, 친링-다비-수루 습곡대가 한반도까지 연장되지 않고 

이 단층에 의해 단절이 되며, 이 단층을 경계로 동쪽은 한반도가 속해 있는 한중지

괴이고 서쪽은 양자지괴로 나뉘어진다는 주장도 있다 (Hao et al., 2007, 그림 

6-4-3). 이러한 주장 역시 한반도 인근 황해 대륙붕 내에서 직접적인 증거들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최근 연구된 중력자료에서 이 주장을 뒷받침 하고 있다 (그림 

6-4-4). 

한편, 한반도 남서부는 옥천대를 경계로 북쪽으로 경기육괴, 남쪽으로 영남육괴의 

지체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지체구조 경계면으로 단층대가 발달하고 있다. 그림 

6-4-5는 한반도 남서부에 존재하는 육상구조선이 황해연안으로 연장되었을 것으

로 판단되는 연장구조선을 점선으로 보여주고 있다 (최범영 외, 2003). 이러한 추

정된 연장구조선은 백악기 이후에 형성된 주향이동 단층들로 육상에서의 발달방향

으로 황해연안으로 연장하였다. 조사지역에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의 시기는 백악기 

또는 그 이전 시기로 해석되며, 음향기반암 함몰대의 방향이 옥천대의 북서 경계단

층인 공주단층의 해저 연장선과 거의 평행하게 나타난다 (그림 6-4-5). 또한 조

광현 (2009)은 기상청 지진관측망에서 관측된 지진자료로부터 획득된 한반도의 표

면파 속도 토모그래피에서 한반도 황해 연안지역에 속도 이상대가 있다는 것을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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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하였다(그림 6-4-6). 하지만, 아직까지 육상구조선의 해상 연장선의 증거가 뚜

렷하게 밝혀지진 않았다. 

이러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황해 연안지역에는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의 충돌

대와 한반도 육상 구조선이 연장되어 나타날 가능성이 충분히 존재하며, 조사지역

에 나타나는 극히 일부분의 음향기반암 함몰대 현상만을 가지고 연관성을 판단하기

에는 어렵다. 앞으로 추가적인 자료의 확충과 보다 심도 깊은 연구는 이들의 성인

을 해결하는 주요한 수단이 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4-1. 조사지역에 나타나는 음향기반암 함몰대 지역 (붉은색). 푸른색은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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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 음향기반암 함몰대 (푸른색 라인)를 보여주는 탄성파 단면도. 측선

의 위치는 그림 5-2-28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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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 황해 및 인접지역의 지괴간의 연결 분포도 (Hao et al., 2007). 

굵은 선은 추정된 단층 구조선. TLF : Tancheng-Lujiang Fault Zone, WQF : 

Wulian-Qingdao Fault, EMFYS : East Marginal Fault of the Yellow Sea, 

SMFJI : South Marginal Fault of Jeju Island

그림 6-4-4. 이산파형 변형을 통한 중력파형분포도 (Hao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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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5. 한반도 남서부 구조선 분포도 (최범영 외, 2003). 사각형은 조사

지역. 붉은색 지역은 음향기반암 함몰대의 방향성. 점선은 가정된 육상구조선의 

연장선. MWL; 목포-원산 구조선의 연장선, SSF; 충청남도 서측에 형성된 주향

이동단층의 연장선, NBO; 옥천대의 북서 경계구조선의 연장선. 

그림 6-4-6. 한반도 표면파 토모그래피 (러브파, 2.3초 주기) (Cho et al.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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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해저면 단층

조사지역의 위도 약 125°18′, 경도 35°35′지역 해저면에서 단층으로 의심

되는 지형 (그림 6-5-1~2)이 관찰되어 이 지역을 중심으로 중점적으로 탐사가 

이루어졌다. 이 해저면 단층은 북서-남동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는 하부기반암의 단

층방향에 수직으로 가로지르는 북동-남서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그림 

6-5-3). 해저면에 노출되어 발달하고 있는 단층의 길이는 약 3.5 km, 최대 낙차

는 약 11 m 이며, 육상과의 거리는 약 90 km 정도 떨어져 있다. 그림 6-5-4에

서 보면, 하부 기반암의 단층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최대 변위 약 11m 정도의 높이

로 급경사면을 보이다가 교차지점과 멀어지면서 변위와 경사각이 줄어들면서 소멸

된다. 

이러한 해저면 단층이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내부의 힘에 의해 생긴 단층활

동이 주요인이지만, 하부기반암 단층과 교차되는 해저면 직하부층에서만 습곡구조

와 지층 변위로 보이는 내부 반사파가 관찰될 뿐 교차점과 멀어지는 다른 측선에서

는 관찰되지 않는다. 따라서, 하부기반암 단층과 연동되어 나타날 가능성과 내부의 

힘이 아닌 외부의 힘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 두 가지로 생각 해 볼 수가 있다. 

하부기반암 단층의 연동작용으로는 하부기반암 단층이 해저면으로 연장 발달하여  

해저면 상부의 절단이 일어날 수 있는 가능성이다. 하지만, 하부기반암 단층의 상반

방향과 해저면 단층 상반방향이 반대이며, 단층의 주향 역시 일치하지 않기에 해저

면 단층은 하부기반암 단층과는 관계없이 다른 시기, 다른 움직임으로 활동하였을 

것이다. 만약 하부기반암 단층과는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움직였다면, 그림 

6-5-4E 에서만 단층의 운동감각을 예측할 수 있는 해저지형 특징이 보이며, 단층 

주향방향을 가로지르는 다른 측선의 탄성파 단면도에서는 지층 변위로 보이는 내부 

반사파의 관찰이 되지 않기 때문에 주향이동 운동을 수반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한편, 황해는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이후 광역적인 해침을 받아 기존의 육성

층 상부에 천해성 해성층이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특히 최후 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시기에는 현재 해수면보다 약 120 m 가량 하강하여 해저면이 

대기에 노출되어 황해 전역에 걸쳐 침식 삭박을 받았다 (Chough et al. 2004). 이

후 황해는 지속적인 해수면 상승으로 인하여 광범위한 천해성 해성층이 퇴적되었고 

파랑 침식면을 생성하였다 (허식 등, 1999). 조사지역은 해수면이 최대로 하강했던 

최후 빙하기 시기에 대기에 노출되어 침식 삭박작용을 받았으며, 저해수면과 해침

시기를 거치면서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심변화와 조류의 세기변화로 인하여 광범위

한 퇴적층이 형성되고 변형 되어졌을 것이다. 이러한 일련의 과정을 거치면서,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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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삭박에 차별적으로 살아남은 하부의 단단한 니질 퇴적층이 해저면에 돌출부를 

형성하면서 조류와 파랑운동의 침식에 의하여 경사면을 갖는 해저절벽으로 발달했

을 가능성도 배재할 수 없다 (그림 6-5-5). 이후 상부층은 한반도 인근 하구에서 

흘러나온 육상기원의 사질 퇴적물이 퇴적되면서 북동-남서 방향으로의 강한 조류

에 의하여 퇴적물이 재배열되고, 남동쪽으로 좀 더 급경사면을 가지는 현재의 모습

이 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이러한 성인적 문제점을 해결하는 방법 중 하나는 사질 퇴적층 하부를 구성하는 

암질의 경계면을 중심으로 양쪽에 각각 시추를 하는 방법이 있다. 만약 이러한 지

형이 차별침식에 의한 것이라면 현생 사질 퇴적층 하부를 구성하는 암질이 경계면

에서 서로 다른 특성을 보이기 쉽기 때문이다. 반면, 단층이라면 양쪽의 암질은 같

은 특성을 보여줄 가능성이 크다. 그러나 불행히도 덮여있는 사질 퇴적층의 두께가 

2 m를 넘어 피스톤 방식의 시추기로 하부 퇴적층의 시료를 확보하지 못하여 하부

의 암질 특성을 조사하지 못하였다. 

해저면 단층으로 의심되는 유사한 특이지형이 2012년도 연구지역의 두 지점에 

분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림 6-5-6). 따라서 이 두 지점에 대한 사

질 퇴적층 하부에 대한 시추 코어의 확보를 통해 성인적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것

으로 기대한다.

그림 6-5-1. 해저면 단층 지역의 멀티빔 수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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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2. 해저면 단층 지역의 3D 수심도 및 와 수심단면도.

그림 6-5-3.  조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해저면 단층 지역 (붉은색). 푸른색은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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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4. 해저면 단층을 보여주는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2-28 참조. 

그림 6-5-5. (A) 조사지역 측선 D의 Chirp 단면도. (B) 연안에서의 파식절벽

을 보여주는 4 kHz 고해상 해저 단면도 (Rezak et al,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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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6. 2012년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해저면 단층으로 추정되는 지형 (국

립해양조사원,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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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2012년 연구 내용 (목포 해역)

1. 서 론

제 1 절 서론 참조

2. 광역지질

제 1 절 광역지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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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영광군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기 위

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였으며, 위성사진

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기단층의 발

달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한 단층들의 운동학적, 기

하학적 자료 수집 및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지질 관찰이 어려운 충적층으로 덮여 있으며, 신기의 단층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 요소 중 하나인 제4기 퇴적층의 발달이 불량하여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

다. 따라서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되는 해안 및 도서 노두들을 대상으로 인지할만

한 규모의 단층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연장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층들에 대한 정

밀야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3개의 중점조사지역을 선정하고,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열특

성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후기 또는 최후기 단층운동과 응력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

하여 기하하적 분석과 고응력을 해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형구조 분석

결과와 야외지질조사 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단층의 규모와 해안으로의 연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안에서의 신기단층 존재여부에 대해 파악하

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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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영광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고창군, 남으로는 함평군, 내륙으로는 광

주광역시 그리고 해안지역으로는 신안군의 여러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북으

로는 N34°58' 00" ~ N35°33' 00", 동서로는 E126°00' 00" ~ E126°46' 

00"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1:50,000 축적의 지질도가 발간되

지 않은 곳이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1:250,000 축적의 지질도와 기존 논문에서 

작성된 국지적인 지역에 대한 정밀지질도를 참고하였다. 조사지역의 대략적인 지질

은 기저부의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쥬라기 화강암, 이후의 백악기 

응회암과 퇴적암 및 유문암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관입한 암맥들 및 제4기 퇴적층

을 포함한다(그림 3-2-12)).

그림 3-2-1. 연구지역의 지질도 (1:250,000 광주도폭, 이병주 외, 1997).

(1) 선캠브리아기

연구지역에는 선캠브리아 시대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가 분포한다. 소백산편마암

복합체의 경우에는 경계 및 구분 기준이 확실하지 않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1973년에 발간된 1:250,000 지질도를 기본으로 하여 이들을 구분하였으며, 야외

지질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2) 그림 번호 및 표 번호 앞에 3-2 (3장 2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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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소백산편마암복합체

 

소백산편마암복합체 (이상만, 1980)는 지리산편마암복합체 이북에 분포하는 변

성암 및 순창전단대 서부, 임실 및 고창군 서부에 분포하는 편마암류 및 편암류를 

지칭하며, 이병주 외 (1997)에 의하면 다른 복합체에 비해서 분포규모가 작고 화

강암질편마암, 우백질편마암, 흑운모편마암, 편암류 및 화강편마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① 화강편마암 (PCsgrgn)

연구지역에서의 화강편마암 (PCsgrgn)은 고창군 공음면, 상하면 일대에서 관찰

되며, 중생대 화강암 및 화산암류에 의해서 관입된다. 일부지역에서 화강편마암은 

소규모로 규암과 운모편암을 포함하고 있으며, 조립질 입상 변정질로 편마구조를 

보여주기도 한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석 및 흑운모이며 녹니석, 백운

모, 저어콘 등이 부성분광물로 수반된다.

(2) 옥천층군 (사질암: og1 하부천매암: og2)

옥천층군은 시대미상의 암체로 북북동 방향의 연장선을 따라 전남 함평군 신광면

까지 분포한다 (장태우, 1985; 이재영 외, 1988). 이들은 연구지역에서 대체로 쥬

라기의 화강암류내에 포획체로 존재하며, 단속적인 분포양상을 보여준다. 비봉면 소

농리 일대에 분포하는 옥천층군의 하부층으로 간주되는 변성사질암대는 석영편암 

및 변질사암으로 구성되고 소규모의 석회암과 규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하부천매

암대는 대부분이 쥬라기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소멸되지만 일부는 얇게 서남서방

향으로 이어져 함평을 지나 목포 방향으로 연장되는데, 주로 천매암과 운모편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질셰일, 규암 및 석회암이 협재되어 발달하기도 한다. 천매

암 및 편암류에서는 파랑벽개로 산출되는 새로운 면 구조가 발달하는 부분도 있다. 

영광군 불갑면과 무량면 일대에서는 신장된 역을 가지는 함력천매암이 협재되기도 

한다. 

 

(3) 중생대

  

중생대의 암체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 쥬라기는 주로 대보관입암이 주를 이루며, 백악기는 광주단층계(Gwangju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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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ystem)를 따라 퇴적암과 화산암 및 관입암류들이 관찰된다.

(가) 쥬라기

쥬라기 대보관입암류는 암상과 구조에 따라 엽리상 화강암, 반려암, 각섬암, 섬록

암 및 화강암류로 분류 되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① 대보관입암류 (엽리상 화강암: Jfgr, 섬록암: Jdi,  화강암류: Jgr)

김용준과 김정빈 (1988)에 따르면, 순창엽리상화강암은 진안, 임실, 순창, 단양에 

걸쳐 분포한다. 이들 화강암체는 시대미상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며, 트라이아스

기의 엽리상화강암도 관입하며, 백악기의 퇴적암이나 화강암에 의해 피복당하거나 

관입 당한다. 순창엽리상화강암은 조립질로서 장석 반정을 분균질하게 포함하며 전

형적인 암색은 연 녹회색이며 암체 전체에 압쇄 엽리가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및 흑운모이고, 부 구성광물은 녹염석, 견운모, 

스펜, 저어콘, 갈염석 및 방해석이다.

순창섬록암은 순창과 담양을 중심으로 나타난다. 이들 암체는 백악기의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으며 무등산안산암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힌다. 이 암체의 연변부

는 반려암에 가깝고 중앙으로 갈수록 섬록암상으로 점이적인 변화를 보인다. 이들

의 주 구성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흑운모이고, 부 구성광물은 석영, 견운모, 방해

석, 불투명 광물 등으로 구성된다.

육십령화강암은 육십령을 중심으로 대체로 원형으로 분포한다. 이 암체는 북쪽과 

서쪽에서 선캠브리아 시대의 화강암질편마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동쪽과 남쪽에서

는 함양화강암과 접하고 있다. 이 암석은 흑운모와 복운모를 모두 포함하여, 암체의 

주변부에서는 반상구조를 보이기도 한다.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미사장석, 퍼

사이트, 흑운모, 백운모 등이며, 부성분광물로는 녹염석, 저어콘, 인회석, 불투명 광

물 등이 있다.

(나) 백악기

연구지역에서 백악기의 구성 암체는 주로 퇴적암으로 북동-남서 방향의 광주단

층계를 따라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 분지 내에서 분포 하거나 광주단층계를 따라 

관입한 화산암체내에 협재되어 소규모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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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사암 및 이암 (내장산지역: Knjs, 나주지역: Knas, 기타지역: Ks)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사암 및 이암은 주로 내장산, 나주 그리고 해안가와 도서지

방을 포함하는 기타 지역에서 관찰된다. 내장산 지역은 주로 적자색의 사암과 적자

색 내지 암회색의 셰일로 구성되지만 지역에 따라 역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 지

역의 퇴적암에는 주변의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화산쇄설물을 포함하는 응회질 사암

이 많이 분포한다. 나주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은 나주와 함평 일대에 분

포하고 있으며, 그 주변을 관입하는 화산암류와 관련이 있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퇴적암은 주로 녹색 내지는 적자색의 사암과 셰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색셰일과 

역암도 일부 지역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기타 지역은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적자

색 내지는 회색의 사암과 적자색 내지는 흑색의 셰일 및 소량의 역암이 나타나며 

화산쇄설성 물질이 풍부하다.  

② 중성 및 염기성화강암류 (Kiv)

연구지역내에 분포하는 백악기의 중성내지 염기성 화강암류는 거의 대부분이 북

동-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를 따라서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와 그 주변부에 분

포하고, 이 단층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분기성 단층을 따라서도 분포한다. 이들 화

강암류는 퇴적분지의 퇴적암을 정합적으로 덮거나 교호하며 나타난다. 이들은 주로 

안산암, 석영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지역에 따라 분포와 

특성이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다.

③ 산성화산암류 (Kav)

조사지역내에서 가장 넓은 지역에서 관찰되는 암상이다. 광주도폭 지역 내에 분

포하는 백악기 산성 화산암류는 백악기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북동~

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를 따라서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거

나, 이 단층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분기성 단층을 따라서 분포한다 (이병주 외, 

1997). 산성 화산암류는 대부분이 다양한 조직과 구조를 보여주는 응회암 및 응회

암질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유문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그러

나 이러한 화산암류의 층서 및 주변 암상과의 관계에 대해서는 아직 제대로 이해되

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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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불국사관입암류 (Kad)

주로 백악기 말의 관입암들로 매우 소규모로 나타나는 흑운모 화강암과 연구지역 

내에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산성암맥류로 구분된다. 흑운모 화강암은 금산군의 남일

면과 남이면에서 세립질 내지 중립질로 분포한다. 이 암석은 장석을 다량 함유 하

고 있으며, 관입한 화강암류가 접촉변성대를 이루고 있다. 산성 암맥은 석영반암, 

화강반암, 장석반암 및 규장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선캠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 

쥬라기 대보관입암류, 백악기의 퇴적암류 등 이전의 모든 암석을 관입하였다.

(4) 제4기 충적층 (Qa)

동부는 비교적 높은 산세를 이루나 서부는 낮은 산세를 가지고, 수계의 1차수들

인 본류들이 서해로 유입된다. 자갈, 모래 및 뻘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 퇴적층인 충

적층은 이들 수계를 따라 그 주변에 발달한다. 이로 인해 이 지역에서는 서부에 비

교적 넓게 충적층이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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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

형의 뚜렷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근의 단층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 특히 신기단층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한 단층운동이 일어난 후 시

간적으로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명확한 지형적 특징이 남아있다. 이 

연구에서는 이를 근거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

고,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 여부 및 단층의 분포 특성을 확인하

였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지형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광역선형구조 분석과 정밀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

한 지형적 변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광역선형구조 분석결과, 연구지역 주위로는 호남전단대에 대비되는 전주전단대와 

같은 대규모 연성전단대의 방향인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연장성이 양호한 선형

구조가 확인된다. 또한 연구지역의 남동부지역에서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영광단

층이 30km의 연장성을 가지고 발달하며, 이 단층은 이 지역에 발달하는 연성전단

대의 일부를 절단하며 발달한다 (전경석 외, 1991). 비록 이러한 대규모 선형구조

들의 연장성이 연안지역까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불명확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연구지역이 대규모 단층의 연장부 및 인근지역이라는 점은 지진재해적 관점에서 매

우 중요하다.

정밀 선형구조 분석 결과, 연구지역의 동부에 해당하는 영광군 내륙에서는 북동-

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한 반면, 연구지역의 서부에 해당하는 영광군 해안 및 

도서 지역에서는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관찰

된다. 이들은 앞서 거론한 호남전단대를 비롯하여 영광단층과 같이 주요 단층으로 

작용한 동북동-서북서 방향의 주향이동단층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

단된다. 중점 조사지역 중 하나인 영광군 및 고창군 서쪽 해안 일대에서는 북동-남

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

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관찰된다. 연장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서로 평행한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해안에 근접할수록 동-서 내지 서북

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일부 관찰된다. 안마도와 송이도를 포함한 도서지

역에서는 북서-남동 내지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관찰된다(그림 

3-3-1c).

결론적으로 연구지역에서는 비교적 연장성이 양호한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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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이 가장 우세하고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단층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다. 반면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발달빈

도수가 적으나 비교적 뚜렷하고 명확하게 발달하고 있어, 이들 선형구조들을 따른 

단층의 존재여부 확인 및 단층 발달 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지역의 내

륙부에 비해 연안과 도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

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해안으로의 연장성뿐만 아니라 해안에 발달하고 단층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중심으로 정밀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3-1. (a) 중점연구지역 및 (b) 선형구조 분석 결과. (c) 내륙에서는 북

동-남서 내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한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

으로 갈수록 북서-남동 내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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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영광군 및 고창군 서쪽 해안)

첫 번째 중점 연구지역인 영광군 및 고창군 서쪽 해안지역은 백악기 산성 화강암

류 및 안산암이 넓게 분포하고, 선캠브리아기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와 쥬라기의 대

보화강암이 국지적으로 분포한다. 이 지역은 남-북, 북동-남서 내지 서북서-동남

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으며 (그림 3-4-1-1), 다양한 방향과 운동감

각을 지시하는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또한 해안으로 갈수록 거의 동-서로 발달

하는 주향이동단층이 주를 이루며, 전경석 외 (1991)에 따르면 Site 4와 Site 5 

사이로 지나가는 영광단층은 좌수향 주향이동 감각을 보인다 (그림 3-4-1-2). 

이러한 기존조사 결과와 선형구조 분석 결과를 바탕으로 선형구조 및 단층이 노출

되는 서쪽 연안을 따라 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3-4-1-1.  중점연구지역 1 의 주요조사 지점 및 장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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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중점연구지역 1 남쪽의 지질도 및 단층분포도 (전경석 외, 

1991). 

(가) Site 1-1 (수산시험연구소 남쪽 해안)

첫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북도 고창군에 위치한 수산시험연구소 남쪽 연안을 따라 

노출되는 해안 노두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지나간다. 주로 

쥬라기 화강암이 주로 분포하고, 모암인 화강암은 변형작용을 받아 북서-남동방향

의 엽리가 우세하게 관찰된다. 이는 북동-남서방향의 압축응력이 작용했음을 지시

하며, 이를 우수향 운동감각을 가지는 북서-남동방향의 단층 및 암맥이 관통하고 

있어 응력환경의 단계별 분석이 용이하였다 (그림 3-4-1-3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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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3. 수산시험연구소 남쪽 해안을 따라 관찰되는 화강암 노두와 주변

에 발달하는 단층 및 암맥. 암맥의 관입 형태적 특성은 암맥이 주변 절리 및 단층

을 따라 관입하였음을 지시한다. 

또한 단층을 따라 관입한 암맥의 형태적인 특성을 분석한 결과 암맥이 주 단층뿐

만 아니라 단층에 의한 2차 절리를 따라 발달하는 특징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에 

따라 기존에 발달된 단층과 그에 따른 2차 절리를 따라 N30°~ 40°W의 주향을 

가진 암맥이 관입 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1-3b). 이는 관입 이전에 존재

하던 불연속면의 방향이 이후에 관입한 암맥의 형태적 특성에 영향을 끼친 것으로 

판단된다(Clemens and Mawer, 1992; 양석준 외, 2008). 또한 북서-남동방향 

단층과의 선후관계는 정확하게 인지하지 못하였으나 북동-남서방향의 좌수향 주향

이동단층으로 판단되는 구조들도 다수 관찰된다(그림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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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수산과학원 남쪽 해안노두에서 관찰되는 NE방향의 좌수향 단층.

(나) Site 1-2 (계마항 남쪽 해안)

두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영광군 계마항 남쪽 연안을 따라 노출되는 해안 노

두로 안산암질 응회암이 모암으로 분포하고, 습곡구조 및 암맥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 지점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습곡들의 습곡축면을 분석한 결과, 북동-남서방향과 

북서-남동방향의 두 방향의 습곡축면 방향이 관찰되었다 (그림 3-4-1-5). 이는 

이 지역에 최소 두 번 이상의 압축성 연성 응력변형작용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일

반적으로 암맥은 최소주응력 방향에 수직으로 관입되는데 (e.g. Price and 

Cosgrove, 1990), 이 지역에서는 북북서-남남동방향의 암맥들이 우세하게 발달하

였다. 그러므로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 암맥은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방향의 최

대주응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특히 흥미로운 점 중 하나는 이 지역에

서 발달하는 다수의 암맥들에서 습곡을 받은 구조가 관찰 된다는 것이다 (그림 

3-4-1-6). 이는 북북서-남남동방향의 암맥이 발달한 이후, 암맥이 발달할 수 있

는 응력환경과 비슷한 방향의 응력이 계속 주어지면서 암맥이 습곡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나, 주변 모암이나 절리의 특성에 의한 변형일 수도 있어 추후 이들에 따른 

정밀검토가 실시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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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계마항 남쪽 해안노두를 따라 노출되는 다양한 습곡구조. (a), 

(d) 북동-남서방향의 습곡축(파란선)을 보여주는 습곡 노두. (b), (c) 북서-남동

방향의 습곡축(파란선)을 보여주는 습곡 노두. 

그림 3-4-1-6. 계마항 남쪽 해안노두에서 노출되는 암맥군의 형태적 특성. 주위

의 습곡 패턴 (그림 3-4-5)과 암맥의 형태적 특성을 관찰 했을 때 습곡된 것으

로 판단됨. 



- 213 -

(다) Site 1-3 (백수해안도로 서쪽 해안)

세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백수해안도로 서쪽 해안노두로 모암은 유문암질 응

회암으로 라필리 응회암에서 발달하는 물방울에 의한 응집 (accretionary lapilli)

이 특징적으로 관찰 되었다 (Fisher, 1961; 그림 3-4-1-7a). 남-북방향의 선형

구조를 따라 남북방향의 단층과 단층 각력암대가 발달한다. 단층면에서 발달하는 

수평의 선구조 분석을 통해 주향이동성 운동이 우세하였음을 인지할 수 있었으나, 

단층의 변위가 정확히 인지되지 않으며 단층에 수반된 2차 절리가 명확히 관찰되지 

않아 정확한 운동감각을 판단할 수 없었다 (그림 3-4-1-7c). 

그림 3-4-1-7. 백수해안도로 서쪽의 해안노두에서 노출되는 주향이동 단층 및 

단층 각력암대. 

(라) Site 1-4 (백바위 해수욕장 일대)

네 번째 조사지점은 백바위 해수욕장을 따라 나타나는 해안노두로 주로 변성암과 

화강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접촉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3-4-1-8a). 하

지만 두 암상의 경계부에서 변성암의 엽리들이 화강암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것을 

보았을 때 변성함 이후에 화강암의 관입이 있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 지점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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흥미로운 것은 석영질로 채워진 두꺼운 단층대로 판단되는 구조가 해수욕장내에서 

관찰된다 (그림 3-4-1-8b). 단층대는 동-서 방향성으로 약 3m의 두께를 갖고 

발달하며 석영질로 이루어져 있다 (그림 3-4-1-8b). 또한 주변 모암인 화강암의 

각력을 포함하며 (그림 3-4-1-8c), 석영 성장이 관찰되어 (그림 3-4-1-8d), 

이들 석영맥들은 단층대를 따라 주입된 열수에 의한 성장으로 판단된다.

그림 3-4-1-8. (a) 백바위 해수욕장 남쪽 해안노두에서 관찰되는 변성암과 화

강암 접촉. (b) 백바위 해수욕장 내에서 관찰되는 북동방향의 단층대. (c) 단층각

력암과 석영맥. (d) 성장을 보여주는 석영맥. 

일부지점에서는 동-서방향의 전단대를 N50ºE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 

절단하고 있다 (그림 3-4-1-9a). 또한 한 노두에서는 세 개의 암맥이 서로 관입

관계를 보이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N30°E방향의 염기성 암맥이 최초 관입을 

하였고, 두 번째로 N38°E방향의 산성암맥이 관입을 하였으며, 최후기에 N08°W

방향의 염기성 암맥이 관입을 하였다. 관입된 암맥은 이후 N64°E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의해 변위된 것이 관찰되었다 (그림 3-4-1-9b). 이들 지질

구조들간의 선후관계를 통해 고응력장을 분석한 결과 북동-남서방향의 최대 주응

력이 북서-남동방향의 최대 주응력 방향으로 응력환경이 변화하였음을 알 수 있었

다.

또한 해안을 따라 발달한 노두에서 북동-남서방향의 산성 암맥들이 발달하며, 이

들을 절단하고 있는 N76°W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관찰된다 (그림 

3-4-1-10). 이를 통해 암맥과 단층사이의 선후관계를 판단할 수 있으나, 같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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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응력 환경에서도 북동-남서 방향의 암맥과 북동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 

동시에 발달 할 수 있다. 하지만 그림 3-4-8과 같이 N22°E방향의 좌수향 주향

이동 단층이 북동-남서 방향의 산성 암맥을 절단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북동-남서 

방향의 최대 주응력 환경에서 남-북 혹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최대 주응력 환경

으로 변화하였음을 시사한다.

그림 3-4-1-9. 백바위 해수욕장 남쪽 해안노두에서 나타나는 단층 및 암맥. (a) 

NE방향의 좌수향 단층. (b) 3조의 암맥과 N30°E 방향의 암맥 경계를 따라 발

달하는 우수향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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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0. 백바위 해수욕장 북쪽 해안노두에서 관찰되는 N76°W방향의 

단층과 주위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암맥을 절단하며 발달하는 주 단층과 평행한 

좌수향 및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마) Site 1-5 (옥실리 해안 노두)

다섯 번째 노두는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해안에 노출되어있는 화강암 

노두로 북북동-남남서,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상에 위치하며, NS방향의의 정

단층과 N66°E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관찰된다(그림 3-4-1-11). 특히 

NS방향의 정단층이 서로 반대 방향의 경사를 가지며 공액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NS/24°W방향의 정단층이 NS/60°E방향의 정단층을 절단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 3-4-1-12b), 이들 정단층은 동-서방향의 최소 주응력이 작

용하였음을 시사한다. 정단층과 함께 N66°W/70°NW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

층도 함께 관찰되는데(그림 3-4-1-12a) 정단층과의 직접적인 선후관계는 알 수 

없었으나 서로 크게 다르지 않은 동-서 혹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응력 환경에서 

발달 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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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1. 백바위 해수욕장 북쪽 해안노두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암맥을 

절단하며 발달하는 N22°E의 좌수향 단층. 좌수향의 운동감각을 보여주는 단층구

조(yellow box). 

그림 3-4-1-12.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해안에 노출되어 있는 단층 노

두. (a) N66°W방향을 가지고 있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b) NS방향의 정단층. 

이 지점에서 해안을 따라 남쪽으로 더 내려가면 화강암 노두에서 높은 변형을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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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는 N50°E방향의 단층대가 관찰된다(그림 3-4-1-13). 단층 노두에서 정확한 

단층운동 감각을 파악할 수 없었으며, 주변에서 주 단층대와 거의 평행한 절리 및 

남-북방향에 가까운 N08°W/74°SW방향의 단층이 관찰 되지만 이 역시 정확한 

단층운동감각은 알 수 없었다(그림 3-4-1-13). 

 

그림 3-4-1-13. 전라남도 영광군 염산면 옥실리 해안에 노출되어 있는 단층 노

두. 

(2) 중점연구지역 – 2 (무안군 및 신안군 일대)

두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무안군 및 신안군 일대는 영광군의 서남쪽에 나타나는 

해안 지역으로 대부분 화강암이 분포하며, 남쪽에서는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한다. 

선형구조 분석결과 주로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하며 북동-남

동방향의 선형구조도 다수 관찰된다 (그림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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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중점연구지역-2 의 주요조사 지점 및 장미도.

(가) Site 2-1 (용정리 해안노두)

첫 번째 조사지점은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 북쪽의 해안노두로 주로 대보화강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점에서는 N26°W방향의 단층이 관찰되며, 단층의 말단부에서 

나타나는 말단손상대에 기초하면 이 단층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운동감각을 가

진다 (e.g. Kim et al., 2003, 2004; 그림 3-4-2-2a, b). 이는 북서-남동 방향

의 최대주응력이 작용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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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2.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의 북쪽 해안에서 관찰되는 

N26°W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및 (a), (b)운동감각 지시자. 

이 지점의 다른 노두에서는 N15°E방향의 암맥을 N52°W방향의 우수향 주향

이동단층이 절단하며 발달한다 (그림 3-4-2-3). 이 노두에서는 단층들의 직접적

인 선후관계는 관찰되지 않았으나, 암맥과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상호 절단관계를 

통한 선후관계가 인지되었다. 이를 통해 북북동-남남서 방향에서 남-북 혹은 북북

서-남남동 방향으로 응력환경이 변화하였음을 인지 할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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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용정리의 북쪽 해안노두에서 관찰되는 

N15°E방향의 암맥을 절단하며 발달하는 N52°W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나) Site 2-2 (가입리 북쪽 해안)

두 번째 노두는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북쪽 해안에서 노출되는 화강암 

노두이며, 북서-남동방향의 뚜렷한 선형구조 위에 있다. 이 지점에서는 운동감각을 

인지 할 수 있는 큰 단층 노두는 관찰하지 못하였지만 북서-남동방향의 세맥 또는 

암맥이 북동-남서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작은 변위가 발생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그림 3-4-2-4). 암맥과 단층의 선후관계는 확실히 인지가 되지

만 이는 북서-남동 혹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최대 주응력 하에서 동시에 발달하

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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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전라남도 무안군 현경면 가입리 북쪽 해안에서 발달하는 북동-

남서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다) Site 2-3 (송계어촌체험마을 주변 해안)

세 번째 노두는 송계어촌체험마을 주변해안에 발달하고 있는 화강암 노두이다.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발달하는 지역이다. 이 노두에서는 

N80°E/40°SE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이 관찰되며, 단층 말단부손상대 및 연결손상

대에서 발달하는 인장 단열의 특성을 분석하였을 때 좌수향 주향이동의 운동감각을 

나타낸다(e.g. Kim et al., 2003, 2004; 그림 3-4-2-5). 이는 북동-남서 혹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최대주응력 환경에서 발달할 수 있다.

그림 3-4-2-5. 송계어촌체험마을 동쪽해안에서 발달하는 동북동방향의 좌수향 

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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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서쪽 해안에서는 서북서-동남동, 동-서방향의 단층이 나타나며 (그림 

3-4-2-6a, b), 이 지점의 단층들은 단층손상대가 넓게 나타나는 특징이 있다. 서

북서-동남동방향의 단층의 경우 모든 단층노두에서 운동감각을 확인할 수 있었던 

것은 아니지만 (그림 3-4-2-6c), 일부 노두에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말단손

상대 특성을 관찰할 수 있었다 (그림 3-4-2-6a). 동-서방향의 단층 주변에서도 

우수향 주향이동의 운동감각을 보여주는 단층손상대가 넓게 관찰된다 (그림 

3-4-2-6b). 같은 지역에서 북서-남동방향의 암맥도 관찰을 할 수 있었으며 (그

림 3-4-2-7), 이는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

동단층이 발달할 수 있는 응력환경인 북서-남동방향의 최대 주응력 환경에서 발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6. 송계어촌체험마을 동쪽해안에서 관찰되는 단층노두. (a) 우수향 

운동감각을 지시하는 N72°W방향의 단층. (b) 우수향 운동감각단층에 수반되는 

말단 손상대가 관찰되는 동-서방향의 단층. (c) N70°W방향의 단층과 주변에서 

관찰되는 단층손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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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송계어촌체험마을 서쪽해안에서 발달하는 북서-남동방향의 관임

암맥. 

(라) Site 2-4 (덕산리 북쪽 해안)

네 번째 노두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북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화강암 

노두이며, 북동-남서방향 및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지나간다. 이 

지역에서는 대표적으로 북동-남서방향의 암맥이 다수 관찰되며 이를 북서-남동방

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변위를 보이며 발달한다 (그림 3-4-2-8). 변위량은 

평균 200 ~ 250cm정도로 관찰이 되었으며, 암맥과 단층의 응력환경을 분석하였

을 때 북동-남서 방향의 최대 주응력 방향에 의해 암맥이 형성된 후 남-북 방향의 

최대 주응력방향에 의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생겼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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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덕산리 북쪽 해안 노두에서 관찰되는 

암맥 및 이를 절단하고 있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a), (b) 우수향 변위를 보이

는 주향이동단층. 

또한 같은 해안에서 다양한 단층 노두를 확인 할 수 있었는데 그 중 북동-남서

방향의 좌수향 및 우수향 단층간의 절단관계를 통해서 단층간의 선후관계를 인지 

할 수 있었다 (그림 3-4-2-9). 이들 단층은 동북동-서남서 혹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주응력 환경에 의해 발달 되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이 노두에서 판단되는 

최후기 운동은 북북동-남남서 혹은 남-북 방향의 최대 주응력 환경이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해안을 따라 수조의 단층이 연결되며 발달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

림 3-4-2-10a). 단층이 연장되는 노두에서 주변 절리를 변위시키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그림 3-4-2-10b), 이를 통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운동

감각을 관찰할 수 있었다. 단층들의 연결부는 닫히는 상태에 놓이게 되어 세맥이나 

충진물들을 관찰 할 수 없었다. 이러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은 북북동-남남서 방향

의 최대주응력 환경에서 발달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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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선후관계를 인지할 수 있는 NE계열의 단층 노두. (a) 좌수향 운

동감각을 보여주는 단층 노두. (b) 좌수향 및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의 선후관계. 

그림 3-4-2-10. NW 방향의 우수향 운동감각을 나타내는 주향이동단층. (a) 압

축에 의해 발달되는 단층 연결대. (b) 주향이동 운동감각 및 변위가 관찰되는 단

층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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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ite 2-5 (대사리 북쪽 해안)

다섯 번째는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북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노두이며, 

모암은 응회암이다.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방향의 2개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지나간다. 북서-남동방향의 두꺼운 세맥이 단속적으로 발달하며, 국지적으로 북서

-남동방향의 변위가 관찰된다 (그림 3-4-2-11a). 하지만 인지되는 변위의 연속

성이 좋지 않아 세맥 형성 당시의 열림 방향에 따른 겉보기 변위로 판단되나 노두

가 모래와 자갈로 피복되어 있어 정확한 판단의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일부 세맥

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세맥을 절단하며 충진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어 서로

간의 선후관계를 인지 할 수 있었다 (그림 3-4-2-11a). 

세맥의 말단부 일부에서는 북서-남동방향의 좌수향 및 우수향 단층변위가 뚜렷

하게 인지되었으며,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경우 변위량도 상대적으로 작아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수반된 좌수향 변위로 판단된다. 이 노두에서 관찰한 결과 북

동-남서 방향의 최대 주응력 방향에 의해 세맥들이 발달한 이후에 북서-남동 방향

의 최대 주응력 방향에 의해 이전 세맥들을 절단하며 충진한 것으로 판단되며 같은 

응력 하에서 세맥이 충진된 후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운동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1.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북쪽 해안에서 발달하는 NW

방향의 세맥 및 NE, NW방향의 주향이동단층. 

해안의 다른 위치에서는 N80ºE방향의 단층과 높은 변형을 가진 노두가 관찰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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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그림 3-4-2-12). 또한 높은 밀도의 절리 내에서 북동-남서방향의 습곡축

을 가지고 있는 습곡이 발달하며 (그림 3-4-2-12b), 단층 주위에서는 북서-남

동방향의 압축력 결과로 보이는 세맥들이 이차단열에 의해 좌수향 및 우수향 변위

가 모두 관찰되었다 (그림 3-4-2-12d). 주 단층의 정확한 운동감각은 인지 할 

수 없었지만, 주변 절리들의 발달특성들을 통해 해석해 보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의 특성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에서의 응력환경은 북북서-남남동 혹

은 북서-남동 방향의 압축력을 받았을 것이라고 판단된다.

그림 3-4-2-12. 전라남도 무안군 해제면 대사리 북쪽 해안에서 발달하는 동북

동-서남서방향의 단층 노두. (a) 북동-남서방향의 습곡축을 가지고 있는 습곡 발

달. (b) N80°E방향으로 발달하는  단층. (c) N40°W방향의 암맥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 변위. 

(바) Site 2-6 (증도 생태공원 남쪽 해안)

여섯 번째 노두는 전라남도 신안군 증도면 우전리에 위치한 증도 생태공원 남쪽 

해안에 위치하며, 북서-남동, 남-북 방향의 선형구조가 단속적으로 발달한다. 모암

은 응회암과 사암의 교호층으로 두꺼운 응회암 층 사이사이에 사암층이 발달한다. 

이 지역 노두에서는 동-서방향의 정단층이 잘 발달하며 단층면에서는 광물성장 및 

경사단층의 운동감각이 관찰된다. 또한 단층 주변에는 수직에 가까운 인장단열들이 

비교적 높은 밀도로 발달한다. 이는 이러한 단층 및 단열들이 하나의 동일한 인장

응력 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정단층들은 북쪽 또는 남쪽방향으로 경사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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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40°~ 50°정도의 경사를 보인다 (그림 3-4-2-13). 이 지역의 정단층들

은 동-서 방향의 인장력에 의해서 발달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3. EW방향의 정단층 운동감각이 관찰되는 단층 노두. 

          

(3) 중점연구지역 – 3 (도서지역)

세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도서지역은 안마도와 송이도로 나뉘어 있으며 (그림 

3-4-2-14) 안마도의 경우 산성 화산암인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송이도는 대부분이 층리가 잘 발달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일부는 규암화 

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안마도의 경우 괴상의 응회암으로 이루어져 있

어 특별한 층리를 구분하지 못하였지만 송이도의 경우 층리가 잘 발달해 있어 습곡

구조와 단층구조들을 쉽게 관찰 할 수 있었다. 이 지역의 주요 선형구조를 분석한 

결과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일부 발달한다 (그림 3-4-2-14, 장미도). 뚜렷한 지질구조의 경우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 상에서 잘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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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4. 중점연구지역-2 의 주요조사 지점.

(가) 안마도

안마도의 지질은 산성 화산암인 유문암질응회암(Kav)이며 정확한 층리의 방향은 

인지되지 않는다.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하며, 북동-남서방향

의 선형구조도 일부 발달한다. 서측의 해안은 대부분 군사지역으로 접근이 어려워 

섬 북서쪽에서 동남쪽으로 발달하는 북서-남동방향의 뚜렷한 선형구조를 중심으로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형구조를 따라 큰 단층대가 지나가는 것이 확인 되었으

며, 선형구조에 가까워질수록 절리밀도가 높아지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① Site 3-1-1 (안마도 항구에서 남쪽방향)

안마도의 첫 번째 노두는 안마도 항구 뒤쪽 산을 넘어 발달하며 유문암질 응회암

으로 이루어져 있다. 북-서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정단층 및 주향

이동성 단층이 발달한다. 특히 N70~80°E방향의 암맥을 N28°W방향의 좌수향 

단층이 절단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그림 3-4-2-15a). 이 암맥 노두

에서는 암맥의 열림 방향이 비교적 잘 관찰되어 주응력 방향을 이해하는데 좋은 노

두일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5c). 암맥과 좌수향 단층은 동일한 응력 상

태에서 발달 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되나 암맥이 단층보다 이전이라는 것은 확실히 

인지된다 (그림 3-4-2-15b). 또한 북서-남동방향의 단층은 단층면의 풍화와 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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식으로 인해 정확한 운동감각의 증거는 찾지 못했으나, 주변에 발달하는 이차단열

의 발달특성을 통해 해석한 결과 정단층이 우세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5f).

그림 3-4-2-15. 안마도 항구 남쪽 해안을 따라 발달하는 해안 노두. (a), (b), 

(c) N70~80°W방향의 암맥과 이를 절단하고 있는 N28°W/78°NE방향의 좌

수향 단층. (d), (f) 북서-남동 선형구조상에 발달하는 정단층 노두. 

② Site 3-1-2 (안마도 항구 북쪽방향)

안마도의 두 번째 노두는 Site 1과 같은 선형구조인 북서-남동방향이 뚜렷하게 

관찰되고, 안마도 항구의 북쪽에 위치한다. 모암의 종류는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같

으며, 수직의 절리가 선형구조와 평행한 방향으로 높은 밀도로 발달한다. 단층대의 

정확한 운동감각은 정의하기 힘들지만 주변의 절리 패턴을 관찰한 결과 좌수향의 

운동이 있었음을 판단할 수 있다 (그림 3-4-2-16a). 또한 단층대내에서 두꺼운 

단층 각력암대가 발달하여 신기단층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되어 앞으로 북서-

남동방향의 단층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2-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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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6.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상에서 나타나는 단층대. (a)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운동감각을 보여주는 주변 절리 특성. (b) 단층대에서 나타나는 

단층핵. 

(나) 송이도

송이도는 백악기 사암으로 대부분 구성되어 있으며, 층리가 잘 발달하여 습곡 및 

단층 구조를 인지하기 용이했다.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가 수조 발달하며 그 중 

가장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되는 해안 노두를 선정하여 이들의 연장성 및 구조발

달 특성에 대한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하지만 뚜렷한 선형구조상에서는 변형을 

심하게 받아 층리가 많이 교란되었고 층리가 수직으로 서있어 명확한 구조 인지에

는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또한 북서-남동방향의 층리에 평행한 단층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북동-남서방향의 단층도 관찰된다.

① Site 3-2-1 (송이도 동쪽 해안)

송이도 동쪽 해안은 해안도로를 따라 접근이 용이하여, 선형구조에 접근함에 따

른 변형 정도를 관찰하기 용이했다.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에 근접함에 따라 모

암의 변형이 심해짐을 관찰 할 수 있었으며, 선형구조근처의 노두에서는 습곡 및 

역단층성 운동을 관찰 할 수 있었다 (그림 3-4-2-17a). 노두에서 관찰되는 역단

층과 북서-남동방향의 습곡축을 분석하여 북동-남서방향의 압축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또한 역단층에 수반되는 정단층 운동도 소규모로 관찰 되었다 



- 233 -

(그림 3-4-2-17b, d). 특히 흥미로운 구조로는 선형구조를 따라 3~4m의 폭으

로 발달하는 단층핵이며, 핵 내에서 소규모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운동감각을 

인지 할 수 있는 구조가 발달한다 (그림 3-4-2-17b). 상대적으로 두꺼운 단층핵

의 발달은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를 따라 최소 한 번 이상의 재활성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며, 신기단층의 가능성이 큰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4-2-17. (a)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상에서 나타나는 역단층성 노두. 

(b) 역단층에 수반되는 정단층성 운동. (c) 선형구조상의 단층핵에서 나타나는 좌

수향 주향이동 운동. (d) 단층 주변에서 나타나는 습곡운동. 

② Site 3-2-2 (송이도 서쪽 해안)

앞선 야외 노두를 지나가는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조를 따라 송이도의 서쪽 해

안 노두에 대한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지점에서는 대부분 고각으로 서있는 층

리를 관찰 할 수 있었고, 층리에서 관찰되는 운동감각은 좌수향 주향이동으로 판단

된다 (그림 3-4-2-18b1). 또한 북서-남동방향의 층리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단

층대가 다수 관찰된다 (그림 3-4-2-18c). 또한 북동-남서방향의 단층도 발달하

며, 단층에 가까워질수록 층리가 고각이 되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해안에서 발

달하는 노두 대부분이 변형을 심하게 받아 명확한 구조를 판단하기는 어려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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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8. 송이도 서쪽해안에서 발달하는 변형을 심하게 받은 해안 노두. 

(a) 북동-남서방향의 단층에 근접하면서 변화하는 층리의 자세. (b), (b-1) 선형

구조와 평행한 층리 및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운동감각. (c) 층리와 평행하게 발

달하는 단층대.  

(4)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특성

연구지역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3개의 중

점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형구조 분

석 결과 영광군 내륙지역에서는 호남전단대와 광주단층계에 의한 변형으로 북북동

-남남서 방향의 대규모 주향이동단층과 관련된 선형구조들이 관찰되는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특히 남-북 내지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가장 우세하게 관찰된다.

첫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고창군 및 영광군 서쪽 연안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는 동

북동-서남서 방향의 횡압력에 의한 다양한 방향과 운동감각의 단층들이며, 특히 기

존 연구 (장태우, 1985; 이병주와 김동학, 1990)에서 우수향으로 기록되어진 호남

전단대와 이를 좌수향으로 절단하고 있는 영광단층이 있다 (전경석 외, 1991). 즉,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북서북-남동남 방향의 역단층 운동,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정단층 등은 모두 하나의 응력조건에서 발달할 수 있다 (그림 

3-4-4-1a, event-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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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동-남서 및 북서-남동 방향의 습곡축이 이 지역에서 관찰이 되며, 이는 최소

한 두 번의 다른 변형사건(그림 3-4-4-1a, event-1, 2)으로 추정이 된다. 하지

만 습곡 노두들에서는 둘 간의 선후 관계는 인지하지 못했다. 그러나 이번 연구에

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관입암맥이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암맥에 의

해 절단되어 있으며, 다시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이 

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또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좌수향 이동단층 

및 북동-남서 방향의 습곡축과 역단층이 관찰된다. 이는 북서북-남동남 방향의 다

수의 정단층들은 호남전단대 형성 이후에 남-북 내지 북서북-남동남 방향의 압축

력 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인장력에 의한 변형사건이 있었음을 지시한다(그림 

3-4-4-1a, event-2).

두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무안군, 신안군 일대의 주요 지질구조는 북서-남동 방향

의 좌수향 및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대표되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정단층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북서-남동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북동-남서방향의 

관입암맥을 절단하며 변위되어 있는 것이 다수 지역에서 관찰이 되었고, 동북동-서

남서 방향의 역단층도 일부 지역에서 관찰되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북동-

남서 방향의 주응력장 이후의 변형 사건으로 추정된다. 뿐만 아니라 북서-남동 방

향의 좌수향 및 서북서-동남동, 동-서 방향의 정단층이 일부 사암 및 응회암 지역

에서 관찰된다. 또한 북서-남동 방향의 암맥들이 이전 구조들을 따라서 혹은 절단

하며 관입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들은 서북서-동남동 방향

의 압축력을 지시한다(그림 3-4-4-1a, event-3).



- 236 -

그림 3-4-4-1.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단층의 분포와 변형사 해석, (a) 단층의 

방향성과 운동감각을 바탕으로 총 3번의 변형사건을 추정할 수 있다. (b) 단층의 

운동감각에 따른 투영분석 결과로, 최후기 단층운동(event-3)으로 판단되는 단층

에 대해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마지막 중점조사지역인 도서지역 (안마도, 송이도)의 주요 지질구조는 앞서 거론

된 중점연구지역 1, 2와 매우 잘 일치하는 특성을 보인다. 북서-남동방향의 선형구

조가 우세하게 발달하며, 북서-남동 방향의 역단층 및 북서-남동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으로 추정되는 비교적 큰 규모의 단층들이 관찰된다. 특히, 북서-남동 방향의 

역단층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성을 받은 것으로 판단되며, 뚜렷한 선형구

조에 근접할수록 모암의 변형도가 높고 단층 핵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보아 수차

례 재활성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선형구조 및 단층은 신기단층운동과 관

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연구지역에서 확인되는 최후기 변형사건 (서북서-동남

동 방향의 압축력)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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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각 응력 event의 기작

지진은 암석 내에 작용하고 있는 초과응력이 해소되는 과정으로 발생하며, 각 응

력 event의 특성을 규명하고 형성 기작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 특히 

Event-3은 현재 연구지역에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연안해역의 지각 안

정성에 직결되어 있다.

(가) Event-1

앞서 기술한 대로 Event-1은 호남전단대의 형성과 관련되어 발달한다. Yanai et 

al. (1985)는 일본 중부 히다대 경계를 따라 발달한 연성전단대의 특성, 진화를 연

구하고, 한국의 호남전단대에 대비될 수 있다고 제안하고, 두 전단대가 같은 시기에 

같은 기작으로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Cluzel et al., 1991). 최근 연대측정 연

구에 따르면, 두 전단대의 지질연대는 삼첩기에서 쥬라기에 걸치지만, 관입시기, 전

단시기 및 조산운동시기에 대한 대비 등 상세 연구가 필요한 실정이다 (Kim et 

al., 2009).

(나) Event-2 

Event-2는 호남전단대 형성 이후에 형성된 남-북 내지 북서북-남동남 방향의 

압축응력으로, 전기백악기 북상하던 중한지괴와 남하하던 시베리아지괴가 완전히 

봉합되면서, 남북방향의 압축응력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Lee et al., 2011). 

특히 이 때 한반도는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남하하였는데, 남북방향의 응력이 북서

북-남동남 방향으로 바뀌게 된다.

(다) Event-3 

인도대륙이 유라시아대륙과 충돌하고 있는 히말라야조산대는 현재 지구상에서 가

장 지각변형이 가장 극심하게 발생하고 있는 지역이다. 이 충돌사건은 5천만년 전

부터 현재까지 지속되고 있는데, 전지구의 판구조운동에 큰 영향을 끼치고 있다. 그

림 3-4-4-2는 GPS(Global Positioning System) 자료로 측정한 속도자료를 화

살표 길이로 나타낸 것으로써, 화살표 머리에 도시된 타원은 1σ 에러범위를 나타

낸다. 인도판은 유라시아판에 대해 북북동 (N20ﾟE) 쪽으로 연간 28~34 mm의 속

도로 북상하고 있는데 (Zhang et al., 2004), 이로 인해 유라시아판은 변형은 히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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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중앙부에서는 북쪽으로 일어나고 있지만, 동쪽부에서는 점자 동측으로 방향을 

바꾸면서 발생하고 있다. 바로 이 동쪽으로 밀어내는 응력이 한반도를 향해 작용하

고 있고, 그 반작용의 힘이 태평양판에서 대응하고 있어, 현재까지 한반도의 광역적

인 응력환경의 기원은 여기서 비롯된다 (그림 3-4-4-2).  

그림 3-4-4-2. 히말라야조산대의 GPS 속도 Macator Projection(Zhang et al., 

2004).



- 239 -

그림 3-4-4-3. 연구지역에 광역적으로 작용하고 있는 응력(하늘색 화살표) 환

경. TLF: Tan-Lu Fault, TGF: Tsushima-Goto Fault, OIF: 

Okushri-Itoigawa-Shizuoka Fault. 적색 세모는 활화산분포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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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

(1) 이동식 관측소 부지 선정

  당해 연도 연구지역은 전라남도 영광군, 신안군 인근 연안지역으로 안마도, 임자

도 등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35o 00'N ~ 35o 30'N; 125o 50'E ~ 126o 20'E, 

그림 4-1-1-1). 연구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과거 지진발생 분포를 조사하기 위

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분석시스템의 데이터베이스로부터 과거 지진목록을 

추출하였다. 그림 4-1-1-1에 도시된 것과 같이 1999년부터 2012년 6월까지 연

구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총 733개 지진이벤트가 발생하였다. 연구지역 내에서는 안

마도 주변 해역에서 수차례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확인되었으나, 주변 해역과 육

상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지진발생빈도가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4-1-1-1. 연구지역 지진발생분포와 임시(WID, AMD, JID, AJD) 및 상시

(MUN, YGB 등) 지진관측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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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소 설치 및 운영

연구지역 내에는 상시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그 주변에는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의 무안관측소(MUN), 한국수력원자력의 영광원자력발전소 관측소

(YGA, YGB, YGN), 기상청의 무안관측소(MAN), 새만금관측소(SMKB) 등이 운

영되고 있다. 연구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세지진을 근거리에서 관측하고, 연구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시 지진관측소의 관측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시 지진관

측소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4-1-2-1에 표시된 것처럼, 다

수의 미세지진을 관측하기 위하여 연구지역 내에서 고른 분포가 되도록 임시 관측

소 위치를 선정하였다. 특히 연구지역이 해역에 위치하고 있어 도서지역에 임시 지

진관측소를 (WID, AMD, JID, AJD) 설치 및 운영하였다. 이들 임시 관측소는 

2012. 7. 24. 부터 2013. 3. 5. 까지 8개월 동안 운영되었다. 임시 관측소 운영기

간 동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분석시스템은 연구지역 및 주변해역에서 총 29개 

지진파를 추가로 관측하였다 (그림 4-1-1-1에서 청색 원). 연구지역 내에서는 

안마도 북동 해역에서 규모 2.0과 2.7의 지진이 발생한 것으로 관측되었다.

위도 이동식관측소(WID)는 2011년 연구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2011년 설치

하여 현재까지 운영 중에 있으며, 획득된 자료는 ADSL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

으로 연구원으로 전송되고 있으며, 사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자료를 획득할 예정

이다. 또한 안좌도 이동식관측소(AJD)는 내년도 사업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나, 위도 

이동식관측소와 마찬가지로 실시간으로 획득된 자료는 ADSL 통신망을 통해 연구

원으로 전송되도록 설치하였으며, 위도 관측소와 마찬가지로 사업기간 지속적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금년도 연구지역의 대부분은 도서지역으로 관측소 설치 및 운영

을 고려하여 적절한 관측소 위치를 선정하는데 제한적일 수 밖에 없었다. WID, 

AMD, JID, AJD 관측소의 위치 및 설치 장비는 표 4-1-2-1과 같다. 또한 각 관

측소 설치후의 모습은 그림 4-1-2-1과 같다.

안마도(AMD) 및 지도(JID) 관측소는 이동식 관측소의 개념에 따라 일정기간 운

영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기록실을 간단히 설치하였다. 그러나 타 관측소와 달리 

AJD 관측소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에 제한이 많아 본 

사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지진관측소 개념으로 설계하고 설치

하였다(그림 4-1-2-1 (d)). 이동식 관측소 설치 작업을 완료한 후 2012년 7월 

4부터 2013년 3월 5일까지 운영되었다. 관측소 운영기간 동안 약 2 개월에 한번 

씩 방문하여 자료를 백업하였으며, 관측소 이상 유무 등을 점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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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측소명 특 징

위도

(WID)

주소 전라북도 부안군 위도면 진리 1-86번지

좌표 35.61820  126.30585                   높이 : 13m

기록계 Q330S (S/N : 4241)

센서 CMG-40T (S/N : T4P86)

안마도

(AMD)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임자면 광산리 511

좌표 35.34481   126.01731                  높이 : 10m

기록계 Q330HRS (S/N : 4291)

센서 CMG-40T (S/N : T4N36)

지도

(JID)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651

좌표 35.09322   126.15961                  높이 : 39m

기록계 Q330HRS (S/N : 4650)

센서 CMG-40T (S/N : T4G11)

안좌도

(AJD)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산116

(옥례 KT 안좌중계소)

좌표 34.74798   126.12406                  높이 : 113m

기록계 Q330S (S/N : 4459)

센서 CMG-40T (S/N : T4P22)

표 4-1-2-1 이동식관측소의 위치 및 설치장비 목록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의 경우 3대 이상의 정밀음압계를 일정한 형태로 설치하

고, 각각의 정밀음압계에는 다공질 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중음파 관측

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경 수백 m의 평활한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나 차도 등 

주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필요하나, 금번 연구지역에서는 적절

한 곳을 찾을 수 없어 2011년에 설치하였던 야미도에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를 

재설치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S/N 비가 높은 신호를 획득하지는 못하였고, 정성적인 분석만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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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연구지역 지진발생분포와 임시(WID, AMD, JID, AJD) 및 상시

(MUN, YGB 등) 지진관측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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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및 인공지진 식별

(1) 자료처리

지진분석시스템과는 별도로, 임시 지진관측소 운영으로 획득한 지진자료와 주변 

상시 지진관측소자료를 분석하여 연구지역 및 주변지역에서 발생한 미세 지진파를 

확인하고 진원 요소를 재결정하였다. 연속 지진자료에 대한 육안분석으로 미세지진

파를 직접 확인하고 발생위치, 시간 등 지진요소를 결정하였다. 그림 4-2-1-1은 

임시관측소 운영과 지진자료 분석으로 구한 총 79개의 지진목록을 도시한 것이다. 

그림에서 청색과 적색으로 표시된 진앙은 지진파형 육안분석으로 볼 때 각각 자연

지진과 인공지진으로 해석되는 것들이다. 육안으로 확인된 다수의 지진파 중 관측

소 도달시간 차이를 바탕으로 특성이 유사한 미세 지진파 신호를 지역별로(A-I) 

분류하였다. 그림에서 자연지진으로 해석되는 지진파는 A와 B지역에서 몇 차례 관

측되었고, 이외 주변지역에서 산발적으로 관측되었다. 그림 4-2-1-2는 안마도 인

근 해역에서 관측된 자연지진 파형을 도시한 것이다. 인공지진으로 해석되는 지진

파는 연구지역 외곽 북쪽 해역과 육상지역에서 집중되는 특징을 보이는 것으로 나

타났다.

그림 4-2-1-1. 연구기간 동안 발생한 미세지진 분포와(청색, 적색 원) 과거 지

진발생분포(백색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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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2. 연구지역 안마도 주변에서 발생한 자연지진 파형. 

(2) 인공지진 식별

연구지역 외곽 지역에서 작은 규모의 지진파가 다수 관측되었다. 특히, 연구지역 

우측의 고창군, 영광군, 함평군 지역을 따라 국소지역에서 소규모 지진파가 집중되

는 특징을 보이고 있다 (그림 4-2-1-1). 이들 진앙은 이 지역에서 확인된 노천 

채석장의 위치와 일치하고 있으며 일과시간에만 발생하는 특징을 볼 때 지진파의 

진원은 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해석된다.

임시 관측소에서 관측된 지진파의 지진원을 정량적으로 식별(자연/인공)하기 위

하여 지진파-음파 분석을 적용하였다. 지진파-음파 분석은 지표발파(인공지진)에

서 발생한 지진파와 공중음파 신호를 확인하여 지진파의 진원을 인공지진으로 식별

하는 방법이다. 국내 공중음파 관측소 중 연구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지진파의 발생위치와 시간으로부터 진앙

-대전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음파 도달 가능 시간대 (수평전파속도, 

0.25~0.40 km/s)에서 발파관련 공중음파 신호를 확인하였다. 특이 음파신호가 확

인되는 경우, 신호 발생방향을 계산한 후, 지진파 진앙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경우 해당 지진파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하였다.

지진파-음파 분석결과, 그림 4-2-1-1에 표시된 C, D, E, F 지역에서 공중음

파 신호가 확인되었다. 그림 4-2-2-1(a)는 C지역 지진파에 대한 지진파-음파 

분석 결과이다. 아래 파형은 임시 지진관측소에서 관측한 수직성분 지진파형이며, 

위는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에서 기록한 음파자료이고 지진파에 대응되는 음파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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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타원으로 표시하였다.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로부터 지진파 진앙까지의 거리는 

약 122 km이며 방위각은 238o이다. 배열망 자료처리로 (주파수-파수 분석) 계산

한 음파신호의 발생방향 (back-azimuth)은 245o로 진앙 방위각과 유사하다. 지진

파 발생 후 386초에 대전 공중음파 관측소에 음파신호가 도달하였으며, 이 때 음파

의 수평전파속도는 317 m/s 이다. 지진파가 공중음파신호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에 

이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파는 자연지진이 아닌 인공지진으로 식별될 수 있다. 특히, 

이 지역 내에는 군사격장을 포함하고 있어 지진파의 진원은 군사활동에 의한 인공

지진으로 해석된다. 그림 4-2-2-1(b)~(d)는 각각 D, E, F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파를 인공지진으로 식별한 결과이다. 대전 관측소로부터 진앙까지의 거리는 

102-129 km이며, 음파의 수평전파속도는 312-338 m/s 범위이다. 음파 발생방

향이 지진파 진앙방향과 일치하고 있어 지진파-음파 분석에 의해 인공지진으로 식

별된다. 임시 관측소 운영기간 동안 이들 지역에서 총 23개 이상의 미세 지진파가 

관측되었다. 그림 4-2-1-1의 G, H, I지역에서는 지진파에 대응되는 공중음파 신

호가 관측되지 못하였다. 하지만, 지진파 발생시간이 모두 일과시간이며, 진앙이 이 

지역에서 확인된 노천 채석장과 일치하고 있어, 이 지역에서 발생하는 지진파 역시 

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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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c)

(d)

그림 4-2-2-1. 진앙 지역(C, D, E, F)에 대한 지진파-음파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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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2012년 10월 5일 ~ 10월 26일까지 

22일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2차년도 탐사지역

인 영광 연안 해역 일대에 대한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본 탐사는 탄성파 탐

사장비를 탐해 2호 후미에 견인하면서 탐사하기 힘든 지역인 수심이 얕고 많은 섬

들이 분포하는 연안지역을 피하여 위도 35°00′~ 35°30′, 경도 124°40′~ 

125°50′지역에서 수행하였다. 수심이 30 m 미만인 연안지역은 소형 선박을 이

용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측선은 동-서방향 5′간격으로 주측선 6개, 남-북

방향으로 검측선 2개의 약 750 L-km를 설계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상여건, 해황

에따라 유동적으로 탐사측선을 조정하였다 (그림 5-1-1-1). 

그림 5-1-1-1. 2012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예비측선도.

항측자료의 취득은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

용하여 설계한 탐사측선을 따라 일정한 속도와 거리를 유지하면서 취득하였다.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는 3대의 D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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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ecision R5400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

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Spectr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

소로는 Vessel's autopilot system, Bridge PC, Sprint workstation, Gun 

controller, Real time navigation unit (RTNU), Seismic recording system이 

있다 (그림 5-1-1-2). Vessel's autopilot system은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설계한 조사측선을 따라 탐사선을 자동으로 운항하는 장치이며, Bridge에서는 

Bridge PC를 이용하여 Spectr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Gun controller에서는 에어건의 발파를 제어하며, shot의 정보를 전달

한다. RTNU에서는 GPS에서 수신받은 위치정보, 방위(gyro), 음향측심기

(echo-sounder), 선속(speed log), 스트리머 심도 및 방위(compass) 등의 탐사

선의 모든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신호를 수신받아  Spectra system으로 전송하

며, 외부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1-3).  

Spectra system은 탐사선, 음원, 수진기, RGPS 등의 위치정보 및 물리탐사에 이

용되는 모든 센서의 자료를 실시간으로 입력받아서 기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처리되지 않은 원시(raw)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한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P2/94 파일은 측선의 탐사가 종료된 

후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항측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

가 있다. 

Sprint 시스템은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자

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및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통신장애에 따른 소실된 

자료들을 내삽/외삽하여 취득한 항측자료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 파일은 매 측선의 발파점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각 장비들의 위치정보 

및 네트웍을 통해 계산된 공통중간점(CMP)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탐사에 사

용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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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Spectra 통합항측시스템 개요도. 

그림 5-1-1-3. 2D 탄성파 탐사장비 및 모식도.

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시기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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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um)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자료를 통

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는 표 5-1-1-1과 같다.

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5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Trimble 4000DS GPS 와 C-Nav GPS를 이용하였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

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그리고 C-Nav GPS수신기는 각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정신호를 수신

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

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에서 취득된 위

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에서 계산된 위

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탄성파탐사의 경우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은 탐사선의 기준점과 

일적선상으로 위치하며 탐사측선을 기준으로 좌현(port)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

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선의 기준점에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6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여 탐사측선에 정확하게 공통중심점(CMP)이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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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원은 심부지질구조파악 및 자세한 천부지질구조파악을 위하여 용량을 3 ~ 400 

in3로 다양하게 설계하여 에어건 배열 (airgun array) 한 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다. 음원배열의 중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얕은 수심으로 인한 직접파(direct 

wave)가 해저면의 반사파와 겹치지 않도록 40 m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스트리머

의 형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의 컴파스 버드 (compass bird) 

4개와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부착하여 견인하였다. 다른 물리탐사 

장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 부터의 상하좌우 

오프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1-4). 연구지역에 발달한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줄의 스트리머 (streamer)와 한 줄의 음원배열 (airgun 

array)을 이용한 2차원 탄성파 반사법 (2D reflection seismic) 탐사와 천부지층

탐사, 음향측심, 중력 및 자력 탐사도 병행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그림 

5-1-1-5). 

그림 5-1-1-4.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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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5. 탐해 2호를 이용한 해양물리탐사 자료취득 모식도.

(나) 소형선박 항측

소형선박을 이용한 탐사에서 해상위치 측정은 Trimble에서 제작한 SPS 351를 

이용하였다 (표 5-1-1-2).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작동원리는 GPS수신기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육상에 고정국(base station)을 설치하고, 위성들을 모니터하여 개별 위성의 거리 

오차 보정치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 이를 작업 현장의 다른 GPS 수신기의 오차보정

에 이용함으로써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DGPS는 고정국의 GPS와 조사선박에 장착한 이동국 (rover) GPS로 구성된다. 

이동국 GPS는 12개 채널을 이용하여 L-band 안테나와 저잡음 앰프로 위성 자료

를 수신하여 조사선박의 위치와 이동속도,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양수

산부 어청도 기지국을 육상 고정국으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WGS-84 타원체의 위

경도와 UTM 좌표를 기록하였다. DGPS의 측정오차범위는 1 m 이내이다.

측량선이 미리 계획된 측선을 따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시간

으로 측량선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Hypack MAX를 사

용하였다. Hypack MAX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써 수로측량의 계획, 실측, 자

료편집, 자료출력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Hypack MAX는 위치

측위기, 음향측심기, 해저면 탐사기 또는 다른 해양조사 장비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써 위치와 수심자료가 함께 입력되어 수심자료의 오차보정, 조위보정 등을 수행하

는 자료처리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림 5-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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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odel SPS 351

 Manufacturer Trimble
 Channel SPS 351 DGPS/Beacon receiver

 Frequency 283.5~325 kHz
 Position Update Rate 1 Hz, 2 Hz, 5 Hz, 10 Hz

 Protocol NMEA 0183
 Timing  out 1 PPS
 Power supply 12V DC(4.5W)
 Available SW Hypack MaxTM(Coastal Oceanographic Inc.)

표 5-1-1-2.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그림 5-1-1-6.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ypack MAX).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2040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되었다. EM2040 (Tx 0.5°/Rx 1.0°)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200, 300, 40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한 핑

(ping)당 400 soundings (256개 beam)을 수신하여 수심 0.5 ~ 500 m 사이의 

천해역에서 수심의 5.5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

정할 수 있는 음향장비이다 (그림 5-1-2-1). 수신기의 빔각은 최대 140°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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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선의 중심축으로 부터 등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

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

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5-1-2-1. 탐해2호 탑재된 KONGSBERG EM2040 다중 음향측심기 자료

수집 장치. 

본 장비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치 

(transducer), 그리고 처리장치 (processing unit)와 주 통제장치 (HWS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그림 5-1-2-2).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에 장치된 음파의 발신 및 수신하는 2개의 트랜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발생기 (0.5° Tx array)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

는 반면, 음원 수신기 (1.0° Rx array)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처리장치 (processing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

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는 신호제어용 

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하고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 그

리고 시간, 위치, heading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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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주 통제 장치 (HWS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5-1-2-2. EM2040 다중음향측심기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

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

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

여야 하며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신된 빔(beam) 

별 스펙트럼에 대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2개의 

DGPS 수신기로부터 위치값, gyro값, 시간값을 수신하고 MRU5 모션센서로 부터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을 수신하여 다중빔으로 전달해주는 통합 시스템

(Seapath300)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을 발신하는 트랜스듀서 주변 음속

값과 전체 수층의 음속값을 측정하여 빔의 왜곡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실시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림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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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3. 다중음향측심기에 필수적 주변장치들. a) Seapath300 

(Kongsberg Seatex) 통합시스템 b) Seapath GPS 수신기 c) MRU5 motion 

sensor d) 표층음속측정 시스템(AML Micro SV).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

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

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

정하여야 한다 (표 5-1-2-1; 그림 5-1-2-4). 

Point No. Lat(N) Long (E) Date

15  35˚ 26.3361´N  125˚ 51.5693´E  10/06/2012

16  35˚ 25.0744´N  125˚ 03.4970´E 10/07/2012

17  35˚ 25.0246´N  125˚ 47.6406´E  10/12/2012

18  35˚ 24.2080´N  125˚ 37.3405´E  10/19/2012

표 5-1-2-1. 탐사지역내 수층 음속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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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4. 조사해역의 측정된 수층 음속 값.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 gyro offset은 (0.00°), roll offset은 –
0.20°, 그리고 pitch offset은 0.01°적용되었다. 

(나) 자료처리

해양탐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장비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 

(transm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

하여 해저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 및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 (receiver)에 도달된 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

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과 인위적인 요인들을 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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득된 자료로부터 제거 및 보정을 해야만 실제에 가까운 지형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

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1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5).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그림 5-1-2-6). 즉, 탐사 전에 D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

의 위치변동을 확인하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 시 또는 점검 시 기존의 값

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중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DGPS 수

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모션값이 불안정해지는 

탐사선 회전 구역의 수심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400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1-2-7). 실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은 조석

보정으로 본 탐사에서는 조사구역내에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사기간 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의 군산(외항), 어청도, 영광, 위도, 장항, 목포 검조

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롤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격자

보정 과정에서는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리

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최적의 수심자료를 얻는다. 

금번 탐해2호의 EM2040를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는 측선간격이 매우 넓고 수심

대비 측정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좁기 때문에 획득한 수심자료로 전체 조사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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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 

연구지역내에서 2007년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병

합하여 최종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종도면은 도면화  

프로그램인 Geocap사 Seafloor 6.3을 이용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도를 작성

하였다 (projection UTM 51, datum and spheroid WGS84). 

그림 5-1-2-5.  Caris HIPS& SIPS 7.1 멀티빔 자료 처리 흐름도.

그림 5-1-2-6.  선위 보정(좌) 및 위치보정(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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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7. 측선별 수심보정(좌)과 영역별 격자보정(우).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나타나는 내부반사면이 잘 나타나는 지역과 주요 지역 

즉, 해저면상에 수심이 급격히 변하는 지역에서 약 6m의 피스톤 코어 시추기를 이

용하여 총 9정점에서 시추코어 퇴적물을 획득하였다 (표 5-1-3-1, 그림 

5-1-3-1). 

코어 12HZT-P01과 –P02 정점 (그림 5-1-3-2~3)은 내부층리가 투명하고 

평행하게 잘 발달되어 있어 홀로세 해침이후 후기 홀로세 고환경변화 연구와 유기

물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12HZT-P05 정점(그림 5-1-3-4)은 주

변의 평탄한 지형과 대조적으로 돌출된 지형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되었

다. 코어 12HZT-SF01H/L, SF02H/L, SF03H/L 정점(그림 5-1-3-5~7)은 다

중음향 측심기에서 나타난 해저절벽 지역의 하단과 상단에서 퇴적물의 수직적인 특

성을 파악하고자 시추되었다.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시추 지점을 선정한 이유는 절

단면을 경계로 두 지점에서 퇴적물의 특성이 다른지를 파악하기 위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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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1. 시추코어 정점 위치도.

Project
Core 

No.
Longitude (E) Latitude (N)

Length

(m)

Water

depth(m)
Lithology

12HZT-

p01 125˚ 22.1702' 35˚ 0.0584´ 5.8 72 Mud
p02 125˚ 32.9715' 35˚ 0.0566' 5.28 59 Mud
p05 125˚ 16.5458' 35˚ 14.2913' 0.54 70 Peaty mud

SF01H 125˚ 18.1692' 35˚ 34.9842' 3.96 73 Mud
SF01L 125˚ 18.8175' 35˚ 34.9942' 1.67 85 Sand
SF02H 125˚ 25.6659' 35˚ 20.0387' 1.36 67 Oxidized Mud
SF02L 125˚ 26.7867' 35˚ 20.0647' 2.18 72 Sand
SF03H 125˚ 30.6798' 35˚ 15.0610' 5.47 63 Mud
SF03L 125˚ 31.1970' 35˚ 15.0728' 0.59 66 Mud

표 5-1-3-1. 시추코어의 시추위치, 길이, 수심, 및 암상.

그림 5-1-3-2. 코어 12HZT-P01에서 천부 탄성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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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3. 코어 12HZT-P02에서 천부탄성파 자료.

그림 5-1-3-4. 코어 12HZT-P05에서 천부탄성파 자료.

그림 5-1-3-5. 코어 12HZT-SF01H/L에서 천부 탄성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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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6. 코어 12HZT-SF02H/L에서 천부 탄성파 자료.

그림 5-1-3-7. 코어 12HZT-SF03H/L에서 천부 탄성파 자료.

(나) 자료처리

① 연대측정

탄소동위원소 연대측정의 한계를 넘는 제4기 퇴적물의 연대측정 방법으로 2,000

년 이후 OSL(Optically Stimulated Luminescence) 연대측정 방법이 널리 이용되

고 있다. OSL 연대측정은 퇴적물이 최종적으로 퇴적된 이후 U, Th, K등이 자연방

사선에 노출됨으로써 퇴적된 시간에 비례하여 광물격자에 축적되는 전자형태의 에

너지를 연대측정에 활용하는 방법이다. 주로 석영과 장석이 이용되는데 이들 광물

에 축적되어 있는 에너지는 빛에 노출될 경우 루미네선스라는 빛을 방출하게 된다. 

이러한 빛을 정량적으로 측정한 값이 등가선량 (equivalent dose)이며, 주변 토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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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측정된 자연방사선량에서 측정된 값이 연간선량 (dose rate)이다. 최종적으로 

얻고자하는 연대는 두 측정된 값비로 계산된다. 

Age(ka) = 등가선량(Gy)/연간선량(Gy/kyr-1)

암실에서 절개된 코어 (12HZT-SF03H, 12HZT-SF03L)의 2 지점에서 등가선

량과 연간선량 측정용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로 부터 피로인산나트륨 

(Na4P2O7·10H2O)을 이용하여 세립질 퇴적물을 제거하고 과산화수소수 (H2O2)와 

염산 (HCl)을 이용하여 탄산염과 유기물을 제거한 후 4 ~11㎛ 크기의 석영입자를 

채집하였다. 최종적으로 4㎛이하의 입자와 장석을 제거하기 위하여 14일 동안 

H2SiF6에 etching한 후 분리된 석영입자를 이용하여 등가선량을 측정하였다. 등가

선량 측정은 0.1Gy/sec선량의 90Sr/90Y 베타선원과 blue LEDs (470±20nm)조건

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TL/OSL DA-20 reader를 이용하였다. 연간선량은 한국

기초과학지원연구원 자연방사능측정기의 감마선 검출기를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② 입도분석

시추퇴적물 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 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2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이 같은 전처리가 끝

난 후 4Φ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한 후 4Φ이상의 사질 및 역질 입자들은 건

조시킨 후 로탭요동기 (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Φ간격으로 분석하

였고, 4Φ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은 2% 확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를 50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icromeritics, Sedigraph 5100)

를 이용하여 1 Φ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별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1968)의 모멘트 방법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③ 물성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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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

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④ 음향분석

음파전달속도는 신호투과법 (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한 자동

음파전달속도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장치는 기

존의 음파전달속도 측정방법들보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노이즈에 의

해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상의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자료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원리는 펄스 발생기(Tektronix, 

TM502A)에서 발생된 펄스를 채널 1에는 표준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ΔT)를 이용한 아래의 식에 의해 속도가 

계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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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p = L/ΔT (Vp p파 속도, L 시료 직경, ΔT 표준신호와 통과신호의 시간차)

⑤ 유기물 분석

총탄소(Total Carbon: TC)와 총질소(Total Nitrogen: TN)의 함량을 측정하기 

위하여 미국 Leco사의 CHN-900을 이용하였으며, CHN-900의 분석원리는 다음

과 같다. 미세 분말로 만든 시료 (2mg 이하)를 산화로에 넣고 동시에 초고순도의 

산소를 산화로에 주입하여 연소시킴으로써 퇴적물내 탄소와 질소를 이산화탄소 

(CO2)와 이산화질소 (NO2)로 변환시키고 여분의 산소가 남게 된다. 남아있는 산소

는 650℃ 온도의 환원로에서 제거되며, 이산화탄소는 탄소 적외선 검출기 

(Infra-Red Cell: ; IR Cell)에 의하여 검출되고 이산화질소는 열전도 검출기 

(Thermal Conductivity Cell)에 의하여 검출된다. TC와 TN의 검출한계는 각각 

0.001%, 0.01%이다.

총유기탄소 (Total Organic Carbon: TOC) 함량 측정을 위해 퇴적물에 대하여 

산처리를 실시하였다. 퇴적물 산처리는 퇴적물의 일부를 유리 비이커에 담아 3N 

염산 (HCl)을 이용하여 무기 탄산염을 24시간 동안 용해·제거하였다. 이러한 퇴

적물 산처리를 2회 반복하였다. 산처리후 남은 잔류물들은 3차 증류수로 4-5회 정

도 세척한 후 70℃로 오븐(oven)에 24시간 건조하였다. 건조한 시료는 분말로 분

쇄하여 골고루 혼합하여 미국 Leco사의 CHN-900을 이용하여 TOC를 측정하였다

⑥ 원소분석

XRF Core Scanner는 주상시료내 원소의 상대적인 함량을 비파괴 검사방식으로 

정밀하게 측정할 수 있는 장비로서 부시료 채취 시에 발생할 수 있는 오차요인을 

제거할 수 있고 CCD Line Camera (scan speed : 0.5 m/min, 해상도 100μm)

를 사용하여 표면 이미지를 동시에 획득할 수 있어 표면(수 mm) 암상에 따른 각 

원소들의 변화를 쉽게 확인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다. 절개된 퇴적물 코어의 표

면에 분석 시 발생하는 오류 및 시료의 오염과 수분의 증발을 막고 검출기를 보호 

하기위하여 특수 호일 (Ultralene Window film)을 사용하며 퇴적물과 호일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최대한 주의하여 덮는다. 분석시 원소별로 가속전압과 전류

를 달리하여 2mm 간격으로 세 번 측정하며, slit size는 5×5mm로, 측정시간은 

dead time (25%)를 고려하여 10초로 설정한 후 측정하였다 (표 5-1-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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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cceleration 

voltage/Current/filter
Elements

10 kV/500μA/No Mg, Al, Si, P, S, Cl, K, Ca, Ti, B, Cr, Mn, Fe

30 kV/500μA/Pd-thin Zn, Br, Rb, Sr, Y, Zr, Mo, Pb, Bi, U

표 5-1-3-2. XRF 코어 스캐너 분석 조건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FM Full-Spectrum Seismic System은 CHIRP 기술을 이용한 고분해능 탄성파 

탐사기로써, 0.5 ~ 12k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표 5-1-4-1). 송/수신

기가 견인체(Towfish)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견인체 직하부에서 반사된 신호

를 획득할 수 있다. 세립질 퇴적층에서 고해상도의 지층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투

과 심도는 낮기 때문에, 얕은 해저 지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종류의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를 시험한 후, 최적의 결과를 보인 0.5 ~ 7.2kHz 주파수 범

위를 선택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다 (표 5-1-4-2, 그림 5-1-4-1). 송신기 예인

체 (Towfish)와 D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 (Offset)을 최소로 하고, 동시에 잡음

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체를 조사 선박의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후처리 과정에

서 Offset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내용

제작사 EdgeTech (U.S.A.)
신호 처리 장치 AT & T DSP32C

송수신기 
펄스 유형 FM with amplitude and phase weighting

주파수 범위 0.5∼12kHz
음원 수준 212dB

표 5-1-4-1. 첩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46ms

Shot interval 0.5 sec

표 5-1-4-2. 첩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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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1. 첩 탄성파 탐사 측선.  

(나) 자료처리

획득된 디지털 탄성파 자료는 SEG-Y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획득된 자료는 탄성

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SPW™와 SU (Seismic Unix)의 포맷으로 변환되어 

자료 처리에 이용되었다. 

탄성파 자료 중에 일부 대표적인 단면을 선택하여 이득 조절, 필터링의 변수들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변수들은 다른 모든 측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5-1-4-2). 필요한 일부 측선의 경우, 편집(Editing), 정보정(Static Correction) 

및 뮤팅(Muting) 등의 자료 처리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탄성파 자료 특성에 따라 

최선의 자료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후처리 과정

을 마친 후, 측선별로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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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자료 편집 (Editing)

첩 및 스파커 (Sparker)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원의 

직접파가 첩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첩 탄성파 지층 기록의 질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파

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첩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지층 기록

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파 자

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림 5-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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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editing

(b) After editing
그림 5-1-4-3. 첩 탄성파 자료의 자료 편집.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고

분해능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

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

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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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지

난 2011년 부안 북부 해역 조사 시에 12초 이하였던 것과는 달리 6초 이하인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부안 북부 해역과 비교하여 금번 영광 인근 해역에서의 

너울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까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6초이상 주기

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그림 5-1-4-4).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

저면 굴곡이 관찰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a) Before correction

(b) After correction

그림 5-1-4-4. 첩 탄성파 자료의 정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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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

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용된 시스템은 100~2,200 Joule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 (표 5-1-5-1~2)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

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신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

용되었다.

구분 내용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주처리 장치 PC Workstation

송신기

Power Range 100 ∼ 2,200J

주파수 범위 0.3 ∼ 1kHz

음원 수준 224dB at 1,550J

표 5-1-5-1. Sparker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내용

모델명 CSP-1000-8007/1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Element No. 20

주파수 범위 0.1 ∼ 10kHz

표 5-1-5-2. 수신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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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

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표 5-1-5-3, 그림 5-1-5-1). 이는 지난 2011년 부안 북부 해역 조사에서 선

택되었던 에너지 수준과 동일하다. 송신기 및 스트리머 수신기를 조사 선박의 후위

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33 ms

Shot interval 1 sec

Source power 1,000 Joule

표 5-1-5-3. 스파커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그림 5-1-5-1.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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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포맷 변환 (Format Transformation)

획득된 스파커 SEG-Y 자료는 0 ~ 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평균값 편중(DC bias)을 제거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② 뮤팅 (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첩되어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

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

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

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 (그림 5-1-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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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efore muting

(b) After muting
그림 5-1-5-2. 스파커 탄성파 자료의 뮤팅.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④ 필터링 (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 700 Hz 대역의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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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심부 탄성파자료

(가) 자료취득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 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compressor),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

수를 입력하여 전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스트리머 (streamer)로부터 오는 탄성

파자료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종 정보 (항

측 및 부가 장치 정보 등)를 기록한다.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Sercel사의  Sentinel 솔리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section 길이가 

150 m이며, 12.5 m의 채널간격으로 12 채널 (channel)을 구성하고 있어 연구목

적에 따라 스트리머의 section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탄성파 자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

료를 전송받아 발파자료,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배경잡음 수준 및 근거리 

(Near-Field) 하이드로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1

번 채널의 기록자료를 통한 지하내부 구조를 일차적으로 보여준다.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음원조절 시스템으로 SPECTRA 항측 시스템으

로부터 발파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에어건 (airgun)으로 전달하여 음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에어건 발파를 위한 압축공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성된다. 에어건(airgun)은 Bolt사의 제품

을 사용하며, 2가지 형식(1500 LL, 1900 LLX)으로 다양한 용량을 가진 에어건을 

배열하여 사용한다. 탐해 2호는 4개의 ar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의 array에

는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하여 최대 4,578 in3의 용량을 사용 할 수 있다. 압축공

기의 압력은 2,000 psi에서 발파가 이루어진다.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은 평균 300 m 간격으로 스트리머에 부착하

여 스트리머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

하여 스트리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6-1과  같다. 그룹간격 

12.5 m 의 12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리머 4개를 연결하여 총 600 m, 48 채

널의 스트리머를 사용하였고, 음원과 첫 번째 채널과의 거리는 얕은 수심과 음원용

량의 변경으로 인하여 일정거리를 조절하였다. 음원은 에어건 4개를 배열한 1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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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rray를 사용하였으며, 400 in3의 용량을 기본으로 해저면의 특이지형이 나타나는 

지역에 탄성파 에너지를 작게하여 천부해저지층의 해상도를 높이기 위한 음원의 용

량을 달리하는 탐사가 이루어졌다. 음원의 발파간격은 25 m로 설정하였으며, 1 

msec 샘플링 간격으로 심부 6초까지 탄성파 자료를 기록하였다. 취득 자료는 총 

14개의 측선으로 구성되며, 탐사거리는 약 700 L-km이다 (그림 5-1-6-1). 

그림 5-1-6-1. 2012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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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General Information

 Client:  MLTM
 Vessel(s):  TAMHAE 2

 Job Number:  12HZT
 Location:  West Sea

 Type of Survey :  2D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m
 No. of channels :  48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30, 40 m
 Streamer depth:  6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air-gun  4

 Volume per source:  3 – 400 in3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나) 자료처리

조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 탐해 2호를 이용하여 

총 14개 측선에서 약 700 L-km에 대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를 취득하였

다. 표 5-1-6-2는 측선별 자료 취득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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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Line Name
Shooting

Direction

First

Shotpoint

Last

Shotpoint

Line Length 

(km)
1 12HZT-106 270° 1201 3209 50,225
2 12HZT-106A 270° 3440 5250 45,275
3 12HZT-105 270° 1191 5254 101,600
4 12HZT-104 270° 1291 5259 98,975
5 12HZT-203 322° 1191 3807 65,175
6 12HZT-103 270° 1091 5263 104,325
7 12HZT-102 270° 1511 5145 90,875
8 12HZT-101 270° 1621 4300 67,000
9 12HZT-202 360° 891 2950 51,500
10 12HZT-502 090° 991 1213 5,325
11 12HZT-501 270° 991 1213 5,325
12 12HZT-512 270° 991 1213 5,325
13 12HZT-503 090° 991 1225 5,625
14 12HZT-505 270° 991 1225 5,625

표 5-1-6-2. 측선별 자료취득 정보.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기본적으로 탐사 지역에서 취득한 항측자료 

(UKOOA P1/90), 탄성파 기록 자료 (SEGD), 탐사 관측 기록 (observer log) 등

의 자료들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탄성파 탐사 전산처리 소프트웨어인 

Landmark Graphic사의 ProMAX2D에 입력하여 전산 처리를 수행하였다. 취득된 

자료는 ProMAX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탐사 지역의 지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산처리 모듈을 테스트 한 후에 선택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

로 중합단면도를 출력하였다. 

탐사지역의 수심은 30 ~ 90 m사이로 대부분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다. 얕은 수

심에서의 탄성파 탐사에서는 수심의 약 2배의 깊이마다 발생하게 되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들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고, 직접파 또한 천부의 지층 반사면 기록들과 섞여 

있어서, 실제 지질구조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처리에서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듈인 WEMR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을 적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산처리 과정은 지형자료 입력, SEGD 입력, 탄성파자료와 지형정보의 일치, 발

파지연 보정, 트레이스 편집, 주파수 필터링, WEMR, 실 진폭 보정, 속도분석, 경사 

동보정, 중합, 구조보정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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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2.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탐사시 기록자료는 한 shot 마다 하나의 SEGD 파일로 저장이 되어 한 측선의 

탐사가 끝나면 수천 개의 SEGD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수천 개의 SEGD 파일들

을 하나의 파일로 합친 후, ProMAX 데이타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자료는 

trace header의 필드파일번호, 탐사년도, 기록날짜, 채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5-1-6-3). 데이터 취득 시 획득

된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은 ProMAX2D 모듈인 2D marine geometry 

spreadsheet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탐사시 설정한 자료취득 변수와 취득된 항측

정보를 입력 한 후, 필드파일번호(FFID)로 기록자료와 항측자료의 정보를 일치시

켰다 (그림 5-1-6-4). 본 자료는 25 m 간격으로 음원을 발파하여 12.5 m 간격

으로 배열되어 있는 48개 채널에서 취득한 자료로서, 공통중심점(CDP) 간격은 

6.25 m 이며, 약 12개의 중합수(CDP fold)를 가진다. 입력한 지형정보가 데이터

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었다면 Database Tool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6-5A는 공통중심점 중합수 (CDP fold)를 도시하고 있으며, 12 fold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중합수가 12 fold 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는 탐사라인을 이탈하

거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리머의 휘어짐으로 공통중심점 간격이 맞지 않아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오차값이 크지 않아 자료 처리에 큰 영향

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5-1-6-5B는 공통중심점의 X, Y 위치와 fold의 분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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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한 것이다. 

그림 5-1-6-3. Shot 모음의 trace 기록 정보.  

그림 5-1-6-4. 지형정보 입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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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5. (A) 공통중심점(CDP) 중합수. (B) 공통중심점(CDP) XY 위치

와 중합수.

② 트레이스 편집(Trace Edit)

해상에서 자료취득 시 어장 및 어선 또는 탐사장비의 기계적 결함, 기상악화 등

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잡음들

은 탄성파 기록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에 Trace Kill  모듈과 트레이스 통계 

(Trace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하여 각 trace들의 통계적 값들을 구해 불량 트레

이스들을 선별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5-1-6-6A와 5-1-6-6B는 각각 스파이크 

값과 트레이스 평균에너지를 그래프로 보여주고 있다. 탐사자료는 전반적으로 자료

결과에 영향을 주는 불량 트레이스들이 거의 없어서 최소한의 편집과정만 거쳤다.

그림 5-1-6-6. (A) 트레이스 스파이크(TRCSPIKES) 그래프. (B) 트레이스 

평균에너지(TRCAMPS) 그래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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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발파지연 보정(Linear Moveout Correction)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시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와의 거리는 30 m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달 속도가 1480 m/s로 가정한다면, 음원

을 떠난 탄성파가 보낸 후 첫 번째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20 

msec이다. 그림 5-1-6-7은 음원 발파 후 첫 번째 수진기에서 받은 탄성파 기록 

모음이다. 그림 5-1-6-7A에서 보듯이 보정 전의 직접파 주시는 약 120 msec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을 20 msec에 기록되도록 헤더 값을 100 msec 만큼 

보정해 주었다.

그림 5-1-6-7. (A) LMO 수정 전의 1번채널 모음, (B) LMO 수정 후의 1번채

널 모음. 

④ 대역 통과 필터(Bandpass Filter)

해상에서 획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random noise)들이 섞여서 취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

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 에서 110 Hz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10-20-110-120 Hz 의 대역 통

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시켰다 (그림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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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8. Shot 모음에서의 진폭스펙트럼 분석.  

⑤ 주파수-파수 필터(FK Filter)

특정 속도를 갖는 직선상의 잡음들과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파수

-파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 필터는 주로 저속도의 잡음들을 제거하는데 효과적이

다. 필터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다각형을 디자인하여 다각형으로부터 분석된 고

유의 값들이 T-X 영역에 적용되어 다각형을 제외한 지역의 자료들이 제거된다 

(그림 5-1-6-9).  

그림 5-1-6-9. F-K 필터 적용 전(A), 후(B) 의 Shot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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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WEMR)

본 연구지역은 수심이 약 90~30 m사이로 수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깊이마다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동방정식의 특성을 이용한 WEMR 모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중합단면도에서 

해저면의 시간 깊이값을 추출하여 트레이스 헤더에 입력시킨 후 각 트레이스 마다 

시간 깊이, 진폭 인자와 위상 각도를 분석하여, 원본 자료로 부터 다중반사를 예측

하여 제거하게 된다(그림 5-1-6-10). 그림 5-1-6-11A와 5-1-6-11B는 각

각 WEMR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brute stack 단면으로서 WEMR의 결과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6-10. Shot 모음에서 WEMR 적용을 위한 테스트. 

그림 5-1-6-11. WEMR 적용 전(A), 후(B)의 저급중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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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실 진폭 보정(True Amplitude Recovery)

탄성파 에너지는 구형 발산으로 심부로 진행하면서 이동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와 지층에서의 흡수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소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감소

된 진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실 진폭 보정(True Amplitude Recovery) 모듈 중에

서 속도값을 이용하는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모듈을 사용하였다. 탄성

파의 이동시간과 속도 값에 대한 진폭보정으로 심부의 에너지가 어느 정도 보상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2).

그림 5-1-6-12. 실진폭 보정 전(A)과 후(B)의 shot 모음.

⑧ 디콘볼루션(Deconvolution)

탄성파 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파와 반향파 등을 제거하여 

수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측 디콘볼루션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적용하였다. 예측 디콘볼루션은 반사파 기록의 초기 시간정보로

부터 예측할 수 있는 다중반사파 및 반향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실제 지

형의 반사파를 뚜렷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적의 예측 디콘볼루션 연산

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parameter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림 5-1-6-13A). 

Parameter test 결과 파형이 잘 분리되어 있는 240 ms를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

였다. 연산자 길이를 선택한 후, 디콘볼루션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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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stance)를 선정하기 위하여 parameter test를 실시한 결과 파형이 충분히 압축

되어 있는 24 ms를 최종 연산자 예측 거리로 선택하였다 (그림 5-1-6-13B). 

디콘볼루션을 실시한 후에는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 

그림 5-1-6-13. 디콘볼루션 파리미터 테스트. (A) 디콘볼루션 연산자 길이 테

스트, (B) 디콘볼루션 예측거리 테스트. 

  

⑨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탄성파 자료 처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Velocity Precompute 모듈을 이용하여 인접한 5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supergather로 만들어서 semblance, common offset 

gather, supergather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14A).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추하여, 속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한 velocity viewer 모듈을 이용하여 속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합단면도 상에 속

도 분포도를 볼 수 있어서 층의 변화에 따른 좀 더 정밀한 속도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5-1-6-14B). 속도 분석은 공통중심점 160개 간격인 1 km 마다 실시하였

다. 같은 방법으로 2차 속도 분석 및 NMO 보정된 common offset 모음에서 경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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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보정을 위한 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6-14. 속도 분석을 위한 패널(A)과 볼륨 단면도(B) . 

⑩ 경사 동보정 (Dip Moveout Correction, DMO)

경사 동보정은 수평면으로 가정하여 보정된 신호 (NMO correction)를 실제의 

경사가 있는 지층면의 반사점에 나타나도록 하는 자료처리이다. NMO 보정된 공통

중심점 (common depth point) 모음 자료를 공통옵셋 (common offset)  모음 자

료로 재분류 한 후에, 속도분석을 실시하여 실제 반사파들의 좀 더 정밀한 속도값

을 유추함과 동시에 흐릿한 경사면을 효과적으로 보정해주어 뚜렷하게 보이게 한

다. 

⑪ 구조보정 (Migration)

경사 동보정 (DMO) 후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값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중합 

후 시간영역에서의 구조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

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해주었다. 으로써 결과적으로 중합전 시간 보정 

(prestack time migration)을 수행한 것이다. 그림 5-1-6-15는 전산처리과정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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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친 중합 후 구조보정 단면도이다.  

그림 5-1-6-15. 전산처리 후 최종 탄성파 단면도. 

⑫ 자료 출력(Data Output)

ProMAX 형식으로 처리된 최종 자료를 가장 보편적인 형식의 SEGY 자료로 변

환하여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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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

링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 (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

루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

정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

보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

밀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

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 (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 (meter 

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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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

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

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

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

를 측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

이 보정값은 시간당 0.0011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

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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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6 mGal에서 0.0 

mGal로 감소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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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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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 ~ 3 % 정

도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 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

거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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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24.5 nT에서 0.8 nT로 감소하였다.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 자료

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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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2011년 조사구역과 유사하게 금번 조사지역의 해저지형은 주로 해안선과 평행한 

형태로 북동-남서, 북-남 방향의 등수심선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다. 수심 20m

를 경계로 내대륙붕 지역은 해안선을 따라 등수심선 간격이 매우 넓게 형성되어 있

으나 안마군도, 흑산도 주변 섬의 영향으로 불규칙한 지형 변화를 보여준다 (그림 

5-2-1-1). 수심 20 ~ 60m 사이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등수심선이 조밀하게 

분포하고 있어 가파른 수심변화를 보여준다. 이러한 급격한 변화는 기반암의 영향

과 더불어 해수면 상승 이후 해저면에 두껍게 퇴적된 현생 니질퇴적체의 영향을 반

영한다 (Park et al., 2000). 허사군도와 안마군도 주변에는 강한 조류에 의해 형

성된 해자(moat)가 발달되어 있어 섬 주변에서 가파른 수심변화를 보인다. 

124°30´E ~ 125°30´E사이의 연구지역 서쪽구역은 주로 수심 60 ~ 90m 

사이에 해당되며 다소 불규칙적이지만 북-남 방향의 등수심선이 우세하게 발달되

어 있다. 이러한 등수심선은 불연속적으로 북-남 방향으로 발달된 해저 모래사퇴의 

등성이와 골짜기에 영향을 반영한다. 125°00´E 부근에서 최대 90m이상의 깊은 

수심이 분포하고 있으나 그 범위는 남북방향으로 좁게 나타난다.

그림 5-2-1-1. 연구지역의 음영기복도.

금번 조사구역에서 두드러진 지형적 특성은 내대륙붕 연안을 따라 현생니질퇴적

체와 외대륙붕에 위치한 모래사퇴로 크게 구분된다(그림 5-2-1-2). 서해에는 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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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3개의 현생 니질퇴적체가 분포하고 있는데 ① 서해 중앙부에 중앙황해니질 퇴적

체(the central Yellow Sea mud deposits, CYSM), ② 고황하 입구에 고황하 델

타 머드 패치(old Huangehe deltaic mud patch, OHDM), 그리고 ③ 서해연안을 

따라 황해남동부 니질 퇴적체(the southeastern Yellow Sea mud belt, SEYSM)

으로 구성되어 있다 (Park and Khim, 1992). 

그림 5-2-1-2. 서해 연안에 분포하는 모래사퇴와 현생니질퇴적체 (Park et al., 

2000).

황해 남동부 니질 퇴적체는 1980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분포범위와 

퇴적학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분포는 대략 북쪽으로 위

도와 변산반도사이에서 시작해서 제주도 서북단 해역까지 연안을 따라 연결되며, 

총 길이는 250km이상, 폭은 20 ~ 55km, 두께는 중앙부에서 최대 50m를 넘고 

면적은 약 8,100km2 인 것으로 나타났다 (Park et al., 2000). 연구자에 따라, 흑

산머드밸트(Huksan Mud Belt, HMB)로도 불리우는 이 현생니질퇴적체는 탄성파 

자료상에서 음향혼탁층(acoustic turbidity, AT)으로 표시되는 가스충진층(gas 

charged layer)이 넓게 존재하고 짧은 시기에 많은 양의 세립질 퇴적물이 삭박되

고 다시 급격히 퇴적되었기 때문에 그 퇴적지작과 분포특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

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모래사퇴는 주로 tide, wave, storm이 우세한 대륙붕에 널게 분포하고 있으며 

(van de Meene et al., 1996), 대부분 해수의 유동이 활발하거나 모래의 공급이 

풍부하고 초기 해저면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연구지역 외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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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하고 있는 모래 사퇴(Shelf sand ridge, SSR)들은 대부분 수심 50 ~ 90m 

사이에서 해안선과 평행하게 (또는 현재 조류방향과 평행하게) 북동-남서 방향으

로 분포하고 있다. 대부분의 모래사퇴는 좌우대칭형을 보이나 육지쪽에 가까운 일

부 모래사퇴는 좌우 비대칭형으로 급경사면 (Lee side)가 육지쪽을 향하고 있다. 

사퇴의 상부에는 모래파와 거대연흔이 피폭되어 있으며 비대칭형을 보이고 사퇴의 

정부(crest)를 향해 급경사면이 놓여 있다. 모래사퇴의 규모는 높이 4.4 ~ 17.6m, 

넓이 0.7 ~ 3.0km, 경사도 0.2 ~ 13.8°를 갖는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4). 

대륙붕에 발달한 모래사퇴는 왕복성 주기를 갖는 조류에 의해 형성되는데 창조류

와 낙조류의 세기가 유사할 경우 좌우 대칭형의 구조를 갖는 반면 두 조류의 세기

가 다를 경우 net current 방향으로 급경사면 (Lee side)이 발달하게 된다. 사퇴

의 상부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파와 거대연흔은 모래사퇴가 현재 수력학적 에너지의 

영향을 받고 있음을 지시하며 수심이 깊어질수록 이들 모래파와 연흔의 폭과 높이

가 점차 줄어들고 더 이상 수력학적 에너지 영향을 받지 않는 곳에서는 moribund

형태의 사퇴로 존재하게 된다. 

모래사퇴의 형성은 저해수면 환경하에서 홀로세 이전 (18,000년이전)에 조간대

나 기수지역에서 퇴적된 세립질층이 마지막 빙하기동안 대기중에 노출되어 침식을 

받은 후 홀로세 해침초기, 즉, 현재보다 강한 조류의 영향하에서 선형의 모래사퇴를 

형성하고 현재 고해수면하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재동되고 있는 것으

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6). 이러한 사퇴는 등성이 정부에서 모래층이 얇으며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두꺼워는 특징을 보이며 사퇴의 상부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

파, 거대연흔은 대부분 사퇴의 정부를 향하고 있다.  

(나) 특이 해저지형    

최근 발달한 멀티빔 탐사기술은 획득한 해저지형 자료로 터 그 지형을 만든 지지

질학적 요인들을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멀티빔에서 나타난 

falut/fold형태의 지형은 화산이나 지진활동의 흔적을, migrating bedform은 퇴적

물의 빠른 충적을, steep slope/submarine canyons은 경사침식(slope erosion)

을, in-situ deformation/mud volcanoes는 fluid escape나 venting을, 그리고 

landslide scars는 sediment mass transport/failure와 같은 지질학적 현상을 반

영한다 (Chiocci and Ridente, 2011). 

이를 위하여 각 측선상에서 나타나는 특이 지형 (총 16지점)을 선별하여 그 특성

을 살펴보았고 2011년도에 발견된 해저절벽과 유사한 지형을 보이는 4지점에서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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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 해저지형 자료를 획득하였다 (그림 5-2-1-3).  

그림 5-2-1-3. 특이 지형 및 해저절벽 분포 위치도.   

대륙붕 및 연안에서 유수에 의해 표층 퇴적물의 이동이 시작되면 해저면에 일련

의 굴곡진 형태가 형성된다. 이러한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일어나면 흐름과 

층면 형태간에 평형상태가 이루어지는데 평형이 이루어져 그 흐름의 상태를 대표하

는 층모양을 층면구조 (bedform)라고 한다. 이러한 층면구조는 해저면에서 퇴적물

의 입도, 유속, 수심변화에 따라 연흔 (ripple), 거대연흔 (megaripple), 모래파

(sand wave)의 형태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모래사퇴의 정부 (crest)에 모래파가 형성되고 모래파위에 다시 거대

연흔이 발달하는데 수력학적 에너지에 따라 그 방향은 각각 다르게 나타난다 (그림 

5-2-1-4). 관측자에 따라 다소 차이가 있으나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서해에서 나

타나는 모래파는 대략적으로 폭이 100m내외, 높이가 5m 내외의 규모를 보이며, 

거대연흔은 폭이 10 ~ 15m, 높이가 1m내외를 갖는다 (Jung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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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4.  대표적 모래파 와 거대연흔 구조.

  

연구지역 내에서도 그림 5-2-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다양한 형태의 모래파가 

125° 30'E를 경계로 외해쪽에서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No. 2, 3, 7, 9, 10, 13). 

모래파의 방향은 북서-남동방향이 우세하며 모래사퇴 방향과 거의 수직으로 놓여

있다. 두드러진 특징으로 No. 7, 10, 13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모래파의 정부축선

(crest line)이 여러 겹으로 나뉘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표층의 사질 퇴적

물이 현재 조류에 의해 재동되어 이동되고 있음을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모래파나 

거대연흔의 방향을 통하여 모래사퇴를 형성하는 입자의 실제 이동방향을 알 수 있

다. 조류가 모래사퇴와 평행하게 움직이면서 그 세기가 비대칭일 경우 모래파나 거

대연흔은 비대칭 형태를 보이며 거대연흔의 방향이 실제 퇴적물 이동방향을 지시하

게 된다(Dyer and Huntley, 1999). 이러한 거대연흔이 나타나지 않는 지역에서는 

모래파의 비대칭형 방향이 net sand 이동방향을 지시한다.  

No. 4, 5는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Site 2, 그리고 Site 3과 동일지역으로 offset

은 약 10m 내외로 연안쪽 수심이 더 깊게 나타나며 그 방향은 연안에 인접한 No. 

4에서 북동-남서방향을, 외해역에 위치한 No. 5에서 남-북방향을 나타낸다. No. 

6에서 나타난 타원체 형태의 특이지형은 길이가 50 m 내외, 폭이 20 m 내외이며 

주변에 해자가 형성되어 있다. 2008년 국립해양조사원 자료에 따르면 조사지역내 

총 6개의 침선이 보고되었고 그 중 3척만 확인되었는데 확인된 침선의 음향학적 

특성과 그 특징이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2011년도 조사지역에는 해사채취로 인한 인위적인 형태의 웅덩이가 많이 나타났

으나 금년 조사구역에는 한 곳도 발견되지 않았다. 반면에 No. 14와 No. 15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고 가는 선들이 현생니질퇴적체가 분포하고 

있는 해저면상에 그려져 있다. 이러한 지형은 트롤선에 의한 인위적인 scar로 보여

지며 주로 왕복조류의 방향(남-북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No. 1과 No. 12는 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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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칙한 형태와 방향성으로 보아 유수에 의해 형성되기 보다는 홀로세 해침이전에 

이미 형성된 지형으로 보여진다. No. 11은 돌출부의 규모가 매우 크고 주변의 해

자의 깊이와 폭이 넓은 것으로 보아 해저면에 돌출한 암반 지형으로 보여진다.  

그림 5-2-1-5.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특이지형.

  

국제해저지명상 해저절벽이란 "대륙붕이 아닌 해저면의 평탄한 해역이나 완만하

게 경사진 해역을 긴 거리에 걸쳐 분단하는 급경사면의 지형”을 말하며 일반적으

로 침식작용이나 단층활동에 의해 형성된다 (국제수로기구, 2008). 2011년도 조사

지역내 35˚35´N, 125˚17´E부근 (수심 69 ~ 79m)에서 북동-남서방향의 뚜

렷한 절단면을 갖는 해저절벽이 발견되었고 그 규모는 길이 3.7km, 경사 최대 

15°이상, 높이 10m로 조사되었다. 금년 조사구역에서도 이와 유사한 해저절벽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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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이 4 곳에서 발견되었다. 

Site 1은 수심 63 ~ 70m사이 35°15.5´N, 125°31.0´E부근으로 발견된 해

저절벽의 길이는 1.8km, 경사는 최대 11°이상, 높이 7m이상을 보이는데 그 위치

와 규모가 국립해양조사원 (2008)에서 발견한 지형과 일치한다 (그림 

5-2-1-6). 이 지점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코어 12HZT-SF03H/L이 시추하였

다. Site 2는 수심 62 ~ 72m인 35°20´N, 125°26.0´E 부근이며, 그 규모는 

길이가 7km, 경사 17°, 높이 10 m 이상을 보인다 (그림 5-2-1-6). 이 지점의 

상단과 하단에서 각각 코어 12HZT-SF02H/L이 시추되었다. Site 3은 수심 73 ~ 

83m인 35°22.5´N, 125°11.0´E부근이며, 그 규모는 길이 3.4km, 경사 < 

24°, 높이 10 m로 나타났다 (그림 5-2-1-7). Site 4는 수심 72 ~ 82m인 

35°14´N, 125°24.0´E부근으로 총 길이는 최대 낙차가 보이는 구간에서만 

1.4km, 경사는 17°, 높이는 10m로 나타났다 (그림 5-2-1-7). 

그림 5-2-1-6. Site 1 해저절벽(앞)과 Site 2 해저 절벽 (뒤)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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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7. Site 3 해저절벽(앞)과 Site 4 해저절벽(뒤) 분포도.  

금년 조사지역의 4곳과 2011년도 조사지역에서 나타난 해저절벽은 공통적으로 

① 대부분 수심 60 ~ 80m에서 나타나며, ② 북동-남서방향으로 기울어져 있으며, 

③ 수심차가 최대 10m이상을 보이며, ④ 경사면이 매우 가파르며, ⑤ 해저절벽 경

계면의 방향과 해저면 모래파의 진행방향이 거의 수직을 갖는 특징을 보인다. 

(2) 퇴적물 특성

(가) 퇴적물 OSL 연대

Site 1에 해당하는 해저절벽의 상단(12HZT-SF03H)과 하단(12HZT-SF03L)

에서 측정된 연대는 표 5-2-2-1에서 보는바와 같다. 수심 66.4m에서 채취된 

SF03L의 상부 12 ~ 17cm에서 50.61±3.56ka, 25 ~ 30cm구간에서 54.00 

±3.49ka로 나타났으며 약 10cm간격의 두 채취지점에서 약 3,400년 차이를 보인

다. 수심 63m에서 채취된 12HZT-SF03H의 연대는 12HZT-SF03L과 동일한 

구간에서 각각 47.01±3.53ka, 47.02 ±3.01ka로 12HZT-SF03L보다 상대적으

로 어린 것으로 나타났다. 두 지점간 연대차이가 거의 나지 않는 이유는 심도 25 

~ 30cm 구간에서 채취된 입자에 장석이 포함되어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인다. 해

저면으로 부터 약 15cm 하부에서 측정된 연대는 12HZT-SF03L에서 47.05 ~ 

54.17ka의 범위를, 12HZT-SF03H에서 43.48 ~ 50.54ka의 범위를 보였다. 이는 

최상부까지 퇴적율을 고려하더라도 대부분 OI(oxygen isotope) 3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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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2HZT-P01

 본 코어는 총 6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며 전체길이는 약 579cm 이다 (그림 

5-2-2-1). 습윤밀도는 1.5 ~ 1.7g/㎤, 입자밀도는 2.5 ~ 2.7g/㎤, 공극률은 

55.6 ~ 69.4%, 함수율은 34.7 ~ 48.5%의 값을 가진다. 전단응력은 2.3 ~ 

14.0kPa로 282cm 구간에서 가장 크며 전체적으로 거의 변화가 없다. 평균입도는 

6.9 ~ 7.8Φ로 전체적으로 세립하며 퇴적물 유형은 M, Z의 순서로 우세하게 나타

난다. 분급도는 1.4 ~ 1.9Φ 사이의 값을 보인다 (그림 5-2-2-2).

Core No. SF03L SF03H

Deph interval 

(cm)
12 - 17 25 - 30 12 - 17 25 - 30

Water 

Content (%)
42.0 ±5 43.9 ±5 43.0 ±5 44.3 ±5

Alpha dose

(Gy/ka)
0.321 ±0.161 0.382 ±0.192 0.384 ±0.193 0.346 ±0.174

Beta dose

(Gy/ka)
1.779 ±0.099 1.910 ±0.106 2.001 ±0.109 1.849 ±0.102

Gamma dose

(Gy/ka)
1.029 ±0.053 1.142 ±0.059 1.182 ±0.060 1.089 ±0.055

Cosmic dose

(Gy/ka)
0.071 ±0.004 0.071 ±0.004 0.052 ±0.003 0.052 ±0.003

Dose rate

(Gy/ka)
3.51 ±0.227 3.20 ±0.196 3.62 ±0.230 3.34 ±0.209

De(Gy) 177.42 ±4.82 172.85 ±3.54 170.09 ±6.81 156.88 ±2.08

Age (ka) 50.61 ±3.56 54.00 ±3.49 47.01 ±3.53 47.02 ±3.01

표 5-2-2-1. OSL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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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 코어 12HZT-P01 사진.

그림 5-2-2-2. 코어 12HZT-P01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② 12HZT-P02

본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528cm이며 일부 섹션 12HZT-P02 (4/5)은 회수후 

절단과정에서 유실되었다 (그림 5-2-2-3). 습윤밀도는 1.4 ~ 1.7g/㎤, 입자밀도

는 2.5 ~ 2.8g/㎤, 공극률은 60.0 ~ 72.2%, 함수율은 37.7 ~ 52.0%의 값을 보

이며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 균질한 값을 갖는다. 전단응력은 

1.7 ~ 11.3kPa 사이의 변화를 보이며 430cm 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평균입

도는 6.8 ~ 7.8Φ로 전체적으로 세립하며 퇴적물 유형은 M이 우세한 가운데 Z가 

일부 포함된다. 분급도는 1.6 ~ 2.0Φ 사이의 값을 보인다 (그림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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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코어12HZT-P02 사진. 

  

그림 5-2-2-4. 코어 12HZT-P02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③ 12HZT-P05

 

12HZT-P05에서 획득된 코어의 총 길이는 46.5cm 로 비교적 회수율이 낮다. 

심도 0 - 28cm까지 dark reddish brown(5YR 2.5/2)색을 보이고 28 - 

46.5cm까지 greenish gray(5G 6/1)색을 보인다 (그림 5-2-2-5). 습윤밀도는 

1.9 ~ 2.0g/㎤, 입자밀도는 2.5 ~ 2.8g/㎤의 값을 보인다. 공극률은 약 36.1 ~ 

48.6%, 함수율은 19.7 ~ 26.6%의 값을 가지며 하부로 갈수록 감소한다. 전단응력

은 5cm, 25cm 에서 각각 11.7kPa, 52.9kPa의 값을 보인다. 평균입도는 7.0 ~ 

7.3Φ 이내이며 입도차이의 범위는 크지 않고 세립하며 퇴적물 유형은 Z가 우세하

며 (g)M, M 가 나타난다. 분급도는 1.6~2.1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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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5. 12HZT-P05 사진.
  

그림 5-2-2-6. 12HZT-P05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④ 12HZT-SF01H

12HZT-SF01H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396cm로 (그림 5-2-2-7), 심도 0 - 

230cm까지 very dark gray(5YR 3/1)을 보이다가 이후 yellowish brown(10YR 

5/4)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1.7 ~ 2.1g/㎤, 입자밀도는 2.5 ~ 2.8g/㎤ 값을 보인

다. 공극률은 41.1 ~ 56.4%, 함수율은 21.4 ~ 34.6% 이며 60cm 이후부터 급격

한 변화를 보인다. 전단응력은 2.1 ~ 38.6kPa 사이이며 5 ~ 65cm 구간에서 증가

하다가 65 cm 아래 깊이에서는 비교적 낮은 값을 유지한다. 평균입도는 3.2 ~ 

7.9Φ로 코어전체의 퇴적물 유형은 상부에서 Z가 우세하며 하부에서는 mS가 우세

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1.4 ~ 2.9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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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12HZT-SF01H 사진. 

  

그림 5-2-2-8. 12HZT-SF01H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⑤ 12HZT-SF01L

12HZT-SF01L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167cm로 (그림 5-2-2-9), 습윤밀도는 

1.9 ~ 2.1g/㎤, 전체코어는 light yellowish brown(10YR 6/4)색을 보인다. 입자

밀도는 2.6 ~ 2.8g/㎤, 공극률은 약 38.0 ~ 47.6%, 함수율은 19.9 ~ 26.6%의 

값을 가지며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전단응력은 3.2 ~ 

14.2kPa 사이이며 비교적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평균입도는 3.0 ~ 3.8Φ로 퇴적

물 유형은 mS, S 순으로 우세하며 비교적 조립하다. 분급도는 1.6 ~ 2.4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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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9. 12HZT–SF01L 사진.
  

그림 5-2-2-10. 12HZT-SF01L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⑥ 12HZT-SF02H

길이는 약 130cm (그림 5-2-2-11)이며 전체적으로 yellow (10YR 7/8)색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1.9 ~ 2.0g/㎤, 입자밀도는 2.6 ~ 2.7g/㎤ 사이이며 공극률은 

약 38.6 ~ 49.4%, 함수율은 20.4 ~ 28.2% 정도로 구간별 큰 특징은 보이지 않

는다. 전단응력은 10.4 ~ 58.0kPa로 25cm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 평균입도는 

2.8 ~ 6.0Φ로 퇴적물 유형은 (g)sM, mS 순서로 우세하며 sM, (g)ms도 나타난

다. 분급도는 2.4 ~ 3.1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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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1. 12HZT–SF02H 사진.
  

그림 5-2-2-12. 12HZT-SF02H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⑦ 12HZT-SF02L

전체길이는 약 218cm (그림 5-2-2-13), 대부분 light brownish gray (10YR 

6/2)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2.0 ~ 2.1g/㎤, 입자밀도는 2.6 ~ 2.9g/㎤ 공극률은 

약 33.3 ~ 45.5%, 함수율은 16.6 ~ 23.4%의 값을 보이며 큰 변화 없이 일정한 

편이다. 전단응력은 퇴적물이 조립하여 그 값이 측정되지 않았다. 평균입도는 2.3 

~ 3.3Φ로 퇴적물 유형은 S, zS, mS의 순서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분급도는 1.0 

~ 2.4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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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3. 12HZT-SF02L 사진. 
  

그림 5-2-2-14. 12HZT-SF02L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⑧ 12HZT-SF03H

전체길이는 약 547cm이며 (그림 5-2-2-15), 심도 0 - 10cm까지 brownish 

yellow(10YR 6/8)을 보이고 10 - 60cm까지 light gray(10YR 7/1)을, 60 - 

200cm까지 dark gray(10YR 4/1), 200 - 547cm까지 다시 light gray (10YR 

7/1)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1.8 ~ 2.1g/㎤, 입자밀도는 2.6 ~ 2.8g/㎤, 공극률은 

38.5 ~ 57.1%, 함수율은 20.1 ~ 33.9% 의 범위를 보이며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큰 변화 없이 일정하다. 전단응력은 3.8 ~ 11.5kPa 사이의 값을 보이며 비교적 상

부층에서 높은 값을 가진다. 평균입도는 3.2 ~ 6.4Φ로 퇴적물 유형은 zS, mS 순

서로 우세하며 (g)sM, sM, sZ 도 나타난다. 분급도는 0.7 ~ 2.4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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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5. 12HZT-SF03H 사진. 

  

그림 5-2-2-16. 12HZT-SF03H 입도 및 물리적 특성.

  

⑨ 12HZT-SF03L

12HZT-SF03L에서 획득된 총 코어의 총 길이는 55cm로 비교적 회수율이 낮다 

(그림 5-2-2-17). 심도 0 - 3cm 까지 brownish yellow(10YR 6/8)을 보이고 

3 - 59cm까지 light gray(10YR 7/1)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1.8 ~ 1.9g/㎤, 입자

밀도는 2.6 ~ 2.7g/㎤ 사이이며 공극률은 약 45.1 ~ 53.5%, 함수율은 24.7 ~ 

32.1%의 값을 가진다. 전단응력은 6.8 ~ 11.7kPa의 값을 보이며 큰 변화 없이 일

정하다. 평균입도는 4.4 ~ 6.4Φ로 퇴적물 유형은 zS가 우세하며 sM, (g)ms도 나

타난다. 분급도는 2.2 ~ 2.9Φ 사이의 값을 가진다 (그림 5-2-2-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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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7. 12HZT -SF03L 사진. 
  

그림 5-2-2-18. 121HZT-SF03L 입도 및 물리적 특성.

  

  

(다) 퇴적물의 음향특성

모든 획득코어에 대하여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를 

20c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구간에서는 매질의 특성상(사질 함량이 다소 높

음) 시료 성형을 못하였기 때문에 측정이 불가능하였다. 

① 12HZT-P01

12HZT-P01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482.4 ~ 1528.6m/s 사이이며 음파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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쇠값은 대략 –0.3 ~ 0.5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성형상태가 고

르지 못해 측정이 불가하였다 (그림 5-2-2-19).

② 12HZT-P02

12HZT-P02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467.3 ~ 1504.3m/s 이내이며 음파감

쇠값은 0.1 ~ 0.6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내 크랙(crack)으로 

인해 측정 불가하였다 (그림 5-2-2-19).

③ 12HZT-P05

12HZT-P05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651.1 ~ 1701.2m/s 사이이며 음파감

쇠값은 대략 0.0 ~ 0.2dB/m/kHz 이내이다 (그림 5-2-2-20).

④ 12HZT-SF01H

12HZT-SF01H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576.6~1771.1m/s 이내이며 음파감

쇠값은 0.2~1.1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성형상태가 고르지 못해 

측정이 불가하였다 (그림 5-2-2-20).

⑤ 12HZT-SF01L

12HZT-SF01L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613.4 ~ 1761.3m/s 사이이며 음파

감쇠값은 대략 0.2 ~ 0.5dB/m/kHz 이내이다. 시료 특성상 일부 구간은 측정이 불

가하였다 (그림 5-2-2-21).

⑥ 12HZT-SF02H

 12HZT-SF02H 코어는 시료 특성상 대부분 구간에서 측정이 불가능하였고 

22cm 구간에서 측정된 음파전달속도는 대략 1670m/s, 감쇠는 0.1dB/m/kHz 의 

값이 측정 되었다 (그림 5-2-2-21).

 

⑦ 12HZT-SF03H

12HZT-SF03H-1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510.6 ~ 1696.8m/s 사이이며 

음파감쇠값은 0.1 ~ 0.6dB/m/kHz 이내이다 (그림 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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⑧ 12HZT-SF03L

12HZT-SF03L 코어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581.0 ~ 1694.5m/s 사이이며 음파

감쇠값은 0.2 ~ 0.5dB/m/kHz 이내이다 (그림 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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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9.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2HZT-P01, 우: 

12HZT-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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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0.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2HZT-P05, 우: 

12HZT-SF01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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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1.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2HZT-SF01L, 우: 

12HZT-SF02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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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2.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2HZT-SF03H, 우: 

12HZT-SF03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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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지화학적 특성 

퇴적물에 포함된 총유기탄소 (TOC) 함량은 12HZT-P01의 경우 0.03wt.% ~ 

1.11wt.%, 코어 12HZT-SF01H의 경우 0.00wt.% ~ 3.46wt.%, 코어 

12HZT-SF02H의 경우 0.08wt.% ~ 0.16wt.%, 코어 12HZT-SF02L의 경우 

0.03wt.% ~ 0.18wt.%, 코어 12HZT-SF03H의 경우 0.00wt.% ~ 0.46wt.%의 

범위를 가지며, 총질소(TN) 함량은 코어 12HZT-P01의 경우 0.00wt.% ~ 

0.17wt.%, 코어 12HZT-SF01H의 경우 0.00wt.% ~ 0.20wt.%, 코어 

12HZT-SF02H의 경우 0.01wt.% ~ 0.04wt.%, 코어 12HZT-SF02L의 경우 

0.00wt.% ~ 0.04wt.%, 코어 12HZT-SF03H의 경우 0.00wt.% ~ 0.07wt.%의 

범위를 가지면서 수직적으로 변화한다. TOC 함량은 코어 12HZT-SF02H, 코어 

12HZT-SF02L, 코어 12HZT-SF03H에서는 대부분 0.30wt%보다 낮은 범위를 

가진다(그림 5-2-2-23). 

심도에 따른 TOC과 TN 함량 변화를 코어별로 살펴보면, 코어 12HZT-P01와 

코어 2HZT-SF02L에서는 비교적 일정한 값을 가진다. 코어 12HZT-SF02H에서

는 50cm에서 TOC과 TN 값이 최소값을 가지고 50cm 상부에서는 감소하는 경향

이, 50cm하부에서는 증가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그 외 코어들에서는 TOC과 TN의 

뚜렷한 경향성이 관찰되지 않는다.

일반적으로 총유기탄소/총질소 비(TOC/TN)는 퇴적물에 포함된 유기물의 기원을 

판별 하는데 많이 이용된다. 해성 또는 육성 조류의 TOC/TN 비는 전형적으로 4에

서 10의 값을 가지며, 육상 식물 기원은 20 이상의 TOC/TN 비를 가진다 

(Premuzic et al., 1982; Jasper and Gagosian, 1990; Meyers, 1994). 분석된 

TN과 TOC을 이용하여 퇴적물의 TOC/TN 비를 계산하면, 코어 12HZT-P01에서

는 6.6 ~ 8.3, 코어 12HZT-SF01H에서는 6.4 - 20.5, 코어 12HZT-SF02H에

서는 3.4 ~ 11.6, 코어 12HZT-SF02L에서는 3.6 ~ 15.0, 코어 12HZT- 

SF03H에서는 6.9 ~ 51.0의 범위에서 변화한다. 

코어 12HZT-P01에서는 분석한 대부분의 시료들은 6에서 9의 TOC/TN 비를 

가지고 있고, 심도에 따른 TOC/TN 비의 변화가 거의 없다. 따라서 TOC/TN의 값

만을 이용하여 코어 12HZT-P01의 유기물의 기원을 판단하면 분석된 코어내 유

기물들은 해성 또는 육성 조류기원이 우세한 것으로 사료된다. 코어 12HZT- 

SF01H에서는 해저면에서 하부로 갈수록 TOC/TN비가 20에서 6으로 서서히 감소

하는 경향이 관찰된다. TOC/TN의 값만을 이용하여 코어 12HZT-SF01H의 유기

물 기원을 판단하면, 해저면에서 250cm까지는 육성 식물기원이 우세하고 하부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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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해성 또는 육성 조류기원이 우세한 것으로 사료된다. 이러한 유기물 기원 변화

는 해수면 변화와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정확한 유기물의 기원 규명을 위

해서는 향후 두 코어에서 유기물에 대한 탄소 동위원소비가 추가적으로 필요하다. 

위 두 코어를 제외한 다른 코어들에서는  분석된 TOC의 함량이 모두 0.5wt.% 이

하이다. 

일반적으로 TOC 함량이 매우 낮을 때 (< 0.5 wt%)  총질소 (TN) 함량이 유기

질소 (Norg) 함량을 대신하기 때문에 암모니아를 많이 함유한 점토층에서 무기질소 

함량이 TN 함량에서 높은 비율을 차지하여 TOC/TN 비가 많이 변화한다. 이런 경

우에 TOC/TN을 유기물의 기원 규명을 위한 지화학 지시자로 사용하기 어렵다 

(김지훈 외, 2007; Nijenhuis and de Lange, 2000; Calvert, 2004). 따라서 

2012년 채취한 코어 12HZT-SF02H, 코어 12HZT-SF02L, 코어 12HZT- 

SF03H에서는 분석된 유기물의 TOC 함량이 0.5%보다 모두 낮기 때문에 

TOC/TN 비로 유기물의 기원을 규명하는 것이 의미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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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3. TOC, TN과 TOC/TN의 수직적인 변화. A) 코어 

12HZT-P01, B) 코어 12HZT -SF01H, C) 코어 12HZT-SF02H, D) 코어 

12HZT-SF02L, E) 코어 12HZT-SF03H. 

(마) 주요원소 특성

XRF 스케너로 측정된 값은 퇴적물 입자크기에 따른 영향을 제거한 각 원소의 수

직적인 변화를 살펴보기 위하여 Al을 이용하여 정규화(normalization)하여 표현하

였다(Calvert and Pedersen, 1993; Morford and Emerson,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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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12HZT-P01

평균 입도가 7Φ이상의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유기물 함량이 높아 심도 

400cm 이하에서 가스방출에 의한 void space가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모든 원소

가 심도 280cm에서 상부로 갈수록 값이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육상기원

의 쇄설성 입자의 영향을 받는 Si, Ti, Fe의 함량비가 심도 280cm 이상에서 높은 

변동 폭을 갖으며 서서히 증가한다. 함수율을 주로 반영하는 Cl의 함량비도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5-2-2-24). 

   

그림 5-2-2-24. 12HZT-P01 XRF scanner 원소분석. 

② 12HZT-P02

P02 퇴적물의 특성은 P01과 매우 유사해 보인다. 일부 유실된 구간을 제외하면 

전체적으로 상부로 갈수록 주요원소 및 미량원소 함량이 서서히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조개를 포함하는 탄산염 패각의 영향으로 Ca의 함량비는 전체 구간에서 

3 이상의 값을 보인다. 상부로 갈수록 원소함량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함수율의 

증가로 인해 Al counts가 감소하였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세립한 퇴적물로 

구성된 P01과 P02는 전체구간이 입도가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보아 이들 원소함량

도 거의 유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림 5-2-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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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5. 12HZT-P05 XRF scanner 원소분석. 

③ 12HZT-P05

함수율이 27%이하로 매우 낮은 고화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도 

260cm를 기준으로 상하 뚜렷한 변화를 보여준다. 대부분의 원소가 입도의 증가없

이 심도 32cm부근에서 최대 원소비를 보인 반면, Si은 오히려 최저값을, Mn은 일

정한 값을 보인다 (그림 5-2-2-26).  

   

그림 5-2-2-26. 12HZT-P05 XRF scanner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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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12HZT-SF01H

11HZT 지역의 해저 절벽 경계면 상부에서 획득한 코어로서 심도가 깊어질수록 

점차 조립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Si/Al, Ti/Al와 반대로 대부분의 원소비는 120cm

이하에서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것은 퇴적환경의 급격한 변화없이 서

서히 이루어졌음을 지시한다. 120cm 상부에서 대부분의 미량원소 함량이 감소하는 

것은 유기물에 의한 희석때문인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2-27). 

   

그림 5-2-2-27. 12HZT-SF01H XRF scanner 원소분석. 

⑤ 12HZT-SF01L

해저절벽 경계면의 하부에서 채취된 시추코어로서 상부(12HZT-SF01H)와 매우 

다른 퇴적물 특성을 보인다. 특히, 퇴적물의 유형은 전체 코어에서 mS, S가 우세하

게 나타난다. Si/Al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원소함량비는 심도 80cm를 경계로 뚜렷

한 변화를 보인다 (그림 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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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8. 12HZT-SF01L XRF scanner 원소분석.  

⑥ 12HZT-SF02H

전체구간이 대기중에 노출되어 산화된 형태를 보이는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대부분의 원소함량이 심도 40 - 80cm구간에서 큰 폭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는 다

른 암상의 영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2-29). 

   

그림 5-2-2-29. 12HZT-SF02H XRF scanner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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⑦ 12HZT-SF02L

대부분 함수율이 높은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된 코어로서 100cm구간을 제외하면 

모든 원소함량비가 완만한 변화를 갖는다. Si/Al은 상부로 갈수록 점차 감소하고, 

나머지 원소함량은 상부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는 경향을 갖는다. Ca/Al은 표층의 

패각의 영향을 0 - 50cm구간에서 급격한 증가를 보인다. 100cm구간에서 큰 폭

의 변동은 void 구간을 매운 스티로폼의 영향을 나타났는데 원소에 따라 큰 폭의 

증감을 보이는 것이 흥미롭다 (그림 5-2-2-30).  

   

그림 5-2-2-30. 12HZT-SF02L XRF scanner 원소분석. 

⑧ 12HZT-SF03H

심도 0 - 30cm까지 황갈색의 산화된 토양층이 나타나고 심도 60cm까지 연한

회색을 나타내는 구간에서 Si/Al, Ca/Al은 뚜렷한 감소를 보이다가 모래함량이 높

은 심도 60 - 250cm 구간에서 높은 값을 보인다. 특징적으로 Ti/Al, Fe/Al은 

Si/Al과 반비례하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5-2-2-31). 



- 329 -

   

그림 5-2-2-31. 12HZT-SF03H XRF scanner 원소분석. 

⑨ 12HZT-SF03L

Si/Al, Mn/Al을 제외한 대부분의 원소함량이 심도 10 - 25cm구간에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표층에서 Mn/Al의 급격한 증가는 산화된 퇴적층의 특성을 보여

준다. 전체적으로 원소함량비는 12HZT-SF03H의 심도 0 - 60cm 사이 원소특성

과 매우 유사한 경향을 보여준다 (그림 5-2-2-32). 

   

그림 5-2-2-32. 12HZT-SF03L XRF scanner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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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음향상

일반적인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가 

깊이 투과된다. 이로 인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해저면 하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음향상을 구분하였다 (예, 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이에 비해 천부 퇴적물은 얕은 수심과 우

세한 파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세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음파가 깊이 투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부퇴적 환경에서는 해저면의 지

형 특성,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그리고 최상부 음향층의 특성에 기초로 음향상을 

구분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음향상 분류는 인접해역에서 실시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의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본 조사 해역에

서 취득된 탄성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총 13개의 음향상으로 구분된다 (그림 

5-2-3-1, 표 5-2-3-1).

   

그림 5-2-3-1. 12HZT-SF03L XRF scanner 원소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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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

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음.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준의 중첩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술
해저면에 큰 기복이 없고, 대체로 평탄하며, 연흔형태의 층면

구조가 규칙적으로 표면에 발달해 있음.

해석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모래파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래파를 이루는 퇴적물의 입도, 고화정도, 내부구

조 등에 따라 음파에너지 투과 심도가 달라져 하부 반사면의 

발달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
해저면이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해저표면은 매끈함. 구

릉의 주변부에서 하부반사파들이 일부 관찰됨.

해석

구릉의 높이, 폭 등의 형태적 특징은 음향상 3이 사퇴(sand 

ridge)임을 가리킨다. 하부반사파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음파

에너지가 깊이 투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조립질 퇴적

물이 사퇴의 표면을 피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1

기술

해저표면이 큰 기복 없이 완만한 구릉형태(mound form)이다.

구릉의 외형은 비대칭형 혹은 대칭형으로 다양하며 내부 

반사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나타난다.

해석

뚜렷한 표면반사파와 하부반사파가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질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4

기술

해저표면에 소규모의 침식구조가 발달하는 구릉형태(mound 

form)이다. 주로 기복이 큰 해저지형 근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표면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결모양의 구조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해석

구릉의 형태적 특징과 분포하는 수심대 등은 음향상 4가 

현재 퇴적작용이 미약하고 강한 조류와 해류에 의해 침식된 

잔류성 조석사퇴로 해석된다. 구릉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물결

모양의 구조는 그 규모와 규칙적으로 발달한 양상에 미루어 

모래파(sand wave)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향상 4 의 경우는 음향

상 3 과 달리 조석사퇴 표면에서 퇴적물 이동이 활발히 이루

어져 모래파가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 332 -

4-1

기술

해저면이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규칙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연흔형 층면구조가 발달한다. 하부 음향상은 

투명하거나 내부층리에 의한 뚜렷한 반사면들이 평행하게 

나타난다.

해석

해저면 구조(연흔, 침식 흔적)와 내부반사파의 종결 양상 등으로 

볼 때 음향상 4-1은 강한 조류 등에 의해 침식된 사퇴로 

해석된다.

4-2

기술
상부가 평탄한 등성이 형태를 보이며, 규칙적이고 비슷한 

규모로 연흔 형태의 층면구조가 표면에 발달하여 있다.

해석

구릉 상부의 평탄한 지형은 수심이 낮아 조류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하부에 발달한 반사파의 

특성으로 보아 사질층과 니질층이 교호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5

기술

해저면이 구릉형태를 보이며, 횡적으로 규모를 달리하는 층면

구조가 배열되어 있다. 일부 경우 쐐기형태(wedge)의 단위가 

언덕에 걸쳐있기도 한데, 이때 그 표면은 규칙적으로 중첩된 

포물선형 파에 의해 피복되어 있기도 하다.

해석

음향상 4 와 같이 조석사퇴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구릉정상부

에 비껴서 나타나는 쐐기형 단위는 내부가 음향적으로 투명

한 것으로 미루어, 재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퇴적물들이 

서로 섞여 균질해 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기술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지만, 작은 규모의 

골 형태가 널리 발달함.

해석

본 음향상은 해저수로부근에서 발달하는데, 강한 조류의 세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해저면이 깊게 침식된 결과이다. 내부에 하

부반사파가 발달하기도 한다.

7

기술
불규칙적이고 고도차이가 큰 해저지형으로 하부반사파가 없

음.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

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고화된 암석 즉,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

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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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조사해역의 조석은 반일주조의 성격이 강하게 나타나며, 조석차는 4 ~ 6 m이

다. 이러한 조석차에 의해 생성되는 조류의 유속은 60 ~ 100 cm/sec이고 내해로 

갈수록 강해지며 섬 주위에서는 150 cm/sec이상인 곳도 있다 (수로국, 1985; 

Valencia, 1987). 또한 M2 성분으로 나타나는 조류 타원도는 목포 부근에서 남-

북 방향의 강한 왕복성을 보이며, 군산 및 태안반도 부근 해역에서 북동-남서방향

의 장축을 갖는 타원의 모습을 보여준다 (Choi, 1980). 

8

기술
해저지형은 불규칙하며, 하부에는 수 m에서 수십 m 두께의 

뱅크를 형성함. 기울어진 내부층리가 잘 발달함. 

해석

음파가 해저면 하부로 깊이 투과되고, 선명하고 연장성이 좋

은 하부반사파들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은 이 퇴적체가 이질

퇴적물로 이루어 졌음을 지시한다.

8-3

기술
뚜렷한 표면반사파와 하부에 불규칙적인 등성이형태의 구조

를 보임.

해석

음파가 해저면 하부로 깊이 투과되고, 선명하고 연장성이 좋

은 하부반사파들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은 음향상 8과 같이 

이 퇴적체가 세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고 있다는 것을 시사

한다. 수로충진형태는 과거 해수면이 낮았던 시기에 존재했던 

고수로에 해침시기를 거치며 퇴적물이 쌓인 구조로 해석되고 

조립한 퇴적물 또는 퇴적층에 존재하는 가스로 인해 음향혼

탁층이 부분적으로 나타난다

9-1

기술
불규칙한 쌍곡선형태의 음향상을 보이며, 내부 반사파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

해석
퇴적이나 침식의 영향을 거의 받지 않은 울퉁불퉁한 기반암의 

지형을 반영한 것으로 여겨진다.

AT

기술

해저면 하부의 음향상들은 수직적으로 뚜렷한 내부층리가 끊

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사면 

하부에 내부음향상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난다.

해석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

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1. 조사해역의 음향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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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에는 외측 해역에는 등성이 형태를 보이는 음향상 3, 4, 4-1 그리고 

5가 길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또한 연안에서는 음향상 8과 8-3이 해안선과 평행하

게 분포한다. 일부 연안 지역에서는 음향상 3, 3-1, 4-1, 4-2가 산재되어 나타난

다 (그림 5-2-3-2~4).

조사해역의 서측외해에 분포하는 등성이 형태의 지형을 보이는 음향상 3은 북-

남 방향으로 분포하는 반면 125°동측에 분포하는 음향상 4, 4, 4-1 그리고 5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조류의 영향에 의한 것으

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등성이 형태의 지형은 해침 동안 형성

된 해침사질퇴적체로 해석되었다 (Park et al., 2006). 본 조사를 통해 분석된 사

질퇴적체는 높이 4 ~ 10m, 폭 1 ~ 10km, 그리고 길이는 수 km 이상으로 분석되

었다 (그림 5-2-3-5). 특히 음향상 3과 8이 사이의 해역은 연흔 형태의 해저표

면 구조와 침식에 의해 사질퇴적체가 변형된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일부 사질퇴적체 

(음향상 5)는 연안지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체에 의해 피복되어 나타난다.

일부 사질퇴적체 (음향상 4와 4-1)의 상부에서는 연흔형태의 해저표면 구조가 

분포한다. 이러한 해저표면 구조는 사질퇴적체가 현재도 활발하게 변하는 활동성 

사질퇴적체임을 지시한다 (그림 5-2-3-6). 또한 해저표면구조는 서쪽으로 향하

면서 규모가 작아지고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박용안 등(1994)에 의하면 수심

이 깊어짐에 따라 조류의 영향이 감소하여 해저표면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질퇴적체는 사질입자를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는 조류 또는 그 밖

의 다른 흐름이 존재하는 연안 및 대륙붕 해역에 많이 나타나는 모래 등성이 구조

이다 (Dyer and Huntley, 1999). 특히 대륙붕 해역에 나타나는 사질퇴적체는 현

세 이전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잔류퇴적물로 구성되며, Swift 등 (1970)은 이

러한 잔류퇴적물을 재동되지 않은 퇴적물 (relict sediment)과 고에너지 환경에서 

재동된 퇴적물 (palimpsest sediment)로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사질입자를 이동

시킬 수 있는 흐름은 사질퇴적체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주로 50 cm/sec 

이상의 강한 회전성 및 왕복성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yer and 

Huntley, 1999; Kenyon et al., 1981). 사질퇴적체는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 대륙

붕 사질퇴적체 (shelf or offshore ridge), 연안 사질퇴적체 (nearshore ridge), 

해빈 연결형 사질퇴적체 (shoreface connected ridge) 그리고 하구역 사질퇴적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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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stuary mouth ridge) 등으로 분류된다 (Swift and Field, 1981; Dyer and 

Huntley, 1999). 

   

그림 5-2-3-2.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12HZT-101).

   
그림 5-2-3-3.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12HZT-1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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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4.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12HZT-105).

그림 5-2-3-5. 조사해역 서측 외해에 분포하는 음향상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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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6. 조사해역 서측 외해에 분포하는 음향상 4.

또한 사질퇴적체는 이들의 기원과 발달 측면에서 크게 두 범주로 연구되어 왔으

며 그 중 하나는 수리 역학적 환경과 관련된 퇴적물 이동체계에 대한 것이다 

(Dyer and Huntley, 1999).

Park 등 (2006)에 의하면 서해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에서 측정된 탄소동위원소 

연대는 7,940 ± 1,000 ~ 13,970 ± 1,590년 B.P.로 마지막 최대 빙하기 

(LGM) 이후 해수면 상승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서해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 형성된 해침사질퇴적

체로 현재도 계속 활동하는 사질퇴적체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질퇴적체는 조류의 

방향과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며,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해저표면구조(연흔)가 발달

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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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7. 사질퇴적체의 발달과정 모식도.  

천부지층 탐사에 사용된 탄성파 장비는 투과 심도는 얕으나 분해능력이 우수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즉 사질로 구성된 퇴적체는 거의 투과하지 못해 사질퇴적체의 

정확한 층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해저면에 나타나는 해저표면 구조의 연구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질퇴적체의 층후 및 정확한 부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주파수를 음원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해역의 연안에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음향상 8과 8-3이 길게 분포한

다. 음향상 8은 뚜렷한 표면 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평행하거나 기울어진 내부반

사파가 잘 발달되어 나타난다 (그림 5-2-3-2~4). 이러한 음향특성은 음파의 투

과가 양호한 퇴적체에서 보이고, 주로 세립질(mud)로 이루어진 퇴적체에서 우세하

게 나타나는 음향특성이다. 

음향상 8-3 역시 음향상 8과 같이 뚜렷한 반사면이 해저면에서 나타나고, 하부

음향상은 해저면에 평행하거나 기울어져 있는 특성을 보인다. 하지만 음향상 8-3

은 이러한 하부음향상의 아래에 음향상 8에서는 잘 나타나지 않는 V자 형태 또는 

U자 형태의 골이 존재하고 있다 (그림 5-2-3-2~4). 이러한 음향특성은 과거의 

수로나 조수로를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음향상 8과 8-3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음향혼탁층 (acoustic turbidity)이 넓게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림 5-2-3-8~9). 이런 음향혼탁층은 퇴적층 내부

에 가스나 수분 또는 조립한 퇴적물과 같은 매질에 의해 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산란되어 나타나는 음향특성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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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8.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음향혼탁층(상. 천부지층 탄성파 자료, 하. 

스파커 탄성파 자료; 12-HZT-201). 

또한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

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Park et al., 1999). 

퇴적체 내의 천부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관측 및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량 건설, 송유관 설치, 해저케이블 공사, 해저 준설 등과 같은 해양구

조물 건설과 해양 자원 탐사 및 석유 시추 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저

면에서 유출되는 천부가스가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고 (Garcia-Gil et al., 2002; 

Kvenvolden, 2002), 실제로 천부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의 온실 효과는 화석연료의 

사용 결과, 발생하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eischer et al., 2001). 아울러 Garcia-Gil et al. (2002)은 가스 함유 퇴적물

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이상의 형태와 특성이 그 지역의 퇴적상과 퇴적환경에 의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천부가스에 대한 관심은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니라 전 지구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

에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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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9.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음향혼탁층(상. 천부지층 탄성파 자료, 하. 

스파커 탄성파 자료; 12-HZT-202). 

조사해역의 중앙부분에는 동쪽으로 급격한 경사를 보이는 변형된 형태의 음향상 

국부적으로 존재한다. 이러한 음향상을 보이는 지역에는 비대칭적인 형태의 해저면

구조가 분포하고 있다 (그림 5-2-3-10). 이러한 특성을 보이는 지형은 남에서 

북으로 향하면서 동측으로 경사가 급격해 지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주변에는 연흔 

형태의 해저면 구조가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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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0.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특이 지형의 천부지층 단면도.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파악하기 위하여 1차년도 부안해역 탐사에 이어서 2차

년도 영광해역 일대를 중심으로 위도 125°40′~ 125°50′, 경도 35°00′~ 

35°30′ 지역에서 약 700 L-km에 달하는 탄성파 탐사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림 

5-2-4-1). 수심이 얕아 탐해 2호를 이용한 탐사가 어려운 지역은 소형 선박을 

이용한 탐사가 이루어졌다. 조사지역의 탄성파 자료 해석은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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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일련의 반사파들의 종단면에 따라 퇴적층의 경계면을 상향걸침 (onlab), 하향

걸침 (downlab), 상부중첩 (toplab), 침식면(truncation) 형태에 의해 구분하고 내

부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 (Mitchum et al., 

1977). 

자료해석 결과 주요 층서면은 음향기반암을 포함하여 총 5개의 층으로 구분하였

다 (그림 5-2-4-2~4). 서해 전반에 걸쳐 뚜렷하게 나타나는 광역 부정합면인 초

기 마이오세 상부면을 기준으로 군산분지가 시작되는 경계지역에서 서쪽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는 하부층들은 1차년도 해석결과와 대비하여 구분하였으며, 해석된 층

서면의 지질학적 연대는 기 시추된 군산분지 5개 시추공과 조사지역에 가까이 위치

하는  IIC-1X 시추공을 대비하여 시기를 결정하였다 (KIGAM. 1998). 조사지역

에 위치하는 Inga-1 시추공은 심도 506 m부터 시료가 회수되었고, IIC-1X 시추

공과의 층서대비가 어려워 탄성파 단면도 상에 나타나는 주요부정합면과 잘 부합되

는 1차년도 연대를 기준으로 설정하였으며, 탄성파 단위층 1의 상부면을 1차년도에

는 에오세 상부면으로 해석하였지만, 조사지역에 위치한 Inga-1공과 대비하여 에

오세-올리고세(?) 상부면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5-2-4-1.  탄성파 탐사측선도. 회색선은 탐사측선, 푸른색 선은 탄성파 단

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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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Line 1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1 참조.

   

그림 5-2-4-3. Line 2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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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4. Line 3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림 5-1 참조. 

① 음향기반암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 상부면은 탄성파 자료에서 확인이 가능한 연장

성이 좋고, 진폭이 강한 가장 깊은 부정합면으로 해석하였으며, 군산분지가 시작되

는 북서쪽 지역의 음향기반암은 퇴적층이 깊고, 탄성파가 심부까지 투과하지 못하

여 반사파가 희미하게 관찰되어 그 경계가 불분명하다. 초기 백악기 시기에 인장성 

블록 단층에 의해 형성되기 시작한 군산분지는 조사지역 북서쪽으로 동북동-서남

서방향으로 발달한 정단층을 경계로 분지가 시작되고 있다. 남동쪽 대륙연안으로 

갈수록 음향기반암의 심도는 얕아지며 수심이 얕고 강한 반사파에 의한 강한 멀티

플들이 내부반사파에 섞여서 강하게 나타나고 있다. 

그림 5-2-4-5는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의 심도를 왕복주시로 표시

한 시간구조도이다. 군산분지의 기반암 깊이는 동북동-서남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있

는 정단층을 기준으로 북서쪽으로 군산분지가 발달하면서 깊어지기 시작하며, 남동

쪽으로 갈수록 깊이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왕복주시 약 0.1 초 ~ 1.5 초까

지의 분포를 보인다. 기반암에서 나타나는 단층들은 인장 조구조 운동에 의해 열개

된 군산분지의 영향을 받아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정단층이 분포하고 있다. 군산

분지 시추공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조사지역의 음향기반암은 백악기층으로 대비된다 

(KIG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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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5. 음향기반암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회색선은 탐사측선.

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SU-1은 군산분지가 발달하는 북서쪽에 분포하고 있으며, 남동에서 북서 방향으

로 가면서 깊이가 서서히 증가한다 (그림 5-2-4-6). SU-1은 압축성 구조운동

에 의한 심한 습곡작용으로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내부 반사면이 경사를 이루며 

SU-1 상부면에 단절되어 나타난다 (그림 5-2-4-2~3). 이것은 SU-1이 퇴적된 

후 강한 지구조운동에 의한 횡압력을 받아서 융기 된 후, 삭박되어 나타나는 것으

로 SU-1 상부 경계면은 진폭이 강한 부정합면으로 나타며 남동쪽의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하고 있다. SU-1의 퇴적 층후는 왕복주시 약 0.9초에서 남동쪽으로 갈수

록 감소한다. (그림 5-2-4-7). 퇴적층의 연대는 에오세-올리고세층(?)으로 대비

된다 (KIG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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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6. SU-1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7. SU-1의 등시층후도. 

③ 탄성파 단위층 2 (SU-2) 

SU-2는 군산분지가 발달하는 북서쪽에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군산분지의 

지구조운동에 의한 SU-1 층의 융기삭박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2-4-8). SU-2 퇴적층은 SU-1 상부를 얇게 덮고 있거나 상향 걸침하고 있

다.  퇴적층은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고 음향상은 연속성이 양호하고 강한 진폭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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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부의 퇴적층과는 달리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 특징적이다 (그림 

5-2-4-2~3). 층후는 최고 왕복주시 약 0.17초에서 대륙연안으로 갈수록 서서히 

감소한다 (그림 5-2-4-9). 퇴적층의 연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대비된다 

(KIGAM, 1998).

   

그림 5-2-4-8. SU-2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9. SU-2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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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성파 단위층 3 (SU-3)

SU-3 상부면은 강한 진폭으로 상하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뚜렷하며, 내부 반사면

의 음향상은 불연속적인 평행 층리를 포함하는 진폭이 약하고 혼탁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변화가 심한 육상 환경에서 주로 퇴적된 퇴적층을 지

시한다. 군산분지 전역에 걸쳐 일어난 융기작용과 삭박작용 이후로 분지는 침강하

기 시작하였으며, 이 결과 주로 쇄설성 퇴적물이 고르게 퇴적되었다. 지속적으로 퇴

적 구조운동을 받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5-2-4-10). SU-3 퇴적층은 외해에서 약 0.18초 의 층후를 보이며, 내륙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 하고 있다 (그림 5-2-4-11). 퇴적층의 

연대는 중기 마이오세와 대비된다 (KIGAM, 1998).

   

그림 5-2-4-10. SU-3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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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1. SU-3의 등시층후도. 

⑤ 탄성파 단위층 4 (SU-4)

SU-4 내부 반사면의 음향상은 반사강도가 SU-3 보다는 크고 연속성이 좋으며, 

평행 내지 준 평행반사들로 이루어진 음향상으로 주로 하호성 퇴적 환경 및 천해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들을 지시한다. 퇴적층들은 평행하게 퇴적되어 하부 경계면

에 상향걸침하며 안정된 퇴적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SU-4 상부면은 왕

복주시 약 0.15 ~ 0.28초의 깊이 분포를 보인다 (그림 5-2-4-12). SU-4의 퇴

적층후는  최대 0.18초로 북서쪽으로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하였다 (그림 

5-2-4-13). 퇴적층의 연대는 플라이오세와 대비된다 (KIGAM,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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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2.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3. SU-4의 등시층후도. 

⑥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는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하부는 연속성이 평행 내지 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상부로 갈수록 연속성이 양호해지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

나는 경향을 보인다. 이는 최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서해 대부분 지역이 

대기 중에 노출됨에 따라 심한 침식(subaerial erosion) 작용을 받은 후에 해수면 

상승에 의한 해침과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평행 내지 준평행한 층이 퇴적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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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속성이 양호하고 파장이 긴 탄성파 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SU-5의 

층후는 0.02 ~ 0.15초로 해저면의 모래퇴에 의해 층후의 기복이 다소 불규칙하며 

서쪽으로 갈수록 수심이 깊어지면서 약간 두껍게 나타난다 (그림 5-2-4-14). 

   

그림 5-2-4-14. SU-5의 등시층후도. 

(나) 중력 특성

본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은 -1.40 mGal ~ 52.40 mGal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고, 부우게 이상은 5.50 mGal ~ 57.20 mGal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림 

5-2-4-15~16). 본 연구지역의 수심 변화가 심하지 않아 프리에어 이상과 부우

게 이상의 양상에서는 큰 차이가 없다. 

부우게 이상을 이용하여 연구지역의 심부 지하구조의 방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부우게 이상의 수평변이 (horizontal gradient)를 계산하였다 (그림 5-2-4-17). 

연구지역 서부 잉어공이 존재하는 주변에서 관찰되는 상대적으로 높은 부우게 이상

의 수평변이는 군산분지의 경계부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된다. 연구지역 동부에서 

관찰되는 북동-남서 방향의 상대적으로 높은 부우게 이상의 수평변이는 연구지역 

동남부의 자료 부족에 의한 영향으로 해석되어 무시하여야 할 것으로 보인다. 상기

의 두 지역을 제외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부우게 이상의 수평변이는 연구지역의 중

앙부에서 동-서 방향으로 자리하고 있는데 이는 심부 지하구조의 영향보다는 연구

지역에 분포하는 화성암류의 영향으로 사료되며 다음의 자력 특성에서 같이 설명하

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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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5.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 

  

그림 5-2-4-16. 연구지역의 부우게 이상. 

  

그림 5-2-4-17. 부우게 이상의 수평 변이 (horizontal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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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자력 특성

본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은 –1003.10 ~ 1367.30 nT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그림 5-2-4-18). 상대적으로 낮은 자력이상값이 연구지역의 전반에 걸쳐 분포

하고 있고, 연구지역의 서부와 동부 중앙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자력이상값을 보여

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퇴적층의 대자율은 매우 낮기 때문에 총자력 

이상은 주로 기반암과 분출 혹은 관입 화성암의 분포와 밀접한 관계를 보여준다. 

중력 특성에서와 마찬가지로 총자력이상의 수평변이 (horizontal gradient)를 계

산하였다 (그림 5-2-4-19). 예상한바와 같이 상대적으로 높은 자력이상값을 보

여주는 주변에서 상대적으로 강한 총자력이상의 수평변이가 계산되었다. 그림 

5-2-4-20는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자력이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Yasukuni et al., 2002) 이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화성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자력이상도 주로 이에 의한 영향으로 파악된다.

  

그림 5-2-4-18.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그림 5-2-4-19. 총자력이상의 수평 변이 (horizontal grad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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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0.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자력이상 (Yasukun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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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가 자주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

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대부분 기존의 단층이 재활동 하면서 발

생하고, 활성단층의 경우 미래에 다시 재활동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활성

단층에 대한 연구가 지진의 재발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

다. 이번 연구지역인 고창군, 영광군 일원 역시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수가 높은 서

해안과 접해있으며, 일부 단층들이 재활성 단층운동의 특성을 보이고 있어 신기구

조운동 및 활성단층 연구가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야외에서 단층이 제4기에 활동하였음을 입증하기 위해서는 단층이 제4기층을 자

르고 지나가는 노두를 찾아내야 한다. 이번 연구지역에서는 3개의 구조도메인으로 

나누어 내륙과 해안지역을 샅샅이 조사하였으나,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

층 노두는 발견되지 않았으며, 이로부터 연구지역에 활성단층과 같은 신기구조운동 

및 변형과정이 있었다는 직접적인 증거는 인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1) 최후기의 

변형과정으로 추정되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변형이 관찰된다는 

점, (2)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에서 대규모 단층이 비교적 잘 발달한

다는 점, (3) 최후기 응력장에 의해 재활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노두의 발달 빈

도가 연안에서 높아진다는 점, 그리고 (4) 최후기 변형활동과 관련된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도서 지역 및 해상으로 연장된다는 점 등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정밀한 신기구조운동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6-1-1은 선형구조 분석을 토대로 실시한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도시한 것

으로써, 신기단층의 가능성이 있는 선형구조를 선으로 표시한 것이고, 적색 선은 최

후기 단층운동이 추정되는 북북서-남남동, 북서-남동, 서북서-동남동의 선형구조

(이하 신기구조선)를 나타낸 것이다. 특히 이번 연구에서 최후기 선형구조가 북서-

남동 상한에 복합적으로 집중되어 나타나는 것은 주목할 만한 부분이다. 이는 광역

적인 규모로 볼 때에, 연구지역이 기존의 추가령-예성강 단층대(북북동-남남서), 

영광전단대 혹은 영광단층(동-서), 그리고 광주단층(북동-남서)이 복잡하게 교차

하는 지구조 환경이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지진 focal mechanism 연구에 의

하면(전명순 외, 1999; 김성균 외, 2006), 오늘날 한반도에 동-서 방향의 응력이 

광역적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는 또한 본 연구에서 수행했던 군산일원연구에서 확

인된 북북서-남남동 방향을 따라서 미소지진의 발생과 된 바 있다. 이 연구지역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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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처럼 여러 구조선들이 기하학적으로 얽혀 있을 경우에 실제로 응력이 발산하는 

통로를 예측하기는 쉽지 않으며, 기존의 단층선과 신기구조선이 접하는 곳에서 나

타날 수 있다.

육상에서의 야외지질조사는 제한적인 노두 산출로 인해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

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교적 노두가 잘 발달하는 해안지역에서의 야외지

질 조사 결과와 해양물리탐사와 같은 해양조사결과와 결합된다면, 보다 명확한 신

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곧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는 지진 및 지진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고, 주변

지역에 대한 신기구조운동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

된다.

 

  

그림 6-1-1. 연구지역 일대 연안에서 추정되는 최후기 단층 및 신기 선형구조. 

노란색 실선은 선형구조를 지시하고, 붉은색 점선은 최후기 단층운동이 추정되는 

선형구조를 지시한다. 후자에 대하여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신기 단층운동 

해석이 요구된다. 

영광군 일원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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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선형구조 분석결과, 내륙지역은 북동-남서 내지 남-북 방향의 대규모 선형구

조 특성을 보이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북서-남동 및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선

형구조가 우세하게 관찰된다.

② 지질구조 분석결과, 호남전단대에 속해있는 전주전단대의 형성기작과 관련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횡압력에 의해 발달된 것으로 판단되는 북동-남서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역단층이 확인되었으며, 이는 

쥬라기에 발생한 Event-1의 응력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③ 호남전단대의 형성이후 남-북 또는 북서북-남동남 방향의 관입암맥들이 해안

을 따라 다수 발달하며, 같은 응력조건 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습곡들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남-북 또는 북서북-남동남의 압축력에 의한 변형사건이 있었음이 확

인되며, 이를 백악기 초의 Event-2의 응력환경으로 해석하였다.

④ 북서-남동 방향의 일부 선형구조를 따라 두꺼운 단층대를 형성하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들이 다수 관찰된다. 이는 한반도가 속한 유라시아대륙에 대해 인도대

륙의 충돌과 태평양판의 섭입으로 인해, 서북서-동남동 혹은 동-서 방향의 압축 

응력 환경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50Ma 이래 현재까지 작용하고 있는 최후기

의 변형으로 판단된다. 

⑤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운동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및 선형구조는 북서북-남동남, 북서-남동 방향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선형구조 분석결과는 이들이 내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두의 제한으로 인해 내륙으로의 연장여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

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한 신

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 및 발달특성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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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특성

서해연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서 연구지역에서의 지

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 및 인접 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현

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및 계기 지진 목록이 필요하다. 최성자

외 (2012)는 한반도에서의 지진재해도 작성을 위해 역사 및 계기지진 자료를 수집

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역사 및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림 6-2-1은 서

해 연안지역 및 내륙에서의 역사지진 분포도이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헌에 기록된 

자료를 해석하여 결정되는데, 금년도 연구지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역사지진의 활동

도는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1. 한반도 남서부 및 서해 지역에서의 AD. 2 - 1899 사이의 역사지

진 진앙 분포도. 적색실선은 금년도 연구대상 지역임. 

계기지진 목록은 1906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및 인접국 지진자료를 취합하

여 총 4,593회의 지진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1906년부터 2010년까지 

한반도 및 주변부의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총 2,793회의 지진으로 구성 

되어있다. 중복된 지진은 1,800회에 달하나, 주로 1978년 이후의 지진에서 집중되

어 나타난다. 1960년 이전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의 경우 중복되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2는 1905년

부터 2010년까지 2,793회의 계기지진 목록으로부터 구한 서해 및 한반도 남서부 

지역에서의 진앙 분포도이다. 연구지역에서는 총 12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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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10회는 기상청 지진목록, 1회는 북한지진연구소 지진목록, 1회는 ISC 지진목록

에서 확인된 자료로 1976. 10. 9. 규모 3.5, 2005. 2. 20. 규모 3.4 의 두 지진이 

가장 크며, 나머지 지진의 규모는 2.2 ~ 3.2의 분포를 보인다. 연구 및 인접지역은 

전반적으로 서해지역에서의 평균적 지진 발생 분포지역에 해당된다.

  

그림 6-2-2. 1905년부터 2010까지 한반도 남서부 및 서해 연안 지역에서의 계

기지진의 진앙 분포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94년부터 한반도 일원에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설치

하고 있으며, 관측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진 자료를 전송받아 분석하는 시스템을 

1999년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6-2-3은 지진자료획득 및 분석의 신뢰도 높은 

2000년부터 금년 3. 15.까지 분석한 이벤트 분포도 이다. 연구지역에서는 2005. 

2. 20. 규모 3.5의 지진이 가장 크다. 또한 일부 특정지역에 진앙이 집중하여 분포

하고 있으나, 규모는 1.4 ~ 2.7가 주인 미소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특히 안마도 서

측부 (동경 125.9o , 북위 35.35o )의 경우 5개 지진 중 4개의 지진은 2012. 3. 

20 ~ 3. 28. 사이에 발생하였으며, 규모는 2.0 ~ 2.4이다. 안마도 북동부(동경 

126.9o , 북위 35.4o )의 경우 2개의 이벤트는 금년도 연구기간인 2012. 9. 27. 

규모 2.7 및 2012. 10. 4 규모 2.0이 발생하였다. 그러나 그림 6-2-3의 이벤트 

분포도에는 자연지진과 발파 등에 의한 인위적인 지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

서 특히 이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연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일 수도 

있으나, 광산이나 채석장, 토목공사 현장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벤트 목록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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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기 위해서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

러나 제4장 2절에서 수행한 이동식 지진관측망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인공지진 식별 

결과를 적용하여 자연지진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다. 

  

그림 6-2-3.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지진관측망 및 분석시스템에 의

해 관측된 2000. 1. 1. ~ 2012. 3. 15. 기간 동안 이벤트 분포도 

그림 6-2-4(a)는 이동식 지진관측망을 운영한 2012. 7. 4 ~ 2013. 3. 5. 기

간의 8개월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및 기상청에서 관측한 지진을 함께 표시한 분포

도이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청색 원)의 분석결과 연구지역내에서는 안마도 북동부

(동경 126.9o , 북위 35.4o )의 경우 2개의 이벤트가 2012. 9. 27. 및 2012. 10. 

4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주로 연구지역 동측의 육지의 특정 지역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 있다. 기상청(적색 빈사각)의 경우에는 동일한 기간에 연구지역내에

서 2012. 9. 27. 규모 2.7의 지진이 유일하게 발생한 것으로 분석하였으며, 인접지

역에서도 지진의 발생을 분석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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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기상청 및 이동식 지진관측망에서 2012. 7. 4. 

부터 2013. 3. 5. 까지 8개월 동안 분석한 지진 분포도. (a) 79개 자연 및 인공지

진 분포도 (b) 20개 자연지진 분포도.

이동식 지진관측망에 의해 분석된 지진은 그림 4-2-1-1에서 설명한 바와 같이 

총 79회의 지진을 분석하였으며, 연구지역내에는 4개의 지진을 분석하였다. 그림 

4-2-1-1에 나타난 지역 C, D, E, F, G, 및 H 지역에서 59회의 발파에 의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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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흑색 빈 사각형)과 20회의 자연지진(흑색 사각형)을 분석하였으며, 자연지진의 

분포는 그림 6-2-4(b)와 같다. 2013. 9. 27. 22:24:47 발생한 규모 2.7의 지진

은 세 곳에서 모두 분석하였으나, 같은 날 23:04:10 발생한 규모 1.3의 여진은 이

동식 관측망에서만 분석할 수 있었다. 그림 6-2-5(a)는 2013. 9. 27. 22:24:47 

발생한 규모 2.7의 각 관측소에서 획득한 자연지진의 파형이며, 그림 6-2-5(b)는 

그림 4-2-1-1의 C 지역에서 2012. 9. 20. 발생한 인공지진의 파형으로 초동 P

파에 대부분의 에너지가 집중된 인공지진의 특징을 잘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이동식 관측망 운영 결과 획득된 진앙분포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운영 중인 상시관측망의 진앙분포를 비교하면 상시관측망의 분석 정확도

는 많이 향상되어 있어 대비가 가능할 정도이나, 인공지진을 식별할 수 없으며, 특

정지역에서의 미소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그림 4-2-1-1에 나타난 지역 C, D, E, F, G, 및 H 지역의 항공사진 및 인공

위성 사진을 분석한 결과 모든 곳에서 현재 발파장이 운영 중인 것을 확인할 수 있

었다. 항공사진 및 인공위성 사진으로부터 구한 발파장의 위치와 이동식 지진관측

망에서 획득한 자료로부터 분석된 진앙의 위치를 비교한 결과 진앙지 오차는 1~2 

km 이내로 정밀도가 매우 높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이동식 지진관측망에 

의해 분석된 결과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시관측망 자료분석 시 Ground Truth 

D/B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가능한 관측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위치선정, 관측소설치 기간 등을 최대한 줄이

고, 약 8개월이상 관측망을 운영하였지만, 연구지역의 지진활동도가 매우 낮아 지

구조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으나, 내년도에는 연구지역 외에 금년도 연구지

역도 같이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또한 위도 및 안좌

도 지진관측소와 같이 일부 이동식 관측소를 보강하여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하므로써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도록 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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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6-2-5. 이동식 지진관측망에 기록된 자연 및 인공 지진파형

(a) 2013. 9. 27. 발생한 규모 2.7의 자연지진

(b) 2012. 9. 20. 그림 4-2-1의 'C' 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0의 인공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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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근해의 해저지형

서해의 해저지형은 전 지구규모의 해수면 변동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지난 200 

kyr동안 서해는 3번의 저해수면 시기(Oxygen isotope stage 2, 4, 6)동안 대부분 

대기 중에 노출되었으며 이 시기동안 중국과 한국 기원의 고하천이 크게 발달하여 

지대가 낮은 서해 중앙부를 지향하는 많은 channel들을 형성하였다. 이러한 고하천 

channel을 제외하면 대부분 서해는 완만하고 평탄한 형태를 갖고 있었다(Chough 

et al., 2000). 

마지막 빙하기 이후 홀로세 해침이 시작되면서 조립한 잔류퇴적물의 제동과 세립

한 현생 니질퇴적물의 공급, 그리고 지속적인 수력학적 에너지 (조류, 연안류, 해

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서해 해저면에는 지역에 따라 대규모 모래사퇴 지형과 두꺼

운 니질퇴적체가 형성되었다. 금번 조사지역의 해저지형은 전체적으로 북동-남서방

향으로 발달한 모래사퇴 지형과 연안을 따라 남-북 방향으로 대상으로 분포하고 

있는 현생 니질퇴적체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고 있다. 

현재 수심 60m 이상의 외해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사퇴의 정부(crest)위에는 왕

복주기의 조류 방향을 따라 모래파 (sand wave)나 거대연흔 (mega ripple)이 넓

게 덮여있고 이들의 정부 (crest)가 여러 겹으로 이루어져 있음을 발견하였다. 또

한, 여러 겹으로 정부 (crest)가 생기는 원인은 모래파나 거대연흔이 이동하는 과

정으로 해석되었다.

이러한 모래파의 wave length는 조류 세기에 따라 그 규모가 달라진다. 즉, 조류

의 세기가 강해질수록 그 규모는 커지며 서해 연안에서 측정된 조류의 최대 속도는 

100cm/sec로 알려져 있다 (Park et al., 2006). 아직 연구지역에서 조류에 의한 

모래파나 거대연흔의 이동에 대한 연구 결과가 없기 때문에 정확한 규모는 알 수 

없으나 우리나라 서해연안과 유사한 북해의 경우를 보면, 수심 30m에 발달한 폭

(wave length) 500m, 높이 10m인 모래파가 매년 약 10m의 이동이 가능한 것으

로 조사되었다 (Huscher 1996, Nemeth et al., 2002).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하여 주변국가와 해저통신 케이블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자체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해저 전력케이블 매설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에 수십 ~ 수백 km의 해저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다 (그

림 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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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한국 주변 해역 해저 케이블 분포도 

만약 이러한 해저 케이블이 모래파나 거대연흔이 발달된 지역을 관통할 경우 모

래파나 거대연흔의 이동으로 매설될 케이블이 노출되거나 스트레스 (진동, 뒤틀림, 

당김)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 (Blondeaux, 2012). 특히,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이차적으로 선박의 닻이나 트롤선의 어구 등에 의해 심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증가

하게 된다. 따라서 모래파의 규모와 이동속도는 해저 파이프나 케이블 포설시 고려

되어야할 지질학적 위험요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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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저절벽

2011년 조사구역에서 발견된 해저절벽 (즉, 대륙붕이 아닌 해저면의 평탄한 해

역이나 완만하게 경사진 해역을 긴 거리에 걸쳐 분단하는 급경사면의 지형)과 유사

한 지형이 금년 조사구역에서 추가로 4곳에서 발견되었다 (그림 6-4-1). 이러한 

지형들은 각각 그 규모는 다르지만 절단면의 방향 (북동-남서), 형태 (육지쪽이 낮

음)과 낙차폭 (~10m), 그리고 수심대 (>60m)가 매우 유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이 동일한 시기에 동일한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

된다.

상기에서 해저에 매설된 파이프나 케이블과 관련하여 모래파의 이동이 미치는 영

향을 언급했듯이, 대부분 평탄하고 완만할 것으로 알려져 있는 서해 해저면에서 대

규모의 급경사지가 산발적으로 분포하고 있는 것은 해저 파이프 및 케이블 공사에

서 고려해야할 또 다른 위험요소로 분류된다. 

A
B
C

   

그림 6-4-1.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지역의 해저면 시간구조도, 회색선은 탐사

측선, 붉은 원은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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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해저절벽 주변 시추 퇴적물 특성

금년 조사지역에서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2 곳과 2011년 해저절벽 부근에서 절개

면을 기준으로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시추 퇴적물을 획득하였다. 2011년도 발견된 

해저절벽에서 획득한 코어 12HZT-SF01H에서는 토탄의 함량이 높고 덜 고화된 

세립질 퇴적물이 나타났고, 12HZT-SF01L에서는 분급이 좋은 조립한 퇴적물이 

채취되었다. 한편, 12HZT-SF02H (상부층)에는 대기 중에서 산화된 두꺼운 

palaeosol층이 발견되었고 12HZT-SF02L (하부층)에서는 조립한 모래층이 발견

되었다. 

이러한 palaeosol층은 황갈색을 띄고, 고화된 점토층, 풍화에 의해 높은 원소 함

량, 낮은 함수율, 높은 대자율로 갖는 산화대 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탄상파 자료상

에서 홀로세이전 과 이후 퇴적층을 구분하는 부정합면으로 다양한 수심대에서 나타

난다 (Choi, 2001). 두 시추 지점 간 수심 차이가 6m로 매우 적음에도 불구하고 

현재보다 수심이 120m 낮았던 마지막 빙하기동안 산화된 흔적이 12HZT-SF01H 

지점에서 나타나지 않았으나 12HZT-SF01H에서 나타난 토탄층이 육성기원 유기

물로 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볼 때 저해수면 시기에 강한 침식이후에 호소환경 하에 

있었을 것으로 보인다. 또한, 12HZT-SF01H 코어의 전단강도가 심도 0m에서 

40kPa에 가까운 높은 값이 나타나고 깊어질수록 급격히 감소하는 것은 최상부가 

퇴적과정에서 다져짐을 받은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한편, 두 코어의 절개면 하부층 (SF01L, SF02L)에서는 상부층의 고화된 세립질 

퇴적물과 전혀 다른 조립한 모래층이 두껍게 나타났다. 이처럼 높은 낙차와 가파른 

경사면을 갖는 절개면을 경계로 서로 다른 두 퇴적층이 존재하는 것은 해침 이전 

또는 해침 이후 차별적인 침식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아마도 상부층

의 고화된 세립질 퇴적물은 마지막 빙하기 이전에 퇴적된 잔류 퇴적물로 보이며, 

하부의 모래층은 현생 해침기에 재동된 transgressive sand sheet로 보여진다. 

절개면의 높이가 상대적으로 낮은 Site 1에서 획득한 12HZT-SF03H와 SF03L

의 상부에서 서로 유사한 퇴적학적 특성을 갖는 고화된 세립질 퇴적물을 채취하였

다. 이들은 조간대 환경에서 주로 나타나는 퇴적상을 보여주고 있으며 두 코어 상

부에서 모두 대기중에서 산화된 흔적이 나타났다. 재동된 모래층에서 연대측정은 

신뢰도가 떨어지기 때문에 12HZT-SF01H/L와 12ZHZT-SF02H/L에서 연대측정

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12HZT-SF03H/L에서 연대를 측정하였다.

측정된 연대는 상부층의 SF03H에서 47.01 ±3.53 kyr, 하부층의 SF03L에서 

50.61 ±3.56kyr로 나타났으며 두 층간에 3,600년 차이를 보였다.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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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볼 때 이 층은 OI 3 stage에 해당하는 간빙기 조간대 환경 하에 퇴적되었으며 

이후 OI 2 stage에 해당하는 마지막 빙하기동안 대기 중에 노출되었다가 홀로세 

해침기와 고해수면 하에서 퇴적보다는 침식이 우세한 환경 하에  노출되어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2011년과 2012년 조사구역에서 나타나는 해저절벽 지형의 

형성 시기는 OI1 ~ OI3 사이로 보이며 시기적으로 수력학적 에너지가 크게 변하

는 해퇴기 또는 해침기에 집중적인 영향을 받았을 것으로 보인다. 일반적으로 해저

면에 퇴적된 퇴적체의 규모나 층면구조(bedform)은 current velocity, current 

direction, 그리고 current duration에 의해 크게 영향을 받는다 (Adams et al., 

1986; Green, 1986). 따라서 이러한 외부적 요인과 내부적 요인 (퇴적물 입도 차

이, 퇴적물 물성 차이)의 복합적 작용에 의해 차별 침식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생각

된다.  

bottom current의 속도가 60cm/sec 이상이 될 때 새로운 bedform이 형성되거

나 변형되는데 (Middleton and Southard, 1977), 금번 조사지역에서 M2분조 조

류의 방향과 속도는 남북방향으로 최대 110 cm/sec에 이르고 (KORDI, 1987) 또

한, 겨울철 강한 북북서풍은 서해연안을 따라 남향하는 강한 연안류 (Korean 

Coastal Current, KCC, Nemeth et al., 2002)를 발생시킨다. 현재 수력학적 환경 

하에서 조류와 연안류의 영향과 달리 저해수면 시기에 이들 해류는 해저면에 더 강

한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해석된다.

 

(2) 해저절벽 주변의 탄성파 특성

해저면에 발달하고 있는 급경사면이 단층활동으로 나타날 수 있는 요인으로는 내

부의 힘에 의해 생긴 단층이 취약대를 따라서 해저면까지 전달되어 나타나는 것이 

주요한 원인이다. 해저절벽이 위치하는 지역의 음향기반암은 백악기 시기 또는 그 

이전에 형성된 고기반암으로 상부에는 중기 마이오세 시기 이후의 퇴적층이 퇴적되

어 있다. 음향기반암에 발달되어 있던 기존 단층이 지구조운동에 의한 재활성운동

으로 연약대를 따라서 해저면까지 발달 가능성도 있지만, 음향기반암에서의 기존 

단층 발달이 보이지 않고, 탄성파 층서상의 지층 변위로 보이는 이벤트를 쉽게 확

인하기가 어렵다 (그림 6-4-2-1). 

일반적으로 대륙붕에서 해저절벽 지형은 외부적인 요인 (단층활동) 또는 내부적

인 요인 (차별침식)에 의해 형성될 수 있다. 이 두 가지 요인 중 연구지역에 존재

하는 해저절벽이 어느 한 요인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섣불리 단정하기 어려우나 외

형적인 특성 (단층면에 비해 완만한 경사, 평균 17°), 서해에서 current의 운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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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발한 지역에서 중점적으로 나타나는 것, 탄성파 단면의 특성 등을 고려할 때 단

층보다는 차별침식에 의한 결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보다 확실한 결과를 도출

하기 위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4-2-1. 해저면 급경사면을 보여주는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치는 그

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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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2013년 연구 내용 (목포 해역)

1. 서 론

제 1 절 서론 참조

2. 광역지질

제 1 절 광역지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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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목포시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기단층의 발달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한 단

층들의 운동학적, 기하학적 자료 수집 및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직접적인 지질의 관찰이 어려운 충적층으로 덮여 있었으며, 신기의 단층

운동을 판단할 수 있는 주요요소 중 하나인 제4기 퇴적층의 발달이 동해에 비해 상

대적으로 불량하여 조사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따라서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

되는 해안 및 도서지역의 기반암 노두들을 대상으로 주로 조사를 실시하고, 원격탐

사자료 분석을 바탕으로 인지할만한 규모의 단층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연장되는 지

역을 중심으로 단층들에 대한 정밀야외조사를 실시하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발달 가능성과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과정에서 총 2개의 중점조사지역을 선정하였으며,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

열특성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후기 또는 최후기 단층운동과 응력의 방향을 추정하

기 위하여 기하하적 분석을 실시하여 고응력을 해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또한 

선형구조 분석결과와 야외지질조사결과의 비교를 통하여 각 단층의 규모와 해안으

로의 연장성을 파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연안에서의 신기단층 존재여부

를 판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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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목포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무안군, 남으로는 진도군, 내륙으로는 해

남군 그리고 해안지역으로는 신안군의 여러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는 

N34°17'00" ~ N34°58'00", 동서로는 E126°40'00" ~ E125°50'00"에 해당

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현재까지 1:50,000 축적의 지질도가 발간되지 않은 곳이 

있어, 이번 조사에서는 1:250,000 축적의 지질도와 기존 논문에서 작성된 일부 지

역에 대한 정밀지질도를 참고하였다. 조사지역의 대략적인 지질은 기저부의 선캠브

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쥬라기 화강암, 이후의 백악기 응회암과 퇴적암, 그

리고 안산암 및 유문암으로 구성되며, 이들을 관입한 암맥들과 국지적인 제4기 퇴

적층을 포함한다 (그림 3-2-13)).

그림 3-2-1. 연구지역의 지질도 (1:250,000 목포-여수도폭, 최범영 외., 2002) 

(1) 선캠브리아기

연구지역에는 선캠브리아 시대의 편암류, 화강편마암류 및 갈두층이 분포한다. 이

3) 그림 번호 및 표 번호 앞에 3-3 (3장 3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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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 연구에서는 2002년에 발간된 1:25만 지질도(최범영 외, 2002)를 기본으로 하

여 이들을 구분하였으며,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이를 확인하였다.

(가) 편암류 (PCEjs)

편암류는 연구지역내 소규모로 분포하며, 해남군 일대에서는 선캠브리아기 화강

편마암에 의해 관입되고 갈두층에 의해 피복되어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김

유봉 외 (2000)에 의해 해남군 일대에 분포하는 편암류는 영전층으로 명명되었다. 

연구지역내의 편암류는 천매암질 사암, 실트암, 점판암 또는 셰일, 규암 내지 석영

편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엽리가 잘 발달해 있다.

(나) 화강편마암 (PCEgrgn)

연구지역내 화강편마암은 무안군 일대에 일부 분포한다. 담회색을 띠는 저반형 

조립 내지 중립질의 화강암질암으로 산출되며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엽리는 연장성

이 불량한 특징을 보인다. 무안군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편마암의 연대측정 결과 원

생누대로 나타났다.

(2) 옥천층군 (ogs)

옥천층군은 시대미상의 암체로 주로 북북동 방향의 연장선을 따라 무안군 무안

읍, 청계면, 몽탄면, 해남군 화원면 일대에 분포하며 변성사질암류로 석영편암, 운모

편암, 규암, 석회암 등으로 구성된다(황재하 외, 2000). 이 층은 광주단층의 서쪽과 

동쪽을 따라 분포하며 쥬라기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광주단층 서측에서 연성전단대가 강하게 발달하며 우수향 주향이동을 보여준다. 

또한 화원반도 서측에서는 N-S 방향, 그리고 NW-SE, E-W로 엽리가 변화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3) 중생대

  

중생대의 암체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다양한 양상을 보인

다. 쥬라기암석은 주로 화강암질 관입암이 주를 이루며, 백악기는 광주단층계

(Gwangju fault system)를 따라 발달하는 퇴적암과 화산암 및 관입암류들이 주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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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쥬라기

쥬라기는 주로 관입암류가 관입한 시기로 연구지역 내에서 암상과 구조에 따라 

엽리상 화강암, 흑운모화강암류로 분류되며 지역에 따라 조금씩 다른 양상을 보인

다.

① 엽리상 화강암 (Jfgr)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시대미상의 옥천층군을 관입하여 발달하며, 광주단층 서측 

무안 지역에서부터 해남군 일대까지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암상에 발달하고 있는 

압쇄엽리는 광주단층과 거의 평행한 NE-SW 방향으로 발달하며, 연대측정 결과 

중기 쥬라기에 형성된 것으로 확인되었다.

② 흑운모화강암 (Jbgr)

쥬라기 흑운모화강암은 연구지역에 넓게 분포하며‘광주화강암’으로 불리기도 

한다. 엽리상 화강암과는 점이적이거나 동일한 암체인 경우도 지역적으로 관찰이 

되나 변형여부에 따라 별개의 암체로 분류하였다. 이 화강암은 해남군 금호도에서 

선캠브리아기 화강암질 편마암을 관입하였고, 많은 지역에서 백악기 퇴적암류와 화

산암류, 화강암류에 의해 피복 또는 관입되어 있다. 암석에서 산출되는 흑운모의 연

대측정 결과 쥬라기 중엽으로 나타났다(박영석 외, 1995; 주승환과 지세정, 

1990). 

(나) 백악기

연구지역 대부분은 백악기에 형성된 암체들이 분포하며 주로 경상누층군 유천층

군에 속해 있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과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 응회질 

사암 및 이암들로 구성되어 있다. 

①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 (Kiv)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은 진도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

으며 관입상과 분출상을 함께 보이는 안산암의 경우 화산쇄설물과 교호하여 관찰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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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여수도폭에서 나타나는 안산암의 경우 대개 사장석 반정을 가지며 암록색 내지 

암회색의 반상 안산암, 반정이 적은 비현정질 안산암, 행인상 안산암 등 산출형태가 

다양하다.

②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 (Kav)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은 신안군 도서지역 및 내륙지역

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분출 당시의 흐름이 암상에 잘 나타난다. 이 지층은 밀양

소분지 지역의 운문사 산성화산암류와 대비된다.

③ 안산암 (Kan)

연구지역의 안산암은 이전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 상위의 화산암으로 보성

군 득량면 일대에 분포하는 화산체의 최후기 화산활동의 산물로 판단되며 관입체의 

성격을 띤다.

④ 사암 및 이암 (Knas)

연구지역 내의 사암 및 이암층은 무안군 일대에서 일부 분포하며, 쥬라기 흑운모

화강암 위에 형성된 함평분지의 최하부 퇴적층이다. 구성암석은 사암, 적색의 이암, 

흑색 셰일, 역암 등이다.

⑤ 사암 및 응회암 (Knst)

연구지역내 사암 및 응회암은 무안군 일대, 신안군 도초도 일대, 진도 일대에 널

리 분포한다. 층서상 안산암질 화산암 분출 이후에 쌓였으며, 1:50,000 진도-지산

도폭(김상욱과 윤윤영, 1971)에서 삼도층과 만길리층으로 명명된 바 있다. 삼도층

은 라필리 응회암, 응회질 사암, 이암 등으로 구성되며 만길리층은 응회암, 라필리 

응회암, 응회질 사암, 아코스질 사암, 이암 등으로 구성된다.

⑥ 우항리층 (Knuh)

우항리층은 해남군에서 화원반도 북쪽 해안을 따라 분포하며 엽상층리가 잘 발달

하는 흑색 내지 암회색의 이암과 처트질 이암, 사암, 응회질 사암 등으로 구성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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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수의 연흔, 건열 및 다양한 퇴적구조가 발달한다. 특히 우항리 공룡발자국 화석과 

같이 공룡발자국 및 조류발자국, 개형충 화석 등 다양한 고생물 화석이 보고되고 

있다.

(4) 제4기 충적층 및 매립지 (Qa, Qr)

제4기 지형의 최상위에 놓인 미고결층인 충적층은 하상과 저지대에 주로 분포한

다. 충적층을 구성하는 물질은 자갈, 모래 및 뻘이며 환경에 따라서 각석의 돌서렁, 

붕적층 등도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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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

형의 뚜렷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근의 단층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O‘Leary et al., 1976).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Richard and Groshong, 1999), 특히 신기단층

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한 단층운동 이후 오래되지 않아서 상대적으로 직

선적이고 명확한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단층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성사진과 항공사진

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지형적 특성을 관찰

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광역선형구조 분석과 

정밀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한 지형적 변형을 확인하고자 하였다.

광역선형구조 분석결과, 연구지역은 호남전단대의 남서쪽 끝에 해당하며, 그와 관

련된 광주단층 등 기존에 보고된 대규모 연성전단대의 방향인 NNE-SSW 방향의 

연장성이 양호한 선형구조가 확인된다. 비록 이러한 대규모 선형구조들의 연장성이 

연안지역 및 도서지역까지 뚜렷하게 인지되지 않고 불명확해지는 특성이 있으나, 

연구지역이 대규모 단층의 연장부 및 인근지역이라는 점은 지진재해적 관점에서 매

우 중요하게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정밀 선형구조 분석결과, 연구지역의 동부에 해당하는 목포시 내륙에서는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고, 연구지역의 서부에 해당하는 신안군 도서지

역에서는 NW-SE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관찰된다. 이들

은 앞서 거론한 호남전단대를 비롯하여 광주단층과 같이 주요 단층으로 작용한 

NNE-SSW 방향의 주향이동단층계열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중

점 조사지역 중 하나인 목포시 및 해남군 일대에서는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

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다른 지역에 비해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들

이 관찰된다(그림 3-3-1a). 특히, 연장성이 비교적 양호하고 서로 평행한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잘 발달하고 있으며, 남서쪽 해안에 근접할수록 

E-W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일부 관찰된다. 신안군 도서지역에서

는 NW-SE 내지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관찰된다(그림 

3-3-1b).

결론적으로 연구지역에서는 비교적 연장성이 양호한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

이 가장 우세하고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은 대규모 단층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

치하고 있다. 반면 NW-SE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발달빈도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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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나 비교적 뚜렷하고 명확하게 발달하고 있어, 이들 선형구조들을 따른 단층의 

존재여부 확인 및 단층발달특성 분석을 수행하였다. 특히, 연구지역의 내륙부에 비

해 연안과 도서지역에서 집중적으로 관찰되는 NW-SE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해안으로의 연장성뿐만 아니라 해저에 발달하는 단층과 밀접한 관련

이 있을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되어 이들을 중심

으로 정밀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N

=2

0그림 3-3-1. (a) 중점연구지역 및 (b) 선형구조 분석 결과. 내륙과 진도 지역의 

경우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한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으로 갈수록 

NW-SE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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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해남군 및 진도군: 내륙지역)

첫 번째 중점 연구지역인 해남군 남부 해안과 진도군은 엽리상 화강암과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분포하며 사질 및 응회질 쇄설암층들이 협재한다(그림 

3-2-1). 이 지역은 호남전단대의 남서쪽 연장부의 서쪽 연변부에 해당하는 지역

으로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빈도가 우세한 선형구조의 방향은 

E-W, NW-SE, NNW-SSE, NNE-SSW 방향으로 나타났다(그림 3-3-1b).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는 호남전단대의 주향방향과 일치하는 방향으로 이 지

역의 지질구조 발달과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되며, 대부분 그 빈도가 높

은 선형구조들은 야외노두에서 관찰되는 다양한 운동감각으로 발달하는 단층들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중점연구지역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본 연구

지역의 북부 지역에는 좌수 주향이동성 운동감각을 가지는 광주단층계가 

NNE-SSW 주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실내에서 추출한 선형구조 분석결과를 바탕

으로 진도군 일대와 내륙 남서부해안 일대의 지질구조 발달특성을 확인하기 위해 

그 자취를 따라 진도군 일대와 내륙 남서부 해안 일대에서 야외노두에 대한 단열발

달특성 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4-1-1).

그림 3-4-1-1. 중점연구지역 1의 주요조사 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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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te 1 (송평 해변)

첫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산면 평호리 소재 송평 해변의 남쪽 말단

부에 위치한 해안노두로 NW-SE 방향 선형구조의 연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에서는 주로 중생대 백악기의 엽리상화강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화강

암 내에는 관입 동시 내지 이후의 변형작용에 의해 발달하는 것으로 판단되는 

NNE-SSW 주향의 엽리가 우세하게 관찰되며, 이는 WNW-ESE 방향의 압축응력

에 의한 산물로 판단된다. 또한 이를 절단하고 있는  NW-SE 방향의 정단층들과 

NW-SE방향의 석영세맥(quartz vein)들도 관찰된다. 이는 WNW-ESE 방향의 최

대 수평주응력(horizontal maximum principle stress)하에서 화강암체 내 엽리들

이 발달하였으며, 이후 최소 수평주응력(horizontal minimum principle stress) 

방향이 NNE-SSW에서 NE-SW로 변화함과 동시에 최대 주응력(maximum 

principle stress)이 수직방향으로 작용함에 따라 정단층과 석영세맥을 포함하는 

인장구조들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석영세맥은 

N-S의 주향을 갖는 단층에 의해 좌수향 운동감각으로 변위되어 있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정단층들은 주로 NW-SE 주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그 외에 N-S 방향

의 정단층도 관찰된다(그림 3-4-1-2). 그 중 NW-SE 주향의 공액상 정단층들

은 최대주응력이 수직방향에서 작용하고 최소 수평 주응력이 NE-SW 방향으로 작

용함에 따라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1-3). 이러한 응력조건하에서 생

성된 인장구조들 중 하나인 석영세맥들은 동일한 NE-SW 최소 수평주응력하에서 

최대 주응력의 방향이 수직에서 NW-SE 방향의 수평방향으로 변화됨에 따라 

N-S 방향의 단열에 의해 좌수향 변위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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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2. 송평 해변의 남동쪽에서 엽리상 화강암에 발달하는 정단층이 관

찰되는 노두. 수직내지 아수직한 신장단열들이 관찰되며, N56W/54SW로 발달하

는 단층면상에 단층조선이 고각으로 선경사한다. 

그림 3-4-1-3. 엽리상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는 염기성 암맥이 끌림습곡(drag 

fold)화 되어 있다. 확대된 사진에서 공액상의 정단층조가 관찰된다.



- 382 -

그림 3-4-1-4. NW-SE 주향으로 발달하는 석영 세맥이 N-S방향의 단열에 의

해 좌수향 이동감각으로 변위되어 있다. 

(나) Site 2 (증의 분교 주변) 

두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노두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이 지역은 NW-SE 방향의 단열

들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이들의 종지에 접하는 WNW-SES 주향의 이차단열들로 

발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NW-SE 주향의 단열들은 좌수향 운동감각을 가지는 전단

단열로 진화하였을 것으로 판단된다. NW-SE 주향의 단열들 중 우수향 운동감각

을 지시하는 신장 단열조들 또한 발달하는 것으로 미루어 NW-SE 주향의 단열들

이 최소 2회에 걸쳐 재활성되었을 것으로 판단되나 그 선후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그림 3-4-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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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증의 분교인근의 해안노두로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N64W 주향의 단열을 따라 발달하는 이차단열의 접합 관계로 미루어 주 단열을 

따라 재활성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나 그 선후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다) Site 3 (한자리 일대) 

세 번째 지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한자리에 위치하고 있는 해안노두이다. 

Site 2와 마찬가지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은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하며, E-W 방향의 선형구조도 일부 나

타난다. 노두 상에서 선형구조와 관계되는 것으로 보이는 E-W 및 NE-SW주향의 

단열이 우세하게 발달한다. 이 지역의 응회암은 N10W/40NE의 태위를 갖고 사질 

내지 이질의 쇄설성 내지 화산쇄설성 퇴적층이 교호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며, 그 

층후는 약 2m 정도이다(그림 3-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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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층리를 이루는 응회질 사암.

(라) Site 4 (외입리 일대) 

네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외입리에 위치하고 있는 성산어민회

관 인근의 해안 노두이다(그림 3-4-1-7). 주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

포한다. 이 지역은 NW-SE과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주로 관찰되는 곳이

다. 노두에서는 NE-SW, N-S 주향의 단열들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N50E/78SE 

주향 경사하는 정단층이 관찰된다.

그림 3-4-1-7. 어민회관 인근에 위치한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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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Site 5 (오시아노 해수욕장 주변) 

다섯 번째 조사지점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 주광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오시

아노 해수욕장 해안을 따라 노출되어 있는 변성암 노두이다(그림 3-4-1-8). 이

곳은 NNE-SSW의 선형구조를 보이는 옥천대의 남서쪽 연장부에 해당하는 지역으

로 시대미상의 옥천층군 변성사질암류가 고각으로 경사하고 있다.

그림 3-4-1-8. 오시아노 해수욕장에서 나타나는 노두. (a) 층리를 절단하며 발

달하는 역단층이 관찰되며 부분적으로 끌림습곡이 관찰된다. (b) 고각으로 경사하

는 변성사질암류.

(바) Site 6 (진도읍 해안도로)

여섯 번째 조사 지점은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인근 해안 도로공사 사면노두이

다(그림 3-4-1-9). 이곳은 E-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N-S 방

향의 선형구조도 일부 나타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은 주로 안산암 및 안산

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성 및 염기성 암맥들이 이를 관입하고 있다. 

산성 암맥은 NW-SE의 주향을 갖는 반면, 염기성 암맥은 NNW-SSE의 주향을 

갖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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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9. 전라남도 진도군 진도읍 지역 해안도로 공사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산성 및 염기성 암맥들.

(사) Site 7 (원포리 해안노두)

일곱 번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에 위치한 해안노두이다(그

림 3-4-1-10). 주로 E-W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되며, 일부 N-S 방향의 선형

구조 및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된다. 해안을 따라 노출된 노두들에서 

NW-SE 주향의 중성질 암맥군들이 관찰되며, 암맥 내에서 각각 N-S와 NE-SW 

로 주향하는 단열들이 공액상으로 발달해 있다. 노두에서 관찰되는 단열들의 관입, 

상호 절단, 접합 관계를 토대로 추론된 선후관계로부터 이들의 형성시 작용한 고응

력 방향을 분석한 결과 NW-SE로 주향하는 염기성 암맥들은 NE-SW 방향의 신

장응력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그 이후 NNE-SSW 방향의 최대 수평주응

력과 WNW-ESE 방향의 최소 수평주응력하에서 공액상의 단열조들이 형성된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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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0. 전라남도 진도군 고군면 원포리 해안가에 노출되어 있는 암맥

과 이를 절단하며 발달하는 공액상 단열조.

(아) Site 8 (의신면 금갑해변)

여덟 번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해변을 따라 발달하는 해안노

두이다(그림 3-4-1-11). 주로 NE-SW,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다. 

이 지역은 응회질 사암 및 응회암이 주로 발달하는 지역으로 산성 및 염기성 암맥

이 관입한 것을 관찰할 수 있었다. 특히 ENE-WSW 주향의 염기성 암맥이 

WNW-ESE 주향의 산성 암맥에 의하여 절단되어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어 구

조들의 선후관계를 분석할 수 있었다. 이들 구조의 선후관계를 통해 고응력장을 분

석한 결과 ENE-WSW 방향의 최대 주응력이 WNW-ESE 방향으로 변화한 것으

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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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11. 전라남도 진도군 의신면 금갑해변 노두. 두 암맥의 선후 관계

가 나타난다.

(자) Site 9 (동령개 해안노두)

아홉 번째 조사지역은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동령개에 위치한 해안노두이다(그

림 3-4-1-12).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중생대 백악

기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NNW-SSE 주향의 역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그림 3-4-1-12. 전라남도 진도군 임회면 동령개에서 관찰되는 NNW-SSE 방

향의 역단층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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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중점연구지역 – 2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

두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신안군 일대는 NNW-SSE, E-W 그리고 NE-SW 방

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그림 3-3-1b), 접근이 용이한 9개의 섬(자

은, 암태, 팔금, 안좌, 장산, 비금, 도초, 하의 신의)을 중심으로 조사를 진행하였다

(그림 3-4-2-1). 백악기 반암류가 분포하는 암태도를 제외한 나머지 도서지역에

서는 주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부분적으로 시대미

상의 옥천대 변성사질암류와 백악기 안산암질 응회암들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4-2-2).

그림 3-4-2-1. 중점연구지역-2의 주요조사 지점.

(가) 자은도

자은도는 주로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들이 널리 분포하고 있

으며 그 하부에 응회질 사암층이 협재되어 있다(그림 3-4-2-2c2). 주로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NE-SW,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도 관찰된다. NW-SE 방향의 선형구조와 일치하는 방향으로 다수

의 암맥, 단열 그리고 단층들이 발달하여 있다. 특히 NW-SE의 주향을 갖는 암맥

들을 따라 관입 이후 이들이 재활되어 단층화된 증거들이 노두상에서 빈번히 관찰

되며(그림 3-4-2-2a, d), 각각의 단열조들은 형성 당시에 작용한 고응력장의 방

향을 추론하는데 이용하였다. 자은도에서 빈번히 관찰되는 NW-SE 주향의 암맥은 

NE-SW 방향의 인장응력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4-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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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SW 방향의 선형구조도 뚜렷이 관찰이 되는데 이를 따라 정단층 및 좌수향 주

향이동단층들이 발달해있다(그림 4-2-2-2c1). 특히 NE-SW 주향의 정단층들은 

NW-SE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된다(그림 4-2-2-2c2).

그림 3-4-2-2. 자은도에서 관찰되는 지질구조들. (a) 암맥이 단층으로 재활성된 

노두 (b) NW-SE 주향 암맥 (c-1) ENE-WSW 주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c-2) NW-SE 주향의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NE-SW 주향의 정

단층 (d) NW-SE 방향의 재활성을 받은 역단층.

 

(나) 암태도

 

암태도는 중생대 백악기 반암류가 주로 분포하는 지역으로 부분적으로 유문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고 있다. 반암류는 붉은색 계열이며 흰색 석영 반정들이 

관찰된다. NW-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E-W 방향과 

NE-SW 방향의 선형구조도 일부 관찰된다. 주로 우세하게 발달하는 NW-SE 방

향의 선형구조를 중심으로 야외조사를 실시하였다(그림 3-4-2-3).

 야외조사 결과 선형구조와 일치하는 NW-SE 방향의 단층들이 다수 발견되었으

며(그림 3-4-2-3a, d), 일부 지역에서는 NW-SE 방향의 단층이 우수향 주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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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단층으로 판단된다(그림 3-4-2-3a). 단층에 수반된 이차단열들의 자세를 토대

로 NW-SE 주향의 주향이동단층은 N5~10E 방향의 수평 최대 주응력하에서 형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E-W로 주향하는 암맥들이 노출된 수평의 노두상에

서 암맥 관입경계의 불규칙면(jogs)들을 이용하여 신장 방향을 복원한 결과 이들 

암맥들은 N18W 방향의 인장응력 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3-4-2-3b). 

그림 3-4-2-3. 암태도 지역의 조사지역. (a) 북서 방향의 단층과 이후 관입한 

세맥. (b) 동서방향의 주향을 갖는 암맥 (c) 남북 방향의 좌수향성의 주향이동 단

층. 단층 주변으로 세맥이 관찰. (d) 북서방향의 단층과 그 주변상반에 나타나는 

단층대. 

(다) 팔금도

팔금도는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NW-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NE-SW 방향의 선형구조 또한 

나타난다(그림 3-4-2-4). 섬 전반에 걸쳐 야외조사를 실시한 결과 NW-SE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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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의 단열이 다수 관찰되었고, 부분적으로 E-W 주향과 NE-SW 주향의 단열이 

관찰되었다. NW-SE 주향의 암맥들은 팔금도의 동쪽 해안을 따라 빈번히 관찰되

며, NE-SW 방향의 인장응력 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2-4a). 

또한 이러한 NW-SE로 주향하는 다수의 정단층이 발달하고 있어 NE-SW 방향의 

최소 수평주응력 환경에서 발달한 것으로 추론된다(그림 3-4-2-4b). 그 외에도 

수~수십센티의 변위를 갖는 NE-SW 주향의 좌수 주향이동단층들이 다수 관찰되

었으며 응회암층 내에 협재된 화산각력이 단층을 따라 좌수향으로 변위되어 있다

(그림 3-4-2-4c).

그림 3-4-2-4. 팔금도 지역의 조사 지역. (a) NW-SE 주향의 암맥. (b) 정단

층의 성격을 갖는 단층. (c) 좌수향 이동감각을 갖는 단층에 의해 절단된 화산각

력.

(라) 안좌도

안좌도는 시대미상의 옥천변성대에 해당하는 화강암질 편마암이 부분적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주로 이를 관입 및 분출한 중생대 백악기 유문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이다. 선형구조는 NW-SE 방향과 E-W 방향이 주로 나타나며 

일부 NE-SW 방향이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2개조의 암맥군들이 빈번히 관찰되

며 이들 암맥군들 사이의 상호 절단관계를 관입당시 고응력 방향의 변화와 선후관

계를 추론하는데 이용하였다. 암맥은 주로 안좌도의 두 지점(그림 3-4-2-5b, c)

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서로 다른 응력조건을 나타낸다, 첫 번째 지역에서 발달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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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맥은 NE-SW 주향을 가지며 NW-SE 방향의 인장응력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판

단되며, 이후 WNW-ESE 주향의 단층에 의해 우수향 이동감각의 변위를 보인다

(그림 3-4-2-5c). 두 번째 암맥은 NW-SE의 주향으로 발달하며, E-W 방향의 

신장응력하에서 관입한 것으로 사료되며, NE-SW 방향으로 관입한 암맥을 절단하

고 있다(그림 3-4-2-5b). 각 구조들의 방향과 선후관계를 분석하여 최대 주응력

방향의 변화를 인지할 수 있었다. 전체적인 선후관계는 도출이 어려웠으나 

NNE-SSW 방향의 최대 주응력이 NE-SW 주향의 암맥을 형성한 후 NNW-SSE 

방향의 최대 주응력이 WNW-ESE 주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을 형성시킨 것을 

알 수 있었고, NW-SE 방향의 최대주응력이 NW-SE 주향의 암맥을 관입시켰고 

이는 역시 NE-SW 주향의 암맥을 절단한 것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2-5. 안좌도 지역에서 나타나는 구조. (a) E-W 주향의 암맥을 N-S 

주향의 우수향 단층이 절단. (b) N34E 주향의 암맥이 N80W의 우수향 단층에 

절단됨. (c) N38W의 암맥이 N50W의 암맥으로 절단됨.

(마) 장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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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산도는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주로 NW-SE 방향

의 선형구조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실제 해안에서도 NW-SE 주향의 단열과 단

층들이 관찰된다(그림 3-4-2-6a). 이 지역에서는 모암인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

회암 사이에 응회질 사암층이 얇은 층리를 이루며 협재되어 있다. 이 퇴적층들은 

정단층성의 운동감각을 지시하지만 퇴적층 내에 한정되어 구조적인 정단층성 운동

이라고 판단하기는 어려웠다(그림 3-4-2-6b).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

가는 지역에서는 수~수십센티의 우수향 변위를 가지는 NE-SW 주향의 단층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모암에 분포하는 다양한 크기의 화산각력암들이 그 변위를 나타낸

다(그림 3-4-2-6c).

그림 3-4-2-6. 장산도에서 나타는 구조. (a) NW-SE 방향의 선형구조 상에서 

나타나는 같은 방향성의 단열. (b) 층리에 나타나는 정단층성 변위. (c) 화산각력

암에서 나타나는 우수향성 변위.

(바) 하의도, 신의도

하의도는 신안군 도서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섬으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 역시 NW-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주를 

이루며, NE-SW 방향의 선형구조도 일부 관찰된다. 하의도의 한 노두에서는 공액

상 단열을 다수 발견할 수 있었는데 N30W와 N60W의 두 방향이 한 조를 이루고 

있으며(그림 3-4-2-7a), 노두상에서 암맥 관입경계의 불규칙면(jogs)들을 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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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신장 방향을 복원한 결과 이들 암맥들은 NE-SW 방향의 인장응력하에서 생

성한 것으로 사료된다(그림 3-4-2-7b). 이는 NW-SE 방향의 강한 인장력하에 

기반암내에 발달하고 있던 기존 단열들이 모두 인장재활되어 N30W와 N60W의 두 

방향이 한 조를 이루는 공액상의 암맥군을 발달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신의도는 동쪽에 있는 섬으로 하의도와 마찬가지로 유문암과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관찰되며 NW-SE 방향의 선형구조와 동서방향의 선형구조가 주로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는 NNW-SSE 주향의 암맥이 주로 관찰 되었으며(그림 3-4-2-7c) 

그와 같은 방향의 우수향성 단층이 소규모로 발달하는 것이 관찰된다(그림 

3-4-2-7d). 

그림 3-4-2-7. 하의도와 신의도 조사 지역. (a) 공액상 단층. (b) N50W 주향

으로 관입 (c) N20W의 주향으로 관입. (d) 노두상에 나타나는 우수향성 단층.

(사) 도초도

도초도는 주로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사질 내지 응회

질 쇄설암이 협재되어 있다. NW-SE방향의 선형구조가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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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나타난다. 본 섬을 가로지르는 NNW-SSE 

주향의 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과 사질 내지 응회질 

쇄설암이 단층 경계하고 있다(최범영 외, 2002). 하지만 직접적으로 그 단층을 관

찰 할 수는 없었으나 섬 전반에서 관찰되는 단열 및 단층들은 NW-SE 방향의 선

형구조를 따르고 있다. 섬 일부 지역에서 NW-SE 방향의 암맥이 주로 관찰되었으

며 이는 NE-SW 방향의 최소 수평 주응력하에서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4-2-8a).

그림 3-4-2-8. 도초도 야외조사 지역. (a) 도초도 동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중성 

암맥. 

(아) 비금도

비금도는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이 주로 나타나는 지역으로 NW-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일부 동서방향의 선형구조도 발달하고 있다. 북부 

명사십리 해안 주변으로 많은 해안 노두들이 관찰되며, 단층과 암맥들의 관찰도 용

이하다. 신안군 도서지역내의 특징인 얇은 층리를 가진 응회질 사암층이 협재되어 

나타나며 마찬가지로 소규모의 정단층이 발달한다(그림 3-4-2-9a). NW-SE 방

향의 선형구조 상에서 그와 같은 방향의 단층노두들이 많이 관찰되었으며 주로 정

단층성의 운동감각을 보여준다(그림 3-4-2-9b). 비금도에서 관찰되는 암맥은 주

로 NNW-SSE 방향으로 발달하며 WNW-ESE 방향의 인장응력하에서 관입한 것

으로 사료된다. 



- 397 -

그림 3-4-2-9. 비금도 조사 지역. (a) 비금도 동쪽 해안에서 나타나는 공액상 

단층. (b) 비금도 북쪽 해안에서 나타는 NNW-SSE 주향의 단층. (c) 비금도 남

쪽 해안서 나타나는 NNW-SSE 주향의 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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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특성

연구지역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2개의 중

점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선형구조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선형구조 분

석결과 목포시 내륙지역에서는 호남전단대와 광주단층계의 영향으로 해석되는 

NNE-SSW 주향의 대규모 주향이동단층과 관련된 선형구조들이 관찰되는 반면 연

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비교적 다양한 방향의 선형구조가 확인되고, 특히 N-S 내지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가장 우세하게 관찰된다.

첫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진도군 및 해남군 연안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는 NE-SW 

및 ENE-WSW 방향의 횡압력에 의한 다양한 방향과 운동감각의 단층들이며, 특히 

기존 연구(장태우, 1985; 이병주와 김동학, 1990)에서 우수향으로 기록되어진 호

남전단대와 그에 수반된 우수향의 광주단층이 이에 속한다. 즉, N-S 주향의 우수

향 주향이동단층, NW-SE 주향의 역단층, NE-SW 주향의 정단층 등은 모두 하나

의 응력조건에서 발달할 수 있다(그림 3-5-1a, event-1). 

이 지역에서는 ENE-WSW 주향의 암맥과 WNW-ESE 주향의 암맥이 서로 절

단관계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며, 이는 최소한 두 번의 다른 변형사건 (그림 

3-5-1a, event-1, 3)으로 추정이 된다. WNW-ESE 주향의 암맥이 ENE-WSW 

주향의 암맥을 관입하고 있는 것을 보아 WNW-ESE 방향의 주응력환경이 후기였

음을 추정할 수 있다.

두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신안군 도서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는 NE-SW 방향의 정

단층과 암맥으로 대표되며 NW-SE 주향의 좌수향 NE-SW 주향의 우수향 주향이

동단층도 다수 발견된다. 특히, NW-SE 주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NE-SW주

향의 정단층 및 관입암맥을 절단하며 변위되어 있는 것이 다수 지역에서 관찰이 되

었다.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NE-SW 방향의 주응력장 이후의 변형사건으로 

추정된다(그림 3-5-1a event-2). 뿐만 아니라 NW-SE 주향의 정단층이 일부 

사암 및 응회암 지역에서 관찰된다. 또한 NW-SE 주향의 암맥들이 이전 구조들을 

따라서 혹은 절단하며 관입하고 있는 것을 관찰 할 수 있었다. 이러한 구조들은 

NW-SE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한다(그림 3-5-1a, event-3).

  이러한 선형구조 및 단층은 신기단층운동과 관련될 가능성이 비교적 높고, 연구

지역에서 확인되는 최후기 변형사건(WNW-ESE 방향의 압축력)에서 발생할 수 

있어 이들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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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단층의 분포와 변형사 해석, (a) 단층의 방

향성과 운동감각을 바탕으로 총 3번의 변형사건을 추정할 수 있다. (b) 단층의 운

동감각에 따른 투영분석 결과로, 최후기 단층운동(event-3)으로 판단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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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

(1) 이동식 관측소 부지 선정

당해 연도 연구지역은 전라남도 목포시, 신안군 인근 연안지역으로 비금도, 도초

도 등의 도서를 포함하고 있다 (34o 30'N - 35o 00'N; 125o 30'E - 126o 00'E, 

그림 4-1-1-1). 연구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일반적인 과거 지진발생 특성 및 

분포현황을 조사하기 위하여 기상청의 1978년부터의 지진목록을 이용하였다. 그림 

4-1-1-1에 도시된 것과 같이 1978년부터 2014년 3월까지 연구지역에서는 지진

발생이 감지된 적이 없으며, 연구지역 주변에서는 2005. 4. 21. 규모 3.0의 지진이 

유일하게 관측되었다. 기상청 지진목록에 의한 전국적인 지진활동도와 비교하여 볼 

때 금년도 연구지역 및 주변지역에서의 지진활동도는 매우 낮은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그러나 기상청 지진관측소의 분포밀도가 육상지역에 비해 매우 낮아 연구지역 

및 인근에서 발생한 미소지진을 감지하지 못한 경우도 있을 수도 있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연안 및 해상 지역이므로 관측소 설치를 위한 지형적 제한

이 크나, 기존 관측소 등의 조건을 고려하여 관측소 부지를 선정하였다.

그림 4-1-1-1 연구지역 지진발생분포와 임시(WID, AMD, JID, AJD) 및 상시

(MUN, YGB 등) 지진관측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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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관측소 설치 및 운영

연구지역 내에는 상시 지진관측소가 운영되고 있지 않으나, 그 주변에는 한국지

질자원연구원의 무안관측소(MUN), 기상청의 영광관측소(YEG), 무안관측소

(MAN), 목포관측소(MOK), 진도관측소(JDO), 흑산도관측소(HUK2) 등이 운영되

고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 내에서 발생하는 미소지진을 근거리에서 관측하고, 연구

지역 주변에 위치하고 있는 상시 지진관측소의 관측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임시 

지진관측소 4개소를 추가로 설치하여 운영하였다. 그림 4-1-2-1에 표시된 것처

럼, 연구지역 내에서 고른 분포가 되도록 임시 관측소 위치를 선정하려고 하였으나, 

연구지역이 해양에 위치하고 있어 부지 선정이 매우 제한적이었다. 가능한 연구지

역에서 발생한 미소지진을 관측하기 위해 연구지역 및 인근 도서 지역에 임시 지진

관측소를 설치 및 운영하였다. 이들 이동식 지진관측소는 비금도관측소(BIG), 안좌

도관측소(AJD), 지도관측소(JID), 및 진도관측소(JND)이며, 관측소의 위치 및 설

치 장비는 표 4-1-2-1 (그림 4-1-1-1)과 같다. 

기존 임시 지진관측소의 경우 관측장비 설치 후 기록계의 저장용량을 고려하여  

월 1회 정도 직접 방문하여 자료를 백업 받았으나, 관측 장비가 고장 날 경우 그 

이후의 자료를 확보할 수 없었다. 그러나 금년도에는 4개 임시 관측소 모두 획득된 

자료는 ADSL 통신망을 이용하여 실시간으로 연구원으로 전송되도록 관측장비를 

구성하였다. 이에 따라 관측소 운영 상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어 자료획득 

효율성 및 편의성을 향상시켰다.

비금도(BIG) 및 진도(JND) 관측소는 이동식 관측소의 개념에 따라 일정기간 운

영하고 철수할 수 있도록 기록실을 간단히 설치하였다. 그러나 타 관측소와 달리 

안좌도(AJD)와 지도(JID) 관측소는 도서 지역에 위치하여 유지 및 보수를 위한 

접근에 제한이 많아 본 사업기간 동안 계속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영구 지진관측소 

개념으로 설계하여 작년도에 설치하여, 금년도까지 지속적으로 운영하였다. 4개 임

시 지진관측소는 2013. 8. 30. 부터 2014. 3. 4. 까지 7개월 동안 동시에 운영되

었다.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의 경우 3대 이상의 정밀음압계를 일정한 형태로 설치하

고, 각각의 정밀음압계에는 다공질 호스를 연결하여야 한다. 따라서 공중음파 관측

소를 설치하기 위해서는 직경 수백 m 의 평활한 지역이어야 하며, 도시나 차도 등 

주변 소음 발생원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곳이 필요하나, 금번 연구지역에서는 적절

한 곳을 찾을 수 없어 2011년에 설치하였던 야미도에 이동식 공중음파 관측소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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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설치하였다. 그러나 연구대상 지역과 멀리 떨어져 있어 정량적인 분석이 가능한 

S/N 비가 높은 신호를 획득하지는 못하였고, 정성적인 분석만 수행하였다.

관측소명 위치 및 설치 장비

비금도

(BIG)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비금면 고서리 592

좌표 34.7647  125.9108                   높이 : 10m

기록계 Q330S (S/N : 4241)

센서 CMG-40T (S/N : T4P86)

진도

(JND)

주소 전라남도 진도군 지산면 가학리 633-1

좌표 34.41873   126.09557                높이 : 2m

기록계 Q330HRS (S/N : 4291)

센서 CMG-40T (S/N : T4N36)

지도

(JID)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지도읍 감정리 1651

좌표 35.09322   126.15961               높이 : 39m

기록계 Q330HRS (S/N : 4650)

센서 CMG-40T (S/N : T4G11)

안좌도

(AJD)

주소 전라남도 신안군 안좌면 읍동리 산116

좌표 34.74798   126.12406              높이 : 113m

기록계 Q330S (S/N : 4459)

센서 CMG-40T (S/N : T4P22)

표 4-1-2-1 이동식관측소의 위치 및 설치장비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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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그림 4-1-2-1. 이동식 지진관측소 설치. (a) 진도관측소(JND), (b) 비금도관측

소(BID), (c) 지도관측소(JID), (d) 안좌도관측소(AJ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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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및 인공지진 식별

연구지역 외곽 해남군 화원면과 진도군 등에서 소규모 지진파가 집중적으로 관측

되었다. 지진파의 발생시간이 대부분 일과시간에 분포하고 있으며, 진앙이 위성영상

에서 노천 채석장으로 추정되는 장소와 어느 정도 일치하고 있어 이들 지진파의 진

원은 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으로 해석된다. 지진파의 지진원을 정량적으로 식별하기 

위하여 지진파-음파 분석을 수행하였다. 지진파-음파 분석은 지표발파(인공지진)

에서 발생한 지진파와 공중음파 신호를 동시에 탐지하여 지진파의 진원을 인공지진

으로 식별하는 방법이다. 연구지역과 가장 가까이에 위치하고 있는 야미도 공중음

파 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였다. 야미도 공중음파 관측소는 새만금방조제 내 야미도

에 위치하고 있으며, 연구지역까지의 거리는 약 130 km 이다. 지진파의 발생위치

와 시간으로부터 야미도 관측소까지의 거리를 고려한 음파 도달 가능 시간대(수평

전파속도 0.25~0.40 km/s)에서 지표발파와 관련된 공중음파 신호를 확인하였다. 

음파 도달 가능 시간대에서 확인된 특이 음파신호에 대해서는 신호의 후방방위각을 

계산한 후 지진파 진앙과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는 경우 해당 지진파를 인공지진

으로 분류하였다. 연구지역 외곽에서 인공지진으로 추정되는 총 108개 지진이벤트

를 대상으로 인공지진 여부를 확인하였으며, 지진파-음파 분석결과, 7개의 지진이

벤트에서 공중음파 신호가 확인되었다. 이들 이벤트는 모두 해남군 화원면과 진도

군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4-2-1은 7개 지진이벤트에 대한 지진파-음파 분석결

과이다. 각 그림에서 아래 파형은 임시 지진관측소에서 관측한 수직성분 지진파형

이며 위의 파형은 야미도 공중음파 관측소의 음파자료이다. 지진파 신호에 대응되

는 공중음파 신호를 타원으로 표시하고 주파수-파수 분석으로 계산한 공중음파 후

방방위각 결과를 함께 도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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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2013/11/14 02:58:01

  

(b) 2013/11/14 03:05:36

(c) 2013/11/14 04:57:38 

  

(d) 2013/12/18 03:12:31

(e) 2013/12/18 03:20:07

 

(f) 2014/01/25 03:07:41

     

(g) 2014/02/17 05:19:12

      

그림 4-2-1. 인공지진 파형 및 지진파-음파 분석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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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서해연안 지질위험 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2013년 10월 1일 ~ 10월 21일까지 

21일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3차년도 탐사지역

인 목포 연안 해역 일대에 대한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연구지역은 경도 

125°30′을 기준으로 내륙방향으로 수심이 얕고 많은 섬들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

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한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외해방향으로 경도 124°30′까지 

탐해 2호를 이용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측선은 동-서

방향 5′간격으로 주측선 6개, 남-북방향으로 검측선 2개의 약 680 L-km를 설

계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상여건, 해황에따라 유동적으로 탐사측선을 조정하였다 

(그림 5-1-1-1). 

그림 5-1-1-1. 2013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예비측선도. 

항측자료는 영국의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

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설계한 탐사측선을 따라 일정 속도 및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

측자료를 생성하였다.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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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3대의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Spectr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소로는 

Vessel's autopilot system, Bridge PC, Sprint workstation, Gun controller, 

Real time navigation unit (RTNU), Seismic recording system이 있다 (그림 

5-1-1-2). Vessel's autopilot system은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설계한 조

사측선을 따라 탐사선을 자동으로 운항하는 장치이며, Bridge에서는 Bridge PC를 

이용하여 Spectr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Gun controller에서는 에어건의 발파를 제어하며, shot의 정보를 전달한다. RTNU

에서는 GPS에서 수신받은 위치정보, 방위(gyro), 음향측심(echo-sounder), 선속

(speed log), 스트리머 심도 및 방위(compass) 등의 탐사선의 모든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신호를 수신받아 Spectra system으로 전송하며, 외부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1-3).  Spectra system은 탐사선, 음

원, 수진기, RGPS 등의 위치정보 및 물리탐사에 이용되는 모든 센서의 자료를 실

시간으로 입력받아서 기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처리되지 않은 원시(raw) 항측

자료인 P2/94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한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P2/94 파일은 측선의 탐사가 종료된 후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항측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다. 

Sprint 시스템은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자

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및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통신장애에 따른 소실된 

자료들을 내삽/외삽하여 취득한 항측자료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 파일은 매 측선의 발파점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각 장비들의 위치정보 

및 네트웍을 통해 계산된 공통중간점(CMP)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탐사에 사

용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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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Spectra 통합항측시스템 개요도. 

그림 5-1-1-3. 2D 탄성파 탐사장비 및 모식도 .

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시기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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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um)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자료를 통

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는 표 5-1-1-1과 같다.

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5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C-Nav GPS를 primary position으로 Trimble 4000DS 

GPS를 secondary positi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탐사장비의 이격거

리(offset)를 측정하여 계산된 위치정보값을 이용하였다. C-Nav GPS수신기는 각

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

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

에서 취득된 위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

에서 계산된 위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

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

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탄성파탐사의 경우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은 탐사선의 기준점



- 410 -

(Ref)과 일적선상으로 위치하며 탐사측선(분홍점선)을 기준으로 좌현(port)방향으

로 3 m 오프셋을 주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측선(분홍점선)에서 우현(starboard)

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여 탐사측선에 정확하게 공통중심점(CMP)이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1-1-4). 음원은 심부 및 천부지질구조파악을 위

하여 용량을 464 in3로 설계하여 에어건 배열 (airgun array) 한 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다. 음원배열의 중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얕은 수심으로 인한 직접파

(direct wave)가 해저면의 반사파와 겹치지 않도록 30 m가 되도록 설정하였다. 

스트리머의 형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의 컴파스 버드 

(compass bird) 4개를 장착하였으며, 스트리머 위치 정보를 위해 스트리머 후미에

는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부착하여 견인하였다. 다른 물리탐사 장

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 부터 상하좌우 오프

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1-4). 연구지역에 발달한 지질구조를 파악

하기 위하여 한 줄의 스트리머 (streamer)와 한 줄의 음원배열 (airgun array)을 

이용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반사법 탐사 (2D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survey)와 Chirp을 이용한 천부지층탐사, 멀티빔을 이용한 해저지형탐

사, 음향측심, 중력 및 자력 탐사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그림 5-1-1-5). 

그림 5-1-1-4.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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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5. 탐해 2호를 이용한 해양물리탐사 자료취득 모식도.

(나) 소형선박 항측

소형선박을 이용한 탐사에서 해상위치 측정은 Trimble에서 제작한 SPS 351를 

이용하였다 (표 5-1-1-2).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작동원리는 GPS수신기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육상에 고정국(base station)을 설치하고, 위성들을 모니터하여 개별 위성의 거리 

오차 보정치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 이를 작업 현장의 다른 GPS 수신기의 오차보정

에 이용함으로써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DGPS는 고정국의 GPS와 조사선박에 장착한 이동국 (rover) GPS로 구성된다. 

이동국 GPS는 12개 채널을 이용하여 L-band 안테나와 저잡음 앰프로 위성 자료

를 수신하여 조사선박의 위치와 이동속도,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양수

산부 어청도 기지국을 육상 고정국으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WGS-84 타원체의 위

경도와 UTM 좌표를 기록하였다. DGPS의 측정오차범위는 1 m 이내이다.

측량선이 미리 계획된 측선을 따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시간

으로 측량선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Hypack MAX를 사

용하였다. Hypack MAX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써 수로측량의 계획, 실측, 자

료편집, 자료출력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Hypack MAX는 위치

측위기, 음향측심기, 해저면 탐사기 또는 다른 해양조사 장비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써 위치와 수심자료가 함께 입력되어 수심자료의 오차보정, 조위보정 등을 수행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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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자료처리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림 5-1-1-6).

 Model SPS 351

 Manufacturer Trimble

 Channel SPS 351 DGPS/Beacon receiver

 Frequency 283.5~325 kHz

 Position Update Rate 1 Hz, 2 Hz, 5 Hz, 10 Hz

 Protocol NMEA 0183

 Timing  out 1 PPS

 Power supply 12V DC(4.5W)

 Available SW Hypack MaxTM(Coastal Oceanographic Inc.)

표 5-1-1-2.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그림 5-1-1-6.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ypack MAX).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2040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되었다. EM2040 (Tx 0.5°/Rx 1.0°)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200, 300, 40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한 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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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ing)당 400 soundings (256개 beam)을 수신하여 수심 0.5 ~ 500 m 사이의 

천해역에서 수심의 5.5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

정할 수 있는 음향장비이다 (그림 5-1-2-1). 수신기의 빔각은 최대 140°로서 

탐사선의 중심축으로 부터 등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

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

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그림 5-1-2-1. 탐해2호 탑재된 KONGSBERG EM2040 다중 음향측심기 자

료수집 장치. 

본 장비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치 

(transducer), 그리고 처리장치 (processing unit)와 주 통제장치 (HWS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그림 5-1-2-2).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에 장치된 음파의 발신 및 수신하는 2개의 트랜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발생기 (0.5° Tx array)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

는 반면, 음원 수신기 (1.0° Rx array)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처리장치 (processing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

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는 신호제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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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하고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 그

리고 시간, 위치, heading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다. 주 통제 장치 (HWS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5-1-2-2. EM2040 다중음향측심기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

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

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

여야 하며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신된 빔(beam) 

별 스펙트럼에 대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2개의 

DGPS 수신기로부터 위치값, gyro값, 시간값을 수신하고 MRU5 모션센서로 부터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을 수신하여 다중빔으로 전달해주는 통합 시스템

(Seapath300)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을 발신하는 트랜스듀서 주변 음속

값과 전체 수층의 음속값을 측정하여 빔의 왜곡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실시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림 

5-1-2-3). 



- 415 -

그림 5-1-2-3. 다중음향측심기에 필수적 주변장치들. a) Seapath300 

(Kongsberg Seatex) 통합시스템 b) Seapath GPS 수신기 c) MRU5 motion 

sensor d) 표층음속측정 시스템(AML Micro SV).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

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

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

정하여야 한다 (표 5-1-2-1; 그림 5-1-2-4). 

Point No. Lat(N) Long (E) Date

1  34˚ 36.3361´N  125˚ 31.5331´E  08/20/2013

2  34˚ 35.0744´N  125˚ 02.3440´E 10/10/2013

3  34˚ 33.0246´N  124˚ 47.6406´E  10/10/2013

4  34˚ 34.2080´N  124˚ 37.3405´E  10/17/2013

표 5-1-2-1. 탐사지역 내 수층 음속 측정지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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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4. 조사해역의 측정된 수층 음속 값.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 gyro offset은 (0.00°), roll offset은 –
0.20°, 그리고 pitch offset은 0.01°적용되었다. 

(나) 자료처리

해양탐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장비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 

(transm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

하여 해저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 및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 (receiver)에 도달된 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

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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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과 인위적인 요인들을 취

득된 자료로부터 제거 및 보정을 해야만 실제에 가까운 지형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

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1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5).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그림 5-1-2-6). 즉, 탐사 전에 D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

의 위치변동을 확인하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 시 또는 점검 시 기존의 값

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 중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DGPS 수

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모션값이 불안정해지는 

탐사선 회전 구역의 수심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 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400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1-2-7). 실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중요한 보정은 조석

보정으로 본 탐사에서는 조사구역내에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기 때문에 

탐사기간 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의 군산(외항), 어청도, 영광, 위도, 장항, 목포 검조

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롤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격자

보정 과정에서는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리

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최적의 수심자료를 얻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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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탐해2호의 EM2040를 이용하여 획득한 자료는 측선간격이 약 4km정도로 

매우 넓고 수심대비 측정 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400m내외로 좁기 때문에 획

득한 수심자료로 전체 조사지역의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불가능하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이 연구지역내에서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

으로 취득한 자료를 병합하여 최종 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종도면은 도면화 프로그램인 Caris Plot composer 5.0 을 이용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 (projection UTM 51, datum and spheroid 

WGS84). 

그림 5-1-2-5.  Caris HIPS& SIPS 8.1 멀티빔 자료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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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6. 선위 보정(좌) 및 위치보정(우).

그림 5-1-2-7. 측선별 수심보정(좌)과 영역별 격자보정(우).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내부 반사면의 특성을 기준으로 총 5개 정점에서 피스톤

과 중력식 코어러를 이용하여 주상시료를 획득하였다(그림 5-1-3-1~2, 표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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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1. 탄성파/멀티빔 탐사 측선과 시추정점 위치.  

Project
Core 

No.
Longitude (E) Latitude (N)

Length

(m)

Water

depth(m)
Lithology

13HZT-

P01 125˚ 25.6871' 34˚ 5.02870' 1.06 59 Muddy sand

P02-1 125˚ 37.7688' 34˚ 54.9527' 5.85 38 Mud

P04 125˚ 32.2888' 34˚ 49.9757' 4.73 62 Mud

P05 125˚ 26.3291' 34˚ 36.8959' 4.7 30 Muddy sand

P06 125˚ 23.9436' 34˚ 35.0322' 5.67 59 Mud

표 5-1-3-1. 시추코어의 시추위치, 길이, 수심, 및 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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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2. 천부탄성파 자료상의 시추정점 위치

13HZT-P01 정점은 내부반사면이 투명하고 평행한 층을 덮고 있는 현생 표층퇴

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3HZT-P02-1 정점은 음향혼탁층이 표층까지 

올라와 있어 천부 가스의 영향을 파악하고자 선정되었다. 13HZT-P04와 

13HZT-P06 정점은 고해양학 분야의 연구일환으로 흑산머드밸트의 서쪽 경계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3HZT-P05 정점은 흑산도 남부지역에서 해침과 해퇴동

안 차별침식을 받아온 퇴적물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연구지역의 

서쪽 구역은 대부분 해침기 잔류퇴적물인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있어 제외되었다.

 

(나) 자료 분석

① 입도분석

시추퇴적물 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 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2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이 같은 전처리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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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 후 4Φ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한 후 4Φ이상의 사질 및 역질 입자들은 건

조시킨 후 로탭요동기 (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Φ간격으로 분석하

였고, 4Φ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은 2% 확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를 50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icromeritics, Sedigraph 5100)

를 이용하여 1 Φ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별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1968)의 모멘트 방법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② 물성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

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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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음향분석

음파전달속도는 신호투과법 (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한 자동

음파전달속도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장치는 기

존의 음파전달속도 측정방법들보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노이즈에 의

해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상의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자료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원리는 펄스 발생기(Tektronix, 

TM502A)에서 발생된 펄스를 채널 1에는 표준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ΔT)를 이용한 아래의 식에 의해 속도가 

계산된다.

Vp = L/ΔT (Vp p파 속도, L 시료 직경, ΔT 표준신호와 통과신호의 시간차)

④ 가스 분석

 

공기층 (headspace) 가스 분석을 위하여 선상에서 앞부분이 절단된 5 ml 주사

기 (syringe)를 이용하여 퇴적물 시료를 30 ml 유리 바이알 (glass vial)에 채취

한 후, 포화된 고농도의 NaCl를 유리병에 첨가하여 butyl tubber septum과 알루

미늄 캡으로 밀봉하였다.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는 실험실 분석을 위해 4℃로 냉

장하여 보관･운반하였다. 

퇴적물에 포함된 공기층 가스 중의 탄화수소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

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를 실험실에서 ODP Technical Note 30 (Pimmel and 

Claypool, 2001)에 의해 65℃로 30분간 가열하여 가스를 추출하였다. 공기층 가

스내 탄화수소 가스 성분과 농도 분석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Agilent 

Technologies의 7890A GC을 이용하여 분석하였다.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의 성분 

분리를 위해서 모세관 칼럼 (plot fused silica column: 길이 50m, 내경 0.32mm, 

필름 두께 0.5 μ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로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분석 시 GC의 주입구 온도는 230℃, 검출기 온도는 250℃로 고

정시켰고, 오븐의 온도는 35℃로 5분간 유지시킨 후 20℃/min으로 195℃까지 상

승시켰다. 탄화수소 메탄 (CH4)가스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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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0 ppm, 1%, 10%와 100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으며, 에탄 (C2H6), 프로판 

(C3H8), 아이소 부탄 (iso-C4H10), 부탄 (C4H10), 아이소 펜탄 (iso-C5H12), 

펜탄 (C5H12),헥산 (C6H14)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

와 1%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다. 

메탄가스의 기원과 가스 이동을 규명하기 위하여 메탄의 탄소 및 수소 동위원소 

(δ13CCH4, δDCH4) 분석을 미국 ISOTECH사의 GC/IRMS (Gas 

Chromatograph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분

석의 정확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표준시료를 이용하였다. 탄소 동위원소 분석의 표

준물질로는 V-PDB를 이용하였고, 수소 동위원소 분석의 표준물질로는 V-SMOW 

를 이용하였다. 분석 재현성은 탄소 동위원소 (δ13C)의 경우 0.1‰이고, 수소 동

위원소 (δD)의 경우 2‰이다. 측정값들은 표준물질을 이용하여 아래와 같은 식에 

의해 계산하였다.

δ (‰) = (Rsample/Rstandard - 1) X 1000

Rsample과 Rstandard은 각각 시료와 표준시료의 13C/12C 또는 D/H.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FM Full-Spectrum Seismic System은 CHIRP 기술을 이용한 고분해능 탄성

파 탐사기로써, 0.5 ~ 12k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표 5-1-4-1). 송/

수신기가 견인체(Towfish)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견인체 직하부에서 반사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세립질 퇴적층에서 고해상도의 지층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투과 심도는 낮기 때문에, 얕은 해저 지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종류

의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를 시험한 후, 최적의 결과를 보인 0.5 ~ 7.2kHz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다 (표 5-1-4-2, 그림 5-1-4-1). 송신기 예

인체 (Towfish)와 D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 (Offset)을 최소로 하고, 동시에 잡

음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체를 조사 선박의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후처리 과정

에서 Offset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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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작사 EdgeTech (U.S.A.)
신호 처리 장치 AT & T DSP32C

송수신기 
펄스 유형 FM with amplitude and phase weighting

주파수 범위 0.5∼12kHz
음원 수준 212dB

표 5-1-4-1. 첩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46ms

Shot interval 0.5 sec

표 5-1-4-2. 첩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그림 5-1-4-1. 첩 탄성파 탐사 측선. 

(나) 자료처리

획득된 디지털 탄성파 자료는 SEG-Y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획득된 자료는 탄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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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SPW™와 SU (Seismic Unix)의 포맷으로 변환되어 

자료 처리에 이용되었다. 

탄성파 자료 중에 일부 대표적인 단면을 선택하여 이득 조절, 필터링의 변수들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변수들은 다른 모든 측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5-1-4-2). 필요한 일부 측선의 경우, 편집(Editing), 정보정(Static Correction) 

및 뮤팅(Muting) 등의 자료 처리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탄성파 자료 특성에 따라 

최선의 자료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후처리 과정

을 마친 후, 측선별로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1-4-2. 첩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자료 편집 (Editing)

첩 및 스파커 (Sparker)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원의 

직접파가 첩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첩 탄성파 지층 기록의 질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파

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첩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지층 기록

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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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파 자

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고

분해능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

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

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지

난 2011년 부안 북부 해역 조사 시에 12초 이하였던 것과는 달리 6초 이하인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부안 북부 해역과 비교하여 금번 영광 인근 해역에서의 

너울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까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6초이상 주기

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

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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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취득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

에 의해서 결정되며,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2,200 Joule 범

위로 에너지 세기를 변경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스파커 탄성파 자료는 

탐사 목적에 따라 흑산 해역 일대와 장산도 해역 일대의 두 지역으로 나누어 획득

하였다. 

① 흑산 해역

흑산 해역 일대에서의 심부 해저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Applied Acoustic 

Engineering사의 Sparker System을 사용하였다(표 5-1-5-1~2). 본 스파커 탄

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신소자로 구

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구분 내용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주처리 장치 PC Workstation

송신기

Power Range 100 ∼ 2,200J

주파수 범위 0.3 ∼ 1kHz

음원 수준 224dB at 1,550J

표 5-1-5-1. 스파커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내용

모델명 CSP-1000-8007/1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Element No. 20

주파수 범위 0.1 ∼ 10kHz

표 5-1-5-2. 수신기 제원

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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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 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

다 (표 5-1-5-3, 그림 5-1-5-1). 이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구 조사에서 

선택되었던 에너지 수준과 동일하다. 송신기 및 스트리머 수신기를 조사 선박의 후

위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33 ms

Shot interval 1 sec

Source power 1,000 Joule

표 5-1-5-3. 스파커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그림 5-1-5-1. 흑산 해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② 장산도 해역

장산도 해역 일대에서 육상 지질구조선의 연장과 해상심부 해저지질구조를 파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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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위하여 SIG mile Sparker System을 사용하였다(표 5-1-5-4, 그림 

5-1-5-2). 본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 역시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으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신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탐사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를 시험한 

후 최적의 결과를 보이는 500 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음

원과 수신기는 조사선박 후미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오프셋 값을 보

정하였다. 음원의 발파간격은 1초, 샘플링간격 0.1 ms, 저장시간 300 ms로 설정

하여 SEG-Y형식의 디지털 자료로 저장하였다.

Model SIG mile Sparker System

Manufacturer S.I.G

Input voltage 230 VAC, 50-60 Hz

Generator required 10 KVA single phase

Output voltage 3.2 and 4.0 KV DC

Power selections 160-250-500-750-1000-1300-1500-2000 Jules

표 5-1-5-4. 탄성파 탐사기(SIG mile Sparker System)의 제원

그림 5-1-5-2. 장산도 해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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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포맷 변환(Format Transformation)

획득된 스파커 SEG-Y 자료는 0 ~ 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평균값 편중(DC bias)을 제거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② 뮤팅(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역에서는 중첩되어 나

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

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

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

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

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

③ 이득 조절(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

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④ 필터링(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100 ~ 700 Hz 대역의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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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취득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 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

수를 입력하여 전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스트리머 (streamer)로부터 오는 탄성

파자료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종 정보 (항

측 및 부가 장치 정보 등)를 기록한다.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Sercel사의  Sentinel 솔리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section 길이가 

150 m이며, 12.5 m의 채널간격으로 12 채널 (channel)을 구성하고 있어 연구목

적에 따라 스트리머의 section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탄성파 자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

료를 전송받아 발파자료,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배경잡음 수준 및 근거리 

(Near-Field) 하이드로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1

번 채널의 기록자료를 통한 지하내부 구조를 일차적으로 보여준다 (그림 

5-1-6-1). 

그림 5-1-6-1. E-sqcpro 시스템에서의 탄성파 자료 품질관리.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음원조절 시스템으로 SPECTRA 항측 시스템으

로부터 발파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에어건 (airgun)으로 전달하여 음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에어건 발파를 위한 압축공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성된다. 에어건(airgun)은 Bolt사의 제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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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며, 2가지 형식(1500 LL, 1900 LLX)으로 다양한 용량을 가진 에어건을 

배열하여 사용한다. 탐해 2호는 4개의 ar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의 array에

는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하여 최대 4,578 in3의 용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195, 125, 90, 54 in3를 조합하여 464 in3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압

축공기의 압력은 2,000 psi에서 발파가 이루어진다 (그림 5-1-6-2).

그림 5-1-6-2. 에어건 배열 모식도.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은 평균 300 m 간격으로 스트리머에 부착하

여 스트리머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

하여 스트리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6-1과 같다. 그룹간격 

12.5 m의 12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리머 4개를 연결하여 총 600 m, 48 채널

의 스트리머를 사용하였고, 음원과 첫 번째 채널과의 거리는 얕은 수심으로 인한 

직접파와 해저 지층반사파의 겹침을 방지하기 위하여 30 m로 설정하였다. 음원은 

에어건 4개를 배열한 464 in3 용량 1개의 array를 사용하였다. 음원의 발파간격은 

25 m로 설정하였으며, 1 msec 샘플링 간격으로 심부 6초까지 탄성파 자료를 기

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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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m

 No. of channels :  48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30 m

 Streamer depth:  6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1

 Volume per source:  464 in3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를 위하여 목포 연안해역 일대를 탐사하고 취득한 

자료는 총 13개의 측선으로, 탐사거리는 약 670 L-km이다 (그림 5-1-6-3). 미

리 설계한 예비측선을 따라 동-서방향의 주측선 6개, 남-북방향의 검측선 2개를 

탐사하였으며, 흑산도 인근 지역의 얕은 수심과 해상 장애물의 영향으로 탐사측선

을 조정하였다. 또한, 흑산도 북서방향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진앙지 주변을 남-북

방향으로 4개의 측선을 추가 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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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3. 2013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나) 자료처리

서해연안 지질위험 요소 연구를 위하여 목포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물리탐사를 수

행하고 총 13개 측선에서 약 670 L-km의 탄성파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자료는 

1 ms 샘플링 간격으로 6 s 까지 기록하였으며, 표 5-1-6-2는 측선별 자료 취득 

정보를 보여준다.

Sequence Line Name
Shooting

Direction

First

Shotpoint

Last

Shotpoint

Line Length 

(m)
1 13HZT-102 270° 1681 4670 74,750

2 13HZT-101 090° 901 4580 92,000

3 13HZT-103 270° 2411 4678 56,700

4 13HZT-105 090° 1051 5331 107,025

5 13HZT-106 270° 421 3805 84,625

6 13HZT-104 090° 1801 3262 36,550

7 13HZT-303 000° 2211 3601 34,775

8 13HZT-301 180° 1001 3601 65,025

9 13HZT-102A 090° 1691 201 37,225

10 13HZT3-111 000° 1001 1940 23,500

11 13HZT3-115 180° 501 1413 22,825

12 13HZT3-119 000° 1001 1730 18,250

13 13HZT3-127 180° 701 1413 17,825

표 5-1-6-2. 측선별 자료취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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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탐사 지역에서 취득한 항측자료 (UKOOA P1/90), 

탄성파 기록 자료 (SEGD), 탐사 관측기록 자료 (observer log)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탄성파 탐사 전산처리 소프트웨어인 Landmark Graphic사의 

ProMAX 2D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처리를 수행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ProMAX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탐사 지역의 지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산처리 

모듈을 테스트 한 후에 선택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합단면도를 

출력하였다.

탐사지역의 수심은 외해에서 내해로 갈수록 수심이 줄어들어 90~30 m사이로 대

부분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다. 얕은 수심에서의 탄성파 탐사에서는 수심의 약 2배

의 깊이마다 발생하게 되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들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고, 직접파 

또한 천부의 지층 반사면 기록들과 섞여 있어서, 실제 지질구조를 파악하기에 어려

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처리에서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듈인 WEMR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을 적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산처리 과정은 SEGD 입력, 지형자료 입력, 탄성파자료와 지형정보의 일치, 발

파지연 보정, 트레이스 편집, 주파수 필터링, WEMR, 실 진폭 보정, 속도분석, 경사 

동보정, 중합, 구조보정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1-6-4). 

그림 5-1-6-4. 에어건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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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탐사시 기록자료는 한 shot 마다 하나의 SEGD 파일로 저장이 되어 한 측선의 

탐사가 끝나면 수천 개의 SEGD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수천 개의 SEGD 파일들

을 하나의 파일로 합친 후, ProMAX 데이타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자료는 

trace header의 필드파일번호, 탐사년도, 기록날짜, 채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5-1-6-5). 데이터 취득 시 획득

된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은 ProMAX2D 모듈인 2D marine geometry 

spreadsheet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탐사시 설정한 자료취득 변수와 취득된 항측

정보를 입력 한 후, 필드파일번호(FFID)로 기록자료와 항측자료의 정보를 일치시

켰다 (그림 5-1-6-6). 본 자료는 25 m 간격으로 음원을 발파하여 12.5 m 간격

으로 배열되어 있는 48개 채널에서 취득한 자료로서, 공통중심점(CDP) 간격은 

6.25 m 이며, 약 12개의 중합수(CDP fold)를 가진다. 입력한 지형정보가 데이터

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었다면 Database Tool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6-7A는 공통중심점 중합수 (CDP fold)를 도시하고 있으며, 12 fold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중합수가 12 fold 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는 탐사라인을 이탈하

거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리머의 휘어짐으로 공통중심점 간격이 맞지 않아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오차값이 크지 않아 자료 처리에 큰 영향

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5-1-6-7B는 공통중심점의 X, Y 위치와 fold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그림 5-1-6-5. Shot 모음의 trace 기록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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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6. 지형정보 입력. 

그림 5-1-6-7. (A) 공통중심점(CDP) 중합수. (B) 공통중심점(CDP) XY 위치

와 중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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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발파지연 보정(Linear Moveout Correction)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시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와의 거리는 30 m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달 속도가 1480 m/s로 가정한다면, 음원

을 떠난 탄성파가 보낸 후 첫 번째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20 

msec이다. 그림 5-1-6-8은 음원 발파 후 첫 번째 수진기에서 받은 탄성파 기록 

모음이다. 그림 5-1-6-8A에서 보듯이 보정 전의 직접파 주시는 약 120 msec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을 20 msec에 기록되도록 헤더 값을 100 msec 만큼 

보정해 주었다.

그림 5-1-6-8. (A) LMO 수정 전의 1번채널 모음, (B) LMO 수정 후의 1번채

널 모음.  

(마) 트레이스 편집(Trace Edit)

해상에서 자료취득 시 어장 및 어선 또는 탐사장비의 기계적 결함, 기상악화 등

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다. 이러한 잡음들

은 탄성파 기록의 품질을 저해하기 때문에 Trace Kill 모듈과 트레이스 통계 

(Trace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하여 각 trace들의 통계적 값들을 구해 불량 트레

이스들을 선별하여 제거하였다 (그림 5-1-6-9). 취득한 탐사자료는 자료결과에 

영향을 주는 불량 트레이스들이 거의 없어서 최소한의 편집과정만 거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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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9. (A) 트레이스 평균에너지(TRCAMPS) 그래프. (B) 트레이스 

스파이크(TRCSPIKES) 그래프.

(바) 주파수 필터(Frequency Filter)

해상에서 획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 (random noise)들이 섞여서 취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

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 에서 110 Hz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천부의 고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8-12-150-160 Hz 의 대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시켰다 (그림 

5-1-6-10). 특정 속도를 갖는 직선상의 잡음들과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주파수-파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 필터는 주로 저속도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필터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다각형을 디자인하여 다각형으로부터 

분석된 고유의 값들이 T-X 영역에 적용되어 다각형을 제외한 지역의 자료들이 제

거된다 (그림 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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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0. Shot 모음에서의 진폭스펙트럼 분석.

그림 5-1-6-11.  F-K 필터 적용 전(A), 후(B) 의 Shot 모음. 

(사)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WEMR)

본 연구지역은 수심이 약 90~30 m사이로 수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깊이마다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동방정식의 특성을 이용한 WEMR 모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중합단면도에서 

해저면의 시간 깊이값을 추출하여 트레이스 헤더에 입력시킨 후 각 트레이스 마다 

시간 깊이, 진폭 인자와 위상 각도를 분석하여, 원본 자료로 부터 다중반사를 예측

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림 5-1-6-12). 그림 5-1-6-13A와 B는 각각 WEMR

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brute stack 단면으로서 WEMR의 결과 해저면 다중반사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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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6-12. WEMR 적용 전과 후(화살표)의 Shot 모음.

그림 5-1-6-13. WEMR 적용 전(A), 후(B)의 저급중합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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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탄성파 에너지는 구형 발산으로 심부로 진행하면서 이동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와 지층에서의 흡수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소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감소

된 진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모듈 중에서 

속도값을 이용하는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모듈을 사

용하였다. 탄성파의 이동시간과 속도 값에 대한 진폭보정으로 심부의 에너지가 어

느 정도 보상된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4).

그림 5-1-6-14. 참진폭 보정 전(A)과 후(B)의 shot 모음.

(자) 곱풀기(Deconvolution)

탄성파 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파와 반향파 등을 제거하여 

수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측곱풀기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적용하였다. 예측 곱풀기는 반사파 기록의 초기 시간정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다중반사파 및 반향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실제 지형의 

반사파를 뚜렷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적의 예측 곱풀기 연산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parameter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림 5-1-6-15A). Parameter test 

결과 파형이 잘 분리되어 있는 240 ms를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였다. 연산자 길이

를 선택한 후, 곱풀기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distance)를 선정하기 위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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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parameter test를 실시한 결과 파형이 충분히 압축되어 있는 12 ms를 최종 연

산자 예측 거리로 선택하였다 (그림 5-1-6-15B). 예측곱풀기를 실시한 후에는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 

  

그림 5-1-6-15. 예측곱풀기 파리미터 테스트. (A) 곱풀기 연산자 길이 테스트, 

(B) 곱풀기 예측거리 테스트.

(차)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탄성파 자료 처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Velocity Precompute 모듈을 이용하여 인접한 5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supergather로 만들어서 semblance, common offset 

gather, supergather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16A).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추하여, 속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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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velocity viewer 모듈을 이용하여 속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합단면도 상에 속

도 분포도를 볼 수 있어서 층의 변화에 따른 좀 더 정밀한 속도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5-1-6-16B). 속도 분석은 공통중심점 160개 간격인 1 km 마다 실시하였

다. 같은 방법으로 2차 속도 분석 및 NMO 보정된 common offset 모음에서 경사 

동보정을 위한 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6-16. 속도 분석을 위한 패널(A)과 볼륨 단면도(B). 

(카) 구조보정 (Migration)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값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중합 후 시간영역에서의 구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해주었다. 그림 5-1-6-17은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중합 후 구조보정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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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7. 전산처리 후 최종 탄성파 단면도.  

(타) 자료 출력(Data Output)

ProMAX 형식으로 처리된 최종 자료를 가장 보편적인 형식의 SEGY 자료로 변

환하여 출력하였다.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

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링

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 (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루

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

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

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정

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보

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밀

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

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 (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 (me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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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

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

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

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

를 측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

이 보정값은 시간당 0.0011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

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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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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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26 mGal에서 0.01 

mGal로 감소하였다.

㉵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②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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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 ~ 3 % 정

도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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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 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

거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24.5 nT에서 0.06 nT로 감소하였다.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 자료

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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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금년 연구지역의 해저지형은 흑산도를 기준으로 수심 10 ~ 60m 이내의 완만하

고 평탄한 연안역과 남-북방향과 북서-남동방향 타원체 지형을 갖는 수심 60 ~ 

105m 사이의 외해역으로 구분된다(그림 5-2-1-1). 내해역은 현생 니질퇴적체인 

황해남동부  니질퇴적체(Southeastern Yellow Sea Mud)로 두껍게 덮여있어 매우 

완만하지만 연안의 섬들사이에서 매우 복잡한 지형을 보인다. 황해남동부 니질퇴적

체는 1980년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그 분포범위와 퇴적학적 특성에 대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그 분포는 대략 북쪽으로 위도와 변산반도사이에서 시

작해서 제주도 서북단 해역까지 연안을 따라 연결되며, 총 길이는 250km이상, 폭

은 20 ~ 55km, 두께는 중앙부에서 최대 50m를 넘고 면적은 약 8,100km2 인 것

으로 나타났다 (그림 5-2-1-2). 연구자에 따라, 흑산머드밸트(Huksan Mud 

Belt, HMB)로도 불리우는 이 현생니질퇴적체는 탄성파 자료상에서 음향혼탁층

(acoustic turbidity, AT)으로 표시되는 가스충진층(gas charged layer)이 넓게 

존재하고 짧은 시기에 많은 양의 세립질 퇴적물이 삭박되고 다시 급격히 퇴적되었

기 때문에 그 퇴적지작과 분포특성에 대하여 지속적인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흑산도 서쪽과 동쪽에는 수심 100m가 넘는 깊은 해저곡(submarine trough)이 

북서-남동방향으로 놓여있다. 일반적으로 조류가 강한 환경의 섬주변에서 나타나는 

모우트(moat)는 조류의 흐름을 막는 섬의 지형적 영향으로 조류가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에 발달한다. 그러나 흑산도주변의 해저곡은 이와는 반대로 조류의 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고 해저곡의 일부지역에서 암반이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구조적인 침강으로 보이며 해침이후에 강한 남북방향의 조류영향으로 침식이 강화

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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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연구지역의 광역 해저지형.

그림 5-2-1-2. 서해 연안의 모래사퇴 분포 및 표층 퇴적물 분포도.

외해역에는 황해 동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모래사퇴의 남쪽 경계가 일부 포함

된다. 천해저에서 이처럼 길게 발달한 모래사퇴의 기원은 다양한데, 일반적으로 대

륙붕이 좁고 파랑이 크고 빈번한 지역에서는 폭풍기원과 잔류사주기원이 우세하고, 

연구지역과 같이 대륙붕의 폭이 넓고 조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조류기원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대부분 해수의 유동이 활발하거나 모래의 공급이 풍부하고 초기 해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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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주로 대륙붕에 발달한 모래사퇴는 왕복

성 주기를 갖는 조류에 의해 형성되는데 창조류와 낙조류의 세기가 유사할 경우 좌

우 대칭형의 구조를 갖는 반면 두 조류의 세기가 다를 경우 net current 방향으로 

급경사면(Lee side)이 발달하게 된다. 연구지역의 모래사퇴의 경사도는 1°미만이

며, 동쪽 경사면이 상대적으로 더 낮은 비대칭형태를 보인다.

연구지역과 같이 조류가 강한 대륙붕 및 연안지역에서는 유수에 의해 표층 퇴적

물 이동하면서 생긴 굴곡진 형태의 해저지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유수의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적으로,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흐름과 층면 형태간에 평형상태가 이루

어지는데 이때 흐름과 평형이 이루어진 상태의 층모양을 층면구조(bedform)라고 

한다. 이러한 층면구조는 해저면에서 퇴적물의 입도, 유속, 수심변화에 따라 연흔

(ripple), 거대연흔(megaripple), 모래파(sand wave)의 형태로 나타난다. 

조사지역의 북위 35°부근과 그 이북의 해저면에서 모래파가 우세하게 나타난 반

면, 북위 34°50′이남에서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2012년 조사지역에서 주로 

사퇴의 상부에 나타난 모래파와 달리, 금년 조사지역의 모래파는 해저면상에 피복

된 형태로 나타난다. 이는 해침동안 잔류퇴적물로 남았다가 현재의 퇴적환경과 평

형을 이루고 있는 지지형태의 모래파로 보인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5). 모래사

퇴의 형성은 저해수면 환경하에서 홀로세이전에 조간대나 기수지역에서 퇴적된 세

립질층이 마지막 빙하기동안 대기중에 노출되어 침식을 받은 후 홀로세 해침초기, 

즉, 현재보다 강한 조류의 영향하에서 선형의 모래사퇴를 형성하고 현재 고해수면

하에서 조류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재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6). 이러한 사퇴는 등성이 정부에서 모래층이 얇으며 골짜기로 내려갈수록 

두꺼워는 특징을 보이며 사퇴의 상부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파, 거대연흔은 대부분 

사퇴의 정부를 향하고 있다.      

(나) 특이 지형

지난 20여년간 고해상 멀티빔 장비의 발달로, 광폭의 해저면 맵핑이 가능해짐으

로서 지질재해와 관련된 해저면 연구가 크게 발전하였다. 즉, 멀티빔에서 나타난 고

해상 해저지형 자료는 해양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Geological process)를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멀티빔에서 나타난 단층/습곡형태의 지형은 

화산이나 지진활동의 흔적을, 이동하는 bedform은 쇄설성 입자의 높은 퇴적율을, 

가파른 경사나 협곡지형은 경사침식의 결과를, 그리고 사태흔적(landslide scars)

은 퇴적물체의 이동과 failure와 같은 지질학적 현상을 반영한다(Chiocc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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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idente, 2011). 금번 연구지역의 각 측선상에 나타나는 특이지형은 총 10 곳(그

림 5-2-1-3)으로 지구조활동을 반영하는 특이지형은 나타나지 않았고 대부분 유

수(fluid)에 의해 형성된 지형들이 우세하다.     

그림 5-2-1-3. 조사측선상의 특이지형 위치.

금번 조사지역의 외해역은 대부분 그림 5-2-1-4의 No. 1처럼 매우 평탄하고 

단조로운 해저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단조로운 지형은 대부분 잔류퇴적물이 

얇게 덮여있고 수심이 깊어 조류의 영향을 받지 않는 환경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광역지형에서 기술한 바와 같이, 조사지역의 서북쪽(북위 35。)부

근에서 모래파가 우세하게 나타난다(No. 2, No. 5). No.2과 No.5지역의 모래파 

정부(crest)방향이 조류의 방향과 수직임을 고려할 때 이 지역의 왕복 조류가 수심

이 90m이상 깊은 곳까지 영향을 끼치는 것으로 보인다. No. 2와 No. 5의 정부선

(crest line) 방향이 서로 다른 것은 짧은 거리에서 조류방향이 바뀌는 것을 보여

준다. No. 3지역은 홍도의 서남쪽 20km에 위치하며 기반암이 노출된 지형을 보여

준다. 일반적으로 서해는 암반 노출지역이 거의 잘 나타나지 않으나 연구지역에서

는 흑산도 주변으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이는 과거 이지역이 퇴적물로 덮이기 전 

고지대였음을 반영한다. 

No. 4지역은 홍도 서쪽 18km지점으로 암반노출 지형이 아니라 해침과 해퇴시에 

차별침식 후 잔류한 고화된 지층으로 보인다. No. 6과 No. 10의 주변 지형보다 꺼

진 형태의 지형은 저해수면 시기에 강한 침식을 받은 후 고해수면동안 퇴적물의 유

입과 퇴적이 거의 일어나지 않는 환경을 반영한다. No. 7에서 나타난 거대연흔

(Mega ripple)은 높이 1m, 폭 10m를 갖고 조류방향과 정부선(crest line)이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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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이룬다. No. 8 지역은 흑산도 동남쪽에 위치하며 광역지형에서 나타난 흑산도 

서쪽 해저곡의 남쪽 가장자리에 해당한다. No.9의 형태는 어로활동에 의한 어구들

이 해저면을 긁고 지난 자국으로서 긁힘 방향이 남북방향의 조류방향과 일치한다. 

그림 5-2-1-4. 2013년 조사지역의 특이 지형.

(다) 장산도 해역 지형

항공 및 위성사진 자료에 따르면, 연구지역내 목포주변 육상지형에서 북동-남서

방향과 북서-남동방향의 구조선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구조선의 연장성을 

조사하기 위하여 구조선이 지나가는 선상에서 해저지형 자료를 획득하였다. 목포연

안의 해저지형은 일반적으로 조간대가 발달한 수심 20m이하 해역에서는 단조로운 

지형적 특징을 보이나 도서들이 많이 존재하는 목포 외해쪽 20m 이상인 해역에서

는 상당히 복잡하고, 급격한 수심변화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목포연안의 조류는 밀

물때 1.0 ~ 3.3 knots이고 썰물때 1.0 ~ 3.0knots를 보이나 도서들사이의 좁은 

협수로에서는 6.0knots이상을 보이고 대조차환경을 보인다. 

그림 5-2-1-5에 보는 바와 같이, 육상 구조선의 연장선이 지나는 연안의 해저

지형은 수심 17 ~ 45m의 범위를 갖고 북쪽지역에서는 북동-남서방향의 좁은 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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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이 나타나며, 남쪽으로 갈수록 폭이 넓어진다. 천부 및 심부 탄성파 자료를 통하

여 보다 정확한 하부층의 구조를 파악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이나 멀티빔 자료만을 

고려할 때 해저면의 특성은 육상 선구조의 연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2011년과 

2012년 조사지역에서도 동일하게 육상 선구조의 해상으로 연장은 나타나지 않았

다. 등수심선이 매우 불규칙하고 가파른 변화를 보이는 것은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퇴적보다는 침식이 활발한 지역으로 보인다. 

그림 5-2-1-5. 목포 연안 육상 지구조 연장선상 해저지형.

(라) 외연도 해저지형

2013년도 서해 외연도 부근에서 6월부터 11월사이 모두 32차례의 지진이 발생

했고 7월 13일에 최대 진도 3.5의 강도를 보였다(그림 5-2-1-6). 지진 발생이

후 외연도부근 해저지형 변화여부를 파악하기 위하여 멀티빔 탐사를 수행한 결과, 

외연도 남동부에 노출된 암반(수심 38m)주변으로 해자(moat)형태의 침하지대가 

나타났다. 최대수심은 71m이고 주변수심은 45 ~ 53m로 나타났다. 북동-남서방향

의 폭은 약 2km, 북서-남동방향의 폭은 약 1km를 보인다(그림 5-2-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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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6. 서해 외연도 멀티빔 조사지역 및 지진발생지점(2013년 총 32

회). 

그림 5-2-1-7. 외연도 남부 지진 발생이후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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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8은 해저지형의 3D 영상이미지를 수직방향으로 10배 과장하여 지

진발생지역의 해저면 특성을 보여준다. 지진의 영향유무를 판단하려면 지진발생 이

전의 정밀 해저지형 자료와 비교·검토가 선행되어야 하는데 기존에 멀티빔을 통해 

조사된 자료는 없고 국립해양조사원이 발행한 해도(그림 5-2-1-6)뿐이기 때문에 

지진 전후의 차이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그림 5-2-1-8. 3D 영상이미지(수직 10배 과장).

일반적으로 서해나 남해의 조류가 강한 환경 하에서 도서나 암초주변에 해자(그

림 5-2-1-8 No. 1)가 발달하는 것을 쉽게 볼 수 있다. 그림 5-2-8의 No. 2는 

돌기(convex)형태 지형으로 흐름에 의해 남서방향으로 이동한 형태를 보인다. 그

림 5-2-1-8의 No. 3은 북동-남서방향으로 최대 8m 낙차를 갖는 지형을 보여준

다. 외연도 주변의 조류의 방향은 계절적으로 바람의 영향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

나 일반적으로 밀물 때 북동류(30°), 썰물 때 남서류(210°)로 0.8 ~ 1.0knots

의 유속을 갖고 섬들 사이에서 상대적으로 빠른 유속을 보인다. 비록 지진 발생 전 

정밀 해저지형자료가 없기 때문에 결론적으로 판단하기는 어려우나, 전체적으로 침

하된 지형의 방향이 조류의 왕복 방향과 일치하고 침하구간(해자 포함) 폭이 2km, 

길이가 3km로 규모가 적고 제한적인 것으로 보아 지진발생에 의해 변형된 지형으

로 보이지 않는다. 이러한 지형은 아마도 저해수면 때 형성된 저지대로서 해침이후

에도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침식이 우세한 환경 하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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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외연도뿐만 아니라 2013년 4월 21일 흑산도 북서방향 110km 해역에서 진도 

5.0의 강진이 발생하였는데 진앙지점에서 멀티빔 조사결과 해저 지형 자료상에서 

뚜렷한 지형적 특징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2) 퇴적물 특성

연구지역에서 채취한 시추 퇴적물 결과와 기존 연구자료(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5)를 종합해 볼 때 연구지역의 표층 퇴적상은 massive sand, homogeneous 

clay, laminated silt, massive silt, bioturbated muddy sand, gravelly 

bioturbated muddy sand, muddy gravel로 세분된다. 퇴적물의 입도는 조립점토

에서 조립사까지 다양하나 주로 중립 실트와 세립사가 우세하나 퇴적물의 분급은 

대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massive sand는 자은도 앞 사퇴발달 지역과 북서쪽의 모래파 발달지

역에 분포하고, homogeneous clay는 육지에 가까운 수심 10m 미만의 연안과 남

북방향의 mud belt 동쪽에 분포한다. laminated silt와 massive silt는 mud belt위

에서 주로 나타나고 bioturbated muddy sand는 동경 125°30′서측에 넓게 분포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gravelly bioturbated muddy sand는 연안역에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다. muddy gravel은 주로 흑산도를 포함한 도서주변에서 우세하게 나

타나는데 이는 역의 공급이 용이하고 섬주변의 빠른 유속의 영향으로 보인다. 연구

지역에서 다양한 퇴적상이 나타나는 요인은 내륙의 도서들과 육지 사이에 형성된 

여러 수로, 빠른 유속, 금강으로부터 유입되는 쇄설성 퇴적물 등의 복합된 영향으로 

보인다.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3HZT-P01

수심 59m에서 채취한 13HZT-P01 코어의 길이는 약 99cm로 very dark 

greenish gray(10Y 3/1)를 보인다(그림 5-2-2-1). 습윤밀도는 1.9~2.0g/㎤, 

입자밀도는 2.5~2.8g/㎤, 공극률은 39.3~48.7%, 함수율은 21.0~26.7% 범위를 

보인다(표 5-2-2-1). 전단응력은 3.2~4.3kPa 범위로 깊이에 따른 큰 차이는 없

다(표 5-2-2-11). 평균입도는 2.3~4.5Φ 범위를 보이며 퇴적물 유형은 mS이다. 

분급도는 1.55~1.81Φ 범위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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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표 5-2-2-2, 그림 5-2-2-2). 대체적으로 입도가 불량하고 전체구간에서 패

각편이 고르게 포함되어 있고 생물교란 흔적이 거의 타나나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massive한 니질사가 우세하게 분포하는 것으로 볼 때 current의 영향을 강하게 받

는 환경으로 보인다.

그림 5-2-2-1.  13HZT-P01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9  2.62  2.49  41.21  23.17  
10 1.91 2.68 2.56 42.28 23.48 
30 1.92 2.78 2.67 45.64 25.24 
50 1.90 2.76 2.57 43.33 24.19 
70 1.99 2.71 2.61 39.35 21.03 

90 1.94 2.84 2.80 48.67 26.69 
100 2.04 2.82 2.82 43.26 22.49 

표 5-2-2-1. 13HZT-P0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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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t

Type(cm)
Grave

l
Sand Silt Clay

0 7.50 1.81 0.14 2.00 0.00 0.63 60.55 38.83 M
10 7.20 1.64 0.20 2.00 0.00 0.19 66.54 33.27 Z
30 7.32 1.80 0.07 2.30 0.00 1.68 62.64 35.68 M
50 7.44 1.66 0.08 2.16 0.00 0.43 61.81 37.76 M

70 7.45 1.64 0.11 2.45 0.00 1.51 62.84 35.66 M
90 7.25 1.71 0.24 2.28 0.00 1.22 65.90 32.88 Z
100 7.43 1.55 0.05 2.15 0.00 0.25 59.02 40.73 M

표 5-2-2-2. 13HZT-P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2. 13HZT-P0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② 13HZT-P02-1

 

수심 38m에서 채취한 13HZT-P02-1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575cm로 5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3). 코어 전체에서 가스형성에 의한 틈

(void)이 넓게 나타나고 214-337cm 깊이에서 패각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퇴적물의 색은 dark greenish gray(5GY 4/1)이다. 습윤밀도는 1.6~1.9g/㎤, 입자

밀도는 2.4~3.0g/㎤, 공극률은 53.4~66.9%, 함수율은 30.1~43.5%의 범위를 보

이며 물리적 특성의 차이가 크게 나타나지 않는다(표 5-2-2-3). 전단응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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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9.1kPa 범위를 보이며(표 5-2-2-11) 평균입도는 5.6~7.5Φ사이를 보인다

(표 5-2-2-4). 전체적으로 세립하고 퇴적물 유형은 100cm 이상의 상부에서는 

Z, 100~300cm 사이에는 M, 300cm 이하의 깊이에서는 M과 Z가 혼재한다. 분급

도는 2.0~2.6Φ 범위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그

림 5-2-2-4). 대체적으로 세립질 퇴적물은 조용하고 분급이 좋은 환경에서 우세

하게 나타나는데 본 코아에서 분급도가 불량하고 세립질 함량이 높은 것은 퇴적물

의 공급원이 가깝고 퇴적율이 높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림 5-2-2-3. 13HZT-P02-1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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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63  2.67  2.56  60.82  39.69  
10 1.83 2.74 2.77 53.99 31.38 
30 1.76 2.93 2.70 56.25 34.01 
50 1.64 2.82 2.88 66.88 43.33 
70 1.58 2.86 2.60 64.73 43.52 
90 1.88 2.83 2.86 53.43 30.15 
110 1.75 2.80 2.68 56.01 33.91 
130 1.66 2.84 2.65 61.06 39.09 

150 1.58 2.70 2.38 59.14 39.74 
170 1.73 2.82 2.66 56.91 34.92 
190 1.70 2.77 2.80 61.75 38.47 
210 1.69 2.86 2.70 60.45 38.01 
230 1.67 2.76 2.54 57.33 36.40 
250 1.61 2.68 2.61 63.34 41.89 
270 1.69 3.07 2.76 61.99 39.06 
290 1.76 2.91 2.90 60.96 36.87 
310 1.60 2.79 2.52 61.25 40.52 
330 1.74 3.01 2.89 61.69 37.63 
350 1.75 2.82 2.81 59.39 36.01 
370 1.68 2.60 2.67 60.03 37.86 

390 1.71 2.83 2.78 61.13 38.00 
410 1.68 2.59 2.62 58.61 36.94 
430 1.74 2.89 2.83 60.67 37.10 
450 1.67 2.82 2.61 59.00 37.43 
470 1.63 2.43 2.44 57.27 37.29 
490 1.76 2.96 2.99 62.71 37.89 
510 1.66 2.91 2.61 59.72 38.10 
530 1.75 2.84 2.95 62.53 37.99 
550 1.65 2.87 2.55 59.32 38.27 
570 1.70 2.97 2.92 64.34 40.19 
578 1.65  2.95  2.64  61.25  39.38  

표 5-2-2-3. 13HZT-P02-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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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

t

Type
(cm) Gravel Sand Silt Clay

0 7.00 2.44  0.70  2.11  0.00  0.28  70.00  29.72  Z

10 5.63  2.02 1.67 4.74 0.00 1.04 85.26 13.70 Z
30 6.65  2.37 0.89 2.47 0.00 0.56 74.19 25.24 Z
50 7.28  2.39 0.48 2.05 0.00 0.73 66.33 32.95 Z
70 7.28  2.41 0.49 1.96 0.00 0.57 65.97 33.46 M
90 5.67  2.03 1.68 4.75 0.00 0.62 85.41 13.97 Z
110 7.38  2.58 0.35 1.79 0.00 1.11 61.90 36.99 M
130 7.25  2.48 0.50 1.87 0.00 0.14 65.73 34.14 M
150 7.27  2.46 0.47 1.93 0.00 0.62 65.47 33.91 M
170 7.29  2.51 0.48 1.83 0.00 0.26 64.99 34.75 M
190 7.14  2.45 0.57 2.01 0.01 0.48 67.59 31.92 M
210 7.40  2.48 0.43 1.79 0.00 0.21 63.47 36.32 M
230 7.40  2.39 0.46 1.92 0.00 0.40 64.62 34.98 M

250 7.48  2.41 0.40 1.88 0.00 0.30 63.40 36.30 M
270 7.37  2.35 0.46 2.01 0.00 0.76 65.14 34.10 M
290 6.94  2.39 0.68 2.22 0.00 0.71 70.54 28.75 Z
310 7.13  2.46 0.57 1.96 0.00 0.54 67.14 32.31 Z
330 7.26  2.47 0.53 1.90 0.00 0.20 66.34 33.47 M
350 7.20  2.46 0.53 1.99 0.00 1.24 66.11 32.65 Z
370 7.20  2.54 0.43 1.91 0.00 2.53 63.34 34.13 M
390 7.26  2.51 0.48 1.85 0.00 0.72 64.71 34.57 M
410 7.27  2.55 0.42 1.84 0.00 1.78 62.90 35.32 M
430 7.21  2.48 0.51 1.96 0.00 1.26 65.89 32.85 Z
450 7.22  2.46 0.52 1.98 0.00 1.08 66.21 32.71 Z
470 7.21  2.50 0.50 1.89 0.00 1.41 64.99 33.60 M

490 7.09  2.43 0.60 2.07 0.00 0.75 68.27 30.98 Z
510 7.18  2.42 0.54 2.03 0.00 0.67 67.03 32.30 Z
530 7.15  2.41 0.59 2.08 0.00 0.34 68.43 31.23 Z
550 7.21  2.41 0.54 2.11 0.03 0.87 67.32 31.78 (g)M
570 7.02  2.41 0.63 2.14 0.00 0.59 69.38 30.03 Z
578 7.34  2.48 0.37 1.95 0.00 2.48 62.38 35.14 M

표 5-2-2-4. 13HZT-P02-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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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4. 13HZT-P02-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③ 13HZT-P04

수심 62m에서 채취한 13HZT-P04 코어는 5개의 절개된 코어로 전체 길이는 

453cm이다(그림 5-2-2-5). 심도 0-200cm에서 dark greenish gray(10GY 

4/1), 211-293cm에서 dark greenish gray(5GY 4/1)를 보인다. 그 이상 깊이에

서는 very dark greenish gray(5GY 3/1)이지만 312-317cm와 382-389cm에

서 very dark greenish gray(10Y 3/1)를 보인다. 211-293cm 깊이에서 생물 

교란의 흔적이 보이고 382cm 이하의 깊이에서 패각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습윤밀도는 1.5~2.1g/㎤, 입자밀도는 2.4~3.0g/㎤의 범위를 보인다. 공극률은 약 

40.9~70.1%, 함수율은 21.8~48.3% 범위로 170cm를 기준으로 하부층에서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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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낮은 값이 일정하게 유지된다(표 5-2-2-5). 전단응력은 385cm에서 24.0kPa 

값을 가지고 그 외의 깊이에서는 2.1~8.5kPa 범위를 보인다(표 5-2-11). 평균입

도는 3.7.0~7.3Φ 이내이며 170cm 상부층은 세립하고 하부층은 조립하게 나타난

다(표 5-2-2-6). 퇴적물 유형은 0-170cm 깊이에서 M, 170-270cm 깊이에서 

mS, 270cm 이상 깊이에서 zS이다. 분급도는 2.3~2.9Φ 범위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그림 5-2-2-6). 비록 수심은 코아 

13HZT-P02-1보다 깊고 다소 조립하나 분급이 동일하게 불량한 것으로 보아 동

일한 수력학적 에너지와 퇴적물 공급을 받는 환경으로 생각된다. 

그림 5-2-2-5. 13HZT-P04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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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52  3.00  2.52  66.83  46.62  
10 1.52 2.78 2.63 69.16 48.31 
30 1.51 2.70 2.38 63.95 44.87 
50 1.62 3.01 2.66 63.35 41.42 
70 1.59 3.03 2.91 70.10 46.87 
90 1.73 2.84 2.75 59.29 36.44 
110 1.58 2.75 2.55 63.48 42.56 
130 1.77 3.04 2.99 62.04 37.23 

150 1.63 2.90 2.73 64.39 41.89 
170 1.87 2.83 2.64 47.68 27.05 
190 1.99 2.94 2.77 44.81 23.92 
210 2.00 2.90 2.79 45.05 23.97 
230 1.95 2.92 2.81 48.07 26.12 
250 1.95 2.80 2.67 43.69 23.75 
270 1.89 2.80 2.64 46.48 26.15 
290 2.02 2.59 2.88 46.01 24.14 
310 2.00 2.59 2.71 42.04 22.32 
330 2.02 2.80 2.90 46.55 24.41 
350 1.97 2.51 2.65 41.48 22.31 
370 2.10 2.77 2.95 43.82 22.10 

390 1.87 2.38 2.52 43.36 24.59 
410 2.00 2.72 2.88 47.09 24.94 
430 1.96 2.68 2.75 45.52 24.61 
450 1.97 2.84 2.70 43.40 23.36 
455 1.99 2.73 2.67 40.92 21.78 

표 5-2-2-5. 13HZT-P04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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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

t

Type
(cm) Gravel Sand Silt Clay

0 7.60 2.44  0.29  1.84  0.00  0.83  60.64  38.53  M

10 7.51  2.42 0.33 1.93 0.00 1.29 61.71 36.99 M
30 7.52  2.52 0.23 1.86 0.00 3.16 58.11 38.73 M
50 7.19  2.46 0.48 1.99 0.00 1.41 65.60 32.99 M
70 7.81  2.40 0.19 1.80 0.00 0.45 57.27 42.28 M
90 6.51  2.38 0.96 2.59 0.00 0.43 75.33 24.24 Z
110 7.69  2.42 0.29 1.79 0.00 0.42 59.85 39.73 M
130 6.43  2.84 0.28 2.06 0.00 21.39 50.92 27.69 sM
150 7.47  2.45 0.29 1.95 0.00 1.85 61.19 36.96 M
170 4.54  2.81 1.15 3.17 0.00 59.11 26.72 14.17 mS
190 4.10  2.70 1.40 3.91 0.00 66.12 22.34 11.55 mS
210 3.99  2.67 1.43 4.04 0.00 68.26 21.11 10.62 mS
230 4.34  2.82 1.16 3.25 0.00 59.83 27.11 13.06 zS

250 3.67  2.57 1.65 4.80 0.00 72.90 17.95 9.15 mS
270 4.17  2.86 1.13 3.21 0.12 61.98 25.51 12.38 (g)mS
290 3.68  2.53 1.68 4.92 0.00 72.85 18.21 8.94 zS
310 3.25  2.36 1.97 6.14 0.00 79.23 13.96 6.80 zS
330 3.54  2.55 1.66 4.87 0.01 74.04 17.44 8.52 mS
350 3.54  2.36 1.85 5.70 0.00 76.33 16.30 7.36 zS
370 3.62  2.47 1.79 5.38 0.00 75.10 16.28 8.62 mS
390 3.75  2.50 1.69 4.98 0.00 72.59 18.40 9.01 zS
410 3.43  2.31 1.99 6.36 0.01 77.73 15.26 7.01 mS
430 3.62  2.33 1.84 5.71 0.00 74.79 17.90 7.31 zS
450 4.07  2.54 1.35 3.96 0.00 65.04 26.05 8.91 zS
455 3.79  2.48 1.65 4.88 0.00 71.69 19.55 8.76 zS

표 5-2-2-6. 13HZT-P04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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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6. 13HZT-P04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④ 13HZT-P05

수심 30m에서 채취한 13HZT-P05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404cm로 5개의 절

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7). 심도 255-302cm 에서 dark greenish 

gray(10Y 4/1), 그 외의 깊이에서는 dark greenish gray(5GY 4/1)를 보인다. 습

윤밀도는 1.6~2.1g/㎤, 입자밀도는 2.4~3.0g/㎤이다(표 5-2-2-7). 공극률은 

30.8~60.1%, 함수율은 15.4~38.2%, 전단응력은 4.4~16.4kPa 범위를 보인다(표 

5-2-2-7). 평균입도는 2.1~7.5Φ로 270-350cm 구간에서 4Φ 이하의 뚜렷한 

조립층이 나타나고 370cm 이상의 깊이에서 6Φ 이상의 세립층이 나타난다(표 

5-2-2-8). 코어전체의 퇴적물 유형은 zS, (g)mS, mS, sM가 혼재한다. 분급도

는 1.4~3.1Φ 범위로 270-350cm에서 불량(poorly sorted), 그 외의 깊이에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그림 5-2-2-8). 패각편 

함량이 높은 조립한 사질층이 세립질층사이에 두껍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짧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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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에 강한 에너지에 의해 흑산도 남부의 해빈퇴적물이 유입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2-7. 13HZT-P05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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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0  2.56  2.48  46.96  27.76  
10 1.84 2.87 2.65 49.58 28.56 
30 1.81 2.58 2.46 45.48 26.71 
50 1.78 2.60 2.43 46.18 27.49 
70 1.82 2.67 2.50 46.33 27.10 
90 1.83 2.78 2.60 49.25 28.64 
110 1.78 2.70 2.54 49.74 29.59 
130 1.83 2.79 2.44 42.73 24.73 

150 1.79 2.54 2.68 53.69 31.82 
170 1.84 2.81 2.61 48.57 28.02 
190 1.80 2.55 2.42 44.56 26.35 
210 1.88 2.47 2.50 41.77 23.55 
230 1.80 2.45 2.37 41.98 24.70 
250 1.86 2.79 2.58 46.48 26.59 
270 2.12 2.66 2.61 30.82 15.45 
290 2.03 2.74 2.59 35.89 18.77 
310 1.99 2.62 2.57 37.54 20.05 
330 2.12 2.86 2.69 34.08 17.04 
350 2.08 2.65 2.60 32.87 16.78 
370 1.82 2.76 2.90 57.85 33.83 

390 1.90 3.00 2.98 55.22 30.85 
410 1.67 2.72 2.65 60.12 38.20 
428 1.66 2.83 2.54 57.83 36.88 

표 5-2-2-7. 13HZT-P05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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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

t

Type
(cm) Gravel Sand Silt Clay

0 4.27 2.60  1.36  3.94  0.43  66.29  22.01  11.27  (g)mS

10 3.70  2.01 2.04 7.09 0.00 74.71 20.29 5.01 zS
30 4.48  2.57 1.32 3.70 0.00 62.33 25.87 11.81 zS
50 4.90  2.78 1.03 2.87 0.00 53.65 30.62 15.73 mS
70 4.56  2.64 1.26 3.50 0.00 60.38 26.73 12.89 zS
90 4.79  2.72 1.12 3.07 0.00 56.47 29.06 14.47 zS
110 5.43  2.83 0.73 2.38 0.00 43.11 37.76 19.12 sM
130 4.70  2.64 1.16 3.25 0.00 57.91 28.80 13.29 zS
150 5.34  2.92 0.77 2.39 0.00 45.93 34.87 19.20 sM
170 5.03  2.91 0.89 2.57 0.00 51.73 30.72 17.55 mS
190 4.78  2.90 0.95 2.76 0.00 53.94 30.24 15.83 mS
210 5.03  2.86 0.79 2.64 0.00 44.85 39.00 16.15 sZ
230 4.04  3.08 0.97 2.94 0.00 59.19 28.07 12.74 zS

250 3.60  2.85 1.37 3.99 0.00 68.62 21.43 9.95 zS
270 2.36  1.42 2.88 16.43 0.00 94.27 4.32 1.41 S
290 2.14  1.56 3.15 17.61 0.22 95.29 2.59 1.89 S
310 2.77  2.14 2.06 7.67 0.13 83.06 12.70 4.11 (g)mS
330 3.32  1.73 2.49 10.92 0.00 86.04 10.50 3.46 zS
350 3.59  1.55 2.80 12.84 0.07 86.97 9.84 3.12 (g)mS
370 6.27  2.42 0.63 2.73 0.00 12.54 65.97 21.49 sZ
390 6.80  2.81 0.21 1.98 0.00 19.39 48.84 31.77 sM
410 6.92  2.44 0.51 2.37 0.00 3.53 68.15 28.32 Z
428 7.47  2.53 0.22 1.93 0.00 4.08 58.20 37.72 M

표 5-2-2-8. 13HZT-P05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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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8. 13HZT-P05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⑤ 13HZT-P06

수심 59m에서 채취한 13HZT-P06 코어의 전체길이는 약 494cm로 5개의 절

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9). 그 중 13HZT-P06(2/5)는 코어 내부에 

해수층이 포함되어 이 층을 제외한 후 분석을 실시하였다. 심도 0-250cm까지 

dark greenish gray(5GY 4/1)을 보이다가 그 이후에는 very dark greenish 

gray(5GY 3/1)를 보인다. 깊이 35-40cm 구간에 패각편이 함유되어 있고 

131-250cm에서 유공충에 의한 생물 교란이 나타난다. 습윤밀도는 1.5~1.7g/㎤, 

입자밀도는 2.4~2.9g/㎤, 공극률은 약 55.5~69.2%, 함수율은 34.0~49.5% 범위

로 일부구간을 제외하면 큰 변화없이 일정하다(표 5-2-2-9). 전단응력은 

2.3~17.6kPa로 245cm에서 가장 큰 값을 보인다(표 5-2-11). 평균입도는 

4.8~8.0Φ로 전반적으로 세립하고 최하부층에서 비교적 조립하게 나타난다(표 

5-2-2-10). 퇴적물 유형은 대부분 M이나 50cm 이상의 표층과 490cm 이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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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에서 (g)sM, (g)mS, mS가 혼재한다. 분급도는 2.3~3.4Φ 범위로 매우 불량

(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그림 5-2-2-10).

그림 5-2-2-9. 13HZT-P06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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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50  2.46  2.54  68.77  48.71  
10 1.51 2.49 2.58 68.77 48.34 
30 1.48 2.42 2.52 69.23 49.55 
50 1.54 2.52 2.54 66.27 45.77 
70 1.61 2.50 2.86 68.29 45.13 
90 1.55 2.64 2.66 68.06 46.73 
110 1.65 2.53 2.83 65.12 41.79 
130 1.65 2.51 2.61 60.48 38.87 

150 1.65 2.76 2.60 60.33 38.82 
170 1.70 2.37 2.66 58.89 36.88 
190 1.65 2.76 2.63 60.92 39.11 
210 1.63 2.48 2.54 60.17 39.23 
230 1.69 2.83 2.94 65.50 41.24 
250 1.58 2.37 2.45 61.07 41.05 
270 1.61 2.61 2.46 58.91 38.74 
290 1.72 2.64 2.68 57.99 35.82 
310 1.66 2.89 2.72 62.32 39.82 
330 1.71 2.70 2.77 60.54 37.49 
350 1.73 2.85 2.62 55.51 34.01 
370 1.65 2.63 2.64 61.57 39.72 

390 1.60 3.01 2.77 67.29 44.77 
410 1.66 2.63 2.66 61.15 39.09 
430 1.66 2.90 2.66 61.12 39.05 
450 1.59 2.40 2.47 60.74 40.51 
470 1.61 2.84 2.67 64.36 42.40 
490 1.72 2.74 2.79 60.74 37.57 
496 1.72 2.85 2.90 63.07 39.04 

표 5-2-2-9. 13HZT-P06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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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z sd Sk k

Content (%) Sedimen

t

Type
(cm) Gravel Sand Silt Clay

0 7.47 2.30  0.44  2.03  0.00  0.96  64.13  34.91  M

10 6.89  3.16 -0.19 2.26 0.46 15.53 48.86 35.14 (g)sM
30 6.47  3.17 -0.48 3.37 3.51 10.31 57.73 28.44 (g)sM
50 7.39  2.52 0.11 2.33 0.00 4.06 60.05 35.89 M
70 7.57  2.29 0.33 2.03 0.00 1.37 61.69 36.94 M
90 7.34  2.33 0.35 2.19 0.00 2.85 63.46 33.69 M
110 7.51  2.50 0.16 2.03 0.00 4.56 57.33 38.11 M
130 7.63  2.59 -0.04 2.08 0.00 6.27 52.30 41.43 M
150 7.94  2.67 -0.05 1.73 0.00 4.83 48.86 46.31 M
170 7.65  2.57 0.06 1.96 0.00 4.81 54.15 41.04 M
190 7.75  2.44 0.19 1.84 0.00 1.13 57.54 41.33 M
210 7.82  2.38 0.23 1.76 0.00 0.27 57.81 41.92 M
230 8.04  2.50 -0.03 1.84 0.00 1.96 51.41 46.63 M

250 7.73  2.54 0.07 1.91 0.00 4.80 53.43 41.77 M
270 7.64  2.47 0.20 1.90 0.00 2.16 58.24 39.61 M
290 7.38  2.43 0.37 2.04 0.03 1.72 63.37 34.88 (g)mS
310 7.94  2.53 -0.01 1.86 0.00 2.63 52.00 45.37 M
330 7.63  2.47 0.26 1.81 0.00 1.35 59.24 39.41 M
350 7.31  2.47 0.41 1.96 0.00 1.91 63.60 34.49 M
370 7.57  2.58 0.14 1.92 0.00 4.48 56.06 39.46 M
390 7.61  2.44 0.24 1.91 0.00 2.20 58.82 38.98 M
410 7.56  2.51 0.21 1.92 0.00 2.80 58.34 38.87 M
430 7.80  2.49 0.14 1.78 0.00 1.70 55.86 42.44 M
450 7.78  2.45 0.18 1.77 0.00 1.00 56.96 42.04 M
470 7.91  2.50 0.08 1.79 0.00 1.55 54.27 44.18 M

490 4.79  3.13 0.87 2.51 0.00 52.63 29.48 17.89 mS
496 5.76  3.41 0.38 1.80 0.08 38.15 34.29 27.48 (g)sM

표 5-2-2-10. 13HZT-P06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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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0. 13HZT-P06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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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HZT-P01 13HZT-P02 13HZT-P04 13HZT-P05 13HZT-P06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3.61  5 4.25  5 2.76  5 4.46  5 2.97  
25 4.04 25 2.55 25 4.89 25 6.59 25 3.61 
45 3.19 45 4.46 45 4.89 45 10.41 45 5.31 
65 3.40 65 5.10 65 7.01 65 7.22 65 9.14 

85 4.25 85 2.12 85 4.46 85 4.46 85 5.52 
105 7.01 105 5.95 105 15.30 105 2.34 
125 5.10 125 6.59 125 8.07 125 11.47 
145 3.61 145 6.80 145 8.71 145 11.90 
165 7.65 165 6.37 165 9.35 165 12.32 
185 5.95 185 8.50 185 13.38 185 11.68 
205 7.44 205 6.59 205 10.62 205 13.38 
225 7.01 225 5.74 225 8.71 225 13.60 
245 6.80 245 4.04 245 5.31 245 17.63 
265 8.50 265 5.10 265 13.81 265 13.81 
285 7.65 285 6.37 285 16.36 285 12.32 
305 7.01 305 5.10 305 4.46 305 11.26 

325 9.14 325 4.46 325 14.23 325 11.47 
345 6.80 345 6.80 345 6.80 345 10.83 
365 7.01 365 5.52 365 11.90 365 7.86 
385 5.95 385 24.01 385 5.74 385 2.97 
405 5.74 405 3.40 405 6.16 405 5.10 
425 6.37 425 2.12 425 6.80 
445 6.16 445 4.46 445 6.80 
465 6.37 465 6.59 
485 4.67 485 8.07 
505 5.74 
525 3.82 
545 3.61 

565 4.04 

표 5-2-2-11. 13HZT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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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모든 획득코어에 대해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를 20c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일부구간에서는 매질의 특성상 시료 성형이 불가능한 사질 

함량이 높은 구간은 제외되었다. 

① 13HZT-P01

13HZT-P0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05.1~1737.7m/s 사이이며 음파

감쇠값은 대략 0.1~1.0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 특성상 감쇠 측

정이 불가하였다.

② 13HZT-P02-1

13HZT-P02-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477.2~1695.1m/s 이내이며 

음파감쇠값은 0.0~1.0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이나 시료 

내 크랙(crack)으로 인해 속도 및 감쇠 측정 불가하였다.

③ 13HZT-P04

13HZT-P04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470.2~1763.5m/s 사이이며 음파

감쇠값은 대략 0.0~1.1dB/m/kHz 이내이다.

④ 13HZT-P05

13HZT-P05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483.8~1697.2m/s 이내이며 음파

감쇠값은 0.0~1.0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

⑤ 13HZT-P06

13HZT-P06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474.1~1543.2m/s 사이이며 음파

감쇠값은 대략 0.0~0.6dB/m/kHz 이내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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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1.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 (좌 : 13HZT-P01, 우 : 13HZT 

-P0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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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2.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13HZT-P04, 우:13HZT-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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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3.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13HZT-P06 코어).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699.55 1724.72 0.01+-0.00 0.24+-0.00
30 1634.32  1669.45  0.19+-0.00 0.25+-0.00

50 1674.63  1681.23  0.24+-0.00 0.23+-0.00
70 1737.69  1725.14  0.26+-0.00 -
90 1605.09  1677.07  0.25+-0.00 0.99+-0.07

표 5-2-2-12. 13HZT-P0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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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695.08 1644.14 0.47+-0.07 0.24+-0.00

30 1552.60  1534.78  0.19+-0.00 0.58+-0.07
50 1493.52  1499.61  0.24+-0.00 0.35+-0.07
70 1497.55  1519.76  0.25+-0.07 0.07+-0.00
90 1589.61  1632.28  - 0.99+-0.07
110 1498.16  1504.49  0.25+-0.00 -
130 1502.66  1503.88  - -
150 1510.29  1550.39  - -
170 1515.85  1612.24  - -
190 1507.88  1526.07  - -
210 1508.56  1504.73  - -
230 1522.22  1562.59  - -
250 1499.98  1512.61  - -

270 1490.80  1499.64  - -
290 1477.19  1505.43  - -
310 1516.62  1558.80  - -
330 1528.16  1574.16  - -
350 1584.96  1573.33  - -
370 1482.94  1514.56  - -
390 - 1567.19  - -
410 - 1521.62  - -
430 - 1525.23  - -
450 - 1508.17  - -
470 - 1525.30  - -
490 1503.86  1516.18  - -

510 1490.80  1520.77  - -
530 1526.15  1527.49  - 0.45+-0.00
550 1502.30  1532.34  - -
570 1491.30  1481.93  0.25+-0.00 0.19+-0.00

표 5-2-2-13. 13HZT-P02-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

(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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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478.23 1484.79 0.21+-0.00 0.45+-0.00

30 1484.16  1485.67  0.36+-0.00 0.45+-0.00
50 1504.26  1498.41  0.42+-0.00 0.35+-0.00
70 1471.03  1470.24  0.40+-0.00 0.18+-0.00
90 1552.68  1591.87  0.72+-0.00 1.06+-0.00
110 1496.97  1528.18  0.43+-0.00 0.55+-0.00
130 1540.57  1529.33  0.52+-0.00 0.45+-0.00
150 1492.53  1477.74  0.22+-0.00 0.30+-0.00
170 1614.89  1658.39  0.61+-0.00 0.28+-0.00
190 1688.09  1695.20  0.02+-0.00 0.35+-0.00
210 1659.84  1711.74  0.47+-0.00 0.04+-0.00
230 1655.78  1675.68  0.22+-0.00 0.14+-0.00
250 1693.06  1686.80  0.29+-0.00 0.36+-0.00

270 1649.17  1585.55  0.45+-0.00 0.42+-0.00
290 1684.64  1706.45  0.49+-0.00 0.40+-0.00
310 1715.52  1763.45  0.11+-0.00 0.14+-0.00
330 1670.12  1652.70  0.97+-0.00 0.70+-0.00
350 1720.13  1726.88  0.31+-0.00 0.31+-0.00
370 1699.24  1722.09  0.11+-0.00 0.33+-0.00
390 1683.35  1688.63  0.30+-0.00 0.24+-0.00
410 1691.88  1716.53  0.25+-0.00 0.18+-0.00
430 1699.26  1693.05  0.50+-0.00 0.48+-0.00
450 1688.88  1682.41  0.35+-0.00 0.15+-0.00

표 5-2-2-14. 13HZT-P04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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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554.18 1558.98 0.52+-0.00 0.86+-0.00

30 1661.06  1662.23  0.28+-0.00 0.35+-0.00
50 1595.48  1608.00  0.42+-0.00 0.35+-0.00
70 1658.08  1653.95  0.32+-0.00 0.18+-0.00
90 1621.74  1645.94  0.20+-0.00 0.29+-0.00
110 1678.24  1666.28  0.05+-0.00 0.26+-0.00
130 1662.84  1685.41  0.24+-0.00 0.33+-0.00
150 1541.16  1518.61  0.09+-0.00 0.36+-0.00
170 1589.92  1596.07  0.29+-0.00 0.39+-0.00
190 1635.34  1642.94  0.27+-0.00 0.32+-0.00
210 1697.17  1687.21  0.31+-0.00  -
230 1627.30  1614.94  0.57+-0.00 0.29+-0.00
250 1554.91  1574.71  0.31+-0.00 0.49+-0.00

270 - - - -
290 - - - -
310 - - - -
330 - - - -
350 - - - -
370 1604.97  1585.25  0.92+-0.00 0.59+-0.00
390 1586.58  1636.79  0.62+-0.00 0.76+-0.00
410 1489.04  1483.82  0.51+-0.00 0.21+-0.00

표 5-2-2-15. 13HZT-P05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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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485.13 1482.65 0.43+-0.00 0.57+-0.00

30 1474.74  1474.16  0.29+-0.00 0.30+-0.00
50 1494.44  1488.54  0.38+-0.00 0.38+-0.00
70 1498.01  1500.60  0.47+-0.00 0.60+-0.00
90 1480.51  1485.86  0.38+-0.00 0.36+-0.00
110 1484.09  1489.16  0.35+-0.00 0.06+-0.00
130 1499.62  1505.40  0.17+-0.00 0.30+-0.00
150 1489.89  1509.98  0.38+-0.00 0.20+-0.00
170 1515.71  1513.28  0.49+-0.00 0.26+-0.00
190 1504.33  1519.83  0.46+-0.00 0.43+-0.00
210 1502.46  1512.81  0.39+-0.00 0.21+-0.00
230 1483.85  1495.23  0.17+-0.00 0.04+-0.00
250 1483.87  1492.09  0.01+-0.00 0.11+-0.00

270 1496.59  1489.74  0.17+-0.00 0.07+-0.00
290 1509.49  1527.91  0.28+-0.00 0.17+-0.00
310 1489.37  1492.39  0.07+-0.00 0.09+-0.00
330 1502.10  1505.13  0.26+-0.00 0.26+-0.00
350 1508.28  1543.20  0.23+-0.00 0.16+-0.00
370 1491.54  1495.52  0.27+-0.00 0.26+-0.00
390 1491.94  1493.73  0.40+-0.00 0.39+-0.00
410 1495.15  1500.47  0.43+-0.00 0.23+-0.00
430 1498.29  1502.40  0.33+-0.00 0.23+-0.00
450 1506.59  1501.69  0.20+-0.00 0.23+-0.00
470 1504.73  1496.36  0.24+-0.00 0.26+-0.00
490 1512.55  1517.56  0.32+-0.00 0.26+-0.00

표 5-2-2-16. 13HZT-P06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다) 천부가스 특성 

공기층 가스 분석은 3개 코어에서 총 5의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분석한 결

과, 코어 13HZT-P02-1의 TOP 및 BOT과 13HZT-P05 BOT시료에서는 1%이

상의 높은 메탄 가스 농도가 분석되었고, 에탄 이상의 탄화수소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반면에 코어 13HZT-P06 코어에서 채취한 공기층 가스의 메탄 농도는 

100 ppm이하로 검출되었다 (표 5-2-2-17). 

비록 채취한 시료들의 유리병에 첨가한 NaCl양이 차이가 나지만 공기층 가스 분

석 결과를 고려할 때, 코어 13HZT-P02-1와 13HZT-P05의 퇴적물내에 존재하

는 가스는 메탄으로만 구성되어 있고 가스함량이 높기 때문에 미생물들이 유기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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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해하여 메탄을 생성할 수 있은 메탄 생성단계 (methanogenesis)에 충분히 도달

하여 생성된 생물기원 가스로 사료된다. 코어 13HZT-P02-1에서 채취한 메탄의 

탄소 동위원소비 결과는 메탄가스가 생물기원임을 지시한다. 일반적으로 열 기원 

메탄가스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50‰∼-20‰의 값을 가지고 생물 기원 메탄

가스는-110‰∼ -50‰의 범위를 가진다 (Whiticar, 1999). 즉 열 기원 메탄가스

가 생물 기원 메탄가스보다 높은 탄소 안정동위원소 값을 갖는다. 비록 추출한 공

기층 가스의 메탄양이 수소 동위원소비와 탄소동위원소비를 분석할 정도로 충분하

지 못하여 메탄의 수소 동위원소비를 분석하지 못하였지만, 코어 13HZT-P02-1

에서 채취한 공기층 가스내 메탄의 탄소 동위원소비가 –90‰이하로 분석되었다. 이

러한 결과는 메탄이 열기원보다는 생물기원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메탄은 생물기원 가스이다. 코어 13HZT-P06의 퇴적물은 탄화수소 가

스가 생물작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메탄생성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여 분석한 메

탄의 함량이 매우 낮은 것으로 사료된다.

Core No.
 Sampling 

Depth (mbsf)

Headspace 

volume (ml)
CH4 (ppm) δ13CCH4 (‰)

13HZT-P02-1 TOP 0.1 12 29,215 -91.7
13HZT-P02-1 BOT 5.8 14 40,530 -93.4

13HZT-P05 BOT 4.7 7 10,966 -
13HZT-P06 TOP 0.1 5 62 -
13HZT-P06 BOT 5.6 16 6 -

표 5-2-2-17 시추 퇴적물내 가스분석 결과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음향상

일반적인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가 

깊이 투과된다. 이로 인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해저면 하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음향상을 구분하여왔다(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이에 비해 천부 퇴적물은 얕은 수심과 우세한 

파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

세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여, 음파가 깊이 투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부퇴적 환경에서는 해저면의 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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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

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음.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준의 중첩에 의

한 것으로 여겨진다.

2

기술
해저면에 큰 기복이 없고, 대체로 평탄하며, 연흔형태의 층면

구조가 규칙적으로 표면에 발달해 있음.

해석

조류에 의해 퇴적물이 이동하면서 모래파를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모래파를 이루는 퇴적물의 입도, 고화정도, 내부구

조 등에 따라 음파에너지 투과 심도가 달라져 하부 반사면의 

발달양상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3

기술
해저면이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해저표면은 매끈함. 구

릉의 주변부에서 하부반사파들이 일부 관찰됨.

해석

구릉의 높이, 폭 등의 형태적 특징은 음향상 3이 사퇴(sand 

ridge)임을 가리킨다. 하부반사파가 관찰되지 않는 것은 음파

에너지가 깊이 투과되지 않았기 때문인데 이는 조립질 퇴적

물이 사퇴의 표면을 피복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3-1

기술

해저표면이 큰 기복 없이 완만한 구릉형태(mound form)이다.

구릉의 외형은 비대칭형 혹은 대칭형으로 다양하며 내부 

반사파는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나타난다.

해석

뚜렷한 표면반사파와 하부반사파가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이질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4

기술

해저표면에 소규모의 침식구조가 발달하는 구릉형태(mound 

form)이다. 주로 기복이 큰 해저지형 근처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다. 그 표면이 규칙적으로 배열된 물결모양의 구조에 

의해 피복되어 있다.

해석

구릉의 형태적 특징과 분포하는 수심대 등은 음향상 4가 

현재 퇴적작용이 미약하고 강한 조류와 해류에 의해 침식된 

잔류성 조석사퇴로 해석된다. 구릉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물결

모양의 구조는 그 규모와 규칙적으로 발달한 양상에 미루어 

모래파(sand wave)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향상 4 의 경우는 음향

상 3 과 달리 조석사퇴 표면에서 퇴적물 이동이 활발히 이루

어져 모래파가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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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1

기술

해저면이 평탄하거나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규칙적이고 

비슷한 규모의 연흔형 층면구조가 발달한다. 하부 음향상은 

투명하거나 내부층리에 의한 뚜렷한 반사면들이 평행하게 

나타난다.

해석

해저면 구조(연흔, 침식 흔적)와 내부반사파의 종결 양상 등으로 

볼 때 음향상 4-1은 강한 조류 등에 의해 침식된 사퇴로 

해석된다.

5

기술

해저면이 구릉형태를 보이며, 횡적으로 규모를 달리하는 층면

구조가 배열되어 있다. 일부 경우 쐐기형태(wedge)의 단위가 

언덕에 걸쳐있기도 한데, 이때 그 표면은 규칙적으로 중첩된 

포물선형 파에 의해 피복되어 있기도 하다.

해석

음향상 4 와 같이 조석사퇴를 나타낸다고 해석된다. 구릉정상부

에 비껴서 나타나는 쐐기형 단위는 내부가 음향적으로 투명

한 것으로 미루어, 재동이 활발하게 이루어지면서 퇴적물들이 

서로 섞여 균질해 졌음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최근에 조석사퇴의 이동이 일어났음을 지시한다고 생각된다. 

6

기술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지만, 작은 규모의 

골 형태가 널리 발달함.

해석

본 음향상은 해저수로부근에서 발달하는데, 강한 조류의 세기에 

영향을 크게 받아 해저면이 깊게 침식된 결과이다. 내부에 하

부반사파가 발달하기도 한다.

7

기술
불규칙적이고 고도차이가 큰 해저지형으로 하부반사파가 없

음.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

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고화된 암석 즉,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

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된다.

8

기술
해저지형은 불규칙하며, 하부에는 수 m에서 수십 m 두께의 

뱅크를 형성함. 기울어진 내부층리가 잘 발달함. 

해석

음파가 해저면 하부로 깊이 투과되고, 선명하고 연장성이 좋

은 하부반사파들이 평행하게 배열된 것은 이 퇴적체가 이질

퇴적물로 이루어 졌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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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T

기술

해저면 하부의 음향상들은 수직적으로 뚜렷한 내부층리가 끊

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사면 

하부에 내부음향상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난다.

해석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

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1. 조사해역에서 나타나는 음향상.

(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에는 외측 해역에는 등성이 형태를 보이는 음향상 3, 4, 4-1 그리고 

5가 길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또한 연안에서는 음향상 8과 8-3이 해안선과 평행하

게 분포한다. 일부 연안 지역에서는 음향상 3, 3-1, 4-1, 4-2가 산재되어 나타난

다(그림 5-2-3-1).

조사해역의 서측외해에 분포하는 등성이 형태의 지형을 보이는 음향상 3은 북-

남 혹은 북서-남동 방향으로 분포하는 반면 125°동측에 분포하는 음향상 4,  

4-1 그리고 5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조류의 영향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러한 등성이 형태의 지형은 해

침 동안 형성된 해침사질퇴적체로 해석되었다(Park et al., 2006). 본 조사를 통해 

분석된 사질퇴적체는 높이 4-10 m, 폭 1-10 km, 그리고 길이는 수 km 이상으

로 분석되었다(그림 5-2-3-2). 특히 음향상 3과 8이 사이의 해역은 연흔 형태의 

해저표면 구조와 침식에 의해 사질퇴적체가 변형된 특성을 보인다. 또한 일부 사질

퇴적체(음향상 5)는 연안지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체에 의해 피복되어 나타난다.

125°동측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음향상 4와 4-1)의 상부에서는 연흔형태의 

해저표면 구조가 분포한다. 이러한 해저표면 구조는 사질퇴적체가 현재도 활발하게 

변하는 활동성 사질퇴적체임을 지시한다. 이러한 해저표면구조는 서쪽으로 향하면

서 규모가 작아지고 소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박용안 등(1994)에 의하면 수심이 

깊어짐에 따라 조류의 영향이 감소하여 해저표면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으로 보

고하였다.

일반적으로 사질퇴적체는 사질입자를 충분히 이동시킬 수 있는 조류 또는 그 밖

의 다른 흐름이 존재하는 연안 및 대륙붕 해역에 많이 나타나는 모래 등성이 구조

이다(Dyer and Huntley, 1999). 특히 대륙붕 해역에 나타나는 사질퇴적체는 현세 

이전의 다른 환경에서 만들어진 잔류퇴적물로 구성되며, Swift 등(1970)은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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잔류퇴적물을 재동되지 않은 퇴적물(relict sediment)과 고에너지 환경에서 재동된 

퇴적물 palimpsest sediment)로 나누기도 하였다. 한편 사질입자를 이동시킬 수 

있는 흐름은 사질퇴적체가 나타나는 대부분의 해역에서 주로 50 cm/sec이상의 강

한 회전성 및 왕복성 경향을 띠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Dyer and Huntley, 

1999; Kenyon et al., 1981). 사질퇴적체는 지역적인 분포에 따라 대륙붕 사질퇴

적체(shelf or offshore ridge), 연안 사질퇴적체(nearshore ridge), 해빈 연결형 

사질퇴적체(shoreface connected ridge) 그리고 하구역 사질퇴적체(estuary 

mouth ridge) 등으로 분류된다(Swift and Field, 1981; Dyer and Huntley, 

1999). 

또한 사질퇴적체는 이들의 기원과 발달 측면에서 크게 두 범주로 연구되어 왔으

며 그 중 하나는 수리 역학적 환경과 관련된 퇴적물 이동체계에 대한 것이다(Dyer 

and Huntley, 1999).

Park 등(2006)에 의하면 황해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에서 측정된 탄소동위원소 

연대는 7,940±1,000 - 13,970±1,590년 B.P.로 마지막 최대 빙하기(LGM) 이

후 해수면 상승 시기에 해당되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위의 결과로 볼 때 황해에 

분포하는 사질퇴적체는 해수면이 상승하는 시기에 형성된 해침사질퇴적체로 현재도 

계속 활동하는 사질퇴적체로 해석된다. 이러한 사질퇴적체는 조류의 방향과 비슷한 

방향성을 보이며, 수심이 얕아짐에 따라 해저표면구조(연흔)가 발달해 있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그림 5-2-3-3).

천부지층 탐사에 사용된 탄성파 장비는 투과 심도는 얕으나 분해능력이 우수한 

장비로 알려져 있다. 즉 사질로 구성된 퇴적체는 거의 투과하지 못해 사질퇴적체의 

정확한 층후를 알 수는 없다. 그러나 해저면에 나타나는 해저표면 구조의 연구에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다. 사질퇴적체의 층후 및 정확한 부존량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저주파수를 음원으로 사용하는 장비를 이용한 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조사해역의 연안에는 해안선과 평행하게 음향상 8이 길게 분포한다. 음향상 

8은 뚜렷한 표면 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평행하거나 기울어진 내부반사파가 잘 발

달되어 나타난다(그림 5-2-3-1, 5-2-3-2). 이러한 음향특성은 음파의 투과가 

양호한 퇴적체에서 보이고, 주로 세립질(mud)로 이루어진 퇴적체에서 우세하게 나

타나는 음향특성이다. 

또한 음향상 8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음향혼탁층(Acoustic Turbidity)이 넓게 분

포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그림 5-2-3-2, 5-2-3-4). 이런 음향혼탁층은 퇴적

층 내부에 가스나 수분 또는 조립한 퇴적물과 같은 매질에 의해 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산란되어 나타나는 음향특성을 의미한다. 본 조사해역에 나타나는 음향혼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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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

(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1999). 

그림 5-2-3-2.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3-HZT-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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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3. 사질퇴적체의 발달과정 모식도. 

그림 5-2-3-4. 탄성파 단면(A: Chirp, B: Sparker)에 나타나는 음향상 8의 

분포 특성(13-HZ-102).

(4) 심부 지질구조

(가) 목포 연안 스파커 탄성파 자료 분석

육상지질에서 나타나는 구조선의 연장여부를 알아보기 위하여 가상 연장선을 수

직으로 지나는 스파커 탄성파 단면자료를 획득하였다. 탐사해역은 전라남도 해남군 

화원면과 신안군 장산면(장산도) 사이의 수로해역으로 강한 조류로 인해 현생 퇴적

층이 잘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수로를 중심으로 신안군 장산면(장산도)에서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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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두꺼운 퇴적층을 보인다. 탄성파 단면도에 육상지질구조 경계 연장선을 표시

하여 분석한 결과 대부분 노출된 기반암의 방향성과 육상 구조선의 연장선이 일치

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5-2-4-1. 목포연안 스파커 탐사 측선과 위성자료상 육상 선구조 연장선.

그림 5-2-4-2.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1, 

SWW-N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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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2, W-E).

그림 5-2-4-4.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3, W-E).

그림 5-2-4-5.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7,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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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6.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8, 

SSW-NNE).

그림 5-2-4-7.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09, S-N).

그림 5-2-4-8.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12, S-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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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9. 탄성파 단면도와 육상지질구조 연장지점(Line-13, SW-NE).

(나) 에어건 탄성파 자료 분석

연구지역은 목포연안 해역으로 내륙방향으로 많은 섬들이 분포하고 있어 위도 

124°30′~ 125°35′, 경도 34°30′~ 35°00′지역에 대하여 2차원 다중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고 약 670 L-km에 달하는 탐사자료에 대한 지질구조 해석

을 실시하였다 (그림 5-2-4-10). 조사지역은 흑산도 인근 해역으로 북서방향으

로 군산분지가 발달하고 있으며, 대륙의 연장선상으로 음향기반암 상부의 퇴적층이 

두껍지 않고, 내륙방향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지역특성으로 

인하여 탄성파 측선 단면도상에는 해저면 관련 다중반사파 및 페그-레그 다중반사

파가 음향기반암 하부에 강하게 기록되어 있지만, 해석상에는 영향을 주지 않는다 

(그림 5-24-11).

탄성파 자료 해석은 퇴적층의 경계면을 상향걸침(onlab), 하향걸침(downlab), 상

부중첩(toplab), 침식면(truncation) 형태에 의해 구분하고 내부 반사면의 음향특성

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 (Mitchum et al., 1977). 주요층서는 기존 연

구결과에서 구분한 음향기반암을 포함한 총 5개의 주요 층서면을 기준으로 연구지

역에 나타나는 층서와 대비하였고, 총 2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5-2-4-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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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0. 연구지역의 2차원 탄성파탐사 측선도. 녹색선은 탐사측선, 파

란색 선은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그림 5-2-4-11.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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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2. 층서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0 참

조.

① 음향기반암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 상부면은 해저면과 비슷

한 강한 진폭을 나타내며, 연속성이 좋아 쉽게 확인이 가능하지만, 하부에는 강한 

다중반사파를 수반하고 있어, 해석에 주의할 필요가 있다.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대

비되는 음향기반암 (KIGAM 1998)은 화산암층과 함께 중첩되어 평탄하지 않고 기

복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는 화산활동에 의한 기반암 융기부가 해저면까지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외해에서 천해로 갈수록 음향기반암의 깊이는 얕아지고, 

상부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해저면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5-2-4-13). 탄

성파 단면도 상에서 음향기반암을 단절시키는 큰 단층대는 확인되지 않으며 연안으

로 갈수록 1차년도 연구지역에서 관찰되었던 음향기반암 함몰대(?)와 유사한 구조

가 관측된다. 이러한 지질학적 원인은 화산활동에 의한 영향 보다는 외부의 강한 



- 502 -

압력에 의한 파쇄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측하고 있으며, 황해 및 인접지역의 지괴간

의 충돌대가 한반도 서해 연안으로 지나가거나 한반도의 낭림육괴와 경기육괴 사이

의 임진강 습곡대가 해저지반까지 연장되어 나타나는 현상과 연관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Ree et al., 1996;Kwon et al., 2009). 하지만, 연구지역에서 보여지는 

이러한 함몰대는 일정한 방향성이 없고 연안 근처에 소규모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어 좀 더 많은 조사가 필요가 있다.

 그림 5-2-4-13은 조사지역에서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의 심도를 왕복주시로 표

시한 시간구조도이다. 내륙에서 외해로 갈수록 심도는 깊어지며 흑산도 주변지역의 

원형상으로 일시적으로 심도가 낮게 나타나는 지역은 화산활동에 의한 기반암 융기

대의 영향이다. 음향기반암의 깊이는 군산분지가 발달하고 있는 북서 방향으로 깊

이가 서서히 증가하는 양상으로 왕복주시 약 0.35 ~ 0.08 초까지의 분포를 보인

다. 

그림 5-2-4-13. 음향기반암의 시간구조도.

② 탄성파 단위층 4 (SU-4)

음향기반암 상부에 퇴적되어 있는 SU-4 단위층은 마이오세 중기에서 플라이오

세 및 제 4기 퇴적층 사이로 해석하였으며, 마이오세 중기의 육성층에서 플라이오

세 및 제4기 퇴적층들이 쌓이는 동안 간간히 해침을 받으면서 SU-5 단위층으로 

가면서 완전히 해성층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증거는 SU-4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

이 떨어지고 산란된 음향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SU-5 내부 반사면은 연속성이 좋

고 평행 내지 준 평행한 반사면들로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층의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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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4 상부면은 왕복주시 약 0.22 ~ 0.16초의 깊이 분포를 보이며, 단층 발달은 

보이지 않는다 (그림 5-2-4-14). 층후는 최대 0.12초로 북서방향으로 갈수록 퇴

적층이 두껍게 발달하고 있으며 국부적으로 퇴적층의 층후가 얇아지거나 없는 지역

은 음향 기반암 융기부에 의한 영향으로 나타난다 (그림 5-2-4-15).

그림 5-2-4-14.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5. SU-4의 등시층후도. 

③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는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좋고 평행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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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난다. 해저면은 황해의 연안

지역에 작용하는 강한 왕복성 조류에 의해 형성된 마운드 형태의 모래사퇴가 분포

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갈수록 SU-5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음향기반암과 

해저면이 중첩되어 나타난다. SU-5의 층후는 0.1 ~ 0초 사이로 나타나며, 흑산도 

남-남서방향으로 해저면과 음향기반암의 중첩으로 층후가 나타나지 않으며, 층후의 

기복이 다소 원형으로 불규칙하게 나타나는 지역은 모래사퇴의 영향인 것으로 확인

된다. 흑산도와 내륙사이에 형성된 퇴적층들은 육상에서 운반된 퇴적물들이 쌓여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5-2-4-16).

그림 5-2-4-16. SU-5의 등시층후도.  

(다) 중·자력 특성

그림 5-2-4-17~18은 2013년 자료뿐 아니라 2011년~2013년 3년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한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이다.

통합 프리에어 이상은 0.40 mGal ~ 58.40 mGal 사이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

고, 총자력 이상은 –640.40 ~ 1502.00 nT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은 공통적으로 연구지역의 중앙부에서 많은 이상값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총자력 이상의 변화는 그림 5-2-4-19와 같이 후기 백악

기 우리나라 주변의 전반적인 자력이상과 일치하며 이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

되었던 화성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Yasukuni et al., 2002)

주목할 점은 연구지역 중앙부에 보이는 프리에어 이상이 심부지질 구조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총자력 이상을 야기시킨 화성암의 영향이라면 심부지질 구조를 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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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총자력 이상을 프리에어 이상에 중첩시킨 그림 

5-2-4-20에서 두 이상값이 잘 일치함을 미루어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말해서 중

앙부의 높은 프리에어 이상이 천부의 화성암 효과라면 이를 제거했을 시 중앙부 북

부와 남부에 존재하는 낮은 이상대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우 이 지

역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대규모의 지질구조선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2-4-21, Hao, et al., 2007).

그림 5-2-4-17. 2011~2013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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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8. 2011~2013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그림 5-2-4-19.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자력이상 (Yasukun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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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0.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 (등고선)

그림 5-2-4-21. Shadowgraph of first-order gravity wavelet (Ha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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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최근 세계적으로 대규모 지진에 의한 피해가 자주 보고되면서 우리나라에서도 지

진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진은 대부분 기존의 단층이 재활성되면서 발생

하고, 활성단층의 경우 미래에 다시 재활성할 가능성이 비교적 높기 때문에, 활성단

층에 대한 연구가 지진의 재발 가능성을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번 연구지역인 목포시, 진도군, 신안군 일원 역시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수가 높은 

서해안과 접해있으며, 일부 단층들에서 재활성의 증거들이 확인되므로 신기구조운

동 및 활성단층 연구가 보다 절실하다고 판단된다. 

그림 6-1-1. 연구지역 일대 연안에서 추정되는 최후기 단층 및 신기 선형구조. 

노란색 실선은 선형구조를 지시하고, 붉은색 점선은 최후기 단층운동이 추정되는 

선형구조를 지시한다. 후자에 대하여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신기단층운동 해

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노두를 관찰할 수는 없었다. 

따라서 활성단층과 같은 신기구조운동 및 변형과정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는 없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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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지만 최후기의 변형과정으로 추정되는 WNW-ESE 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변

형이 관찰된다는 점과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지점에서 대규모 단층이 비교

적 잘 발달한다는 점, 그리고 최후기 변형활동과 관련된 NW-SE 방향의 선형구조

가 도서지역 및 해상으로 연장된다는 점 등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정밀한 신기구조

운동 연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그림 6-6-1은 선형구조 분석을 토대로 실시한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의 가능성이 있는 선형구조를 표시한 것이다. 육상에서의 야외지질조사는 

제한적인 노두 산출로 인해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다. 하지만 

비교적 노두가 잘 발달하는 해안지역에서의 야외지질 조사결과와 해양물리탐사와 

같은 해양조사결과와 결합된다면, 보다 명확한 신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를 확인하

고 이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이는 주변지역에 대한 신기구조

운동을 밝히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앞으로 발생할지 모르

는 지진 및 지진재해로부터 피해를 최소화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목포시 일원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선형구조 분석결과, 내륙지역은 NE-SW 주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나

며, 해안지역으로 근접할수록 E-W 내지 WNW-E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일부 

관찰된다. 도서지역에서는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다.

② 지질구조 분석결과,  내륙지역은 호남전단대와 광주단층계에 연관된 변형구조

들로 해석되는 NNE-SSW 주향의 대규모 주향이동단층과 이와 관련된 구조들이 

발달하는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에서는 NW-SE 방향의 압축력과 관련된 변형구

조들이 우세하게 관찰된다. 

③ 조사지역에 관입한 ENE-WSW 주향의 암맥과 WNW-ESE 주향의 암맥이 

서로 절단관계를 보이는 것이 관찰되며, WNW-ESE 주향의 암맥이 ENE-WSW 

주향의 암맥을 관입하는 것으로 보아 WNW-ESE 방향이 후기의 변형사건임을 추

정할 수 있다.

④ NE-SW 주향의 정단층과 암맥으로 대표되는 도서 지역은 NW-SE 주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NE-SW 주향의 정단층 및 관입암맥을 절단하며 변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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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는 것이 다수 지역에서 관찰이 되었다. 이는 NE-SW 방향의 주응력장 이후 변

형 사건으로 추정된다.

⑤ NW-SE 주향의 정단층과 이전의 구조를 관입하는 NW-SE 주향의 암맥들은 

NW-SE 방향의 압축력을 지시하며, 연구지역에서 확인되는 최후기 변형사건에서 

발생할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

⑥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운동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및 선형구조는 WNW-ESE 방향으로 사료된다. 하지만 

선형구조 분석결과로는 내륙으로의 연장 가능성이 높다고 판단되지만, 노두의 제한

으로 인해 내륙으로의 연장여부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

들에 대한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한 신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 및 발달특성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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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특성

서해연안은 우리나라에서도 지진활동이 활발하지 않은 편이서 연구지역에서의 지

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우선적으로 한반도 및 인접 지역에서의 지진 발생 현

황을 분석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서는 역사 및 계기 지진 목록이 필요하다. 한국지

질자원연구원(2012)은 한반도에서의 지진재해도 작성을 위해 역사 및 계기지진 자

료를 수집하고 분석하여 종합적인 역사 및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다. 그림 

6-2-1은 서해 연안지역 및 내륙에서의 역사지진 분포도이다. 역사지진의 경우 문

헌에 기록된 자료를 해석하여 결정되는데, 금년도 연구지역 및 인접지역에서의 역

사지진의 활동도는 매우 낮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1. 한반도 남서부 및 서해 지역에서의 AD. 2 - 1899 사이의 역사지

진 진앙 분포도. 적색실선은 금년도 연구대상 지역임. 

계기지진 목록은 1906년부터 최근까지의 우리나라 및 인접국 지진자료를 취합하

여 총 4,593회의 지진기록을 수집하였다. 이를 정리하여 1906년부터 2011년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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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및 주변부의 계기지진 목록을 작성하였으며, 총 2,793회의 지진으로 구성 

되어있다. 중복된 지진은 1,800회에 달하나, 주로 1978년 이후의 지진에서 집중되

어 나타난다. 1960년 이전의 경우 비교적 규모가 큰 지진의 경우 중복되어 나타나

고 있다. 따라서 자료의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1-2는 1905

년부터 2011년까지 2,793회의 계기지진 목록으로부터 구한 서해 및 한반도 남서

부 지역에서의 진앙 분포도이다. 연구지역에서는 총 2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1

회는 초기계기지진목록(전명순외, 2001),  1회는 북한지진연구소 지진목록에서 확

인된 자료로 1917. 8. 13.(규모 5.3) 및 1976. 10. 9.(규모 3.5) 두 지진이 분포

하고 있다. 그러나 초기계기지진 지진목록 및 북한 지진목록 작성시 연구지역에 대

한 관측능력은 매우 낮아 지진발생일시는 정확할지라도 진앙위치의 신뢰도는 매우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및 인접 지역은 전반적으로 서해지역에서의 낮은 지진 

발생 분포지역에 해당됨을 확인할 수 있다. 전체적으로 서해지역에서 발생한 비교

적 규모가 큰 지진들의 단층면해에 의하면 전체적으로 동서방향의 압력에 의한 약

간의 주향이동성분을 포함한 역단층이 주인 응력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2. 1905년부터 2010까지 한반도 서해 연안 지역에서의 계기지진의 

진앙 분포도

기상청은 1978년부터 우리나라 지진관측업무를 공식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2014. 3. 4.까지 우리나라 및 주변부에서 발생한 총 1,127회의 지진목록을 발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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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그림 6-2-3). 그러나 금년도 연구지역 해당범위에서는 36년동안 단 하나의 

지진도 감지하지 못하였다. 연구지역 밖이지만 서측은 2005. 4. 21. 규모 3.0, 동

측은 2011. 3. 14. 규모 2.9, 남측은 2004. 10. 20. 규모 2.7의 지진이 발생하였

으며, 규모는 모두 3.0이하의 소규모 지진 만이 발생함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3. 1978년부터 2014. 3.까지 연구지역 및 주변부에서 발생한 기상청 

진앙분포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1994년부터 한반도 일원에 지진관측망을 지속적으로 설치

하고 있으며, 관측소로부터 실시간으로 지진 자료를 전송받아 분석하는 시스템을 

1999년 구축하였으며, 현재 한반도 및 인접지역에서의 자연지진과 인공지진 발생

현황을 모니터링하고 있다. 그림 6-2-4는 지진자료획득 및 분석의 신뢰도 높은 

2000년부터 2014. 3. 4.까지 분석한 총 68,910회의 이벤트 중 연구지역 및 주변

부에서의 분포도 이다. 연구지역에서는 총 68910회의 이벤트 중 5회의 이벤트가 

발생하였으며, 이중 2006. 12. 19. 규모 2.5의 지진이 가장 크며, 규모는 1.6~2.5

의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러나 연구지역 좌하부 인접지역인 흑산도 남쪽 지역에는 

많은 진앙이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6-2-4의 이벤트 분포도에는 

자연지진과 발파 등에 의한 인위적인 지진이 함께 포함되어 있다. 따라서 특히 이

벤트가 집중되어 있는 경우 자연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는 곳일 수도 있으나,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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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이나 채석장, 토목공사 현장일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벤트 목록을 활용하기 위

해서는 자연지진과 인공지진의 식별이 우선적으로 수행되어야 한다. 그러나 제4장 

2절에서 수행한 이동식 지진관측망 자료를 이용한 분석 인공지진 식별 결과를 적용

하여 자연지진의 특징을 규명할 수 있었다. 

그림 6-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운영중인 지진관측망 및 분석시스템에 의

해 관측된 2000. 1. 1. - 2014. 3. 4. 기간 동안 이벤트 분포도

그림 6-2-5(a)는 이동식 지진관측망을 운영한 2013. 8. 30 - 2014. 3. 4. 까

지 7개월 동안 이동식 지진관측망에서 분석된 지진 분포도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상시 지진관측망에서 분석한 지진 분포도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동일한 기간 동안 

기상청 관측망에서는 연구대상 지역 및 주변에서 감지한 지진기록은 없었다. 

7개월간의 이동식 지진관측망 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및 인접지역에서 총 

138회의 지진을 분석하였으며, 공중음파 및 지진파를 이용한 자연-인공지진 식별

기법을 적용하여 이중 자연지진은 26회, 인공발파는 112회로 식별하였다(그림 

6-2-5(a)). 자연지진(청색원)은 연구지역내에서 단 3회 감지하였으며, 2014. 1. 

22. 규모 1.8의 지진이 가장 규모가 크며, 각 관측소에 기록된 지진파형은 그림 

6-2-6과 같다. 그러나 연구지역 주변부에서는 23회의 지진이 발생하였으며, 

2013. 9. 3. 규모 2.7, 2013. 10. 4. 규모 2.6의 지진이 지도(JID) 관측소 서측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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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무안(MAN) 관측소 북측에서 발생한 지진이 규모가 가장 크다. 또한 특징적으

로 흑산도 남측부에서 미소지진이 다수 발생하고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시 

지진관측망 분석결과와도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6-2-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진관측망 및 이동식 지진관측망에서 2013. 

8. 30. 부터 2014. 3. 4. 까지 7개월 동안 분석한 지진 분포도. (a) 이동식 관측

망 138개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시 지진관측망 분석결과 20개 등 총 138개 자

연 및 인공 지진 분포도 (b) 26개 자연지진 분포도

인공발파(그림 6-2-5(a)에서 적색원)는 총 112회를 분석하였으며 영광(YEG) 

관측소 남서쪽, 목포(MOP) 관측소 남서쪽, 진도(JND) 관측소 남동쪽 및 북동쪽에 

특정 지역에 대부분의 진앙이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이들 인공지진 집중지역

은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35.2084o N, 126.4022o E),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34.6980o N, 126.3173o E), 진도군 진도읍 해창리(34.4845o N, 126.2166o 

E), 진도군 임화면 연동리(34.3900o N, 126.1726o E) 등이며, 이는 항공사진상

의 채석장 위치와 잘 일치하고 있으며, 이중 해남 영호리 및 진도 연동리 채석장의 

항공사진은 그림 6-2-7과 같다. 이동식 지진관측망에 의해 분석된 인공발파 위치

와 항공사진 상의 채석장의 위치는 1-2km 이내의 차이를 보이고 있어 금년도 자

료 분석의 정확도를 평가할 수 있었다. 또한 영광군 염산면 오동리와 진도군 임화

면 연동리 발파장의 경우 약 3-5km 이내에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시 지진관측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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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분석된 11개 이벤트의 분석결과가 분포하고 있다. 따라서 이들 11개 이벤트

는 발생시각도 유사하므로 인공지진으로 분류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이동식 지

진관측망에 의해 분석된 결과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상시 지진관측망 자료분석시 

Ground Truth D/B로 활용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이동식 관측망 운영 결과 획득된 진앙분포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에서 운영 중인 상시관측망의 진앙분포를 비교하면 상시관측망의 분석 정확도

는 많이 향상되어 있어 대비가 가능할 정도이나, 인공지진을 식별할 수 없으며, 특

정지역에서의 미소지진 활동을 모니터링하기에는 부족한 점을 확인할 수 있다. 특

히 그림 6-2-5(b)의 흑산도 남측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2014. 1. 26. - 

1. 27. 기간동안 8회의 미소지진을 이동식 관측망에 의해 분석하였으나, 상시 지진

관측소에 의해 분석된 지진은 6회이며 진앙지도 넓게 산란되어 분포하고 있다. 상

시 지진관측망에 감지되지 않은 지진들과 진앙지의 오차는 대부분의 관측소들이 육

상지역에 분포하고 있기 때문에 육상지역에 대한 관측능력보다 낮아 지진 감지 및 

진앙위치 결정시 보다 오차가 커지고 있다. 따라서 지진활동이 미약한 지역에서의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의 필요성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림 6-2-5(b)는 발파에 의한 인공지진을 제거한 연구지역 및 인근지역에서의 

자연지진 진앙 분포도이다. 가능한 관측기간을 확대하기 위해 위치선정, 관측소 설

치, 자료분석 및 보고서 작성 기간 등을 최대한 줄이고, 약 7개월 이상 이동식 관

측망을 운영하였지만, 관측기간이 상대적으로 부족하였으고, 연구지역의 지진활동도

도 매우 낮아 지구조와의 관련성을 확인할 수 없었다. 내년도에는 연구지역 외에 

금년도 연구지역도 같이 관측할 수 있도록 관측범위를 더욱 확대할 예정이다. 이를 

위해 지금까지 이동식 지진관측소를 설치하였던 관측소 중에서 지도, 안좌도, 위도 

및 야미도 지진관측소와 같이 일부 이동식 관측소를 보강하여 향후 연구기간 동안 

지속적으로 운영함으로써 운영기간을 확대하고 분석능력을 향상시키도록 할 예정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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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6. 2014. 1. 22. 연구지역에서 발생한 규모 1.8 지진의 각 관측소별 

수직방향의 지진파형

(a) 전남 진도군 임화면 해창리

  

(b) 전남 해남군 화원면 영호리

그림 6-2-7. 연구지역 일원에 분포하고 있는 인공발파장(채석장) 항공사진 

(http://map.daum.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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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특이 해저지형의 지질학적 위험요소

21세기초 멀티빔 장비기술의 발달은 고해상의 해저지형 자료 획득을 가능하게 함

으로서 해양에서 발생가능한 지질학적 위험요소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하였다. 

지질학적 위험요소와 관련하여 멀티빔을 이용한 정밀 해저지형 자료는 위험성을 내

포한 지질학적 과정(geological process)들의 특성과 시간에 따른 이들의 변화를 

가능하게 하고 쓰나미 모델링같은 위해요소를 예측하는 수치모델의 경계조건

(boundary condition)으로 크게 활용되고 있다. 

해양이나 연안환경에서, 주요 지질학적 위험요소로는 지진, 화산폭발, 해저사태, 

그리고 급격한 지형변화(중력류에 의한 침강, 유체에 의한 침식 및 이동 등)가 있

고 2차적으로 지질이나 사태로 인한 쓰나미를 고려할 수 있다 (그림 6-3-1). 특

히, 서해와 같이 해수면 변동을 크게 받은 대륙붕환경에서는 연안침식, 해저모래톱, 

가스충진층, 고수로, 고델타, 모래사퇴, 급경사지형, 노출 암반, 단층, 급격한 침식과 

퇴적작용 등이 위험요소로 고려된다(Kong et al., 2012). 이들중 금년 조사지역에

서 고려될 수 있는 지질학적 위험요소로는 모래파, 암반노출, 특이지형(해저곡, 차

별침식, 가스충진층)을 들 수 있다. 

  

그림 6-3-1. 해양 및 연안에서 발생가능한 지질학적 위험요소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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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모래파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하여 주변국가와 해저통신 케이블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자체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해저 전력케이블 매설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에 수십 ~ 수백 km의 해저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다. 만

약 이러한 해저 케이블이 모래파나 거대연흔이 발달된 지역을 관통할 경우 모래파

나 거대연흔의 이동으로 매설될 케이블이 노출되거나 스트레스(진동, 뒤틀림, 당김)

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Blondeaux, 2012). 특히,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이차적

으로 선박의 닻이나 트롤선의 어구 등에 의해 심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

다. 따라서 모래파의 규모와 이동속도는 해저 파이프나 케이블 포설시 고려되어야

할 주요한 지질학적 위해요인이다. 

우리나라 서해와 같이 조류의 영향으로 모래파가 크게 발달한 북해(North Sea)

에서 해저 파이프를 매설할 때 모래파의 기하학적 특성 및 변화양상은 선행되어야

할 필수 조사항목이다. 즉, 모래파의 폭 그리고 높이, 정부의 고도(crest 

elevation), 골의 깊이(trough depth), 대칭성(asymmetry)에 대한 정보를 알아야 

한다(Van der Mark & Blom, 2007). 일반적으로 정부(crest)가 긴 모래파가 정

부가 짧은 모래파보다 모래파의 폭, 높이, 정부의 고도, 골의 깊이, 대칭성이 더욱 

규칙적으로 나타난다.  

모래파의 변동성에 대한 정보는 해저 파이프나 케이블을 매설할 때 최적 깊이를 

결정할 수 있는 근거를 제공하다. 즉, 얕게 매설할 경우 노출에 위험이 야기될 수 

있고 반대로 깊게 매설할 경우 비용이 급격히 증가할 수 있기 때문이다(Nemeth 

et al., 2003). 예를 들어, 모래파의 정부가 짧고, 이동하며, 유속이 거의 일정한 지

역에서 모래파의 평균 높이(mean height)가 4m, 평균 정부의 고도가 1.5m, 평균 

골의 깊이가 2.5m일 경우, 골 깊이의 표준편차는 약 1.6m이고 확률적으로 전체 모

래파의 5%는 골의 깊이(trough depth)가 5.5m를 넘을 수 있다. 따라서 안전하고 

최소비용으로 파이프를 매설할 수 있는 깊이는 평균 모래파 높이보다 5.5m아래이

어야 한다(C.F. van der Mark et al., 2008).  

조사지역의 북쪽 구역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는 모래파를 C.F. van der Mark et 

al.(2008)이 제시한 식에 적용하면, 모래파의 평균 높이는 1.8m, 평균 골의 깊이가 

0.5m로 볼 때 골 깊이의 표준편차는 0.32, 전체 모래파 중 5%는 골의 깊이는 

1.1m를 넘을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케이블 매설시 적정깊이는 1.1m 

이상으로 예상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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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1. 조사지역 모래파의 기하학적 특성.

(2) 암반 노출

조사지역은 자은도, 비금도, 흑산도, 홍도 등 서해안에서 가장 많은 도서를 포함

하고 있어 해안선이 복잡하고, 도서 주변의 해저면에는 많은 암반들이 노출되어 있

다. 최근 진도-제주간 해저 전력케이블 공사시 케이블 루트에 노출된 기반암으로 

인하여 공사 발주시 적정 깊이 3m를 준수하지 못하여 발주처와 용역사간에 공사비 

1800억원에 대한 법정논쟁이 진행중이다. 이러한 문제의 발단은 발주처가 케이블 

루트상의 지질 및 지형에 대한 기초조사를 사전에 수행하지 않아 정확한 정보를 제

공하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작년 연말부터 언론보도에 따르면 총연장 167km, 공사비 15조 규모의 목

포-제주간 해저터널 건설(안)이 구상되고 있는데 문제는 루트 설계시 위의 해저케

이블 사례에서 보듯이 공사비 절감 및 분쟁해소를 위하여 주변 지형 및 지질에 대

한 기초조사, 특히 암반의 노출 및 규모에 대한 조사는 반드시 선행되어야 한다. 

1995년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의 자료에 따르면, 흑산도 주변의 해저면에 기반암

반이 북동-남서방향으로 노출되어 있음을 보고하였고(그림 6-3-2-1), 2007년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에서도 금번 조사의 북쪽에 암반 노출이 보고되었으며 (그림 

6-3-2-1, 그림 6-3-2-2  No. 1 - No. 4) 금번 탐사에서는 3 곳의 암반 지

역을 발견하였으나 2곳은 기존의 발견지역과 중첩되는 것으로 보인다(그림 

6-3-2-1, 그림 6-3-2-2 No. 5 - No. 7).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에 따르면 (그림 6-3-2 No. 1 – No. 4), 암반지역 No. 

1은 34°57′56″N, 125°28′37″E 지점에 위치하며 흑산도에서 북쪽으로 약 

26km 떨어져 있다. 암초는 길이 약 2.6km, 폭 약 1.5km 크기로 형성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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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초의 서쪽 해역에 약 66m의 수심대가 분포고 천소수심은 28.8m이다. 암반지역 

No.2는 34°52′27″N, 125°26′29″1E 지점에 위치하며 흑산도에서 북쪽으

로 약 22km 떨어진 수중암초이다. 이 수중암초의 천소수심은 44.1m이며, 남동방

향에 반경 약 200m의 움푹 파인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암반지역 No. 3은 

34°47′56″N, 125°30′44″E 지점에 위치하며 흑산도에서 북동쪽으로 17km 

떨어져 있다. 조사구역 내의 중앙에 위치한 수중암초는 남북방향으로 약 1.1km, 동

서방향으로 0.6km로 뻗어 있으며 최소수심은 20.2m 이다. 중앙부분의 미측량 구

역은 해수면 위로 노출되어 있는 암초(여리암)에 해당한다. No. 4는 34°45′3

1″N, 125°25′04″E 지점에 위치하며 흑산도에서 북쪽으로 약 10km 떨어진 

수중암초이다. 이 수중암초는 조사구역 내의 동쪽에 위치하며, 길이 약 2.3km, 폭 

약 0.7km 크기로 형성되어 있다. 천소수심은 3.2m으로 주변지형의 수심과 20m 

이상의 수심차이를 보이고 있다. 

금번 탐사에서는 No. 5(34°35.058′N, 124°57.0′), No. 6(34°42.498′

N, 125°21.889′), No. 7(34°30.0′N, 125°30.524′)에서 각각 새로운 암

반 노출이 확인 되었다(그림 6-3-2-2). 대체로 흑산도 주변에서 기반암 노출이 

북동-남서 방향성을 갖고 두드러지게 나타나는데 이는 과거 흑산도 주변이 고도가 

높은 고지대였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기반암들은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중생대 백악기의 퇴적암류, 화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3-2-1. 조사지역내 해저면 주요 특성분포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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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2. 조사지역내 추가된 암반 노출지역(No. 1-4, 국립해양조사원

(2007); No. 5-7 금년 탐사 자료) 

(3) 특이 해저지형과 천부가스

암반 분포와 더불어, 해저곡과 같은 함몰대가 흑산도의 동측와 서측에 북서-남동

방향의 타원형으로 분포하고 있는데 이중 동쪽 함몰대는 길이 7 km, 폭 1.8km, 주

변과 수심차이 55m로 좁고 깊은 골을 이룬다. 반면에 서측의 함몰대는 상대적으로 

넓고 얕은 형태를 보인다(그림 6-3-3-1 No. 8).

조사지역 서쪽 경계부에서 나타난 No. 9 특이 지형은 전지구규모의 해수면 변동

에 영향을 받은 차별 침식지형으로 보인다. 황해는 지난 200 kyr동안 3번의 저해

수면 시기(Marine oxygen isotope stage 2, 4, 6)를 겪으면서 대기중에 노출되었

으며 이 시기동안 중국과 한국 기원의 고하천이 크게 발달하여 지대가 낮은 황해 

중앙부를 지향하는 많은 channel들을 형성하였다(Chough et al., 2000). 또한 고

해수면시기(MIS 1, 3, 5)동안 쇄설성 퇴적물의 유입이 적은 지역에서는 강한 조류

의 영향으로 좁고 깊은 고하천의 channel 지형이 유지된 것으로 보인다. No. 9지

형은 주변수심에 비해 20m 더 깊은데 이러한 급격한 지형변화는 해저면 케이블, 

파이프 매설시 큰 영향을 끼칠 수 있다. 

해저면 하에 분포하는 천부가스 분포를 파악하는 것은 지질학적 위해요소를 평가

하는데 가장 중요한 업무중 하나이다(Oragne et al., 2005). No. 10은 흑산머드밸

트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나는 음향혼탁층을 보여주는데 이러한 현상은 주로 천부가

스에 의하여 발생되며 해저면 가까이 올라온다. 금번 연구지역에서 분석된 약 6 m 

코아(13HZT-P02-1)에서 생물기원의 메탄 함량이 심도 1 m에서 29,215 ppm, 

그리고 심도 6m 부근에서 40,530ppm으로 깊어질수록 높게 나타났다. 또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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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HZT-P02-1 코아 퇴적물의 물성 자료중 전단강도 5kPa내외로 낮게 나타나고, 

공극률은 60%의 높은 값을 갖는다. 이처럼 가스가 함유된 퇴적층은 일반 퇴적층보

다 상대적으로 지반 안정성이 낮다. 가스 충진층의 표층에서 인위적으로, 또는 자연

적으로 하중이 증가할 경우 가스가 수중으로 빠져 나가면서 갑자기 함몰된 가능성

이 높다. 따라서 이러한 가스 충진층은 가스하이드레이트, 급경사면과 더불어 

seafloor stability를 위협하는 주요 재해요인중 하나이다. 

  

그림 6-3-3-1. 조사지역내 특이지형과 천부가스층을 보이는 천부지층 탐사 자

료(No. 8 해저곡, No. 9 차별침식면, No. 10 천부가스층)

지난해 우리나라 지진관측이래로 가장 많은 자연 지진(93회)이 발생하였는데 그

중 52회가 서해에서 발생하였다. 규모면에서 보면 흑산도 북서쪽 110km에서 진도 

5.0, 그리고 외연도 주변에서 3.5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지난 2011년 3월 일본 

동해 연안 수심 3000m에서 발생한 지진(진도 9.0)과 동반된 쓰나미로 말미암아 

많은 인적, 물적 피해가 발생하였는데 지진 발생후 진앙지 주변 해저면에 약 20cm 

규모의 크래바스가 만들어졌다(그림 6-3-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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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2. 2011년 일본 대지진 발생전 해저면 영상(2006)과 동일지역에

서 지진 발생후 해저면 영상(2011) (www.jamstec.go.jp)
  

2013년 외연도 지진 발생 후 주변 해저지형의 변화유무를 조사한 결과, 외연도 

남부 수중 암초주변의 모우트 형태의 함몰대가 발견되었으나 왕복조류가 암초 주변

에서 흐름이 빨라질 때 형성되는 지형으로 해석되며, 함몰대의 남쪽 테(rim)가 선

명한 구조를 보이고 있어 멀티빔 자료상에서는 급격한 이벤트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보이지 않는다. 

라. 군산분지 경계 단층

2013년도 4월 21일 흑산도 북서쪽 약 100 km 해상에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

하여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4개의 측선에 대한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6-4-1). 탐사결과 지진의 진앙지 부근 해저면에서는 특

이지형을 발견할 수 없었으며, 진앙지에서 약 12 km 떨어진 지점에 군산분지의 경

계 단층이 위치하고 있었다 (그림 6-4-2). 그림 6-4-2를 살펴보면, 경사각이 큰 

단층을 경계로 북쪽으로 음향기반암이 형성되어 있으며 남쪽으로는 강한 진폭을 나

타내는 마이오세 광역부정합면이 음향기반암을 따라 평행하게 형성되어있다. 광역

부정합면 하부로는 탄성파 신호가 부정합면의 강한 반사로 인하여 하부까지 투과하

지 못하여 군산분지내에 퇴적되어 있는 경사진 지층 반사면이 희미하게 나타난다. 

음향기반암과 군산분지 사이의 경계단층은 상부의 퇴적층을 단절하면서 탄성파 층

서상의 지층변위가 플라이오세로 해석된 층의 상부면까지 관찰이 되며, 해저면 하

부 약 70 m 아래까지 발달하고 있다 (그림 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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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 연구지역의 탄성파 탐사측선도.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주변 탐사측

선(파란색)과 단층 구조선(빨간색).

그림 6-4-2. 진앙지(EQ) 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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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 측선 D의 층서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군산분지는 전기 백악기 시기에 대륙내부의 열개 작용으로 인해 형성되기 시작하

였으며, 전기 마이오세까지 압축성 구조운동을 받아 심한 습곡작용과 함께 구조역

전 현상으로 융기 및 삭박작용을 받은 후, 광역적으로 침강되었다 (Zhang et al., 

1997). 현재 한반도 및 주변 지역의 응력장은 유라시아 판(Eurasian Plate)과 관

련하여 태평양판 (Pacific Plate), 필리핀판(Phillipine sea Plate)의 수렴대와 인도

판(Indian Plate)의 충돌대의 영향으로 수평 횡압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Choi et al., (2012)는 최근 한반도와 동해 주변에서 일어나는 지진 메카니즘

(focal mechanism)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에 작용하는 응력장을 분석하였다 (그림 

6-4-4). 지진 메카니즘으로 구한 한반도와 이 일대에 작용하는 응력장은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거의 수평한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있으며, 단층의 주요양상은 주향

이동단층이 대부분이며, 일부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서해 중부 백령도 주변에서 관

측된 바가 있다. 

최근 지진 메카니즘을 통한 응력장 해석에서 조사지역의 응력장은 주응력축의 방

향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압축력(compressional force)

이 작용하고 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지속적인 횡압력은 음향기반암에 발달하고 있는 기존단층의 재

활성을 초래하여 단층을 따라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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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 (a) 한반도 주변의 압축응력축 방향과 전단응력 방향, (b) 

P-axis 방향 로즈다이어그램, (c) fast S 방향 로즈다이어그램 (Choi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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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절 2014년 연구 내용 (보령 해역)

1. 서 론

제 1 절 서론 참조

2. 광역지질

제 1 절 광역지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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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보령시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기

단층의 발달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한 단층들의 운

동학적, 기하학적 자료수집 및 해석에 중점을 두었다.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되는 

해안 및 도서 노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지할만한 규모의 단층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연장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층들에 대한 정밀야외조사를 실시하

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선형구조의 분포특성과 지리적인 위치를 고려하여  3개

의 중점조사지역으로 세분하였다. 연구지역에는 크게 안면도 남부지역, 보령지역, 

서천지역이 있다.  천수만은 안면도와 보령지역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안면도와 

보령지역 암상과 시대가 다르므로 천수만을 경계로 하여 서쪽에 위치하는 안면도 

남부지역을 중점조사지역 1, 천수만의 동편 보령지역을 중점조사지역 2로 선정하였

다. 서천지역은 중점조사지역 2에 해당하는 보령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지역으로 선

형구조가 다른 방향을 보이고 있어 중점조사지역 3으로 선정하였다.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열특성 분석을 통하여 비교적 후기 또는 최후기 단층운동과 응력의 방향

을 추정하기 위하여 기하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고응력장을 해석하는 작업을 실시하

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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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보령시를 중심으로 북으로는 홍성군 남으로는 서천군 내

륙으로는 부여군이 있으며. 안면도 남부의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는 

(경위도상) N36o 32’24.69“ ~ 35o 57’16.96”, 동서로는 E126o 

02’02.75” ~ E126o 46’56.91“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안면도 남부에는 아직 

1:50,000 도폭이 발행되지 않았으나,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지역은 

1:50,000 지질도폭이 발행되어 있다. 아직 도폭이 발간되지 않은 원산도 지역은 

Choi(2008)와 So(2013) 등의 논문을 참고하였다. 현재 기존의 도폭들이 수정이 

많이 되어 있는 상태이고,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해 암석의 연대가 정립된 상태이다. 

그림 1은 2011년도에 1:500,000 경기육괴 지질연대 분포도을 수정한 지질도이다. 

이 지질도에서 암석의 명명과 지질경계가 다소 수정되었다. 조사지역의 대략적인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과 화강암을 기반암으로 하여 고생대의 퇴적암류가 부

정합으로 덮고 있다. 이를 중생대 삼척기 섬록암과 섬장암, 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있으며, 그 위를 다시 중생대 쥐라기 퇴적암류와 화산암류가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KIGAM, 2011). (그림 3-2-14)).

그림 3-2-1. 연구지역의 지질도 (1:500,000 경기육괴 지질연대 분포도, 

KIGAM, 2011) 

4) 그림 번호 및 표 번호 앞에 3-4 (3장 4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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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선캠브리아기

연구지역의 선캠브리아기 암석으로는 준편마암, 고원생대 화강암, 신원생대 화강

암이 분포하고 보령 남부와 서천지역에 분포한다. 시기상 준편마암이 최하부이며 

고원생대 화강암, 신원생대 화강암 순서이다.

(가) 준편마암

준편마암은 고원생대 경기변성암복합체에 해당하며 규암이 협재되어 있다. 이 복

합체는 심한 화강암화작용을 받았고 여러 번의 변성작용을 받아 암상의 변화가 심

해, 지층의 추적과 세분이 곤란하다. 고원생대 화강암에게 관입을 받은 것을 여러 

지역에서 확인할 수 있으며, 관입경계가 톱니모양을 이루고 있다.

(나) 화강암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고원생대 화강암과 신원생대 화강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고원생대 화강암은 준편마암을 넓게 관입하여 분포가 동일하지만 신원생

대 화강암은 홍성인근에서 준편마암과 고원생대 화강암을 일부분 관입하였고, 지질

도상에서 고원생대 화강암과 단층에 의해 경계지어진다. 고원생대 화강암은 서천도

폭에서는 편암으로 남포도폭에서는 화강편마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야외조사 결과 

고원생대 화강암은 변성작용에 의해 화강편마암과 미그마타이트로 존재하고 대부분

의 화강암은 변성작용을 받아 광물이 신장되어 있다.

(2) 고생대

연구지역의 고생대 암층으로는 오르도비스기-실루리아기 변성퇴적암과 데본기 

태안층군이 분포한다. 오르도비스기-실루리아기 변성퇴적암과 데본기 태안층군은 

기존의 도폭에서 선캠브리아 편암류로 분류를 하였으나, 최근 연구를 통해 고생대

층군으로 분류가 되었으며, 암상과 시대를 기준으로 태안층군, 천수만층 등으로 세

분화되었다. 상기 변성퇴적암류는 연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하는 보령시 일대에 주

로 분포하며, 그 동편에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가) 변성퇴적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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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르도비스기-실루리아기에 해당하는 변성퇴적암류는 주입암상이 협재되어 있는 

운모편암으로 구성되며, 기존 1:50,000 대천도폭에서는 선캠브리아기에 해당하는 

암체로 기재된 바 있다. 최근 저어콘 절대연령 측정에 의해 연대가 확인됨으로서 

그 시대가 정정되었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변성퇴적암류에 발달하는 편리는 주로 

NE-SW 방향으로 우세하게 발달한다.

(나) 태안층군

태안층은 주로 사질 및 이질 퇴적암으로 구성된다. 태안층은 변성작용을 받아 퇴

적암의 조직과 퇴적구조를 관찰하기가 쉽지 않지만, 색깔이나 풍화차이 등으로 제

한적으로 상대적인 입도변화를 인지할 수 있으며, 일부 노두에서는 퇴적구조를 확

인할 수 있다. 태안층에는 화석산출이 없어 정확한 퇴적연대를 알 수 없으나, 저어

콘을 통한 연대분석 결과를 살펴보면 태안층군은 402 Ma ~ 229 Ma의 연대를 가

지고 있다(,조등룡, 2007). 안면도 서쪽 해안을 따라 주로 분포하는 태안층은 규암

과 천매암, 편암으로 구성되며, 지층의 주향은 주로 남-북 방향이며, 지층은 서쪽

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젊어진다.

(3) 중생대

  

연구지역의 중생대 암석으로는 섬장암, 섬록암, 화강암, 퇴적암류, 화산암류가 분

포한다. 섬장암은 안면도 북부 남면에 분포하며 화강암은 삼척기 화강암, 쥐라기 화

강암 두 종류가 있다. 삼첩기 화강암은 홍성 북부지역에 분포하며 쥐라기 화강암은 

부여 인근에 분포한다. 퇴적암류는 서천지역과 천수만 인근에 분포하며, 화산암류는 

아산시 송악면 송악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등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가) 섬록암

이 지역의 섬록암은 장곡리 섬록암으로 명명되었으며 조직은 조립질에서 세립질

까지 다양하다. 간혹 반상조직이 나타나는 곳도 있다. 장석은 대부분이 사장석이며 

그 밖에 정장석과 미사장석도 있다. 시기는 삼척기에 해당하며 오르도비스기-실루

리아기 변성퇴적암을 관입하고, 삼첩기 화강암에 의해 관입된다. 섬록암은 그 분포

지가 비교적 좁으며 1:50,000 홍성도폭의 홍성군 구항면 일대와 대전광역시 안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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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일대에, 그리고 연기군 현도면 판록리에 소규모 암주상으로 분포한다. 

(나) 화강암

화강암체의 약한 방향은 NE-SW이다. 가장 큰 화강암의 암체는 서천근처에서 

발견이 되었으며 6km정도의 직경을 가지고 있다. 화강암의 조직은 중립질에서 조

립질이다. 삼첩기 화강암은 조립질 흑운모 화강암이다. 이전의 도폭에서는 모두 쥐

라기 화강암으로 명명 하였지만 저어콘 연대 측정 결과 홍성지역 화강암은 삼척기 

화강암으로 수정되었다. 

(다) 퇴적암류

연구지역의 중생대 퇴적암류는 쥐라기 남포층군과 백악기 천수만층군이다. 남포

층군은 서천지역에 분포하며 NE 내지 NNE 방향으로 길게 분포한다. 상부, 중부, 

하부층으로 세분되며, 습곡구조에 의해 사암과 역암이 교호하며 노출된다. 주향의 

방향은 NE~NNE-SW~SSW이다. 천수만층군은 천수만 분지가 생성될 때 생성되

었다. 천수만층은 주로 태안층과 부정합으로 접하고 있다. 주 구성암은 사암, 역암 

및 화산암이다. 전체적인 층의 주향과 경사는 NW에 대해 NE로 완경사 한다.

(라) 화산암류

화산암류는 아산시 송악면 송악리, 예산군 예산읍 예산리, 보령시 청라면 황룡리 

등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곳의 화산암류는 소규모의 현무암, 암갈색 내지 암적색

의 안산암 및 안산암질 각력암,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화산활동의 시

작은 현무암의 분출로부터인 것으로 생각된다. 현무암의 상위에는 현무암질 응회암 

및 응회질각력암이 발달되어 있어 화산쇄설물을 분출한 격렬한 화산활동이 수반되

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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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

형의 뚜렷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근의 단층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O‘Leary et al., 1976).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Richard and Groshong, 1999), 특히 신기단층

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한 단층운동 이후 오래되지 않아 풍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직선적이고 명확한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단층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성사진과 항공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대

부분이 지형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

나, 광역선형구조 분석과 정밀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한 지형적 변형을 확

인하고자 하였다.

정밀 선형구조 분석결과, 중점연구지역 1에서는 NNE-SSW 방향이 가장 우세하

며 ENE-WSW와 NS에 가까운 선형구조가 관찰된다(그림 3-3-1). 중점연구지역 

2에서는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며,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도 관

찰된다(그림 3-3-1). 중점연구지역 3에서는 다른 연구지역과 다르게 

ENE-WSW와 EW 방향의 선형구조가 주를 이루며, NNW-SSE 방향의 선형구조

도 관찰된다. ENE-WSW, EW 방향의 선형구조가 주가 되는 것은 서천지역의 엽

리가 EW가 위주인 것이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조사결과 이 지역의 단층도 엽리

가 재활성 되어 발달한 단층들이 발견되었다. 연구지역의 내륙지역에서는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주를 이루고, NE-SW 방향과 ESE-WNW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된다(그림 3-3-1). 

종합적으로 중점연구지역 3을 제외한 곳에서는 NNE-SSW와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가장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층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중점연구지역 2에서는 NNE-SSW와 

NE-SW의 선형구조가 뚜렷하며, NE-SW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추정되

는 선형구조를 발견하였다. 하지만 연구지역에는 NE-SW 방향의 지질분포가 우세

하여 내륙지역의 선형구조들은 지질분포나 기존의 지질구조 방향을 지시하는 것들

이 많으며, 보령지역의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는 대규모 단층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 추정된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된 선형구조들을 따라 단층의 존재여부 확인

과 각 단층의 기하학적, 운동학적 발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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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연구지역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a) 중점연구지역, (b) 연구지

역의 주요 선형구조. 내륙에서는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한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으로 갈수록 NE-SW 내지 ENE-W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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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안면도 고남면 및 안면읍 해안)

중점연구지역 1 에 해당하는 안면도 남부지역은 기반암인 선캠브리아기 편암을 

부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는 고생대 태안층군이 널리 분포하는 지역으로, 이를 관

입한 중생대 쥐라기 화강암류가 안면도 남부 연안지역에 분포하고 있다.(그림 

3-4-1-1, Choi 2008).

그림 3-4-1-1. 중점연구지역 1 의 지질도. 1. 백악기 퇴적암. 2. 쥐라기 화강

암. 3. 삼척기-쥐라기 남포층군. 4. 삼척기(?) 화강암 (또는 화강편마암). 5. 삼

척기 섬장암. 6. 시대미상의 반려암, 각섬암. 7. 태안층. 8. 선캠브리아기 석영-운

모 편암, 흑운모 편암. 9. 선캠브리아기 천매암. 10. 선캠브리아기 흑운모 편마암, 

화강편마암. 11. 엽리. 12. 층리. 13. 단층. CSR= 취생리. MRR=무량리. DF=당

진 단층. GF=간월도 단층. HF=황도 단층. MF =미개 단층. NF=나루개 단층. 

NT=누동 단층. OF=오포 단층. SF=신니 단층. SoF=솔섬 단층. WT=윗대고지 

단층 Choi, 2008.

안면도 남부지역에 대한 위성사진 선형구조 분석결과는 NE-SW, ENE-WSW 

그리고 NNW-SSE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3-1b). 

선형구조를 기반으로 중점연구지역 1에 해당하는 안면도 남부지역 동쪽해안에서 2

개의 조사지점 그리고 서부지역 해안에서 1개의 조사지점을 선정하여 노두에서 나



- 537 -

타나는 지질구조의 발달사와 변형사를 해석하였다(그림 3-4-1-2).

그림 3-4-1-2. 중점연구지역 1 의 주요조사 지점.

(가) Site 1 (뒷섬 일대)

첫 번째 조사지점은 안면도 남부지역의 동부 해안 가장 북쪽에 위치한 지점이며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간다(그림 3-3-1, 3-4-1-2). 이 지점은 태안

층군과 쥐라기 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이다. 중성암맥들이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으

며 이들의 평균 자세는 N36°E/85°NW(그림 3-4-1-3).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

는 중성암맥과 선형구조의 방향이 유사하게 NE-SW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통

해 암맥관입 시 작용한 최소주응력의 방향은 NW-SE방향임을 유추할 수 있다. 

Site 1에서는 NW-SE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한다. N48°W/72°NE 자세

를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관찰되며 단층대를 따라 석영세맥이 발달하고 있

다. 

이 단층은 단층의 분절화, 석영세맥의 두께 변화, 단층의 말단부(tip)에 발달하는 

이차단열들의 방향으로부터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된다(그림 3-4-1-4a). 

또한 N09°E/71°SE 자세의 석영세맥은 N42°W/80°NE 자세를 가지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그림 3-4-1-4b). 이

를 통해 N45°W/72°NE 자세를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은 N-S 방향의 주

응력에 의해 발달한 것을 알 수 있고, E-W 방향으로 최소주응력이 발달하는 것을 

알 수 있다. 주응력 방향인 N-S 방향으로 석영세맥이 충전되어 있고, 또한 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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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의 석영세맥은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NW-SE 방향의 단층은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서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성 

됐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1-3. 중장리 일대에서 관찰되는 화강암을 관입하는 중성 암맥. 암맥의 

방향은 NE-SW이며 고각의 경사를 가지고 있다. 

그림 3-4-1-4. 중장리 일대에서 관찰되는 단층과 석영세맥. (a) N45W/72NE 

태위를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석영세맥이 충전되어있다. 단층의 말단부

(Tip)의 형태를 통해서 우수향 센스를 알 수 있으며 세맥의 불규칙한 두께변화, 

단층의 분절화로 주향이동단층임을 알 수 있다. (b) N9E/71SE 태위를 가지는 석

영세맥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다. 

(나) Site 2 (누동리 일대) 

두 번째 조사지점은 고남면 누동리 일대 연안을 따라 노출된 해안노두로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한다. Site 2에는 쥐라기 화강암 내에 발달한 

NNE-SSW 방향의 석영세맥이 NW-SE와 NE-SW 방향으로 발달하는 소단층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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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절단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그림 3-4-1-5a). NW-SE 주향의 소단층을 

따라 석영세맥은 약 45cm 우수향으로 겉보기 변위되어 있으며, NE-SW로 주향하

는 소단층을 따라 약 5cm 정도 좌수향 이동감각으로 변위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

다. 서로 다른 이동감각을 보이는 두 단층의 이면각은 약 66°로, 흔히 공액상의 

단층으로 가정되는 예공액각 60°보다는 다소 큰 각 관계를 보이나 이들을 공액상

의 단층들로 볼 경우 이들에 대한 최대수평주응력의 방향은 N-S방향으로 해석될 

수 있다.

노두상에서 좌수이동 감각을 보이는 소단층(N18°E/85°NE)과 동일한 방향성

을 갖는 단열(즉, 절리)들이 많이 발달하는 것으로 보아 이 방향의 단층은 이전에 

발달한 일부 단열들이 재활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층발달 시 단층과 최대주응력이 

이루는 각을 약 30°로 가정했을 때, NE-SW 방향의 좌수향 이동감각을 보이는 

소단층의 발달 시 작용한 최대수평주응력은 에서 작용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단열발달과 관계된 응력장의 방향성과 상대적인 선후관계를 토대로 본 조사지점

에서 수립된 변형사는 다음과 같다. 선후관계 혹은 절단관계가 명확하지 않은 

N10°E와 N67°W로 주향하는 석영세맥들이 침전된 이후, NE-SW 방향의 최대

수평주응력 및 NW-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 하에서 NE-SW 방향의 절리들이 

형성되었으며, N-S 방향 최대수평주응력 그리고 E-W 방향 최소수평주응력으로 

응력장이 변화됨에 따라 NW-SE 방향의 우수향성 주향이동 단층의 발달과 동시에 

NE-SW 방향의 기존단열들이 좌수향으로 재활된 것으로 생각된다.      

그림 3-4-1-5. 누동리 일대에서 관찰되는 단층과 석영세맥. (a) 

N10°E/79°NE 태위를 가지는 석영세맥이 N28°W 주향을 가지는 우수향 주향

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고 있으며, N38°E 주향를 가지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서도 절단이 된다. (b) N18°E/85°NW 자세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N67°W/57°NE의 석영세맥을 절단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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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Site 3 (샛별 해수욕장)

세 번째 조사지점은 안면읍 신야리 샛별해수욕장 일대 해안노두이며 ENE-W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한다. Site 3 에는 태안층군이 분포하고 태안층의 꽃지단위

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특징적으로 NE-SW로 주향하는 저각의 정단층들이 발달해 있다(그

림 3-4-1-6a). 저각 정단층들의 평균자세는 N43°E/29°NW 이며, 정단층 하

반 층리의 평균 자세는 N42°W/60°NE 이다. 단층의 상반과 하반에서 지층의 경

사가 약 20도 차이가 나는데 이는 상반의 블록이 단층운동 중 회전되었을 가능성

이 있다. 또한 끌림습곡(drag fold; 그림 8b)이 관찰되고, 단층면에서 관찰되는 단

층조선의 선주각(pitch)이 단층면의 주향에 거의 수직한 방향으로 발달하며(구조에

너지분과, 2009), 그리고 단층을 경계로 상, 하반에서 관찰되는 동일층준의 변위로

부터 이 단층은  상반이 하반에 비해 상대적으로 내려간 정단층으로 판단된다. 그

림 8c는 측정한 정단층의 자세를 보여주며 그림 8d는 지층 자세의 평균면을 수평

이 되도록 회전한 결과를 보여준다. 복원결과 완경사의 정단층은 고각도의 정단층

이었음을 보여주며, 이는 경동이전에 이들이 고각도의 정단층으로 발달했을 가능성

을 지시한다(구조에너지분과,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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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6. 샛별 해수욕장에서 관찰되는 저각의 정단층. (a) 저각의 정단층

들의 평균 자세는 N43°E/29°NW이며, 끌림습곡(drag fold)이 관찰된다. (b) 

저각의 정단층에 의해 발달한 끌림습곡(drag fold). (c) 현재의 정단층의 자세와 

단층조선의 자세(구조에너지분과, 2009). (d) 경동이전의 정단층(구조에너지분과, 

2009). 

 반면 샛별해수욕장에서 북으로 약 280m 떨어진 진여목 노두에서 저각의 정단층 

뿐만 아니라 이에 쌍으로 발달하는 고각도의 겉보기 역단층도 관찰된다(그림 

3-4-1-7a). 진여목 노두에서 저각 정단층의 평균 자세는 N36°W/26°SW이며, 

고각 겉보기 역단층의 평균자세는 N20°W/82°SW 이다. 이는 경동에 의해 블록

이 회전하여 겉보기 역단층으로 보이며, 고각의 겉보기 역단층은 경동이전 고각의 

정단층이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저각의 정단층과 고각의 겉보기 역단층의 각 관계

는 56°이다. 단층의 경사각과 각 단층의 운동감각을 통해 저각의 정단층과 고각의 

역단층은 경동이전 공액상 단층이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그림9a의 반대편 노

두에서 정단층과 겉보기 역단층 사이의 층리가 습곡되어 있고, 지층의 경사가 저각

으로 바뀐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4-1-7b). 단층 사이의 습곡된 지층은 겉

보기 역단층보다 상대적인 변위가 큰 정단층 운동에 의해 단층사이의 블록이 반시

계 방향으로 회전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단층 역시 경동이후 변형을 받아 단층

의 경사가 바뀌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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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진여목 노두에서 관찰되는 정단층과 겉보기 역단층. 정단층의 평

균 자세 N36°W/26°SW이며 고각의 겉보기 역단층의 평균자세는 

N20°W/82°SW이다. (a) 정단층과 겉보기 정단층이 공액상 단층으로 발달한다. 

(b). (a) 노두의 반대편이며 겉보기 역단층보다 상대적으로 변위가 큰 정단층에 

의해 단층 사이의 블록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하였다. 

(2) 중점연구지역 – 2 (보령 일대)

중점연구지역 2에 해당하는 보령지역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실루리아기 변성퇴

적암을 피복하고 있는 중생대 쥐라기 퇴적암과 백악기 천수만층이 널리 분포하고 

있는 지역이다(그림 3-2-1, 3-4-2-1). 

보령지역에 대한 위성사진 선형구조분석 결과 NE-SW 그리고 NNE-SSW 방향

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2-1b). 선형구조를 기반으로 중

점연구지역 2에 해당하는 보령지역 서쪽해안 3곳과 내륙지역 1곳을 선정하여 노두

에서 나타나는 지질구조의 발달사와 변형사를 해석하였다(그림 3-4-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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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 중점연구지역-2의 주요조사 지점.

(가) Site 1 (학성리 일대)

첫 번째 조사지점은 보령시 천북면 학성리의 서쪽해안 노두이며 NNE-SSW 방

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간다(그림 3-2-1, 3-4-2-1). 수-수십 cm의 두께와 최소 

30m 이상의 연장성을 가지는 석영세맥(quartz vein)들이 발달한다. 우리가 관찰한 

석영맥은 총 4조이며, 일부 석영맥 내에는 기반암 기원의 각력들이 포획되어 있다. 

또한 주맥(main vein)과 그에 달라붙어 있는 이차세맥(secondary vein or 

fracture)이 발달되어 있으며, 단열의 선후관계를 지시하는 단열(fracture)들과 다

른 event로 생성된 세맥들을 관찰 할 수 있다. 각 석영맥을 QV로 표기하여, 

QV-1부터 QV-4까지로 구분하였다.

① QV-1

주 석영맥의 자세는 E-W 내지 ENE-WSW로 주향하고, 남쪽으로 50-70°의 

경사를 가진다(그림 3-4-2-2). 주맥의 두께는 3-5cm 내외 이며, 연장성은 관찰

가능한 길이만 최소 30m이다. 다른 맥들에 비해 두께가 얇은 편이며, 석영맥 내에 

각력이 관찰되지 않는다. 야외노두에서 관찰되는 ENE 방향의 주맥은 NW 주향의 

우수향 혹은 NE 주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변위되어 있으며, 이는 E-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주맥이 생성된 후, N-S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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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W 주향의 우수향 또는 NE 주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생성됐음을 지시한다. 

최대 변위량이 관찰되는 부분은 겉보기 변위량이 약 2.4m의 우수향 주향이동이다. 

주맥의 석영결정 및  조직(texture)과 그 절단관계를 이용하여 주맥과 다른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추정되는 세맥들을 비교하여 그 발달사를 나누었다(그림 

3-4-2-3).

그 결과 QV-1의 주맥보다 이전 시기에 침전된 세맥들은 NE로 주향하며, 이후 

ENE 방향의 QV-1이 발달하였다. QV-1을 절단하는 NE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나 NW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은 QV-1이 생성된 시기보다 젊다. 만약 

두 단층이 공액상으로 발달한 것이라면 최대수평주응력의 방향은 N-S에 가까울 

것이고, QV-1보다 젊은 세맥의 자세는 NNW 이므로 같은 응력조건으로 발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3-4-2-2. QV-1. (a) N77°E/59°SE 자세를 가지는 QV-1이 

N35°W/73°SW 자세를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돼 있다. (b)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인해 변위된 QV-1. (c) N41°E/85°NW 자세의 좌수

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된 QV-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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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QV-1 주맥(N77°E/59°SE)과 주맥에 의해 끊겨져 있는 얇은 

세맥(N27°E/67°SE). 주맥이 더 젊은 것을 알 수 있다.

② QV-2

QV-1에서 북서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약 10m정도 떨어져 있는 QV-2맥은 

QV-1과 달리 주맥의 두께가 두껍고(최대 28cm), 연장성은 최소 20m이상이다

(그림 3-4-2-4). NW-SE 방향으로 주향하며 SW 방향으로 약 80도로 경사하

고 있다. 세맥들의 조직과 결정모양에 따라 구분된 맥 중에서 주맥에 달라붙어 있

는 젊은 세맥들은 주로 NNW 방향으로 주향하고, 수직에 가까운 고각으로 자세하

고 있다(그림 3-4-2-5). QV-1과 QV-2는 방향이 유사하며 구성물질(QV-3, 

QV-4는 다르다)이 동일한 것으로 보아 이 둘은 같은 응력조건에서 생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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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4. N64°W/80°SW 자세의 QV-2 

그림 3-4-2-5. QV-2 세맥 선후관계 (a) N64°W/80°SW 자세의 주맥이 

N12°E/76°SE 자세의 세맥에 의해 관입당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③ QV-3

QV-3는 QV-2에서 북동쪽으로 해안가를 따라 8m 정도 떨어져 있다. 그 두께는 

QV-2보다 작지만, 주맥 내부에는 각력화된 기반암이 포획되어 있다(그림 

3-4-2-6, 3-4-2-7b). QV-3의 주맥은 NW 방향의 주향과 70도 내외의 NE 

방향경사를 가진다. QV-3에 의해 NNE-SSW 방향의 석영세맥이 변위되어 있으

며, 각력암들의 원마도가 매우 나쁜 것으로 보아 QV-3는 단층에 의해 생성된 것

으로 해석된다. 그림 16은 QV-3에 들어있는 기반암 기원의 각력암이며, 

ENE-WSW 방향의 석영세맥을 NNW-SSE 방향의 QV-3 가 좌수향  운동감각으

로 변위시키고 있다(그림 3-4-2-7a). 또한 주맥의 말단부(tip)에 발달하는 이차

단열의 양상과 주맥에 의해 변위된 다른 세맥들의 양상을 비춰봤을 때 좌수향 주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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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동 성분을 가지는 단층을 석영맥이 채운 것으로 판단된다(그림 3-4-2-8).  

그림 3-4-2-6. N19°W/75°NE 자세의 QV-3

그림 3-4-2-7. QV-3 각력암. (a) 수직한 얇은 세맥(N84°E/88°SE)이 주맥

에 의해 좌수향으로 변위된 것을 관찰할 수 있다. (b) 각력암편 주변으로 자형의 

석영결정이 성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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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8. QV-3 말단부에 발달하는 이차단열. 

④ QV-4

NS 방향으로 주향하고, 서쪽으로 약 67도로 경사하는 QV-4는 그 연장이 최소 

35m이상이며, 그 폭 또한 20cm내외이다(그림 3-4-2-9a). 주맥은 순수한 석영

맥이 아닌 각종 불순물에 의해 주황, 회색, 검은색 등의 다양한 색을 보이고 있다. 

또한 주맥에 달라 붙어있는 얇은 세맥의 경우 거의 경사가 수직에 가까운 고각을 

보이며, 이차단열과 비슷한 양상으로 주맥에 달라붙어 있다(그림 3-4-2-9b). 이

러한 특징을 통해 정단층성의 운동을 겪은 단열을 세맥이 채운 것으로 추정된다. 

주맥 내에 기반암편이 각력화되어 포획되어 있거나 주맥 혹은 상하반 암체 내에 부

분적으로 석영입자가 각력화되어 포획되어 있다(그림 3-4-2-9c, 3-4-2-9d).

QV-1이나 2와는 달리 주맥 자체가 변위되어 있는 양상은 관찰되지 않는 것으로 

보아 상대적으로 젊은 운동이라 생각되어지며, 주맥 내에 짙은 회색의 점토물질과 

석영 및 기반암의 암편이 관찰된다. 그 경계는 점이적이고 불규칙하며, 석영맥과 상

하반의 경계는 상당히 직선적이고 뚜렷하다. 자형의 석영결정이 잘 관찰되기도 한

다. 관찰되는 석영맥의 발달양상으로 보아 E-W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정

단층운동을 겪으면서 발달한 주 단층과 인장단열을 따라 석영결정이 성장하였고, 

그 이후에도 몇 번의 재활을 겪으면서 석영맥 내의 경계가 불규칙해지고 또한 기반

암과 석영의 암편들이 각력화 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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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9. (a) QV-4의 전경 (b) 주맥에 붙어 있는 이차단열. (c, d) 주맥 

내에 기반암편이 각력화되어 포획되어 있거나 주맥 혹은 상하반 암체 내에 부분적

으로 석영입자가 각력화되어 포획되어 있다.

(나) Site 2 (신보령 1, 2호기 화력발전소 인근)

중점연구지역 2의 두 번째 조사지점은 보령지역 서부해안의 신보령 1,2 호기 화

력발전소 인근 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간다

(그림 3-3-1, 3-4-2-1). Site 2 일대는 중생대 쥐라기 퇴적암인 남포층군이 분

포하며 역암, 셰일, 사암 등이 교호하고, 이들 층리의 주향은 대부분 NE-SW 방향

이다. 일부지역에서 화강암이 남포층군을 관입하고 있다. 이 화강암을 N-S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이 절단하고 있으며, 단층의 자세는 N2°W/80°SW이다(그림 

3-4-2-10). N-S 방향 주향이동단층의 단층손상대(fault damage zone)에서는 

이차단열들이 발달하고 있다(그림 3-4-2-11a, b). 그림 3-4-2-11a는 단층말

단부(fault tip)에서 발달하는 이차 단열인 말꼬리구조(horsetail splay)로 이들의 

평균 자세는 N8°E/50°NW이며 주 단층과는 10도 정도의 각관계를 갖는다. 그림 

3-2-4-11b에서는 단층연결부(fault linkage zone)가 발견된다. 단층의 분절들은 

오른쪽으로 계단상구조 (stepping)를 보이며, 단층연결부에는 소규모 분지

(pull-apart)가 발달한다. 단층연결부에서 발달하는 이차 단열의 자세는 



- 550 -

N46°E/90°이다. 이차단열의 발달양상을 통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임을 알 수 있

다. 또한 일부지역에서 정단층이 발달하며, 평균 자세는 N21°W/42°NE 이다. 또

한 정단층에 수반된 이차단열 평균자세는 N21°W/68°NE이다(그림 

3-4-2-11a). 단층핵(fault core)의 단층점토(fault gouge)에 발달하는 조직이 

단층은 정단층운동을 겪었음을 알 수 있다. 

그림 3-4-2-10. 화강암 내에 발달한 N2°W/80°SW 자세를 가진 우수향 주향

이동단층. 

그림 3-4-2-11. (a) 단층말단부(tip)에서 발달하는 이차단열 (b) 단층연결부

(fault linkage zone)에서 발달하는 소규모 당겨-열림 분지(pull-apart basin)분

적으로 석영입자가 각력화되어 포획되어 있다.

N-S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N21°W방향의 NE 방향으로 경사하는 정

단층은 기하학적, 운동학적인 관점에서 봤을 때, 동시에 발달하기 어려운 자세이지

만 서로의 선후관계를 증명할 다른 증거는 찾지 못하였다. N-S 방향의 우수향 주

향이동단층을 발달시키는 수평최대주응력은 NE-SW 방향으로 작용하며, N21°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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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으로 발달하는 정단층을 발달시키기 위해서는 NE-SW방향의 최소주응력이 작

용해야 한다. 즉 두 번의 다른 사건(event)으로 발달된 두 단층의 이론적인 응력조

건은 다르며, 그 선후관계는 불명확하다. 

그림 3-4-2-12.  N21°W/42°NE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 단층핵에 정단층 운

동을 지시하는 구조가 관찰된다.

그림 3-4-2-13.  N21°W/42°NE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 단층핵에 정단층 운

동을 지시하는 구조가 관찰된다.

(다) Site 3 (송학리 일대)

세번째 조사지점은 보령지역 서부해안에 위치하고 있으며 송학리 인근 해안 노두

이다.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가며, 선형구조의 기하학적 발달양상이 좌수

향 주향이동단층과 유사하여 이 NE-SW 방향의 선형구조를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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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 가정한다면, 광천읍 지역이 주향이동단층의 단층 연결부로 해석되며, 홍성지역

은 단층말단부로 해석된다(그림 3-3-1). Site 3 일대는 Site 2와 동일한 중생대 

쥐라기 퇴적암인 남포층군이 발달한다. Site 3에서 총 8개의 단층을 관찰하였으며, 

5개의 단층은 NNW-SSE, NNE-SSW의 주향을 가지고 있고, NW-SE 와 

NE-SW의 방향으로 발달하는 두 단층이 각각 발달하고 있다. 단층조선이 관찰되

는 단층은  단층조선들의 침강각을 통해 단층의 운동감각을 알 수 있었다. 

NE-SW 주향의 단층경사 57°SE이며, 이를 제외한 6개의 단층경사는 SW 방향

이고, 이들의 범위는 46°~ 65°이다. 그림 23은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발달하

는 주향이동단층이며, 자세는 N22°W/64°SW이고, 단층조선의 선주각(pitch)은 

11°이며, 단층면에 발달해 있는 미끌림면을 통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임을 알 수 

있었다. 

그림 3-4-2-14. N22°W/64°SW 자세를 가지는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a) 단

층의 상부로 갈수록 경사가 커진다. (b) 단층면에 발달한 단층조선(11°/175°)

과 미끌림면

그림 3-4-2-15는 이 지역에서 대표적으로 발달하는 역단층 감각을 가지는 우

수향 주향이동단층이며 단층의 자세는 N08°W/68°SW이며, 선주각은 36°이다. 

단층면에 발달해 있는 미끌림면을 통해 역단층 감각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임을 알 

수 있었다. 이 두 개의 단층은 모두 E-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발달할 

수 있다. 하지만 8개 단층의 선후관계를 발견하지 못하여, 같은 선형구조에 위치하

는 Site 4와 비교를 해야할 필요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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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5. 역단층 감각을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a) N08°W 

/68°SW 자세를 가지고 있으며 단층조선의 침강각(36°)과 미끌림면을 통해 역

단층 감각을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임을 확인하였다. (b) 단층면에서 발달하

는 단층조선

(라) Site 3 (채석장)

 충청남도 보령시 주교면 은포리 산21에 위치한 골재채취를 위한 채석장에는 남

북방향으로 약 200m 이상 절벽노두가 노출되어 있다. 이 지역의 선형구조는 

NE-SW 방향으로 Site 3와 동일하며, 북쪽에서부터 관찰되는 세맥과 단층들의 발

달분포를 통해 이 지역의 응력을 추정해 보았다. 이 채석장은 1:50,000 대천 도폭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1930)에서 하부대동계 월명산층으로 명명된 쥐라기의 사

암 구성되어 있으며, 다수의 석영세맥과 단층 그리고 중성의 암맥이 관찰된다. 석영

세맥은 주로 WNW 주향에 남쪽으로 경사하는 것이 대부분이나 일부 NE 방향으로 

주향하는 석영맥 또한 관찰된다. 단층에 의해 변위된 세맥 및 전단작용에 의한 2m 

내외의 대형 gash vein들이 안행상으로 발달하는 것도 관찰된다(그림 

3-4-2-16). 이 gash vein들은 처음 단열이 발달한 이후 N-S 방향의 지속적인 

전단력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석영맥의 면 혹은 단층면에 관찰되는 결정의 성장방

향과, 단층조선 등을 통해 단층의 운동감각을 짐작할 수 있었으며, 보통 NNE 내지 

NE 방향의 단층은 수평의 좌수향 주향이동운동 혹은 좌수향이 강한 경사이동단층

운동을 지시하고 있다. 또한 NE 방향의 주향을 가지는 저각의 단층들은 역단층 운

동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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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6. 대형 gash vein들이 안행상으로 발달하여 있다.

본 연구지역의 절벽노두에서 관찰되는 세맥들은 WNW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

며, 일부 NE 혹은 NS 방향의 세맥들도 관찰된다. E-W 내지 WNW 방향으로 발

달하는 약 14cm 내외의 세맥이 NE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변위 되어 

있으며, 이 단층면에서 관찰되는 단층조선은 경사이동운동을 겪었음을 지시하고 있

다(그림 3-4-2-17). 이는 이 단층이 주향이동운동 이후 경사이동운동을 겪으면

서 기존의 단층조선을 지운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로 이 지역에서 관찰되는 단층면

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조선은 경사이동과 주향이동을 모두 보여준다(그림 

3-4-2-18).

그림 3-4-2-17. E-W 내지 WNW 방향으로 발달하는 약 14cm 내외의 세맥이 

북동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변위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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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8. 단층면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조선은 경사이동과 주향이동 모두 

관찰되고 있다. (a) 단층면 (b) 주향이동단층을 지시하는 단층조선 (c) 경사이동

단층을 지시하는 단층조선

위성사진 상에서 가장 뚜렷한 선형구조 중 하나에 위치한 이 채석장에는 다수의 

단층과 세맥들이 발달하고 있다. 앞서 밝힌 바와 같이 WNW 방향의 세맥이 가장 

주를 이루고 있으며, NE 방향의 단층 혹은 암맥들이 관찰되고 있다. 또한 NE 방향

의 선형구조로 인지되는 두 분절(segments)들을 연결하는 NNW 방향의 선형구조 

역시 인지되고 있다. 본 채석장에서 관찰한 세맥과 단층, 단층조선, 그리고 암맥의 

방향을 평사투영망에 도시하여 해석을 시도하였다(그림 3-4-2-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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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19. 위성사진에서 관찰되는 Site 4. 좌수향 주향이동운동을 하는 

NE-SW 방향으로 발달하는 단층이 left-stepping하고 있으며, 이 분절사이의 단

층 연결부(linkage zone)로 인지되는 NNW-SSE 방향의 절벽노두가 관찰된다. 

평사투영망(stereonet)에서 주황색은 석영세맥, 희색은 단층, 검은색은 암맥을 지

시한다.

단층연결부(linkage zone)에서 관찰되는 석영세맥의 방향(그림 3-4-2-19, 평

사투영망 주황색)은 WNW-ESE가 가장 우세하며, N-S, NE-SW 방향도 관찰된

다. 

지질구조요소들 간의 절단관계에 기초하면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들은 

E-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생성되었으며, 이후 응력장이 변화하여 

NNE-SSW 또는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N-S, NE-SW 방향의 석

영세맥들이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층들은 NE-SW 방향으로 주향하고 저각으

로 발달하고 있는 역단층 및 비슷한 주향으로 고각으로 경사하는 좌수향 주향이동 

성분을 갖는 경사이동단층, NW-SE 방향으로 주향하고 거의 수직으로 경사하는 

경사이동단층, 그리고 NW-SE 방향으로 발달하는 석영세맥을 절단하고 있는 EW 

/ 80°N 으로 자세하는 단층이 관찰된다. NNE 내지 NE 방향으로 발달하는 역단

층은 좌수향 주향이동운동을 야기하는 수평최대응력의 방향에 수직하는 

NNW-SSE 방향으로 발달하여  같은 응력에 의해 발달 할 수 있는 역단층으로 해

석할 수 있다. 또한 같은 주향의 고각인 단층들의 운동감각은 역시 좌수향운동을 

보여주며, 일부 경사이동을 보여주고 있는데, 이는 역시 선형구조상에서 인지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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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과 아평행한 단층들로 해석할 수 있다. 또한 NW 방향의 수직으로 발달하는 경

사이동단층은 선형구조상 단층 연결부에서 관찰이 되는데, 이는 두 분절 사이의 연

결부에서 인장력이 작용하여 상대적으로 블록이 떨어지면서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

다.  

(3) 중점연구지역 – 3 (서천군 일대)

중점연구지역 3에 해당하는 서천지역은 고원생대 준편마암과 화강암 그리고 일부 

지역에 고원생대-중원생대 편암복합체가 분포해 있다. 이들을 중생대 쥐라기 화강

암이 관입을 하며, 쥐라기 퇴적암이 피복하고 있다(그림 3-2-1)

서천지역에 대한 위성사진 선형구조 분석결과는 ENE-WSW NE-SW,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음을 보여준다(그림 3-3-1-1b). 선형구조를 기반

으로 중점연구지역 3에 해당하는 서천지역 서쪽해안에서 4개의 연구지점을 선정하

여 노두에서 나타나는 지질구조의 발달사와 변형사를 해석하였다(그림 3-4-3-1)

그림 3-4-3-1. 중점연구지역 3의 주요조사 지점.

(가) Site 1 (마량포구 일대)

첫 번째 조사지점은 서천군 서면 춘장대 해수욕장 일대 해안노두이며 NNW 

-SSE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한다(그림 3-3-1, 3-4-3-1). Site 1 일대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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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3년 1:50,000 서천도폭에 내도둔층으로 명명되어 있으며, 시대미상층으로 기

재되어 있다(1:50,000 서천도폭, 1963). Site 1 일대는 2011년도 1:500,000 경

기육괴 지질연대 분포도에 의해 고원생대-중원생대 석영운모편암, 흑운모편암으로 

기재되어 있지만 지질조사결과 변질역암과 암회색 편암이 관찰되었으며, 내도둔층

의 특징과 일치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암맥이 변질역암을 관입하고 

있다(그림 3-4-3-2). 암맥의 자세는  N12°W/74°SW이며 불규칙면을 가지고 

있다. 이 불규칙면을 연결시킨 방향인 N68°E 방향은 암맥관입시 확장된 방향을 

지시한다.

그림 3-4-3-2. 변질역암을 관입하고 있는 암맥. N12°W/74°SW 자세를 가지

고 있으며, 암맥의 불규칙면을 연결시킨 방향은 N68°E 이다.

Site 1에서는 NE-SW 또는 NNE-SSW 방향의 석영맥이 다수 발달하며 이들을 

N°46W/81°NE 자세를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그리고 N21°W/79°NW 

자세를 가지며 정단층 성분을 가지는 주향이동단층이 절단하고 있는 것을 관찰할 

수 있다(그림 3-4-3-3~4). NE-SW 또는 NNE-SSW 방향의 석영맥은 이 지역

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가지며 발달을 하는 것으로 보아 NE-SW 방향의 최대수평

주응력 하에서 생성되었으며, 이후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NE-SW 또는 NNE-SSW 방향의 석영맥을 절단하는 것으로 보아 석영맥이 생성

된 후, 응력장이 변화된에 따라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NW-SE 방향

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Site 1에서 NNE-SSW 

방향의 암맥이 관입을 하여 있다. 이 암맥은 석영맥을 절단을 하고 있는 부분은 발

견을 못하였지만, 방향의 유사성을 통해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발달

했다고 가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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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a) 석영세맥(N52°E/73°SE)을 절단하는 우수향 주향이동단

층(N46°W/81°SE) (b) Site 1 일대에서 발달하는 ENE-WSW 또는 NE-SW 

방향의 석영맥.

그림 3-4-3-4. N21°W/79°NW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 성분을 가지는 주향이

동단층. Site 1의 선형구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Site 2 (띠섬 일대)

세 번째 조사지점은 서천군 띠섬 일대 해안노두이며, NNE-SSW 방향의 선형구

조가 지나간다. Site 3 일대에 N-S 또는 NNE-SSW 방향의 단열이 화강암에 광

역적으로 발달한다(그림 3-4-3-5). 이들 절리의 평균자세는 N13°E/55°NW이

다. 

일부지점에서 공액상 단층의 조를 발견할 수 있다(그림 3-4-3-6). 각각의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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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성 공액상 단층의 평균자세는 N06°E/65°NW, N19°W/63°NE, 

N05°E/71NW 이다. 이러한 공액상의 단층은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

해 생성될 수 있다. 

그림 3-4-3-5. 띠섬 일대에서 발달하는 N-S 또는 NNE-SSW 방향의 단열. 

(a) 위성사진에서도 관찰할 수 있는 N-S 또는 NNE-SSW 단열. 단열의 우세한 

방향은 장미도를 통해 NNE-SSW 방향임을 알 수 있다. (b) 노두에서 관찰할 수 

있는 N-S 또는 NNE-SSW 방향의 단열.  

그림 3-4-3-6. 띠섬 일대에서 발달하는 공액상 단층에서 발달하는 단열. 단열의 

조는 총 3개이다. (a) 평사투영망에 NNE-SSW 방향의 단열(파랑), NNW-SSE 

방향의 단열(빨강) (b) NNE-SSW 방향의 고각의 단열을 표시하였다.

 

또한 평균 N41°E/81°NW 방향을 갖는 고각의 단층이 관찰되며, 매우 선명한 

단층면을 가지고 있다. 각 단층들의 자세는 N50°E/80°NW, N40°E/82°NW, 

N34°E/80°NW이며(그림 3-4-3-7), 단층 주변 절리들의 주향은 단층의 주향

과 유사하게 발달한다. 따라서 단층이 발달하기 전에 절리가 발달해 있었다면 고각

의 단층들은 고각의 절리둘아 재활했을 가능성이 있다. 종합적으로 N-S 방향 최대

수평주응력 하에서 N-S 또는 NNE-SSW 방향의 단열들이 발달하며, 정단층성 공

액상 단층이 발달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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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7. 띠섬 일대에서 발달하는 공액상 단층에서 발달하는 단열. 단열의 

조는 총 3개이다. (a) 평사투영망에 NNE-SSW 방향의 단열(파랑), NNW-SSE 

방향의 단열(빨강) (b) NNE-SSW 방향의 고각의 단열을 표시하였다.

 

(다) Site 3 (당정리 일대)

세 번째 조사지점은 서천군 종천면 당정리 일대 해안노두이며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간다(그림 3-3-1). Site 3에는 화강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암맥이 N44°E/82°SE 방향으로 관입하고 있다(그림 3-4-3-8a). 또한 Site 3

에는 NNW-SSE, E-W 방향의 절리들이 분포하여 있고, 주향의 평균은 각각 

N17°W/78°NE, N83°E/43°NW 이다. 두 방향의 절리 모두 석영맥이 침전돼 

있으며 각각의 석영세맥의 평균자세는 N25°W/70°SW, N67°E/69°NW이다

(그림 3-4-3-8b). 또한 N20°W/71°SW 석영맥을 N82°E/81°SE 자세를 가

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절단하고 있다(그림 3-4-3-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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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8. 당정리 일대에서 관찰되는 암맥, 절리, 석영세맥. (a) 

N44°E/82°SE 자세를 가지는 암맥이 화강암을 관입하고 있다. (b). 

NNW-SSE 또는 E-W 방향의 절리들이 발달해 있고, 석영세맥이 침전되어 있으

며, 이를 절단하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한다. 평사투영망은 당정리 일대에

서 발달하는 절리의 자세를 보여준다. 

종합적으로 Site 3에서는 NNE-SS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NNE-SSW 방향의 절리들이 발달하고, E-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이 작용하여 

E-W 방향의 절리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이들 절리의 선후관계는 정확

히 파악되지 않지만 E-W 방향의 절리가 소규모로 우수향으로 재활되어 

NNE-SSW 방향의 석영세맥을 절단하는 것으로 보아 두 방향의 절리가 생성된 후 

E-W방향의 절리가 선택적으로 우수향으로 재활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 Site 4 (월포리 일대)

네 번째 조사지점은 서천지역의 서부 해안의 가장 남쪽에 위치한 조사지점이며 

ENE-W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간다(그림 3-3-1). Site 4 지역은 지질도상 

선캠브리아기 준편마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이지만 야외조사에 의해 편암이 분포하는 

것을 확인하였다. 이 지역에서 편리의 평균은 N72°E/75°SE이며, 선형구조와 유

사한 방향으로 발달한다. 두 개의 단층이 관찰되며, 이들의 자세는 각각 

N76°E/81°SE, N78°E/76°SE 이다(그림 3-4-3-9). 단층의 상반에 발달하

는 석영세맥이 상반의 움직임에 의해 끌림습곡(drag-fold) 형태로 관찰되어 정단

층임을 알 수 있다. 또한  단층들의 방향이 엽리와 유사한 방향을 가지고 있으므로 

운모류들의 발달로 인해 편리의 방향을 따라 단층활동이 일어났을 가능성을 생각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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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다. 이들을 통해 ENE-SSW 방향의 엽리들이 N-S 또는 NNW-S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 하에서 재활됐을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3-9.  월포리 일대에서 발달하는 정단층. (a) ENE-SSW 방향의 엽

리(붉은 선)와 평행하게 발달한 정단층. 사진에서 스케일 왼편, 오른편에 단층이 

발달해 있으며, 단층의 자세는  각각 N76°E/81°SE, N78°E/76°SE 이다. 

(b) 단층면에 발달해 있는 석영맥들이 단층운동에 의해 습곡되어 있다. 수직의 압

축력을 지시하는 습곡으로부터 정단층임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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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및 변형사

 연구지역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3개의 

중점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선형구조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

지역인 보령시 일원 역시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수가 높은 서해안과 접해 있으며, 

특히 보령지역은 추가령단층이 이곳까지 연장될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Choi et al., 

2012). 연구지역의 선형구조는 NE-SW 방향이 가장 우세하다.

 첫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안면도 남부에서는 동쪽 연안과 서쪽 연안을 따라 다양

한 지질구조들을 조사하였다. 이 지역에서는 누동리 일대(Site 2)에서 관찰되는 

NE-SW 방향의 절리와 샛별해수욕장(Site 4)에서 관찰되는 NE-SW 방향의 정단

층으로부터 NE-S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을 유추할 수 있다(그림 3-5-1, 

event-1). 이들은  N-S 방향의 압축력에 의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되

고 NW-SE 방향은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형성되어 공액상의 단층으로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event-3).   

두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보령지역의 학성리 일대(Site 1)에서는 NE-S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을 지시하는 석영세맥이 발달한다(그림 3-5-1, event-1). 이 

NE-SW 방향의 석영세맥들은 E-W 방향의 석영세맥들에 의해 관입당한 것을 관

찰할 수 있었다(그림 3-5-1, event-2). 또한 이 지역에서의 정단층, 송학리 일대

(Site-3)에서 발달하는 NW-SE 방향의 좌수향 단층과 NNW-SSE 방향의 역단

층성 사교이동단층들 또한 E-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학성리 일대(Site 1)에서는 E-W 방향의 석영세맥들을 N-S 방향의 최대수평

주응력에 의해 발달하는 공액상으로 단층들에 의해 절단되는 것이 관찰된다

(event-3). 채석장(Site 4)에서도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발달할 수 

있는 다양한 구조들이 관찰되며 이들도 이 변형작용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

세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서천 지역의 마량포구(Site 1)일대에서도 NE-SW 방향

의 석영세맥들이 광역적으로 발달하며, 이는 event-1의 NE-SW 최대수평주응력

을 지시하는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5-1, event-1). 이 석영세맥들은 N-S 방

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 발달한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된다(그림 3-5-1, event-3). 또한 띠섬 일대(Site 2)에서도 N-S 방향의 최

대수평주응력 하에서 발달한 N-S 계열의 절리들이 광역적으로 발달해 있으며, 이 

응력조건 하에서 발달할 수 있는 NE-SW, NW-SE 계열의 공액상 단층들도 발달

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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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지역의 기반암에 발달한 구조들을 기초로 해석한 이 지역의 최후기 응력은 ( 

Event-3)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을 지시하고 이다. 그러나 이 응력방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이 지역의 현재응력상태와는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

라서 우리는 이 현재의 응력장을 Event-4로 가정하였고, 이 변형사건은 상대적으

로 신기의 응력장으로 이 지역의 기반암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

도 이전의 사건에 비해 미약하여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이 응력장은 최근 발생한 지진뿐만 아니라 현장응력자료에서도 거의 일

관되게 관찰되고 있어서 이 응력장을 이 지역의 최후기 응력장으로 가정하였다. 

Event-4의 응력장인 ENE-WSW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하에서는 NNE-SSW, 

NE-SW 방향의 이 지역 주 단층들이 우수향으로 재활성할 수 있다. 이는 이 지역

의 지진 및 현장응력자료와 잘 일치한다. 따라서 만약 event-3의 응력장에서 발생

한 단층의 변위가 event-4의 응력장에서 발생한 단층의 변위보다 상대적으로 크다

면, event-3에 의해 변위된 단층의 증거만 남기 때문에 제4기 지층의 발달이 미약

한 이 지역에서의 야외조사에서는 event-4에 해당하는 구조들을 발견하지 못하였

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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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1. 보령일원에서 관찰되는 단층의 분포와 변형사 해석. (a) 단층의 방

향성과 운동감각, 노두에서 절리, 단층, 관입관계 등을 통해 총 3번의 변형사건을 

추정할 수 있다. Event 4는 가상의 event이며 현재의 응력장과 동일하다. 타원체 

내의 실선은 주응력이 주어질 때 이상적인 단층의 방향이며, 타원체를 벗어난 실

선들은 각 주응력에 의해 발달한 야외 조사에서 얻은 단층들이다.  (b) 단층의 운

동감각에 따른 투영분석 결과로, 최후기 단층운동(event-3)으로 판단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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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활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진분석 결과에 의하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서해지

역에서의 지진활동은 과거에 비해 지진활동이 활발하였다. 2013. 4. 21. 신안 앞바

다에서 ML 규모 5.0,  2013. 5. 18 백령도 인근해역에서 ML 규모 5.0 (MW 

4.8)의 지진, 2013. 7. 13. 보령 앞바다에서 ML 규모 3.8의 지진, 2013. 9. 11. 

가거도 인근 지역에서 ML 규모 4.3의 지진, 2014. 4. 1. 백령도 인근지역에서 ML 

규모 5.3의 지진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지진과 이와 관련된 전진 및 여진이 많이 발

생하였다(그림 4-1-1).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금년도 연구대상 지역이 아니라 서

해 전체 지역에서의 2013년 및 2014년 지진활동에 대해 정밀 분석을 수행하였다. 

서해의 경우 관측소가 매우 부족하여 정밀 분석에 한계가 있으며, 특히 신안 앞바

다 지역의 경우 주변 지진관측소가 부족하여 정밀 분석을 수행하지 못하였다. 

그림 4-1-1.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서해지역에서의 2013년부터 2014

년까지의 주요 지진의 진앙분포도.

(1) 백령도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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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5. 18. 07:02:24(KST)에  백령도 인근 37.6283˚N, 124.6148˚E에서 

규모 ML=5.0(Mw=4.8)의 지진이 심도 12km에서 발생하였다. 기상청의 경우 백

령도 지진의 규모를 ML 4.9로 발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2차 전문가 분석 목록에는 백령도 지진 외에 5월 14일

부터 25일까지 ML 1.5 ~ 4.0 인 전진 및 여진 39개가 보고되었으며, 그림 

4-1-1-1의 붉은 색 원으로 표시하였다. 또한 같은 기간에 관측소 BRD(백령도관

측소)의 연속파형자료에 대한 파형 상호상관으로 미분석된 지진 29건을 추가적으

로 분석하였다. 그림 4-1-1-1에서 파란색 역삼각형으로 표시된 관측소 DACB

(대청도), BRD(백령도), YPD(연평도), DEI(덕적도), GBI(북격렬비열도), 그리고 

RCN(용성) 6개 관측소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RCN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한중 공동으로 중국 산둥반도에 설치하여 운영 중인 지진관측소이며, 2013년의 경

우 실제적으로 RCN 지진관측소의 자료를 5월 17일 이후부터 이용할 수 있어 5월 

17일 이후 발생한 지진 55개를 분석하였다.

그림 4-1-1-1. 2013년 5월 18일 발생한 백령도지진(Mw 4.9)과 전/여진의 진

앙분포 및 지진관측소 분포도(신진수외, 2013)

일반적으로 지진이 발생할 경우 각각의 경우 독립적으로 진앙의 위치를 결정하여 

지진목록을 작성하다. 그러나 지진파 도달시간 판독 오차, 지진파가 전파한 지구내

부의 속도구조 모델 정보 부족 등으로 진앙 결정시 많은 오차가 포함될 수 밖에 없

다. 그러나 2000년대 이후 특정지역에서 다수의 지진이 발생할 경우 동시에 진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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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를 결정하여 오차를 줄이는 기법들이 발전하였다. 따라서 55개 지진에 대하여 

기존 진원재결정기법인 HypoDD (Waldhauser and Ellsworth, 2000)와 Lg 주시 

이중차분을 이용한 진앙재결정기법 EpiDD (Schaff and Richards, 2004)을 적용

하여 수행하였다. 파형상호상관을 이용하여 Pg 위상의 주시차이와 Lg 위상의 주시

차이가 각각 측정되었다. Pg 위상의 주시차이는 진원재결정을 위하여 HypoDD에서 

이용하였고, Lg 위상의 주시차이는 진앙재결정을 위한 EpiDD에서 이용하였다. 백

령도 지진들의 진앙 재결정의 경우 미지수의 개수가 적은 EpiDD를 이용한 진앙재

결정이 HypoDD를 이용한 진원재결정보다 안정적이었다. 

그림 4-1-1-2는 백령도 지진 55건의 진앙 위치 비교이다. 그림 4-1-1-2(a)

는 KIGAM 지진목록의 진앙 위치이고, (b)는 HypoDD를 이용하여 재결정한 진앙 

위치, 그리고 (c)는 EpiDD를 이용하여 재결정한 진앙 위치다. 그림 4-1-1-1에

서 진앙이 집중되어 분포하는 것과 같이 보이지만 실제 진앙은 반경 10 km 안에 

분포하고 있으나, EpiDD를 이용하여 결정한 진앙의 경우 약 반경 1 km내에 집중

되어 분포한다. 

  

            (a)                      (b)                     (c)

그림 4-1-1-2. 백령도 지진과 전진/여진 55건의 진앙위치 비교, (a) KIGAM 

지진목록, (b) 이중차분 진원위치 재결정 기법(HypoDD) 적용, (c) Lg파 주시 이

중차분을 이용한 진앙위치 재결정 기법(EpiDD) 적용 (신진수외, 2013).

EpiDD를 이용하여 재결정한 55개 지진의 진앙 위치를 더욱 확대한 것이 그림 

4-1-1-3이다. 그림 4-1-1-3에서 진앙 위치를 나타내는 원의 색은 어두운 갈

색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지진이 발생한 시각에 따라 변한다. 또한, 가로세로 격자는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지진이 빈번히 일어난 영역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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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1-3. EpiDD 기법에 의해 재결정된 55개 진앙의 시간에 따른 이동 및 

밀집 분포 (신진수외, 2013)

그림 4-1-1-4는 백령도 지진의 본진의 단층면해로 동서 방향의 단층면과 그림 

4-1-1-3에서의 동서 방향의 진앙 분포 모양과 잘 일치하고 있다. 그러나 본진과 

전진 및 여진의 진앙 위치가 차이를 보이고 있다. 따라서 본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지진 관측 자료를 축적될 경우 지진과 단층과의 관련성 등을 규명할 수 있을 것이

다.



- 571 -

그림 4-1-1-4. 백령도 지진 중 본진(Mw 4.9)의 단층면해

2014. 4. 1. 04:48:35에 36.9146˚N, 124.5709˚E에서 ML 규모 5.3의 지진

이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심도는 약 15km 이었다, 이 지진은 계기지진이 관측된 

이래 남한지역에서 발생한 지진 중 규모가 가장 큰 지진이다. 본 지진은 2013년 

백령도 지진보다 남쪽으로 약 120km 떨어져 있으며(그림 4-1-1-5(a)), 단층면

해에 의하면 정단층 성분을 포함하는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본 지진의 단층면해와 2013년 단층면해가 매우 유사하며, 현재 정밀분석 중

에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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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1-1-5. 2014. 4. 1. 발생한 ML 규모 5.3의 진앙 위치(a) 및 단층면해

(b). 

(2) 외연도 (보령 앞바다) 지진

2013. 7. 13. 02:02:43(KST)에 보령 앞바다(36.1980˚N, 126.1645˚E)에서  

ML 규모 3.8의 지진이 깊이 16km에서 발생하였다.  그러나 2013년 6월 3일부터 

8월 4일까지 서해 보령 해역 (36.0°N ~ 36.4°N, 126.0°E ~ 126.4°E)에서 

전진 및 여진을 포함하여 160건의 지진이 분석되었다. 기상청 지진목록의 경우에는  

2013. 6. 5.부터 2013. 8. 7.까지 29회의 지진이 분석되어 있다.  한국지질자원연

구원 지진목록에 따르면 160건 지진의 규모는 ML 0.7 ~ 3.8이며, 진앙군에서 가

장 가까운 관측소는 진앙군으로 부터 약 38 km 떨어져 있는 PORA(보령관측소)이

다. 이번 진앙 재결정에서는 관측소 PORA의 자료가 가용한 149개의 지진을 대상

으로 하였다. 그림 4-1-2-1에서 붉은색원이 149개 지진의 진앙위치이고, 파란색 

역삼각형이 진앙재결정에 사용된 11개 관측소 PORA(보령), ANM(안면도), HSB

(홍성), BUY(부여), SES2(서산), GUS(서천), NPR(나포리), PUA(부안), 

SMKB(새만금), WID(위도), 그리고 GBI(북격렬비열도)이다. 대부분의 관측소가 

진앙군 동쪽에 분포하며 서쪽에는 GBI 만이 분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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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1. KIGAM 지진목록 중 보령 앞바다에서 발생한 지진과 전진 및 

여진을 포함한 144 개의 진앙  분포도(신진수외, 2013)

그림 4-1-2-2(a)는 지진 149개의 KIGAM 지진목록의 진앙분포를 확대한 것

으로 최대 약 40km의 넚은 분포를 보이고 있다. 이고, 그림 4-1-2-2(b)는 이중

차분 진원위치 재결정 기법(HypoDD)을 적용한 결과로 진앙이 선상배열을 보여주

고 있으나 진앙이 약 20 km 길이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4-1-2-2(c)는 Lg파 

위상 주변 신호에 대한 파형상호상관을 통하여 진앙위치를 재결한 것으로 거의 한 

곳에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EpiDD 적용 결과가 가장 합리적인 진앙 분포를 

보이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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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2. 보령 앞바다에서 발생한 149건의 진앙위치 분포도. (a) 

KIGAM  지진목록, (b) 이중차분 진원위치 재결정 기법(HypoDD) 적용 결과, 

(c) Lg파 주시 이중차분을 이용한 진앙위치 재결정 기법(EpiDD) 적용 결과(신

진수외, 2013).

EpiDD를 이용하여 재결정된 진앙을 보여주는 그림 4-1-2-2(c)를 확대하면 그

림 4-1-2-3과 같이 길이 약 600 m의 선형으로 분포하는 진앙군을 볼 수 있다. 

그림 4-1-2-3에서 원의 크기는 규모에 비례며, 원의 색깔은 지진 발생시각에 따

라 어두운 갈색에서 밝은 노란색으로 바뀐다. 즉, 지진의 발생 분포가 남서쪽에서 

시작하여 북동쪽 방향으로 진행하였고, 8월 이후에는 발생 위치가 분산되며 발생 

횟수가 적어졌음을 알 수 있다. 보령해역지진 149 개 중 규모가 가장 큰 것은 

2013년 7월 12일에 일어난 ML 3.8 지진으로 이 지진이 본진이며, 단층면해는 남

서-북동 방향의 주 응력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이는 재결경된 진앙들의 선상 배열

과 기하학적으로 매우 유사하다. 그림 4-1-2-3에서 배경의 흑백음영은 지진의 

발생 횟수를 나타내며, 검정색에 가까울수록 지진이 많이 일어난 곳이다. 흑백 격자

의 간격은 가로세로 각 50 m이다. 본진은 지진이 가장 많이 발생한 구역에서 12회 

발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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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3. 보령해역 연속지진 149건의 재결정된 진앙위치 및 본진(Mw 

3.3)의 단층면해(신진수외, 2013).

그림 4-1-2-1에서 나타나듯이 지진의 발생위치가 서해 지역으로 진앙으로부터 

서쪽 방향에 위치한 관측소는 기상청 GBI 관측소뿐이다. 따라서 진앙위치를 결정하

고 단층면해의 정확도가 떨어질 수 밖에 없다. 따라서 진앙 부근(10km이내)인 보

령시 오천면 외연도리 외연도초등학교 내에 임시관측소(WYD)를 설치하고 관측된 

지진자료를 추가하여 재결정 정밀도를 향상시키도록 하였다 (그림 4-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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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4.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기상청 지진목록에 수록된 180개 이벤트 

위치도. 붉은 원은 7월 12일 규모 3.8의 본진이며, 검정 역삼각형은 외연도 임시

관측소(WYD)

  지진자료들은 2013년 6월 3일부터 2013년 9월 14일 기간 동안에 한국지질자

원연구원 관측자료와 기상청 관측자료로부터  P파 및 S파 도달시간을 판독하였으

며, HypoDD방법을 사용하여 보령인근 해역 지진들에 대하여 진원 재결정하였으며 

그 결과를 확대한 것이 그림 4-1-2-5이다. 그림 4-1-2-5(b)에서 보는바와 같

이 진원 깊이는 대부분 깊이 16 – 18 km 범위에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그러나 진

원깊이 16 km 이내의 지진들은 상대적으로 위치 및 진원 깊이의 표준편차가 큰 

값을 갖는다. 그러나 진원들을 가상단층면에 수직한 면으로 투영하였을 때 진원들

이 경사 80도의 가상단층면 상으로 정렬되는 모습을 확인할 수 있다(그림 

4-1-2-5(c)). 이 해역은 지진활동이 미미한 지역으로 해저지질 및 해저단층에 

대한 정보가 부족하나 본진의 단층면해 분석결과와 일치하며 해저 단층의 존재가능

성을 뒷받침하는 결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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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5. 2013년 6월 3일부터 2013년 9월 14일 기간 동안 한국지질자

원연구원과 기상청 관측자료에 대해 HypoDD방법을 사용하여 재결정된 진원분포

도 (a) 진앙 분포도, (b) A-A’단면도, 및 (c) B-B’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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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서해에 분포하는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인 보령 연안 해

역 일대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탐해2호를 이용한 선상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였으며,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다중채널 반사법 탐사를 광역적으로 실시하고, 관측되는 해저 이상

대를 중심으로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2차 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기간은 2014년 

09월 30일 ~ 10월 20일까지(21일간) 1차 탐사를 실시하였고, 2014년 10월 28

일 ~ 11월 05일까지(9일간) 2차 정밀탐사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은 경도 

126°10′을 기준으로 내륙방향으로 수심이 얕고 많은 섬들이 분포하는 지역(그림 

5-1-1-1의 주황색 구역)에 대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한 탐사와 외해방향으로 경

도 125°00′까지 탐해 2호를 이용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측선을 설계하였다. 또

한, 2014년 4월 서해상에서 규모 5.1의 지진이 발생한 지역인 서격렬비도 서북서

쪽 100km 해역에 대하여 진앙지(그림 5-1-1-1의 빨강점)를 중심으로 2개의 측

선을 추가로 계획하였다. 미리 설계한 탐사측선은 동-서방향 위도 5′간격으로 주

측선 6개, 남-북방향으로 검측선 2개, 추가한 2개의 측선을 포함하여 약 780 

L-km를 설계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상여건, 해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탐사측선을 

조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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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2014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예비측선도. 

항측자료는 영국의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

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설계한 탐사측선을 따라 일정 속도 및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

측자료를 생성하였다.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

는 3대의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Spectr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소로는 

Vessel's autopilot system, Bridge PC, Sprint workstation, Gun controller, 

Real time navigation unit (RTNU), Seismic recording system이 있다 (그림 

5-1-1-2). Vessel's autopilot system은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설계한 조

사측선을 따라 탐사선을 자동으로 운항하는 장치이며, Bridge에서는 Bridge PC를 

이용하여 Spectr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Gun controller에서는 에어건의 발파를 제어하며, shot의 정보를 전달한다. RTNU

에서는 GPS에서 수신받은 위치정보, 방위(gyro), 음향측심(echo-sounder), 선속

(speed log), 스트리머 심도 및 방위(compass) 등의 탐사선의 모든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신호를 수신받아 Spectra system으로 전송하며, 외부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1-3).  Spectra system은 탐사선, 음

원, 수진기, RGPS 등의 위치정보 및 물리탐사에 이용되는 모든 센서의 자료를 실

시간으로 입력받아서 기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처리되지 않은 원시(raw) 항측

자료인 P2/94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한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P2/94 파일은 측선의 탐사가 종료된 후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항측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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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int 시스템은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자

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및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통신장애에 따른 소실된 

자료들을 내삽/외삽하여 취득한 항측자료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 파일은 매 측선의 발파점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각 장비들의 위치정보 

및 네트웍을 통해 계산된 공통중간점(CMP)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탐사에 사

용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그림 5-1-1-2. Spectra 통합항측시스템 개요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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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3. 2D 탄성파 탐사장비 및 모식도 .

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시기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datum)가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차가 발생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든 위치자료를 통

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용하여 도면을 작

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는 표 5-1-1-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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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5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C-Nav GPS를 primary position으로 Trimble 4000DS 

GPS를 secondary positi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탐사장비의 이격거

리(offset)를 측정하여 계산된 위치정보값을 이용하였다. C-Nav GPS수신기는 각

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

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

에서 취득된 위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

에서 계산된 위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

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

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에어건을 이용한 탄성파탐사의 경우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은 탐

사선의 기준점(Ref)과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며 탐사측선(분홍점선)을 기준으로 좌

현(port)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측선(분홍점선)에서 우

현(starboard)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여 탐사측선에 정확하게 공통중

심점(CMP)이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1-1-4A and 4B). 음원은 심부 

및 천부지질구조파악을 위하여 1,254 in3와 464 in3의 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에어

건 배열 (airgun array) 한 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다.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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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열의 중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수심이 깊은 외해에서는 75 m를 설정하였으며, 연안에서는 얕은 수

심으로 인한 직접파(direct wave)가 해저면의 반사파와 겹치지 않도록 30 m를 설

정하였다. 스트리머에는 스트리머의 형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

의 컴파스 버드 (compass bird) 4개를 장착하였으며, 스트리머 위치 정보를 위해 

스트리머 후미에는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연결하여 견인하였다. 다

른 물리탐사 장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부터 

상하좌우 오프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1-4). 

2차 정밀탐사에서는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은 탐사선의 기준점(Ref)과 일직선상으로 

위치하는 탐사측선(분홍점선)을 기준으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3.1 m 오프셋

을 주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측선(분홍점선)에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7.3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면서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1-1-4C). 음원배열의 중

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

은 31.25 m를 설정하였다. 스트리머는 총 3개의 live action을 연결하여 스트리머 

후미에 buoy를 장착하여 일정한 수심을 유지하였다. 

연구지역에 발달한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줄의 스트리머 (streamer)와 

한 줄의 음원배열 (airgun array)을 이용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반사법 탐사 

(2D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survey)와 Chirp을 이용한 천부지층탐사, 

멀티빔을 이용한 해저지형탐사, 음향측심, 중력 및 자력 탐사도 병행하여 수행하였

다 (그림 5-1-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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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4.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A) 외

해탐사를 위한 오프셋 설정 도면. (B) 연안탐사를 위한 오프셋 설정 도면. (C) 스

파커 음원과 멀티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한 설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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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5. 에어건 음원(A)과 스파커 음원(B)을 이용한 다중채널 탄성파탐

사 자료취득 모식도. 

(나) 소형선박 항측

소형선박을 이용한 탐사에서 해상위치 측정은 Trimble에서 제작한 SPS 351를 

이용하였다 (표 5-1-1-2). DGPS (differential global positioning system)의 

작동원리는 GPS수신기를 2개 이상 사용하여 상대적 측위를 계산하는 방법으로서 

육상에 고정국(base station)을 설치하고, 위성들을 모니터하여 개별 위성의 거리 

오차 보정치를 정밀하게 계산한 후 이를 작업 현장의 다른 GPS 수신기의 오차보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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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용함으로써 위치의 정확도를 향상시키는 방법이다.

DGPS는 고정국의 GPS와 조사선박에 장착한 이동국 (rover) GPS로 구성된다. 

이동국 GPS는 12개 채널을 이용하여 L-band 안테나와 저잡음 앰프로 위성 자료

를 수신하여 조사선박의 위치와 이동속도, 시간 등을 실시간으로 제공한다. 해양수

산부 어청도 기지국을 육상 고정국으로 정하고 실시간으로 WGS-84 타원체의 위

경도와 UTM 좌표를 기록하였다. DGPS의 측정오차범위는 1 m 이내이다.

측량선이 미리 계획된 측선을 따라 정확하게 항해할 수 있도록 도와주고 실시간

으로 측량선의 위치를 기록하기 위하여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인 Hypack MAX를 사

용하였다. Hypack MAX는 윈도우즈용 프로그램으로써 수로측량의 계획, 실측, 자

료편집, 자료출력에 널리 사용되는 프로그램 중의 하나이다. Hypack MAX는 위치

측위기, 음향측심기, 해저면 탐사기 또는 다른 해양조사 장비들과 함께 사용함으로

써 위치와 수심자료가 함께 입력되어 수심자료의 오차보정, 조위보정 등을 수행하

는 자료처리 및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이다 (그림 5-1-1-6).

 Model SPS 351

 Manufacturer Trimble

 Channel SPS 351 DGPS/Beacon receiver

 Frequency 283.5~325 kHz

 Position Update Rate 1 Hz, 2 Hz, 5 Hz, 10 Hz

 Protocol NMEA 0183

 Timing  out 1 PPS

 Power supply 12V DC(4.5W)

 Available SW Hypack MaxTM(Coastal Oceanographic Inc.)

표 5-1-1-2.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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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6. 내비게이션 프로그램(Hypack MAX).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2040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되었다. EM2040 (Tx 0.5°/Rx 1.0°)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200, 300, 40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한 핑

(ping)당 400 soundings (256개 beam)을 수신하여 수심 0.5 ~ 500 m 사이의 

천해역에서 수심의 5.5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

정할 수 있는 음향장비이다 (그림 5-1-2-1). 수신기의 빔각은 최대 140°로서 

탐사선의 중심축으로 부터 등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

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

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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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 탐해2호 탑재된 KONGSBERG EM2040 다중 음향측심기 자

료수집 장치. 

EM2040 음향측심기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

치 (transducer), 그리고 처리장치 (processing unit)와 주 통제장치 (HWS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

에 장치된 음파의 발신 및 수신하는 2개의 트랜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발생기 

(0.5° Tx array)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음원 수신

기 (1.0° Rx array)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

림 5-1-2-2). 

처리장치 (processing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

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는 신호제어용 

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하고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 그

리고 시간, 위치, heading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다. 주 통제 장치 (HWS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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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그림 5-1-2-2. EM2040 다중음향측심기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

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

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

여야 하며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신된 빔(beam) 

별 스펙트럼에 대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2개의 

DGPS 수신기로부터 위치값, gyro값, 시간값을 수신하고 MRU5 모션센서로 부터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을 수신하여 다중빔으로 전달해주는 통합 시스템

(Seapath300)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을 발신하는 트랜스듀서 주변 음속

값과 전체 수층의 음속값을 측정하여 빔의 왜곡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실시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림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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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3. 다중음향측심기에 필수적 주변장치들. a) Seapath300 

(Kongsberg Seatex) 통합시스템 b) Seapath GPS 수신기 c) MRU5 motion 

sensor d) 표층음속측정 시스템(AML Micro SV).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

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

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

정하여야 한다.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 gyro offset은 (0.00°), roll offset은 –
0.20°, 그리고 pitch offset은 0.01°적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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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해양탐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장비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 

(transm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

하여 해저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 및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 (receiver)에 도달된 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

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과 인위적인 요인들을 취

득된 자료로부터 제거 및 보정을 해야만 실제에 가까운 지형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

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1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4).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그림 5-1-2-5). 즉, 탐사 전에 D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

의 위치변동을 확인하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 시 또는 점검 시 기존의 값

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 중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DGPS 수

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모션값이 불안정해지는 

탐사선 회전 구역의 수심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256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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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문이다 (그림 5-1-2-6).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보

정은 조석보정으로 본 탐사에서는 조사구역내에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

기 때문에 탐사기간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의 흑산도 검조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롤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

한 왜곡현상들은 격자보정 과정에서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리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보정된다. 

금번 탐해2호의 EM2040를 이용하여 획득한 수심자료만으로는 측선간격이 약 

4km정도로 매우 넓고 수심대비 측정 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400m내외로 좁

기 때문에 전체 조사지역의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2007)이 연구지역내에서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병합하여 조사지역의 최종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종도면은 도면화 프로그램인 Caris Plot composer 5.0 을 이용

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projection UTM 51, datum and 

spheroid WGS84). 

그림 5-1-2-4.  Caris HIPS& SIPS 8.1 멀티빔 자료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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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5. 선위 보정(좌) 및 위치보정(우).

그림 5-1-2-6. 측선별 수심보정(좌)과 영역별 격자보정(우).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내부 반사면의 특성을 기준으로 총 10개 정점에서 피스

톤식 코어러를 이용하여 주상시료를 획득하였다. (그림 5-1-3-1~2, 표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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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1. 탄성파/멀티빔 탐사 측선과 시추정점 위치.  

Project
Core 

No.
Longitude (E) Latitude (N)

Core

length(m)

Water

depth(m)

Sediment

Type

14HZT

-

P01 125° 48.566’ 36° 25.007’ 2.20 49 muddy sand
P02 125° 56.762’ 36° 25.071’ 5.75 39 mud
P03 126° 01.506’ 36° 10.013’ 1.26 35 sand
P05 126° 00.027’ 36° 05.038’ 5.14 58 sand
P07 126° 16.426’ 36° 02.157’ 5.70 25 mud
P09 126° 00.387’ 36° 29.332’ 5.67 30 sandy mud
P10 126° 00.556’ 36° 17.296’ 3.40 30 muddy sand
P11 125° 57.482’ 36° 17.343’ 4.84 55 sandy mud

표 5-1-3-1. 시추코아의 시추위치, 길이, 수심, 및 암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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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2. 천부탄성파 자료상의 시추정점 위치

14HZT-P01 정점은 sand ripple과 그 하부의 음향혼탁층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14HZT-P02 정점은 내부 반사면이 평행하게 발달한 현생 니질퇴적물의 

특성을,   14HZT-P03과 14HZT-P05 정점은 탄상파 자료상에서 해저면으로 부

터 가스가 분출되는 형태의 음향상을 보여 이를 확인하기 위한 정점이다. 

14HZT-P07과 P10 정점은 P02와 유사하게 현생 니질 퇴적층의 가장자리의 퇴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한 정점으로, 14HZT-P09와 14HZT-P11 정점은 해침 때 침

식을 받고 해수면 안정이후 퇴적된 층으로 추정되어 고해양학적 연구를 수행하기 

위하여 선정되었다. 14HZT-P04, P08 정점은 주로 모래로 구성되어 있어 시추 

시 퇴적물을 회수하지 못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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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 분석

① 입도분석

시추퇴적물 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 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2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이 같은 전처리가 끝

난 후 4Φ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한 후 4Φ이상의 사질 및 역질 입자들은 건

조시킨 후 로탭요동기 (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Φ간격으로 분석하

였고, 4Φ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은 2% 확산제(sodium hexametaphosphate)

를 50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icromeritics, Sedigraph 5100)

를 이용하여 1 Φ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별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1968)의 모멘트 방법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② 물성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

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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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③ 음향분석

음파전달속도는 신호투과법 (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한 자동

음파전달속도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장치는 기

존의 음파전달속도 측정방법들보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노이즈에 의

해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상의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자료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원리는 펄스 발생기(Tektronix, 

TM502A)에서 발생된 펄스를 채널 1에는 표준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ΔT)를 이용한 아래의 식에 의해 속도가 

계산된다.

 ∆



V0 : P파 속도

ΔT : 표준신호와  시료를 통과한 시호 사이의 시간차

Ls : 시료의 직경

④ 가스 분석

 

코어 퇴적물내 함유된 공기층 (headspace) 가스 분석을 위하여 선상에서 앞부분

이 절단된 5 ml 주사기 (syringe)를 이용하여 3 ml 코어 퇴적물 시료를 30 ml 유

리 바이알 (glass vial)에 채취한 후, 포화된 고농도 NaCl 2 ml를 유리병에 첨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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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butyl tubber septum과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하였다.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

는 실험실 분석을 위해 4oC로 냉장하여 보관･운반하였다. 

코어 퇴적물에 함유된 공기층 가스의 탄화수소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를 ODP Technical Note 30 (Pimmel and Claypool, 

2001)의 공기층 가스 분석 방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65oC로 30분간 가열하여 퇴

적물내 가스를 추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Agilent Technologies의 

7890A GC을 공기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 성분과 농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공기

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의 성분 분리를 위해서 모세관 칼럼 (plot fused silica 

column: 길이 50 m, 내경 0.32 mm, 필름 두께 0.5 μ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로

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분석 시 GC

의 주입구 온도는 230℃로, 검출기 온도는 250℃로 고정시켰고, 오븐의 온도는 3

5℃로 5분간 유지시킨 후 20℃/min으로 195℃까지 상승시켰다. 메탄 (CH4)가스

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 1%, 10%와 100%의 표준

가스를 이용하였고, 에탄 (C2H6), 프로판 (C3H8), 아이소 부탄 (iso-C4H10), 

부탄 (C4H10), 아이소 펜탄 (iso-C5H12), 펜탄 (C5H12), 헥산 (C6H14)의 정

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와 1%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다.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FM Full-Spectrum Seismic System은 CHIRP 기술을 이용한 고분해능 탄성

파 탐사기로써, 0.5 ~ 12kHz의 주파수 대역을 가지고 있다 (표 5-1-4-1). 송/

수신기가 견인체(Towfish)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견인체 직하부에서 반사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세립질 퇴적층에서 고해상도의 지층 구조를 보여주는 반면 

투과 심도는 낮기 때문에, 얕은 해저 지층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제공한다. 6종류

의 서로 다른 주파수 범위를 시험한 후, 최적의 결과를 보인 0.5 ~ 7.2kHz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여 탐사를 실시하였다 (표 5-1-4-2, 그림 5-1-4-1). 송신기 예

인체 (Towfish)와 D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 (Offset)을 최소로 하고, 동시에 잡

음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체를 조사 선박의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후처리 과정

에서 Offset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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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작사 EdgeTech (U.S.A.)
신호 처리 장치 AT & T DSP32C

송수신기 
펄스 유형 FM with amplitude and phase weighting

주파수 범위 0.5∼12kHz
음원 수준 212dB

표 5-1-4-1. 첩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46ms

Shot interval 0.5 sec

표 5-1-4-2. 첩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그림 5-1-4-1. 첩 탄성파 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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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획득된 디지털 탄성파 자료는 SEG-Y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획득된 자료는 탄성

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SPW™와 SU (Seismic Unix)의 포맷으로 변환되어 

자료 처리에 이용되었다. 

탄성파 자료 중에 일부 대표적인 단면을 선택하여 이득 조절, 필터링의 변수들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변수들은 다른 모든 측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5-1-4-2). 필요한 일부 측선의 경우, 편집(Editing), 정보정(Static Correction) 

및 뮤팅(Muting) 등의 자료 처리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탄성파 자료 특성에 따라 

최선의 자료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후처리 과정

을 마친 후, 측선별로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1-4-2. 첩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자료 편집 (Editing)

첩 및 스파커 (Sparker)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원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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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접파가 첩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첩 탄성파 지층 기록의 질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파

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첩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지층 기록

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파 자

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림 5-1-4-3).

그림 5-1-4-3. (상) 자료 편집 전 (하) 자료 편집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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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고

분해능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

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

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

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지

난 2011년 부안 북부 해역 조사 시에 12초 이하였던 것과는 달리 6초 이하인 것

으로 파악되었으며, 이는 부안 북부 해역과 비교하여 금번 영광 인근 해역에서의 

너울 파장이 상대적으로 짧은 까닭인 것으로 판단되었다. 이에 따라 6초이상 주기

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그림 5-1-4-4).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

저면 굴곡이 관찰되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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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4.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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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자료취득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

에 의해서 결정되며, 장비마다 조금씩 다르지만 일반적으로 100~2,200 Joule 범

위로 에너지 세기를 변경 할 수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이번 스파커 탄성파 자료는  

보령 해역 일대에서 전반적으로 수행되었고 외연도 부근 지진 발생 지역과 해저절

벽 관찰지역에서도 정밀 탐사를 실시하였다.

① 보령 지역

보령 해역 일대에서의 심부 해저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Applied Acoustic 

Engineering사의 Sparker System을 사용하였다(표 5-1-5-1~2). 본 스파커 탄

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신소자로 구

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구분 내용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주처리 장치 PC Workstation

송신기

Power Range 100 ∼ 2,200J

주파수 범위 0.3 ∼ 1kHz

음원 수준 224dB at 1,550J

표 5-1-5-1. 스파커 시스템 제원

구분 내용

모델명 CSP-1000-8007/1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Element No. 20

주파수 범위 0.1 ∼ 10kHz

표 5-1-5-2. 수신기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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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

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 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

다 (표 5-1-5-3, 그림 5-1-5-1). 이는 지난 2011년과 2012년 연구 조사에서 

선택되었던 에너지 수준과 동일하다. 송신기 및 스트리머 수신기를 조사 선박의 후

위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33 ms

Shot interval 1 sec

Source power 1,000 Joule

표 5-1-5-3. 스파커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 606 -

그림 5-1-5-1. 보령 해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② 외연도 지진 지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수중에서 방사된 음파 중 해저면과 해저면하 지층에서 

반사된 반사파를 수진기(hydrophone)를 통해 수신하여 자료를 취득하는 시스템으

로 연구지역의 퇴적층의 두께나 음향기반암 분포 특성 및 지질학적 구조와 관련된 

정보를 획득하기 위해 널리 사용되고 있다. 본 연구에 사용된 스파카 탄성파 탐사

기는 영국의 S.I.G.사의 SIG mile 시스템으로 음원은 스파커를 사용한다(표 

5-1-5-4, 그림 5-1-5-2). 

본 연구에 사용된 스파커 음원의 세기는 1,000 J로써 약 200~2,000 Hz의 주파

수대역을 가지며 수직 분해능은 약 2 m 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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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del SIG mile Sparker System

Manufacturer S.I.G

Input voltage 230 VAC, 50-60 Hz

Generator required 10 KVA single phase

Output voltage 3.2 and 4.0 KV DC

Power selections 160-250-500-750-1000-1300-1500-2000 Jules

표 5-1-5-4.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SIG mile Sparker System)의 제원

그림 5-1-5-2.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의 구성

스파커 탄성파탐사 자료취득은 위치측위기와 내비게이션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

위 측위를 하였으며, 이와 동시에 지층탐사 자료취득 소프트웨어인 IXSEA사의 

Delph Seismic 프로그램에 RS-232 케이블을 연결하여 위치 정보를 전송하였다. 

스파커의 음원과 수진기는 조사선박 후미에서 약 30~50 m 정도 이격하여 자료를 

취득하였다. 음원 발생간격은 0.5초로 설정하였으며 음원은 1,000 J을 사용하였다.

연구해역은 육상 지질구조선의 연장선과 2013년에 발생한 지진 진앙의 위치(표 

5-1-5-5)를 기준으로 설정되었다. 탐사 측선은 진앙의 위치를 지나도록 설계하

였으며 조사해역의 조류방향을 고려하여 주측선은 북서-남동, 보조측선은 남서-북

동 방향으로 1,000 m 간격으로 설정하였다. 연구해역에서 11개 라인(약 107 km)

의 스파커 탄성파탐사 자료가 취득되었다(그림 5-1-5-3). 측선 평면도에 표시된 

육상 지질구조선의 연장선(T/L-1~T/L-7)과 진앙의 위치를 탄성파 단면도에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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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하여 서로 비교할 수 있도록 하였다.

발생시간 위도 경도 규모 위치

2013-07-23 16:03 36.19° 126.16° 2.7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4km 지역

2013-07-26 11:23 36.19° 126.14° 2.2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5km 해역

2013-07-30 14:57 36.21° 126.14° 2.7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5km 해역

2013-07-31 20:05 36.21° 126.17° 2.2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2km 해역

2013-08-01 17:22 36.19° 126.17° 3.1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43km 해역

2013-08-07 21:08 36.19° 126.08° 2.0 충남 보령시 서남서쪽 51km 해역

표 5-1-5-5. 연구해역 주변에서 발생한 2013년도 지진정보

그림 5-1-5-3. 외연도 지진 발생 지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③ 해저절벽 지역

2011년 연구지역에서 발견된 해저절벽의 성인에 대한 연구를 위하여 멀티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한 스파커 탐사가 수행되었다. 사용된 스파커 음원 시스템은 프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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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의 SIG사가 제작한 기기로 750 ~ 2,500 Joule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음원의 세

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수신기는 

Geometrics사의 멀티채널 GeoEel Streamer가 이용되었다 (그림 5-1-5-4). 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 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스파

커 음원 및 멀티채널 스트리머는 탐해 2호의 후미에서 계산된 오프셋(offset)에 따

라 장비를 진수하여 예인하였으며, 속도는 약 4.2 ~ 4.5 knot로 6.25 m 등거리 

발파를 실시하였다.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으며,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5-6와 같다. 

그림 5-1-5-4. 해저절벽 지역의 스파커 탄성파 탐사장비. (A) spaker 

electrodes. (B) streamer section. (C) 자료기록 시스템 구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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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Sparker)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Geoeel digital streamer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75 m

 No. of channels :  24 ch

 Group interval:  3.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31.25 m

Recording Parameters

 Record length  500 sec

 Sample rate:  0.25 ms

 File format:  SEG-Y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SIG 2 mille Sparker-Electrodes

 Source power:  1,000 J

 Source depth:  5 m

표 5-1-5-6. 해저절벽 지역의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

개변수. 

(나) 자료처리

① 보령 지역

㉮ 포맷 변환 (Format Transformation)

스파커 탄성파 SEG-Y 자료는 0~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위 정수 값의 평균을 감하여 편중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상 신

호로 변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 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 정보정 (Static Correction)

CHIRP 탄성파 탐사와 마찬가지로 스파커 탄성파 탐사의 경우에도 음원과 수신기

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시켰으며, 이는 획

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1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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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RP 

탄성파 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

가 24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24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

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그림 5-1-5-5).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

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5-1-5-5.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

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 필터링 (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250 ~ 900 Hz 대역의 통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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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 뮤팅 (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과 모래 사퇴 지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

역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

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

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

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그림 5-1-5-6).

그림 5-1-5-6. (상) 뮤팅 보정 전 (하) 뮤팅 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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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면 다중반사파 제거 (SRME : Surface-related multiple elimination)

다중반사파는 해수면에서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표면 다중반사파와 지층 경계면에

서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내부 다중반사파로 구분된다. 표면 다중반사파는 탄성파 

단면 상에 강한 신호로 표현되는 잡음이며, 수층 두께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나타난

다. 반면, 내부 다중반사파는 각 지층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항상 낮

은 진폭으로 나타나며, 일정한 주기를 갖지 않는다. 본 조사의 경우, 조사 해역이 

수심이 얕은 연안역이기 때문에 표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를 제거함으로써 지층 신호를 강화시켰다.

발파 신호별  Auto-convolution 과정 (SRME Regularization, SRME Macro, 

SRME Un-regularization)을 통하여, 각 발파 신호에 대응되는 다중반사파 신호를 

생성하였다. 생성된 다중반사파 자료와 원 기록을 비교한 후 Match filter가 설계하

였으며, Match filter가 적용된 다중반사파 자료를 원 기록에서 감하였다(그림 

5-1-5-7). 그 결과, 1차 다중반사파는 약해졌으며, 2차 이후의 다중반사파는 거

의 제거되었다.

그림 5-1-5-7. (상) SRME 보정 전 (하) SRME 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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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디컨볼루션 (F-X Deconvolution)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시간과 거리 영역으로 표현된 탄성

파 자료를 주파수와 거리 영역의 자료로 변환한 후, 주파수별 삼각함수 형태의 연

속적인 지층 신호를 통과시키고, 잡음 등의 불연속적인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지층 

신호를 강화하였다(그림 5-1-5-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호 대 잡음 비율

(S/N ratio)이 강화된 최종 탄성파 단면이 작성되었다. 

그림 5-1-5-8. (상) F-K 디컨볼루션 보정 전 (하) F-K 디컨볼류션 보정 후

② 외연도 지진 지역

자료처리는 SU(Seismic Unix)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처리하였으며 처리과정에서 

S/N비를 향상시키기 위하여 대역통과필터, 이득조절 등의 과정을 적용하였다(그림 

5-1-5-9). 최종 처리된 해저지층탐사 자료는 깊이-거리 단면으로 단면도를 작성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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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a Loading

n 스파커 탄성파탐사 원시자료 입력

n 타원체 및 도법 결정

n 리셈플링


Geometry Correction

n Layback correction

n Static correction


Trace Edit

n Bad trace 제거

n Noise trace 제거 또는 내삽


Muting

n 해저면 상부 노이즈 제거

n Swell filter 적용


Filtering

n F-K filter

n Bandpass filter


Amplitude Recovery

n AGC


Seismic Section

n Depth (m) – Offset (m) Section

그림 5-1-5-9. 외연도 지진 발생 스파커 탄성파 자료 처리 과정

③ 해저절벽 지역

전 세계적으로 연안의 고해상도 탄성파 탐사(high resolution seismic survey)

에 주로 이용되는 스파커 음원(sparker source)은 에어건 음원(air-gun source)

에 비해 장비가 간단하고 소형 선박에서도 쉽게 운용할 수 있기 때문에 널리 이용

되고 있다. 탐사 기술의 발달로 2000년대 초반에 이미 3차원 고해상도 탐사가 가

능해지기는 했지만, 필요 장비가 많고 탐사 비용이 높기 때문에 소형선박에서의 운

용이 불가능하고, 이러한 장비 특성은 상대적으로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의 운용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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많은 어려움이 따르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비용이 적게 들고 후처리가 간단한 2차원 

고해상도 탐사가 현재까지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Bellefleur et al., 2007). 

연안에서 수행되는 2차원 고해상도 탐사는 연안의 특성상 다른 선박이나 어망이 

많기 때문에 쉽게 방향 전환이 가능하고 회수가 가능한 단일 채널 탄성파 탐사가 

주로 수행된다. 멀티채널 탄성파 탐사(multi-channel seismic survey)의 경우 다

수의  수진기(receiver) 그룹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하기 때문에 소형 선박을 주

로 이용하는 연안 탐사시 장비의 운송 및 설치에 어려움이 있으며 현장에서 선박이 

음원 과 스트리머(streamer)를 동시 견인하며 탐사해야하는 해양탄성파 탐사의 특

성상 길이가 비약적으로 길어진 스트리머는 장비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 하지만 

각 공심점(common depth point)에서 복수의 반사 신호(reflection signal)를 취득 

할 수 있기 때문에 단일 채널 탄성파 탐사(single-channel seismic survey)보다 

향상된 신호대 잡음비(signal to noise ratio)의 지층 단면도 생산이 가능하기 때문

에 높은 해상도를 요구하는 정밀 지층 분석에는 멀티채널 탄성파 탐사가 효과적이

다. 특히 동일 공심점 모음에서 취득되는 복수의 반사 신호들은 오프셋(offset)을 

달리 하기 때문에 지층의 대략적인 속도 유추가 가능하여, 석유 가스 현장에서 사

용되는 고급 전산처리 기술을 적용할 수 있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24채널 스트

리머와 스파커음원을 이용한 멀티채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24 채널 스트리머는 채널 그룹간의 간격이 3.125 미터이고, 샷은 6.25 m 등간

격으로 발파하였기 때문에 공심점당 중합수(CDP fold)는 약 6개가 된다. 현장 지

층의 투과 심도를 고려하여 스파커의 음원 파워는 1000J로 설정하였으며, 음원과 

스트리머의 거리는 31.25 m로 설정 하였다. 

취득된 탄성파 자료의 전산처리는 원시자료 입력(raw data input),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디컨볼루션(deconvolution), 해저면 다중반사 제거(seafloor 

multiple rejection), 속도분석(velocity analysis), 라돈필터(radon filter), 중합

(stack), 구조보정(migration)순으로 수행되었다 (그림 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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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0. 전산처리 흐름도

㉮ 자료입력 (raw data input)

멀티채널 탄성파 탐사의 특성상 현장 자료는 각 샷 모음을 SEG-D 형태의 디지

털 포맷으로 저장 하였으며 취득 샘플링 간격이 0.125 ms 이므로 왕복 주시 

1500 ms 까지 기록된 자료는 각 트레이스당 12000개의 디지털 값으로 저장되어 

있다. 사용된 스파커 음원특성상 약 200 Hz ~ 800 Hz 구간에서 우세 주파수

(dominant frequency)가 나타나기 때문에  알리아싱(aliasing)이 일어나지 않고 

우세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는 적정 샘플링 간격 0.25 ms로 재샘플링(resamping)

하여 자료의 크기를 절반으로 줄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및 불량 트레이스 편집 (bad trace edit)

주파수 필터는 통상적으로 지층 반사 신호들이 주로 기록되는 주파수 대역을 벗

어나는 잡음 신호들을 구성하는 주파수 요소를 제거하여 S/N비가 향상된 지층 단

면을 생성하는 목적으로 활용된다. 지층에서 반사되어온 반사파가 형성한 주파수 

범위를 선별하기 위해 해당 측선의 원시 자료를 영역별 진폭 스펙트럼 분석을 수행 

하였다. 샷 모음을 진폭 스펙트럼에 도시한 결과 0 Hz ~ 100 Hz 구간에 나타난 

저주파 잡음이 우세하여 반사 신호의 주파수 범위 구분이 불가능하다 (그림 

5-1-5-11). 해당 영역의 주파수 범위를 대역폭 필터로 제거한 후 다시 진폭 스

펙트럼 분석을 수행한 결과 약 200 Hz ~ 1000 Hz 구간에서 우세 주파수

(dominant frequency) 구간이 나타나는 것이 확인 되었다 (그림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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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1. 원시 자료 샷 모음(A)의 F-X 스펙트럼(B)과 진폭 스펙트럼

(C).

그림 5-1-5-12. 주파수 필터 수행 후 샷 모음(A)의 F-X 스펙트럼(B)과 진

폭 스펙트럼(C). 

불량 트레이스는 중합 과정에서 정상 신호와 합쳐져 지층 반사 신호를 왜곡 시키

는 원인이 되기 때문에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원시 자료(raw data)의 샷 모

음(shot gather) 도시 결과 18, 21, 22, 24번 채널에서 비정상적인 신호들이 취득

되어 제거하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그림 5-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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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3. 불량 트레이스 편집 전(A) 과 후(B)의 샷 모음 예시.

㉰ 곱풀기 (deconvolution)

스파커 자료는 음원 특성상 해저면 반사파가 두 개의 주기를 가지는 복합 신호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원 특성을 최소화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수직 해상도를 향상시

키기 위해 트레이스 별 최소위상 예측 곱풀기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수행하였

다. 예측 곱풀기는 탄성파 기록상 나타나는 일차 다중반사가 나타나기 이전 부분의 

시간 기록을 이용해 페그레그나 다중반사를 예측하고, 예측된 결과를 탄성파 기록

에 가감하여 다중반사를 제거하는 기법이다. 그림 5-1-5-14는 예측 곱풀기 적용전

과 적용후의 샷모음을 비교한 단면으로 적용후 파형이 압축되어 수직 해상도가 향

상된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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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4. 예측 곱풀기 적용 전(A) 과 적용 후(B)의 샷 모음.

㉱ 해저면 다중반사파 제거 (seabed multiple rejection)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의 탄성파 탐사 특성상 해저면과 해수면을 왕복하는 다중반

사파가 빈번하게 나타나 실제 지층의 반사 신호를 왜곡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이러

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해저면 다중반사파 제거 연구가 오래전부터 진행되어 왔

으며, 다양한 기법이 개발되었다. 일반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는 라돈 필터(radon 

filter)의 경우 동보정된 공심점 모음에서 30 ms 이상의 오프셋이 있는 다중반사파

와 무작위 잡음(random noise)의 감소에 효과적이다. 하지만 본 탐사 자료의 경우 

공심점 중합수가 6개로 빈약하고 스트리머 길이가 짧아 오프셋의 도착 시간차

(moveout)이 작기 때문에 30 ms보다 작기 때문에 레이던 필터를 이용한 다중반

사파 제거가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해저면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기 위

해 동보정(normal moveout correction) 전에 파동방정식을 이용한 다중 반사파 

제거 기법인 WEMR(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을 적용하였다. WEMR은 

왕복주시와 진폭 값 그리고 위상 값을 원자료에서 추출하고 파동방정식을 이용해 

다중반사파를 모델링한 다음 원 자료에서 빼주는 방법으로 다중반사파를 제거한다. 

해당 방법의 경우 특히 근거리 오프셋에 나타나는 다중반사파의 제거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아래의 그림 5-1-5-15은 원자료의 샷모음과 모델링된 다중

반사파 샷모음 및 다중반사파를 제거한 샷모음을 비교한 그림으로 파동방정식을 이

용한 다중반사파 제거기법 적용후 다중반사파가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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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5. (A) 다중반사파 제거 전 샷 모음. (B) 파동방정식을 이용해 

모델링된 다중반사파 샷 모음. (C) 다중반사파가 제거된 샷 모음.

㉲ 속도분석 (velocity analysis)

속도분석은 탐사한 지역의 지층의 속도를 계산하는 과정으로 동보정이나 구조보

정에 결정적인 역할을 하며 간접적인 물성 예측에도 밀접한 관계가 있기 때문에 전

산처리과정 중 가장 중요한 과정이며 제일 많은 시간이 소모되는 처리 과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공심점 자료의 중합 속도와 주시의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해 신호의 

도달 주시를 계산하고 실제 자료와 유사도를 계산하여 등고선으로 표시하는 방법인 

샘블런스(semblance)를 이용한 속도분석을 수행하였다. 적합 속도와 적합 영점주시

에서 계산된 셈블런스는 유사도가 높아 등고선상에서 봉우리 정점으로 표시되기 때

문에 이러한 봉우리 지점 값들을 연결하여 속도 값을 발췌 한다 (그림 5-1-5-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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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6. 셈블런스를 이용한 속도분석 예시.

㉳ 라돈 필터 (radon filter)

일반적으로 라돈 필터는 30 ms 이상의 오프셋을 가지는 다중반사파와 무작위 잡

음(random noise)의 감소에 효과적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레이던 필터는 동보정 

(NMO correction)된 공심점 모음을 시간절편-파선 변수(tau-p)의 함수로 변환시키고, 

tau-p 영역에서 나타난 탄성파 기록들을 분석하여 다중반사 모델을 만들고 제거해 

준다. 본 연구의 특성상 오프셋이 짧아 다중반사파를 제거 할 수는 없지만 샷 모음

에 나타나는 저속도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해 라돈 필터를 수행하였다. 샷 모음을 

T-X 도메인에서 Tau-p 도메인으로 변환할 경우 저속도 잡음들이 실제 신호들보다 

많은 무브아웃을 가지기 때문에 Tau-p 영역에서 잡음 영역을 잘라내고 T-X 도메인

으로 되돌리면 선형 잡음을 효율적으로 제거할 수 있다 (그림 5-1-5-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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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7. (A) 레이던 필터 적용 전 샷 모음. (B) Tau-p 영역 변환 

(C) 레이던 필터 적용 후 샷 모음.

㉴ 중합 및 구조보정 (stack and migration)

공심점 모음을 동보정 후 중합하여 지층 단면도를 생성하고, 구조보정을 실시하

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하였다. 그림 

5-1-5-18은 중합 단면도와 구조보정 된 최종지층 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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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8. (A) 중합 후 지층단면도. (B) 최종 구조보정 후 지층단면도.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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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자료 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

수를 입력하여 전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스트리머로 부터 수신되는 탄성파 신호

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종 정보 (항측 및 

부가 장치 정보 등)를 기록한다.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Sercel사의  

Sentinel 솔리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section 길이가 150 m이며, 

12.5 m의 채널간격으로 12 채널 (channel)을 구성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따라 스

트리머의 section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탄성파 자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

료를 전송받아 발파자료,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배경잡음 수준 및 근거리 

(Near-Field) 하이드로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1

번 채널의 기록자료를 통한 지하내부 구조를 일차적으로 보여준다.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음원조절 시스템으로 SPECTRA 항측 시스템으

로부터 발파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에어건 (airgun)으로 전달하여 음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에어건 발파를 위한 압축공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성된다. 에어건(airgun)은 Bolt사의 제품

을 사용하며, 2가지 형식(1500 LL, 1900 LLX)으로 다양한 용량을 가진 에어건을 

배열하여 사용한다. 탐해 2호는 4개의 ar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의 array에

는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하여 최대 4,578 in3의 용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본 연

구에서는 500, 290, 195, 125, 90, 54, in3를 조합한 1,254 in3와 195, 125, 90, 

54 in3를 조합하여 464 in3의 2개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그림 5-1-6-1). 압축공

기의 압력은 2,000 psi에서 발파가 이루어진다.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

템은 평균 300 m 간격으로 스트리머에 부착하여 스트리머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

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하여 스트리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

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6-1와 같다. 그룹간격 12.5 

m의 12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리머를 연결하여 600 m (48 채널)의 스트리머

와 1,200 m (96 채널)의 스트리머를 사용하였고, 음원의 발파간격은 25 m로 설

정하였으며, 1 msec 샘플링 간격으로 심부 6초까지 탄성파 자료를 기록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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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 (A) 1,254 in3, (B) 464 in3의 에어건 배열 모식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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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Airgun)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 1,200  m

 No. of channels :  48 / 96 ch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30 / 75 m

 Streamer depth:  6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1

 Volume per source:  464 / 1,254 in3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를 위하여 목포 연안해역 일대를 탐사하고 취득한 

자료는 총 13개의 측선으로, 탐사거리는 약 670 L-km이다 (그림 5-1-6-3). 미

리 설계한 예비측선을 따라 동-서방향의 주측선 6개, 남-북방향의 검측선 2개를 

탐사하였으며, 흑산도 인근 지역의 얕은 수심과 해상 장애물의 영향으로 탐사측선

을 조정하였다. 또한, 흑산도 북서방향으로 지진이 발생했던 진앙지 주변을 남-북

방향으로 4개의 측선을 추가 탐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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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2. 2013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나) 자료처리

보령 연안해역에 대한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고 총 14개 측선에서 약 750 

L-km의 탄성파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자료는 1 ms 샘플링 간격으로 6 s 까지 

기록하였으며, 수심이 깊은 외해지역에서는 에어건 음원 볼륨을 1,254 in3를 사용

하였으며, 연안지역에서는 464 in3를 사용하였다. 수심이 깊은 외해지역과 연안지

역의 에어건 음원과 스트리머의 길이를 달리하여 자료를 취득하였기에 취득정보 입

력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5-1-6-2는 측선별 자료 취득 정보를 보여

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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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Line Name
Shooting

Direction

First

Shotpoint

Last

Shotpoint

Line Length 

(m)

Channel 

No.

airgun 

volume(in3)

1 14HZT-504 000° 931 1665 18,375 96 1,254

2 14HZT-502 180° 1001 1665 16,625 96 1,254

3 14HZT-503 000° 1001 2441 36,025 96 1,254

4 14HZT-106 270° 1201 5192 99,800 48 464

5 14HZT-105 270° 1301 3165 46,625 48 464

6 14HZT-105A 270° 3290 5197 47,700 48 464

7 14HZT-104 270° 2491 6001 87,775 48 464

8 14HZT-103 270° 2161 5206 76,150 48 464

9 14HZT-510 060° 982 1220 5,975 48 464

10 14HZT-511 180° 1051 1141 2,275 48 464

11 14HZT-102 270° 1021 5210 104,750 48 464

12 14HZT-101 270° 1141 5215 101,875 48 464

13 14HZT-301 000° 1111 3231 53,025 48 464

14 14HZT-302 180° 941 3232 57,300 48 464

표 5-1-6-2. 측선별 자료취득 정보.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탐사 지역에서 취득한 항측자료 (UKOOA P1/90), 

탄성파 기록 자료 (SEGD), 탐사 관측기록 자료 (observer log)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탄성파 탐사 전산처리 소프트웨어인 Landmark Graphic사의 

ProMAX 2D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처리를 수행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ProMAX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탐사 지역의 지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산처리 

모듈을 테스트 한 후에 선택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합단면도를 

출력하였다.

탐사지역의 수심은 외해에서 내해로 갈수록 수심이 줄어들어 100 ~ 20 m사이로 

연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부분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다. 얕은 수심에서의 탄성파 탐

사에서는 수심의 약 2배의 깊이마다 발생하게 되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들이 강하게 

기록되어 있고, 직접파 또한 천부의 지층 반사면 기록들과 섞여 있어서, 실제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처리에서는  해저면 다중 반

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듈인 WEMR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과 

라돈필터 (Radon filter)를 적용하여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산처리 과정은 

SEGD 입력, 지형자료 입력, 탄성파자료와 지형정보의 일치, 발파지연 보정, 트레이

스 편집, 주파수 필터링, WEMR, 실 진폭 보정, 속도분석, 라돈필터, 중합, 구조보

정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1-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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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3. 에어건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탐사시 기록자료는 한 shot 마다 하나의 SEGD 파일로 저장이 되어 한 측선의 

탐사가 끝나면 수천 개의 SEGD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수천 개의 SEGD 파일들

을 하나의 파일로 합친 후, ProMAX 데이타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자료는 

trace header의 필드파일번호, 탐사년도, 기록날짜, 채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그림 5-1-6-4). 데이터 취득 시 획득

된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은 ProMAX2D 모듈인 2D marine geometry 

spreadsheet를 이용하여 입력하였다. 탐사시 설정한 자료취득 변수와 취득된 항측

정보를 입력 한 후, 필드파일번호(FFID)로 기록자료와 항측자료의 정보를 일치시

켰다 (그림 5-1-6-5). 본 자료는 25 m 간격으로 음원을 발파하여 12.5 m 간격

으로 배열되어 있는 96채널에서 취득한 자료로서, 공통중심점(CDP) 간격은 6.25 

m 이며, 약 24개의 중합수(CDP fold)를 가진다. 입력한 지형정보가 데이터베이스

에 잘 저장이 되었다면 Database Tool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6-6A는 공통중심점 중합수 (CDP fold)를 도시하고 있으며, 24 fold에 고르

게 분포되어 있다. 중합수가 24 fold 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는 탐사라인을 이탈하

거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리머의 휘어짐으로 공통중심점 간격이 맞지 않아

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오차값이 크지 않아 자료 처리에 큰 영향

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5-1-6-6B는 공통중심점의 X, Y 위치와 fold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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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4. 샷 모음의 트레이스 기록과 기록 정보.  

그림 5-1-6-5. 취득한 UKKOOA P1/90 지형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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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6. 공통중심점(CDP) 중합수. (B) 공통중심점(CDP) XY 위치와 중

합수.  

② 발파지연 보정(Linear Moveout Correction)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시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와의 거리는 75 m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달 속도가 1480 m/s로 가정한다면, 음원

을 떠난 탄성파가 보낸 후 첫 번째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50 

msec이다. 그림 5-1-6-7는 음원 발파 후 첫 번째 수진기에서 받은 탄성파 기록 

모음이다. 그림 5-1-6-7A에서 보듯이 보정 전의 직접파 주시는 약 150 msec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을 50 msec에 기록되도록 헤더 값을 100 msec 만큼 

보정해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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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7. (A) LMO 수정 전의 1번채널 모음, (B) LMO 수정 후의 1번채

널 모음.  

③ 트레이스 편집(Trace Edit)

해상에서 자료취득 시 어구 및 어선에 의한 해상 장애물 또는 탐사장비의 기계적 

결함, 기상악화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

다. 이렇게 기록된 잡음들은 탄성파 자료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취득된 자료는 일부구간에 걸쳐 불량 트레이스들이 기록되어 해저 

반사파 기록들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들을 Trace Kill 모듈과 트레이

스 통계 (Trace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하여 각 trace들의 통계적 값들을 구해 선

별적으로 불량 트레이스들을 제거하였다 (그림 5-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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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8. (A) 불량트레이스들이 기록된 샷 모음. (B) 불량트레이스들을 

제거 후 샷 모음. (C) 트레이스 통계 모듈 그래프 및 변수 적용.  

④ 주파수 필터(Frequency Filter)

해상에서 획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 (random noise)들이 섞여서 취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

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 에서 110 Hz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천부의 고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8-12-150-160 Hz 의 대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시켰다 (그림 

5-1-6-9). 특정 속도를 갖는 직선상의 잡음들과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주파수-파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 필터는 주로 저속도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필터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다각형을 디자인하여 다각형으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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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석된 고유의 값들이 T-X 영역에 적용되어 다각형을 제외한 지역의 자료들이 제

거된다 (그림 5-1-6-10).  

그림 5-1-6-9. 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진폭스펙트럼 분석. 

그림 5-1-6-10. F-K 필터 적용 전(A), 후(B) 의 샷 모음.  

⑤ 다중반사파 제거기법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본 연구지역은 수심이 약 100~20 m사이로 수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깊이마다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동방정식의 특성을 이용한 WEMR 모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중합단면도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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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면의 시간 깊이값을 추출하여 트레이스 헤더에 입력시킨 후 각 트레이스 마다 

시간 깊이, 진폭 인자와 위상 각도를 분석하여, 원본 자료로 부터 다중반사를 예측

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림 5-1-6-11). 그림 5-1-6-12A와 5-1-6-12B는 

각각 WEMR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중합 단면으로서 WEMR의 결과 해저면 다중반

사파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6-11. WEMR 적용 전과 후의 샷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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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2. WEMR 적용 전(A), 후(B)의 저급중합 단면도.  

⑥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탄성파 에너지는 구형 발산으로 심부로 진행하면서 이동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와 지층에서의 흡수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소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감소

된 진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모듈 중에서 

속도값을 이용하는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모듈을 사

용하였다. 탄성파의 이동시간과 속도 값에 대한 진폭보정으로 심부의 에너지가 보

상되어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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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3. 참진폭 보정 전(A)과 후(B)의 shot 모음. 

⑦ 곱풀기(Deconvolution)

탄성파 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파와 반향파 등을 제거하여 

수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측곱풀기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적용하였다. 예측 곱풀기는 반사파 기록의 초기 시간정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다중반사파 및 반향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실제 지형의 

반사파를 뚜렷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적의 예측 곱풀기 연산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parameter test를 실시하였다 (그림 5-1-6-14A). Parameter test 

결과 파형이 잘 분리되어 있는 240 ms를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였다. 연산자 길이

를 선택한 후, 곱풀기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distance)를 선정하기 위하

여 parameter test를 실시한 결과 파형이 충분히 압축되어 있는 12 ms를 최종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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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자 예측 거리로 선택하였다 (그림 5-1-6-14B). 예측곱풀기를 실시한 후에는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bandpass filter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 

  

그림 5-1-6-14. 예측곱풀기 파리미터 테스트. (A) 곱풀기 연산자 길이 테스트, 

(B) 곱풀기 예측거리 테스트. 

⑧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탄성파 자료 처리 중에서 가장 중요한 과정이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

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

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Velocity Precompute 모듈을 이용하여 인접한 5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supergather로 만들어서 semblance, common offs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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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ther, supergather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15A).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추하여, 속도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

한 velocity viewer 모듈을 이용하여 속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합단면도 상에 속

도 분포도를 볼 수 있어서 층의 변화에 따른 좀 더 정밀한 속도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5-1-6-15B). 속도 분석은 공통중심점 160개 간격인 1 km 마다 실시하였

다. 같은 방법으로 2차 속도 분석 및 NMO 보정된 common offset 모음에서 경사 

동보정을 위한 속도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1-6-15. 속도 분석을 위한 패널(A)과 볼륨 단면도(B). 

⑨ 라돈 필터 (Radon filter)

라돈 필터는 일반적으로 다중반사와 잡음들을 효과적으로 감소시키기 위해 사용

된다. 라돈 필터를 적용하기 위해서는 속도 분석을 통하여 동보정 (NMO 

correction)이 적용된 공통중심점 모음을 시간절편-파선 변수(tau-p)의 함수로 

변환시키고, tau-p 도메인 상에 나타난 탄성파 기록들에서 다중반사 모델을 만들

어서 제거해 준다 (그림 5-1-6-16A). 파선변수 (p) 값이 거의 0에 가깝게 정렬

이 되고, 다중반사파들과 잡음들은 0에서 좀 떨어진 곳에 정렬이 된다. 이렇게 모

델링된 다중반사파와 잡음들을 제거한 후, 공통중심점 모음에서 라돈 필터 적용 전

과 후를 비교하였고, 필터 적용 후의 공통중심점 모음에서 지층 반사이벤트가 좀 

더 뚜렷해 진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6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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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6. (A) tau-p 도메인에서 다중반사파 설정. (B) 라돈 필터 적용 

전과 후의 CDP 모음. 

⑩ 구조보정 (Migration)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값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중합 후 시간영역에서의 구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해주었다. 그림 5-1-6-17은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중합 후 구조보정 단면도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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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 자료처리 후 SEGY 자료로 변환하여 출력하였다. 

그림 5-1-6-17. 자료처리 후 (A) 중합 단면도와 (B) 구조보정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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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

링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 (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

루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

정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

보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

밀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

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 (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 (meter 

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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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

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

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

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

를 측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

이 보정값은 시간당 -0.0006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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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36 mGal에서 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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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al로 감소하였다.

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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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 ~ 3 % 정

도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 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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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24.5 nT에서 0.06 nT로 감소하였다.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 자료

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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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금년 연구지역은 외연도를 기준으로 수심 5 ~ 50m 이내의 완만하고 평탄한 지

형적 특징을 보이는 연안역과 북서-남동방향으로 발달한 모래사퇴가 우세하게 분

포하고 있는 수심 60 ~ 100m 사이의 외해역으로 구분된다(그림 5-2-1-1). 내

해역은 외연도, 녹도, 삽시도주변에 창조와 낙조때 형성된 모우트가 잘 발달되어 있

어 이들 지역에서는 지형변화가 심한 것으로 나타났고 연안을 따라 조류에 의해 형

성된 북동-남서방향의 tidal channels이 잘 나타났다(그림 5-2-1-2). 

 일반적으로 조류가 강한 환경하에서 섬주변의 모우트(moat)는 조류의 흐름을 

막는 섬의 지형적 영향으로 조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에 잘 

발달한다. 연구지역의 조류는 낙조와 창조일 때 0.6 ~ 0.8m/s로 세기가 거의 유사

하고 방향은 창조일 때 북동쪽으로, 낙조일 때 남서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모우트는 

섬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삽시도와 외연도주변의 모우트는 주로 섬의 남

쪽에 깊고 큰 규모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모우트는 작은 섬들의 

북서쪽과 남동쪽에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그림 5-2-1-1. 연구지역의 광역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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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2. 연구지역의 내 대륙붕 해저지형도. 연안에 인접한 해저면에 조류

수로(tidal channels)가 우세하게 발달함. 흰색 삼각형은 외연도 주변 지진발생지

점. 

외해역에는 긴 타원체의 모래사퇴(shelf sand ridge)가 널게 발달하고 있다(그림 

5-2-1-3). 일반적으로 대륙붕이 좁고 파랑이 크고 빈번한 지역에서는 폭풍기원

과 잔류사주기원의 모래사퇴가 우세하고, 연구지역과 같이 대륙붕의 폭이 넓고 조

류가 강한 지역에서는 조류기원의 모래사퇴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이러한 조류기원

의 사퇴는 해수의 유동이 활발하거나 모래의 공급이 풍부하고 해저면이 불규칙한 

지형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연구지역과 같이 대륙붕에 발달한 모래사퇴는 왕복성 

주기를 갖는 조류에 의해 형성되기 때문에 조류의 세기와 방향에 크게 영향을 받는

다. 즉, 창조류와 낙조류의 세기가 유사할 경우 모래사퇴는 좌우 대칭형의 구조를 

갖는 반면 두 조류의 세기가 서로 다를 경우 net current 방향으로 급경사면(Lee 

side)이 발달하게 된다. 

연구지역 외해역에 발달한 모래사퇴는 총 11개(SSR1 ~ SSR11)로 조류방향과 

평행한 북동-남서, 북-남 방향으로 타원형태를 보이며 폭은 3~13km, 길이는 

30~200km로 발달되어 있다(park et al., 2006). 수심이 깊은 지역을 제외하면 모

래사퇴의 표면은 파장이 200~500m를 갖는 모래파로 덮여있다. 대부분의 모래사퇴

는 좌우대칭형태를 보이나 일부 동쪽에 위치한 모래사퇴는 육지쪽으로 기울어진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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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칭 형태를 띤다. 

그림 5-2-1-3. 서해 연안의 모래사퇴 분포 및 표층 퇴적물 분포도(Park et al., 

2006)

황해과 같이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얕은 대륙붕의 해저면에서는 유수의 흐름에 

의해 퇴적물 이동하면서 생긴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유수의 흐름이 

오랫동안 지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유수의 흐름과 해저 표층면간에 평형상

태가 이루어지게 되는데 이때 흐름과 표층 퇴적물간 평형으로 생긴 해저면의 모양

을 층면구조(bedform)라고 한다. 이러한 층면구조는 해저면에서 퇴적물의 입도, 유

속, 수심변화에 따라 규모가 다른 연흔(ripple), 거대연흔(megaripple), 모래파

(sand wave) 형태로 나타난다. 

황해에서 나타나는 모래사퇴는 저해수면 환경하에서 조간대나 기수지역에서 퇴적

된 세립질층이 마지막 빙하기동안 대기중에 노출되어 침식을 받은 후 홀로세 해침

초기, 즉, 현재보다 강한 조류의 영향하에서 선형으로 형성되기 시작했고 이후 해수

면이 상승하면서 지속적으로 성장하다가 조류 방향과 평행한 현재의 형태를 갖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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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었으며 현재에도 여전히 조류의 영향을 받아 지속적으로 재동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Park et al., 2006). 이러한 사퇴는 등성이 정부에서 모래층이 얇으며 골

짜기로 내려갈수록 두꺼워는 특징을 보이며 사퇴의 상부에 발달하고 있는 모래파, 

거대연흔은 대부분 사퇴의 정부를 향하고 있다. 

(나) 특이 지형

고해상 멀티빔 장비의 급속한 발달로 짧은 시간에 광폭의 해저면 맵핑이 가능해

짐으로서 멀티빔으로 획득한 해저지형 자료는 해양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를 이

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멀티빔에서 나타난 단층/습곡형태의 지형은 

화산이나 지진활동의 흔적을, 이동하는 층면구조(bedform)은 쇄설성 입자의 이동

을, 가파른 경사나 협곡지형은 경사침식의 결과를, 그리고 사태흔적(landslide 

scars)은 퇴적물체의 이동과 failure와 같은 지질학적인 결과를 반영한다(Chiocci 

and Ridente, 2011). 금번 연구지역에서 총 35 곳의 특이지형이 발견되었으며 주

로 인공적인 구조, 암반, 그리고 유수(fluid)에 의해 형성된 연흔, 모래파 지형들로 

구성되어 있다.

금번 조사지역에서 모래파는 정점 2, 6, 9, 11, 15, 20, 21, 22, 23, 24, 25, 

28, 29, 30, 34(15곳)에서 볼 수 있으며, 연흔은 정점 3, 4, 10, 12(4곳)에서 볼 

수 있고, 암반은 정점 1, 16, 17, 18, 31, 32, 33(7곳)에서 볼 수 있다. 또한, 어

로 활동으로 인공적으로 형성된 자국은 정점 5,8에서, 바다골재 채취에 의해 인공

적으로 형성된 파인 지형은 정점 35에서 볼 수 있다(그림 5-2-1-4, 표 

5-2-1-1).  

그림 5-2-1-4. 조사측선상의 특이지형 위치.



- 653 -

번

호
위치 해저지형 수심 특성

모래파 

기울기

(°)

1
36-30-01.12

126-06-22.56
25 암반

2
36-30-02.25

126-04-53.58
24 모래파

3
36-29-19.28

126-00-58.29
30 연흔

4
36-29-32.89

125-58-42.65
31 연흔

5
36-29-14.37

125-56-16.11
35

어망에 

의한 

인위적 

흔적

6
36-30-10.34

125-42-47.21
50 모래파 120-135

7
36-30-04.99

125-32-40.97
49 인공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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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36-24-56.00

126-07-21.57
24

어망에 

의한 

인위적 

흔적

9
36-25-15.42

125-49-33.38
57 모래파 83-114

10
36-25-00.83

125-48-01.74
54 연흔

11
36-24-16.16

125-41-50.00
47 모래파 140

12
36-20-04.41

125-51-50.16
48 연흔

13
36-20-04.97

125-41-58.01
53

모래파, 

연흔

14
36-15-04.56

126-48-44.21
62

모래파, 

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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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36-15-04.28

126-40-23.05
50 모래파 138-142

16
36-15-23.22

126-06-12.57
32 암반

17
36-15-10.02

126-01-30.35
35 암반

18
36-15-00.12

125-59-38.56
38 암반

19
36-10-04.76

125-29-17.48
67

모래파, 

연흔
130

20
36-10-04.40

125-47-04.56
60 모래파 111-126

21
36-10-00.90

126-03-26.66
34 모래파 144-165

22
36-05-04.78

126-38-39.08
64

모래파, 

연흔
130-1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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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3
36-05-04.29

125-44-37.23
63 모래파 124-135

24
36-18-24.61

126-49-45.45
45 모래파 90-98

25
36-03-28.23

126-49-00.25
50 모래파 135-138

26
36-27-26.21

125-26-33.63
52 인공물

27
36-27-39.78

125-51-40.32
54 인공물

28
36-27-32.53

125-44-12.24
47 모래파 120~130

29
36-22-26.95

125-42-12.20
50 모래파 135~150

30
36-17-13.77

125-48-21.29
44 모래파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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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 특성

연구지역의 표층 퇴적물은 주로 외해역에는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고 내해역에서 

니사질 퇴적물과 니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즉, 육지쪽에서 외해로 갈수록 

조립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조립질은 모래사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퇴적물의 

입도는 조립점토에서 조립사까지 다양하나 주로 중립 실트와 세립사가 우세하나 퇴

적물의 분급은 대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4HZT-P01

수심 49 m에서 채취한 14HZT-P01 코어의 길이는 약 206 cm이고 2개의 절

31
36-17-26.72

126-05-05.84
21 암반

32
36-17-31.44

126-08-14.18
22 암반

33

36-08-08.68

125-58-24.90 44 암반

34
36-02-23.43

125-28-02.09
71 모래파 146~180

35
36-02-22.70

125-42-44.39
67

모래 

채취 

흔적

표 5-2-1-1  2014년 조사지역의 특이 지형들의 형태와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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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된 코어로 구성되어 있다(그림 5-2-2-1). 전체적으로 균질한 사질이 우세하지

만 코어의 최하부층에서 패치 형태의 니질 퇴적물이 존재한다. 퇴적물의 색은 심도 

2~181 cm에서 dark grayish olive(10Y 4/2), 181~206 cm에서 black(GLEY1 

N 2.5/)이고 0~2 cm에서 부분적으로 greenish black(10GY 2.5/1)을 보인다. 습

윤밀도는 1.9~2.1 g/㎤, 입자밀도는 2.5~2.7 g/㎤, 공극률은 32.1~38.7%, 함수율

은 16.0~19.7%, 전단응력은 4.7~26.6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 평

균입도는 2.5~3.6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가 우세하고 180 cm 이하 깊이에서 

zS, mS가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5~2.3 Φ로 180 cm 상부에서는 중간

(moderately sorted) 분급도를, 하부에서는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

낸다(표 5-2-2-2, 그림 5-2-2-2). 

그림 5-2-2-1.  14HZT-P01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8  2.74  2.75  38.68  19.74  
10 2.04 2.57 2.63 36.95 19.26 
50 2.09 2.89 2.73 37.74 19.20 
90 2.14 2.89 2.67 32.14 19.20 
130 2.08 2.79 2.60 33.29 15.96 
170 2.02 2.50 2.51 32.72 15.96 

192 2.02 2.55 2.58 36.08 17.02 
206 1.92 2.47 2.46 37.58 17.02 

표 5-2-2-1. 14HZT-P0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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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64 0.70  5.15  57.56  0.00  98.80  0.89  0.31  S
10 2.62  0.66 4.74 55.23 0.00 98.96 0.79 0.25 S
50 2.56  0.45 -0.74 3.48 0.00 100.00 0.00 0.00 S
90 2.51  0.73 4.46 46.62 0.00 98.83 0.86 0.30 S
130 2.59  0.83 4.91 45.48 0.00 98.20 1.31 0.48 S
170 2.55  0.89 4.40 37.07 0.00 97.79 1.68 0.53 S
192 3.36  2.08 2.22 7.67 0.00 82.00 12.88 5.13 zS
206 3.61  2.32 1.91 5.95 0.00 78.36 14.43 7.21 mS

표 5-2-2-2. 14HZT-P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2. 14HZT-P0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② 14HZT-P02

수심 39 m에서 채취한 14HZT-P02 코어는 5개의 절개된 코어로 전체 길이는 

약 547 cm이다(그림 5-2-2-3). 심도 0~70 cm, 130~101 cm, 395~412 cm, 

510~547 cm에서 greenish black(10Y 2.5/1)을 보이고 그 외의 깊이에서는 

very dark greenish gray(10Y 3/1)를 보인다. 260 cm 이하의 깊이에서 패각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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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나고 370~395 cm 사이에 퇴적물이 함몰된 구간이 존재한

다. 습윤밀도는 1.7~1.9 g/㎤, 입자밀도는 2.5~3.1 g/㎤, 공극률은 50.8~61.2%, 

함수율은 29.2~38.4%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3). 전단응력은 3.8~12.3 

kPa, 평균입도는 5.3~7.0 Φ의 범위를 보이며 퇴적물 유형은 sM이 우세하게 나타

난다. 분급도는 2.5~2.9 Φ의 범위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4, 그림 5-2-2-4). 

그림 5-2-2-3. 14HZT-P02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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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65 2.94 2.59 59.81 38.42
10 1.73 2.54 2.45 50.96 31.36

30 1.87 3.02 2.98 56.94 32.39
50 1.80 2.93 2.68 53.14 31.35
70 1.85 2.84 3.08 59.83 34.33
90 1.74 2.55 2.59 54.34 33.18
110 1.89 3.09 2.90 53.95 30.35
130 1.84 2.68 2.69 50.76 29.23
150 1.76 2.63 2.70 56.26 33.98
170 1.87 2.92 2.91 54.91 31.12
190 1.72 2.71 2.46 51.66 31.94
210 1.77 2.65 2.60 52.66 31.58
230 1.79 2.90 2.69 54.01 32.01
250 1.77 2.65 2.60 52.88 31.74

270 1.84 2.73 2.77 53.09 30.61
290 1.84 2.96 2.84 54.96 31.63
310 1.87 2.77 2.97 56.41 31.99
330 1.72 2.77 2.57 54.98 33.91
350 1.76 2.94 2.69 56.01 33.82
370 1.80 2.96 2.98 60.19 35.46
390 1.70 2.72 2.73 60.58 37.87
410 1.75 3.04 2.80 59.24 35.97
430 1.81 2.85 2.86 56.97 33.35
450 1.70 2.68 2.48 54.02 33.83
470 1.73 2.72 2.75 59.19 36.40
490 1.71 2.64 2.65 58.15 36.17

510 1.79 2.52 2.79 56.68 33.61
530 1.68 2.71 2.55 57.00 35.97
547 1.77 2.90 2.94 61.22 36.76

표 5-2-2-3. 14HZT-P02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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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5.57 2.71  1.02  2.79  0.00  49.70  31.07  19.23  sM
10 6.05  2.82 0.78 2.25 0.00 40.33 35.52 24.15 sM
30 5.91  2.78 0.86 2.40 0.00 43.69 33.81 22.50 sM
50 6.43  2.81 0.64 2.03 0.00 31.41 41.39 27.20 sM
70 6.71  2.83 0.47 1.86 0.00 27.11 42.26 30.63 sM

90 6.32  2.83 0.64 2.05 0.00 34.61 38.59 26.81 sM
110 5.89  2.67 0.93 2.58 0.00 40.98 38.09 20.93 sM
130 5.76  2.63 1.03 2.76 0.00 44.73 35.61 19.66 sM
150 6.65  2.76 0.55 1.96 0.00 24.43 46.52 29.05 sM
170 5.35  2.47 1.31 3.57 0.00 51.25 33.53 15.22 zS
190 5.70  2.76 0.89 2.55 0.00 43.57 35.97 20.46 sM
210 5.49  2.58 1.10 3.07 0.00 48.91 34.11 16.97 sZ
230 5.74  2.69 0.97 2.65 0.00 46.91 32.85 20.25 sM
250 6.07  2.80 0.78 2.22 0.00 41.25 34.29 24.47 sM
270 5.26  2.48 1.31 3.60 0.00 55.98 29.23 14.79 mS
290 5.58  2.62 1.09 2.94 0.00 48.78 33.01 18.21 sM
310 5.96  2.68 0.89 2.49 0.00 38.89 39.34 21.77 sM

330 6.29  2.78 0.70 2.12 0.00 34.63 39.48 25.90 sM
350 6.30  2.81 0.68 2.08 0.00 35.34 38.34 26.33 sM
370 5.99  2.70 0.86 2.42 0.00 39.65 37.81 22.54 sM
390 5.99  2.66 0.85 2.49 0.00 37.82 40.57 21.61 sM
410 6.29  2.75 0.71 2.14 0.00 33.66 40.57 25.77 sM
430 6.31  2.84 0.66 2.02 0.00 36.63 36.12 27.25 sM
450 6.08  2.80 0.76 2.22 0.00 39.47 36.18 24.35 sM
470 6.63  2.84 0.49 1.88 0.00 28.54 41.33 30.14 sM
490 7.01  2.80 0.36 1.78 0.00 19.82 46.32 33.86 sM
510 6.37  2.85 0.64 1.99 0.00 33.42 38.82 27.76 sM
530 6.59  2.78 0.54 1.95 0.00 27.77 43.24 28.98 sM
547 6.44  2.80 0.61 2.05 0.00 29.98 42.81 27.20 sM

표 5-2-2-4. 14HZT-P02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 663 -

그림 5-2-2-4. 14HZT-P02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③ 14HZT-P03

수심 35 m에서 채취한 14HZT-P03 코어는 약 122cm로 0~96 cm에서 dark 

grayish olive(10Y 4/2)를 보인다(그림 5-2-2-5). 심도 96~101 cm에서 주변

보다 입자가 세립한 퇴적물이 둥근 형태로 존재하는데 very dark grayish 

olive(10Y 3/2)를 보이며, 101 cm 이하의 깊이에서는 역질이 포함된 층이 나타나

고 very dark grayish green(5Gy 3/2)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2.1~2.3 g/㎤, 입

자밀도는 2.7~3.0 g/㎤, 공극률은 31.8~38.2%, 함수율은 15.7~18.3%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5). 전단응력은 깊이 5 cm에서만 측정 가능하였고 19.8 kPa

의 값을 보인다. 평균입도는 1.8~2.9 Φ, 퇴적물 유형은 S가 우세하고, 최하부층으

로 갈수록 (g)S, gS와 같이  역질이 혼합된 퇴적물 유형이 나타난다(그림 

5-2-2-6). 분급도는 0.7~1.9 Φ의 범위로 0~90 cm에서 중간(moderat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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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 분급도를 나타내며, 그 이하의 깊이에서는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도

를 나타낸다(표 5-2-2-6). 

그림 5-2-2-5. 14HZT-P03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19 2.79 2.88 36.85 17.83
10 2.15 2.69 2.67 31.79 15.73
50 2.20 2.64 2.92 38.03 18.34
90 2.23 2.69 2.98 38.19 18.34
98 2.16 2.85 2.77 35.19 18.14
122 2.29 2.88 3.03 37.01 18.14

표 5-2-2-5. 14HZT-P03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

t

Type
Gravel Sand Silt Clay

0 7.21  2.50 0.50 1.89 0.00 1.41 64.99 33.60 M
10 7.09  2.43 0.60 2.07 0.00 0.75 68.27 30.98 Z
50 7.18  2.42 0.54 2.03 0.00 0.67 67.03 32.30 Z
90 7.15  2.41 0.59 2.08 0.00 0.34 68.43 31.23 Z
98 7.21  2.41 0.54 2.11 0.03 0.87 67.32 31.78 (g)M
122 7.02  2.41 0.63 2.14 0.00 0.59 69.38 30.03 Z

표 5-2-2-6. 14HZT-P03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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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6. 14HZT-P03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④ 14HZT-P05

수심 58 m에서 채취한 14HZT-P05는 전체길이 475 cm로 5개의 절개된 코어

로 구성된다(그림 5-2-2-7). 사질이 우세한 퇴적물에 니질이 수평의 띠 형태 및 

패치로 존재하며 특히 200 cm 상부에서 나타나는 니질의 위, 아래쪽에 유기물이 

나타난다. 코어의 전체구간에서 사질과 니질 패치가 혼재하지만 414 cm 이하의 깊

이에서는 자갈이 나타나기도 한다. 퇴적물의 색은 0~110 cm 에서 olive gray(5Y 

5/2), 110~210 cm와 316~379 cm에서 gray(5Y 5/1), 210~290 cm와 

386~475 cm에서 dark gray(5Y 4/1)를 보이며, 니질이 나타나는 위치에서 very 

dark gray(GLEY1 N 3/)를 보인다. 습윤밀도는 1.8~2.3 g/㎤, 입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28.3~50.3%, 함수율은 12.9~29.0%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7). 전단응력은 4~18.5 kPa의 범위를 보인다. 평균입도는 –1.76~5.7 Φ

의 범위를 보이지만 최하부층의 역질과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니질을 제외하고는 

0.9~3.9 Φ의 범위를 보인다(그림 5-2-2-8). 퇴적물 유형은 (g)S가 비교적 우

세하고 그 외에 S, (g)sM, (g)mS, sZ 등이 나타난다. 분급도는 0.5~3.7 Φ의 범

위를 보이는데, 중간(moderately sort) 분급도는 S와 (g)S의 일부에서만 나타나고 

그 외에는 불량(poorly sorted)에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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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낸다(표 5-2-2-8). 

그림 5-2-2-7. 14HZT-P05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3 2.69 2.49 31.39 16.40
10 2.31 3.07 2.81 28.26 13.00
30 1.87 2.74 2.49 42.05 23.81
39 2.04 2.68 2.88 45.42 23.65
50 2.07 2.91 2.66 35.78 18.31
70 1.97 2.73 2.55 37.77 20.33
90 2.29 2.85 2.85 30.35 14.04
110 1.99 2.74 2.55 36.93 19.75

150 2.08 2.82 2.64 34.51 17.59
190 2.00 2.43 2.47 32.36 17.18
215 1.97 2.84 2.71 43.82 23.60
230 2.05 2.79 2.61 35.75 18.56
270 2.12 2.45 2.67 33.62 16.85
300 2.10 2.90 2.98 44.84 22.63
310 1.84 2.64 2.67 50.34 29.03
350 2.25 2.89 2.91 35.39 16.73
390 2.18 2.76 2.77 33.80 16.44
430 2.25 2.85 2.86 33.08 15.60
460 2.33 2.82 2.85 28.31 12.88

표 5-2-2-7. 14HZT-P05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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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0.94 0.88  -0.99  8.14  3.60  96.40  0.00  0.00  (g)S
10 1.16  1.34 1.61 14.66 4.23 92.76 2.59 0.42 (g)S
30 5.75  3.51 0.00 2.38 2.68 25.09 46.28 25.95 (g)sM
39 3.88  3.39 0.97 2.72 0.26 63.99 20.60 15.16 (g)mS
50 2.87  3.66 0.54 2.83 15.29 47.74 27.03 9.94 gmS
70 5.70  3.56 0.17 1.84 0.00 31.25 41.37 27.38 sM
90 1.56  0.98 4.51 36.84 0.00 97.62 1.94 0.44 S
110 1.67  1.39 3.69 20.59 0.06 94.57 4.34 1.03 (g)S
150 1.48  0.97 3.94 30.95 0.00 97.70 1.94 0.36 S
190 1.89  1.90 2.45 11.14 3.23 85.65 8.95 2.17 (g)mS
215 5.29  3.44 0.26 2.21 1.66 35.07 41.32 21.96 (g)sM

230 2.25  1.41 3.09 15.52 0.00 89.35 9.39 1.26 zS
270 1.71  0.51 0.50 6.39 0.00 100.00 0.00 0.00 S
300 3.28  2.37 1.50 5.00 0.00 64.42 29.97 5.61 zS
310 5.60  2.41 0.99 3.36 0.00 12.83 70.99 16.18 sZ
350 1.54  0.66 -0.66 5.37 0.25 99.75 0.00 0.00 (g)S
390 1.33  0.85 -1.20 5.29 2.96 97.04 0.00 0.00 (g)S
430 1.03  1.19 -1.14 3.56 12.00 88.00 0.00 0.00 gS
460 -1.76  1.88 3.03 13.74 84.68 12.92 1.98 0.42 G

표 5-2-2-8. 14HZT-P05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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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8. 14HZT-P05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⑤ 14HZT-P07

수심 25 m에서 채취한 14HZT-P07 코어는 5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고 전

체 길이는 540 cm이다(그림 5-2-2-9). 심도 62~160 cm와 433~491 cm를 

제외한 전체 구간에서 코어 내부에 물이 많은 편이고 퇴적물의 색은 433~491 cm

에서 greenish dark(GLEY1 10Y 2.5/1), 491~540 cm에서 very dark 

gray(GLEY1 N 3/)이며 나머지 깊이에서는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5GY 3/1)이다. 습윤밀도는 1.7~2.1 g/㎤, 입자밀도는 2.4~3.9 g/㎤, 공극률은 

37.1~56.0%, 함수율은 19.8~34.0%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9). 전단응력은 

0.4~15.1 kPa의 범위를 보이는데 125 cm에서 12.3  kPa, 145cm에서 15.1 

kPa, 205 cm에서 10.2 kPa의 값을 보이며, 그 외의 깊이에서는 10 kPa 이하의 

값을 보인다. 평균입도는 3.6~7.3 Φ 범위를 보이며 퇴적물 유형은 zS와 mS가 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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슷하게 우세하고 S와 sM도 나타난다(그림 5-2-2-10). 분급도는 1.0~2.9 Φ의 

범위로 불량(poorly sorted)에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

타낸다(표 5-2-2-10).

그림 5-2-2-9. 14HZT-P07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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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4 2.88 2.69 44.90 24.52
10 1.94 2.68 2.73 46.30 25.34
30 1.92 2.85 2.67 45.76 25.32
50 1.87 2.77 2.59 46.07 26.17
70 1.91 2.90 2.90 52.94 29.47
90 1.96 2.89 2.71 44.64 24.22
110 1.87 2.64 2.38 37.77 21.45
130 2.01 2.89 2.68 40.45 21.34

150 1.88 2.62 2.43 39.23 22.14
170 2.00 2.80 2.72 42.56 22.63
190 2.06 2.95 2.80 41.91 21.62
210 1.98 2.68 2.55 37.06 19.84
230 2.03 2.82 2.65 38.55 20.20
250 2.06 2.89 2.83 42.90 22.14
270 1.89 2.80 2.64 46.20 25.90
290 1.98 2.94 2.74 44.24 23.73
310 1.79 2.76 2.52 48.67 28.86
330 1.88 2.88 2.66 47.52 26.77
350 1.88 2.77 2.65 47.02 26.50
370 1.96 2.72 2.70 44.19 23.96

390 1.85 2.51 2.50 43.84 25.13
410 1.96 3.01 2.77 46.58 25.26
430 1.76 2.65 2.57 52.18 31.41
450 1.81 2.69 2.65 51.99 30.56
470 1.84 2.97 2.77 53.63 31.02
490 1.75 2.95 2.67 56.04 34.04
510 1.88 2.51 2.53 42.84 24.15
530 1.97 2.91 2.77 45.86 24.73
540 1.88 2.83 2.69 48.29 27.20

표 5-2-2-9. 14HZT-P07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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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72 1.07  4.03  25.51  0.00  90.42  8.03  1.55  S
10 3.63 1.12 3.68 21.90 0.00 90.72 7.72 1.56 S
30 3.67 1.14 3.59 20.92 0.00 89.88 8.55 1.57 zS
50 4.12 1.91 2.27 8.03 0.00 79.61 14.50 5.89 zS
70 5.62 2.82 0.90 2.48 0.00 51.29 27.62 21.09 mS

90 4.98 2.53 1.33 3.68 0.00 61.91 24.17 13.91 mS
110 4.43 2.32 1.68 5.04 0.00 72.07 18.08 9.85 mS
130 4.48 2.50 1.51 4.38 0.00 69.34 19.28 11.38 mS
150 4.49 2.64 1.32 3.75 0.00 66.08 21.84 12.09 mS
170 3.70 1.05 3.96 25.29 0.00 91.78 6.77 1.45 S
190 3.68 0.97 4.19 29.06 0.00 91.73 7.06 1.21 S
210 3.60 1.00 3.95 26.21 0.00 92.13 6.64 1.22 S
230 3.65 1.03 3.85 24.67 0.00 91.52 7.20 1.28 S
250 3.79 1.24 3.35 17.65 0.00 86.40 11.52 2.08 zS
270 3.93 1.48 3.12 14.15 0.00 85.93 10.58 3.48 zS
290 4.35 1.93 2.22 7.69 0.00 73.24 19.93 6.83 zS
310 5.78 2.84 0.84 2.36 0.00 44.20 33.11 22.69 sM

330 4.33 1.96 2.26 7.66 0.00 76.82 15.87 7.31 zS
350 4.56 2.17 1.92 5.89 0.00 70.89 19.59 9.52 zS
370 4.97  2.33 1.57 4.45 0.00 57.35 29.99 12.66 zS

390 4.88  2.37 1.60 4.51 0.00 63.38 24.16 12.46 mS

410 4.49  2.25 1.82 5.46 0.00 71.98 18.08 9.94 mS

430 4.62  2.46 1.53 4.34 0.00 68.64 19.43 11.92 mS

450 5.65  2.73 0.95 2.66 0.00 47.79 32.32 19.89 sM

470 6.48  2.93 0.52 1.84 0.00 35.67 33.84 30.49 sM

490 7.27  2.88 0.17 1.63 0.00 20.89 39.98 39.13 sM

510 3.99  1.67 2.76 11.26 0.00 82.21 13.24 4.55 zS

530 4.24  2.20 1.88 5.99 0.00 75.02 16.48 8.50 mS

540 3.94  1.85 2.34 8.81 0.00 81.83 13.02 5.15 zS

표 5-2-2-10. 14HZT-P07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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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0. 14HZT-P07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⑥ 14HZT-P09

수심 30 m에서 채취한 14HZT-P09코어는 5개의 절개된 코어로 전체 길이는 

547 cm이며, 퇴적물의 색은 dark gray(GLEY1 N 4/)이다(그림 5-2-2-11). 심

도 255~258 cm, 330~344 cm에서 높은 함수율에 의한 퇴적물의 함몰이 나타나

고, 329~415 cm 깊이에서 패각편이 함유된 것으로 나타난다. 습윤밀도는 

1.6~1.9 g/㎤, 입자밀도는 2.5~2.9 g/㎤, 공극률은 44.5~60.2%, 함수율은 

24.8~37.6%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1). 전단응력은 4.0~24.4 kPa의 범위

를 보이는데 415 cm 이하의 깊이에서 10 kPa의 비교적 낮은 값을 보인다. 평균입

도는 401~6.6 Φ의 범위를 보이고 분급도는 2.6~3.1 Φ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 퇴적물의 유형은 sM과 mS이다(표 

5-2-2-12, 그림 5-2-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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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1. 14HZT-P09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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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2 3.06 2.80 55.25 32.21
10 1.83 2.92 2.90 56.95 32.99
30 1.79 2.66 2.69 54.13 32.15
50 1.83 2.89 2.68 51.26 29.75
70 1.80 2.66 2.68 53.03 31.26
90 1.90 2.66 2.74 49.21 27.56
110 1.90 3.01 2.80 50.58 28.26
130 1.94 2.80 2.80 48.32 26.44

150 1.88 2.94 2.72 49.26 27.75
170 1.88 2.58 2.68 48.58 27.47
190 1.91 2.64 2.62 44.54 24.79
210 1.89 2.98 2.76 50.38 28.34
230 1.76 2.55 2.54 51.26 30.89
250 1.76 2.84 2.64 54.30 32.70
270 1.88 2.56 2.57 44.85 25.34
290 1.83 2.75 2.58 48.33 28.03
310 1.70 2.49 2.73 60.25 37.59
330 1.65 2.65 2.52 58.10 37.40
350 1.78 2.76 2.63 53.19 31.77
370 1.85 2.83 2.74 51.89 29.79

390 1.83 2.87 2.72 52.18 30.21
410 1.79 2.75 2.59 50.93 30.20
430 1.84 2.73 2.59 48.03 27.78
450 1.88 2.83 2.73 49.92 28.20
470 1.83 3.01 2.79 54.40 31.59
490 1.84 3.00 2.79 54.11 31.28
510 1.86 2.94 2.74 50.89 28.97
530 1.87 2.89 2.71 49.65 28.16
547 1.75 2.63 2.50 50.74 30.76

표 5-2-2-11. 14HZT-P09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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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4.13 2.91  1.26  3.49  0.00  65.76  21.53  12.71  mS
10 6.62  2.99 0.35 1.81 0.00 26.48 42.05 31.47 sM
30 5.66  2.96 0.79 2.28 0.00 45.32 32.03 22.65 sM
50 5.57  2.99 0.84 2.32 0.00 48.92 28.57 22.50 sM
70 5.79  3.10 0.67 2.02 0.00 45.17 29.24 25.59 sM
90 4.98  2.82 1.11 2.96 0.00 57.99 25.51 16.50 mS
110 5.25  2.99 0.95 2.49 0.00 55.30 23.90 20.79 mS
130 4.88  2.86 1.16 3.02 0.00 60.87 22.36 16.77 mS
150 5.24  2.95 0.94 2.54 0.00 54.20 26.28 19.53 mS
170 5.41  2.97 0.85 2.40 0.00 49.58 29.77 20.65 sM
190 5.05  2.79 1.10 2.96 0.00 56.76 26.42 16.82 mS

210 5.75  2.95 0.75 2.22 0.00 43.53 33.23 23.25 sM
230 5.78  2.99 0.72 2.16 0.00 44.23 32.00 23.77 sM
250 5.73  2.93 0.71 2.23 0.00 43.24 34.52 22.24 sM
270 4.70  2.63 1.35 3.67 0.00 62.74 23.82 13.44 mS
290 5.03  2.81 1.10 2.95 0.00 56.99 26.23 16.79 mS
310 6.56  3.08 0.35 1.72 0.00 32.49 35.12 32.39 sM
330 6.18  3.14 0.48 1.80 0.00 39.43 31.16 29.41 sM
350 5.82  2.91 0.71 2.21 0.00 42.13 34.62 23.25 sM
370 5.84  2.90 0.74 2.25 0.00 40.11 36.81 23.08 sM
390 5.98  2.97 0.67 2.09 0.00 39.35 35.36 25.29 sM
410 6.27  2.98 0.56 1.93 0.00 34.31 37.58 28.12 sM
430 4.96  2.73 1.16 3.18 0.00 55.99 28.60 15.41 mS

450 5.43  2.98 0.86 2.37 0.00 50.92 27.81 21.27 mS
470 5.61  2.97 0.77 2.26 0.00 47.68 30.03 22.29 sM
490 6.07  3.06 0.58 1.92 0.00 39.51 33.06 27.44 sM
510 5.40  2.93 0.89 2.46 0.00 50.19 29.41 20.40 mS
530 5.02  2.83 1.07 2.88 0.00 56.21 26.98 16.81 mS
547 4.97  2.88 1.09 2.93 0.00 57.23 25.84 16.93 mS

표 5-2-2-12. 14HZT-P09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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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2. 14HZT-P09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⑦ 14HZT-P10

수심 30 m에서 채취한 14HZT-P10 코어는 전체 길이 296 cm이고 3개의 절

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13). 코어 전체에 걸쳐 패각편이 고르게 분포

되어 있고 285 cm 이하의 깊이에서 사질을 중심핵으로 가지는 원형의 니질 패치

가 존재한다. 퇴적물의 색은 0~72 cm, 214~268 cm에서 dark gray(GLEY1 N 

4/)를 보이고, 그 외의 깊이에서는 dark greenish gray(GLEY1 10Y 4/1)를 보인

다. 습윤밀도는 1.9~2.1 g/㎤, 입자밀도는 2.6~2.9 g/㎤, 공극률은 33.2~50.2%, 

함수율은 16.7~27.5%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3). 전단응력은 1.3~11.5 

kPa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입도는 2.3~4.5 Φ의 범위이며, 200 cm 이하의 깊이에

서 비교적 세립한 입도를 보인다(그림 5-2-2-14). 분급도는 1.1~3.0 Φ의 범위

로 불량(poorly sorted)에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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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200 cm 이하 깊이의 분급도가 더욱 불량하게 나타난다. 퇴적물 유형은 200 

cm 이상의 깊이에서는 zS가 우세하고 이하의 깊이에서는 mS이다(표 

5-2-2-14).

그림 5-2-2-13. 14HZT-P10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9 2.54 2.58 38.25 20.45

10 1.92 2.55 2.64 44.66 24.73

30 1.92 2.60 2.64 44.44 24.54

50 1.99 2.61 2.69 41.92 22.35

70 1.96 2.54 2.62 41.34 22.39

90 2.08 2.56 2.61 33.48 17.10

110 2.11 2.84 2.65 33.20 16.72

130 2.09 2.85 2.67 35.14 17.86

150 1.97 2.82 2.63 41.01 22.11

170 2.04 2.92 2.72 40.36 21.04

190 1.96 2.58 2.66 43.16 23.43

210 1.95 2.62 2.70 44.92 24.47

230 1.94 2.56 2.87 50.20 27.46

250 1.89 2.60 2.71 48.27 27.04

270 2.08 2.60 2.88 43.08 21.98

290 1.98 2.72 2.77 45.09 24.13

296 2.14 2.62 2.86 39.22 19.48

표 5-2-2-13. 14HZT-P10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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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17 1.68  2.87  12.21  0.00  88.65  8.21  3.14  zS

10 3.73  2.14 1.99 6.53 0.00 77.09 16.82 6.08 zS

30 3.54  2.04 2.16 7.57 0.00 81.59 13.12 5.29 zS

50 3.67  2.53 1.57 4.68 0.00 73.21 18.80 7.98 zS

70 3.21  2.27 2.02 6.60 0.00 81.15 13.14 5.71 zS

90 2.48  1.19 3.98 24.43 0.00 95.68 3.28 1.04 S

110 2.33  1.10 4.13 26.91 0.00 96.37 2.85 0.78 S

130 2.47  1.21 3.91 23.46 0.00 95.64 3.24 1.12 S

150 2.99  1.95 2.47 9.17 0.00 86.29 9.91 3.80 zS

170 3.13  2.05 2.29 8.09 0.00 83.95 11.53 4.52 zS

190 3.41  2.22 2.07 6.73 0.00 80.64 13.29 6.08 zS

210 3.63  2.45 1.79 5.37 0.00 76.40 15.42 8.18 mS

230 4.20  2.83 1.32 3.53 0.00 67.93 19.20 12.87 mS

250 4.50  2.99 1.14 2.96 0.00 64.19 19.99 15.82 mS

270 3.70  2.28 2.00 6.20 0.00 78.36 14.29 7.35 mS

290 4.10  2.71 1.44 3.92 0.00 70.19 18.32 11.49 mS

296 3.54  2.28 2.06 6.47 0.00 80.75 12.17 7.08 mS

표 5-2-2-14. 14HZT-P10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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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4. 14HZT-P10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⑧ 14HZT-P11

14HZT-P11 코어는 전체 길이 364 cm로 4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었으며, 

수심 55 m에서 채취하였다(그림 5-2-2-15). 코어 내부는 니질이 우세하지만 

25~136 cm에서 사질이 수평방향으로 들어있는 층이 존재하고 182~192 cm에서

는 틈이 나타난다. 퇴적물의 색은 0~20 cm에서 dark gray(5Y 4/1),   20~67 

cm에서 dark gray(GLEY1 N 4/), 67~168 cm에서 dark greenish gray 

(GLEY1 5G_/1 4/1), 168~194 cm에서 dark greenish gray(GLEY1 5GY 

4/1),  194 cm 이하의 깊이에서는 dark greenish gray(GLEY1 10Y 4/1)와 

gray(GLEY1 N 5/)가 혼재되어 있다. 습윤밀도는 1.6~1.9 g/㎤, 입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47.9~59.4%, 함수율은 27.5~37.6%의 범위를 보인다(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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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5). 전단응력은 1.7~11.5 kPa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입도는 3.2~8.6 Φ

로 코어의 최상부 및 최하부에서 비교적 조립한 입도를 보인다(그림 5-2-2-16). 

분급도는 2.5~3.7 Φ의 범위로 전체적으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

급도를 나타낸다. 퇴적물 유형은 M, sM, (g)mS, (g)sM이다(표 5-2-2-16).

그림 5-2-2-15. 14HZT-P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3 2.82 2.65 50.45 29.30
10 1.85 2.53 2.61 47.91 27.47
30 1.84 2.55 2.96 58.02 33.50
50 1.79 2.84 2.68 53.82 31.93
70 1.76 2.71 2.74 57.47 34.76
90 1.81 2.73 2.87 57.59 33.83
110 1.75 2.63 2.73 57.13 34.58
130 1.80 2.44 2.70 53.58 31.56
150 1.74 2.58 2.64 55.68 33.98

170 1.71 2.64 2.71 59.39 36.94
190 1.63 2.42 2.47 57.83 37.59
210 1.71 2.57 2.61 56.66 35.16
230 1.74 2.61 2.66 56.23 34.29
250 1.74 2.95 2.72 57.96 35.39
270 1.79 2.84 2.67 53.33 31.57
290 1.72 2.86 2.67 57.46 35.40
310 1.75 2.70 2.71 56.74 34.35
330 1.81 2.90 2.86 57.26 33.59
350 1.76 2.72 2.57 52.32 31.55
364 1.81 2.77 2.61 50.60 29.69

표 5-2-2-15. 14HZT-P1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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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21 2.81  1.52  4.75  1.65  76.65  12.59  9.11  (g)mS
10 3.28  2.58 1.47 4.99 1.63 76.53 14.71 7.12 (g)mS
30 7.31  2.87 0.13 1.83 0.13 11.76 49.45 38.67 (g)sM
50 7.70  2.90 -0.03 1.59 0.00 13.65 41.02 45.33 sM
70 8.64  2.52 -0.29 1.66 0.00 0.60 42.27 57.13 M
90 8.22  2.71 -0.17 1.62 0.00 6.19 42.39 51.41 M
110 8.02  2.69 -0.03 1.57 0.00 4.20 47.91 47.90 M
130 7.67  2.75 0.08 1.64 0.00 8.39 48.57 43.04 M
150 8.32  2.62 -0.17 1.63 0.00 3.30 44.73 51.97 M
170 6.42  2.82 0.43 2.14 0.00 23.80 49.02 27.18 sM
190 7.53  2.84 0.02 1.72 0.00 13.78 44.03 42.19 sM

210 5.99  3.06 0.53 2.08 0.15 37.22 36.39 26.25 (g)sM
230 5.68  2.94 0.62 2.39 0.26 40.12 37.75 21.88 (g)sM
250 5.80  3.14 0.48 2.11 0.00 38.45 36.78 24.77 sM
270 6.32  2.91 0.47 2.07 0.00 26.74 46.08 27.18 sM
290 5.86  2.98 0.40 2.36 0.64 31.43 44.72 23.20 (g)sM
310 6.71  3.23 -0.07 2.19 1.40 21.17 42.91 34.51 (g)sM
330 6.12  3.23 0.19 2.05 0.66 31.09 39.90 28.35 (g)sM
350 4.34  2.99 1.00 2.99 0.23 62.31 23.24 14.23 (g)mS
364 4.52  3.68 0.16 2.53 8.06 44.66 29.04 18.24 gM

표 5-2-2-16. 14HZT-P1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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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6. 14HZT-P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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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HZT-P07 14HZT-P09 14HZT-P10 14HZT-P11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3.19  5 7.01  5 5.52  5 1.70  

25 1.70 25 8.07 25 7.44 25 2.55 

45 1.49 45 9.35 45 5.74 225 1.70 

65 4.89 63 14.45 65 6.59 245 4.89 

85 8.92 85 11.26 83 9.35 265 2.55 

100 5.74 105 14.45 105 11.47 285 11.47 

105 5.31 125 18.70 125 5.31 305 7.22 

125 12.32 145 16.78 145 1.27 325 3.82 

145 15.08 163 17.85 165 2.97 345 2.76 

160 6.16 185 13.38 185 2.12 

185 5.31 205 24.43 205 4.25 

205 10.20 225 23.58 225 6.37 

265 4.89 245 11.47 245 6.16 

285 5.52 262 11.90 265 6.37 

305 3.40 285 11.26 285 4.46 

325 4.46 305 9.56 

345 3.40 345 5.95 

365 3.19 365 7.22 

385 4.04 385 10.41 

405 1.49 405 10.41 

425 5.95 415 5.95 

445 4.25 445 4.89 

465 1.91 465 6.16 

485 1.70 485 5.95 

505 0.42 505 6.16 

525 0.42 525 4.04 

545 5.10 

표 5-2-2-17. 14HZT-P07, 09, 10, 11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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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모든 획득코어에 대해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를 20c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매질의 특성상 시료 성형이 불가능한 사질의 함량이 높은 

구간은 분석에서 제외하였다. 

① 14HZT-P01

14HZT-P0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63.2~1746.3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시료 특성상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7, 표 

5-2-2-18).

② 14HZT-P02

14HZT-P02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14.7~1614.6 m/s 이내이며 음

파감쇠값은 0.0~1.0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이나 시료 

내 크랙(crack)으로 인해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7, 표 

5-2-2-19).

③ 14HZT-P03

14HZT-P03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752.7 m/s 이며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8, 표 

5-2-2-20).

④ 14HZT-P05

14HZT-P05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85.2~2431.6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대략 0.0~1.1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가 무너져 속

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8, 표 5-2-2-21).

⑤ 14HZT-P07

14HZT-P07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483.8~1697.2 m/s 이내이며 음

파감쇠값은 –2.3~1.3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이나 시료 

내 크랙(crack)으로 인해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9, 표 

5-2-2-22).

⑥ 14HZT-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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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4HZT-P09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45.2~1669.4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대략 –0.6~1.0 dB/m/kHz 이내이다(그림 5-2-2-19, 표 

5-2-2-23).

⑦ 14HZT-P10

14HZT-P10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30.3~1794.1 m/s 이내이며 음

파감쇠값은 –1.2~1.0 dB/m/kHz 이내이다(그림 5-2-2-20, 표 5-2-2-24). 

⑧ 14HZT-P11

14HZT-P1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26.6~1639.6 m/s 이내이며 음

파감쇠값은 –0.2~0.7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가 무너져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0, 표 5-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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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7.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1, 우: P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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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8.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3, 우: P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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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9.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7, 우: P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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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0.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10, 우: 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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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740.62 1,746.29 - -

50 - - - -
90 1,744.30 1,739.98 - -
130 1,739.16 1,737.00 - -
170 1,732.89 1,740.87 - -
192 1,663.21 1,707.83 - -

표 5-2-2-18. 14HZT-P0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563.85 1,569.35 0.49±0.00 0.36±0.00
30 1,577.81 1,614.59 0.48±0.00 0.44±0.00
50 1,578.90 1,576.14 0.48±0.00 0.48±0.00
70 1,536.27 1,536.41 0.45±0.00 0.50±0.00
90 1,556.38 1,555.75 0.63±0.00 0.54±0.00
110 1,567.02 1,575.81 0.61±0.00 0.44±0.00
130 1,586.10 1,589.62 0.54±0.00 0.48±0.00
150 1,552.01 1,559.60 0.78±0.00 0.39±0.00
170 1,595.70 1,603.71 0.45±0.00 0.36±0.00

190 1,566.92 1,562.67 0.49±0.00 0.42±0.00
210 1,571.04 1,571.81 0.58±0.00 0.34±0.00
230 1,556.70 1,566.14 0.60±0.00 0.58±0.00
250 1,544.41 1,554.64 0.61±0.00 0.55±0.00
270 1,574.89 1,573.26 0.27±0.00 0.45±0.00
290 1,571.35 1,577.59 0.53±0.00 0.56±0.00
310 1,584.84 1,581.79 0.31±0.00 0.56±0.00
330 1,555.32 1,555.51 0.48±0.00 0.44±0.00
350 1,554.60 1,546.40 0.49±0.00 0.76±0.00
370 1,550.34 1,553.62 0.73±0.00 0.30±0.00
380 1,546.34 1,549.63 0.42±0.00 0.40±0.00
390 1,549.95 1,535.68 0.46±0.00 0.51±0.00

410 1,559.57 1,571.70 0.48±0.00 0.40±0.00
430 1,553.26 1,560.38 0.56±0.00 0.26±0.00
450 1,533.55 1,534.78 0.41±0.00 0.62±0.00
470 1,536.09 1,514.69 0.27±0.00 0.33±0.00
490 1,571.08 1,571.66 0.42±0.00 0.60±0.00
510 1,561.87 1,568.68 0.38±0.00 0.92±0.00

표 5-2-2-19. 14HZT-P02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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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 - - -

50 - - - -
90 - - - -
98 1,752.68 - - -

표 5-2-2-20. 14HZT-P03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 - - -
30 1619.04  1638.87  0.12±0.00 0.08±0.00
39 - - - -

50 2431.64  2027.68  　 　
70 1585.22  1570.15  0.49±0.00 0.15±0.00
90 - - - -
110 - - - -
150 - - - -
190 - - - -
215 1668.67  1649.76  　 0.09±0.00
230 - - - -
270 - - - -
300 　 1668.94  -　 0.12±0.00
310 1621.11  1636.08  0.50±0.00 0.05±0.00

표 5-2-2-21. 14HZT-P05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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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700.70 -2.27 1,708.72 -0.99

30 1,706.10 - 1,712.19 -
50 1,661.51 0.26±0.00 1,658.66 0.39±0.00
70 1,594.64 0.59±0.00 1,577.56 0.51±0.00
90 1,626.91 0.30±0.00 1,628.17 0.11±0.00
110 1,680.00 0.05±0.00 1,690.14 0.13±0.00
130 1,677.17 -0.22 1,732.81 -0.89
150 1,649.00 -0.02 1,713.32 0.27±0.00
170 1,693.18 - 1,684.22 -
190 1,683.02 - 1,693.75 -
210 1,659.56 - 1,699.49 -
230 1,698.25 - 1,697.65 -
250 1,621.32 - 1,683.09 -

270 1,708.10 -1.2 1,730.75 -1.22
290 1,666.50 - 1,637.91 -
310 1,636.82 - 1,604.97 -0.08
330 1,662.10 -1.33 1,705.07 -0.48
350 1,695.64 0.06±0.00 1,688.40 -0.62
370 1,691.48 -0.57 1,698.48 -0.67
390 1,679.97 -0.22 1,669.19 -
410 1,627.07 0.50±0.00 1,638.79 1.22±0.00
430 1,626.49 - 1,663.12 -
450 1,695.35 -0.23 1,667.85 0.68±0.00
470 1,612.51 0.45±0.00 1,611.26 0.05±0.00
490 1,540.78 0.32±0.00 1,548.75 0.15±0.00

510 1,698.39 -0.45 1,701.61 -0.76
530 1,657.70 0.31±0.00 1,670.50 0.39±0.00

표 5-2-2-22. 14HZT-P07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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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

쇠

Kph 

수평방향음파감

쇠

10 1,552.05 1,588.13 0.29±0.00 0.50±0.00

30 1,566.52 1,570.53 0.49±0.00 0.51±0.00

50 1,592.80 1,592.81 0.62±0.00 0.65±0.00

70 1,569.60 1,555.05 0.54±0.00 0.66±0.00

90 1,586.63 1,602.67 0.46±0.00 0.42±0.00

110 1,596.39 1,594.83 0.36±0.00 0.29±0.00

130 1,602.46 1,597.21 0.43±0.00 0.10±0.00

150 1,584.06 1,596.83 0.48±0.00 0.57±0.00

170 1,582.95 1,560.62 0.16±0.00 0.21±0.00

190 1,612.09 1,653.13 -0.4 0.38±0.00

210 1,595.58 1,598.80 0.41±0.00 0.22±0.00

230 1,606.11 1,644.03 -0.48 0.23±0.00

250 1,571.99 1,572.25 0.45±0.00 0.42±0.00

270 1,669.39 1,612.12 -0.38 0.03±0.00

290 1,623.33 1,610.20 -0.24 0.14±0.00

310 1,546.65 1,553.83 0.39±0.00 0.07±0.00

330 - - - -

350 1,570.64 1,571.59 0.51±0.00 0.52±0.00

370 1,545.18 1,551.30 -0.55 -0.43

390 1,561.16 1,564.03 -0.44 -0.31

410 1,572.36 1,569.44 -0.41 0.01±0.00

430 1,575.65 1,596.18 0.66±0.00 0.11±0.00

450 1,583.69 1,592.71 0.44±0.00 0.43±0.00

470 1,564.31 1,561.34 0.52±0.00 0.30±0.00

490 1,585.70 1,586.91 0.63±0.00 0.53±0.00

510 1,572.97 1,572.45 0.39±0.00 0.20±0.00

530 1,604.76 1,605.34 0.34±0.00 0.26±0.00

표 5-2-2-23. 14HZT-P09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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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648.66 1,630.33 0.24±0.00 0.26±0.00

30 1,696.40 1,707.17 0.30±0.00 0.26±0.00
50 1,717.94 1,719.43 0.42±0.00 0.32±0.00
70 1,698.52 1,708.75 0.27±0.00 0.54±0.00
90 1,794.08 1,784.49 - -1.19
110 1,738.83 1,747.59 - -
130 - 1,699.91 - -
150 1,743.45 1,731.12 0.21±0.00 -0.02
170 1,728.11 1,729.79 0.40±0.00 0.38±0.00
190 1,699.52 1,689.37 0.27±0.00 0.58±0.00
210 1,691.49 1,690.39 0.25±0.00 -0.09
230 1,635.11 1,632.10 0.40±0.00 0.46±0.00
250 1,683.00 1,645.22 0.54±0.00 0.40±0.00

270 1,674.35 1,697.75 -0.71 -0.57
290 1,697.10 1,734.08 0.69±0.00 -0.28

표 5-2-2-24. 14HZT-P10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

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

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639.57 1,629.24 0.37±0.00 0.24±0.00
30 1,550.92 1,558.33 0.41±0.00 0.15±0.00
50 1,546.44 1,569.88 0.16±0.00 0.25±0.00
70 1,534.97 1,533.32 0.10±0.00 0.17±0.00
90 1,535.45 1,538.65 0.10±0.00 0.24±0.00
110 1,531.17 1,559.80 0.13±0.00 0.18±0.00
130 1,548.81 1,552.76 0.20±0.00 0.21±0.00
150 1,526.58 1,537.84 -0.19 -0.21
170 1,530.10 1,529.14 0.47±0.00 0.31±0.00
190 - - - -
210 - - - -
230 1,556.94 1,561.88 0.46±0.00 0.41±0.00

250 - - - -
270 1,559.96 1,570.43 0.30±0.00 0.25±0.00
290 1,537.51 1,549.83 0.27±0.00 -0.08
310 1,545.87 1,545.54 0.45±0.00 0.46±0.00
330 1,547.56 1,552.93 0.39±0.00 0.45±0.00
350 1,594.73 1,606.02 0.66±0.00 0.35±0.00

표 5-2-2-25. 14HZT-P1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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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부가스 특성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은 2014년 시추한 3개 코어 총 6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

였다.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 결과, 분석한 모든 시료들에서 메탄 농도는 100 ppm

이하로 검출되었고 에탄이상의 탄화수소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표 

5-2-2-26). 이러한 결과들은 분석한 코어 퇴적물내들이 탄화수소 가스를 매우 

낮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해저면 아래 퇴적물에서는 산화환원환경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생물들에 의

한 환원작용에 의해 유기물들이 분해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은 산소 (O2) → 질

산산염 (NO3-) → 망간 이온 (Mn4+) → 철 이온 (Fe3+) → 황산염 (SO42-) 

→이산화탄소 (CO2) 순으로 전자수용체 (electron acceptor)를 이용하는 환원작

용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한다. 이러한 환원작용은 심도에 따른 산화환원환경 조건

에 따라 끝나는 환원작용과 시작되는 환원작용이 중첩되면서 일어난다. 이산화탄소

를 이용한 미생물의 메탄 생성작용은 공극수내 황산염 이온의  소모가 끝나는 심도

에서 시작되며, 이 심도부터 메탄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Canfield and 

Thamdrup, 2009). 2014년에 채취한 코어 퇴적물내 공극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

여서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환원작용에 의해 메탄이 생성되는 심도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지만, 분석한 모든 시료들이 낮은 메탄 가스 함유량을 갖는 것은 아직 메

탄을 생성할 수 있는 메탄 생성작용 (methanogenesis)이 분석한 모든 코어에서 

일어나지 못하였음을 지시한다. 

Sample No.
Core depth 

(mbsf)

Headspace 

volume (ml)
시료 부피 (ml) CH4 (ppm)

14HZT-P02 4/5 1.75 25 3 18
14HZT-P02 BOT 5.75 25 3 12
14HZT-P07 3/4 2.70 25 3 13 
14HZT-P07 BOT 5.70 5 3 11
14HZT-P09 4/5 1.67 25 3 76
14HZT-P09 BOT 5.67 25 3 12

표 5-2-2-26. 공기층 가스 분석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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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일반적인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가 

깊이 투과된다. 이로 인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해저면 하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음향상을 구분하였다(예, 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이에 비해 천부 퇴적물은 얕은 수심과 우

세한 파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세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여, 음파가 깊이 투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부퇴적 환경에서는 해저면의 지

형 특성,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그리고 최상부 음향층의 특성에 기초로 음향상을 

구분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음향상 분류는 인접해역에서 실시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의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본 조사 해

역에서 취득된 탄성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총 8개의 음향상(음향상 1-2, 1-3, 6, 

7, 8, 8-4, 9)으로 구분된다 (그림 5-2-3-1, 표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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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 조사해역 음향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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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

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다.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1-3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며, 음파에너지가 깊이 투과되는 등 

음향상 1-2와 비슷하지만 해저면 바로 수로충진 형태의 반사

파가 놓여 있다.

해석

내부반사파가 나타나지 않는 판상의 음향투명층과 하부층과

는 강한 반사면에 의해 구분된다. 이러한 음향투명층은 해침

시 하부퇴적체의 삭박과 더불어 재동된 퇴적물이 판상의 형

태로 퇴적되어 형성되었거나 현생의 환경에서 주변해역에서 

공급된 니질퇴적물의 퇴적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6

기술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지만, 작은 규모의 

골 형태가 널리 발달한다.

해석

음향상 6은 해저수로부근에서 소규모의 골 형태로 나타난다. 이

러한 음향특성은 강한 조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 형성된 국지

적인 침식지형으로 해석된다.

7

기술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크고 작은 기복의 구릉과 골로 이루어

져 있다. 뚜렷한 표면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하부반사파는 

분산되어 있거나 희미한 층리가 관찰된다.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

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8

기술
해저지형은 불규칙하며, 하부에는 수 m에서 수심 m 두께의 

뱅크를 형성함. 기울어진 내부층리가 잘 발달한다.

해석

음파가 퇴적층 하부까지 투과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세립

한 이질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행한 층

리의 하부에는 천부가스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혼탁층이 협재

되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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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4

기술

해저면은 불규칙한 특성을 보이고, 해저면 하부의 내부반사파

는 해저면에 종결되는 양상으로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산재

되어 나타난다.

해석
음향상 8 또는 음향상 8-3의 특성을 보이는 퇴적체의 상부가 

조류 등의 영향으로 침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9

기술
다양한 규모의 크고 불규칙적인 쌍곡선 형태의 해저면 음향 

특성을 보이고 하부의 반사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해석

고화된 암석 즉,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된다.

AT

기술

해저면 하부의 음향상들은 수직적으로 뚜렷한 내부층리가 끊

어지는 형태로 나타나고 수평적으로 강하게 나타나는 반사면 

하부에 내부음향상이 없이 투명하게 나타난다.

해석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

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2. 보령 천부해역의 음향상 분포 특성 

(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은 북동-남서 방향의 중심축을 기준으로 전체적으로 음향혼탁층

(Acoustic Turbidity; AT)이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섬 또는 육지 쪽 부근

에서는 음향기반암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되어 나타난다(그림 5-2-3-2).

일부해역을 제외한 대부분의 조사해역에서 뚜렷한 표면 반사파가 나타나며 지층

내 평행하거나 기울어진 내부반사파가 발달되어 나타나는 음향 특성이 우세하다. 

이러한 음향특성은 음파의 투과가 양호한 퇴적체에서 보이고, 주로 세립질(mud)로 

이루어진 퇴적체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또한 이러한 지역에는 음향혼탁층

(Acoustic Turbidity)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5-2-3-3∼8). 이런 음향혼탁

층은 퇴적층 내부에 가스나 수분 또는 조립한 퇴적물과 같은 매질에 의해 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산란되어 나타나는 음향특성을 의미한다. 본 조사해역에 나타나는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

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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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체 내의 천부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관측 및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량 건설, 송유관 설치, 해저케이블 공사, 해저 준설 등과 같은 해양구

조물 건설과 해양 자원 탐사 및 석유 시추 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저

면에서 유출되는 천부가스가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고(Garcia-Gil et al., 2002; 

Kvenvolden, 2002), 실제로 천부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의 온실 효과는 화석연료의 

사용 결과, 발생하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10 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Fleischer et al., 2001). 아울러 Garcia-Gil et al. (2002)은 가스 함유 퇴적

물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이상의 형태와 특성이 그 지역의 퇴적상과 퇴적환경에 의

해 다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천부가스에 대한 관심은 공학적인 측면뿐

만 아니라 전 지구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

라에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그림 5-2-3-9).

그림 5-2-3-3.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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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4.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2).

그림 5-2-3-5.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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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6.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4).

그림 5-2-3-7.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5).

그림 5-2-3-8.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4HZ-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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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9. 고해상도 첩 탄성파 자료와 스파커 탄성파 자료에 나타나는 음

향혼탁층(AT)의 분포 특성(14HZ-201).

조사해역의 중심부의 북동-남서 방향에는 수로충진 형태의 내부반사파를 보이는 

고수로가 발달하여 분포한다. 이러한 고수로는 폭이 최대 5 km 이상이며 깊이는 

10∼15 m이다. 일부지역에서는 해저면에 직접 노출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투명한 

음향상을 보이는 층의 하부에 분포하기도 한다(그림 5-2-3-10, 5-2-3-11). 

고수로 음향상이 나타나는 북동부(안면도와 보령) 해역에는 약 3 km 이상의 폭과 

약 30 m 이상의 깊이를 보이는 수로형태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다. 

이러한 수로 형태의 지형을 보이는 양쪽에서는 등성이 형태의 음향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해저면은 침식의 특성을 보인다(그림 5-2-3-12).

본 조사해역을 포함한 연안에 분포하는 음향상 8계열(음향상 8, 8-3, 8-4)은 

현생의 니질퇴적물에서 나타나는 음향상으로 한반도 서측 연안을 따라 길게 분포하

고 있다. 황해 남동부 해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체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진

행되어 기원과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진 반면 새만금 북쪽에 분포하는 음

향상 8계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그림 5-2-3-13는 한반도 서측 연안

에서 취득된 첩 탄성파 자료로 음향상 8계열의 분포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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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0.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고수로 형태의 음향상(음향상 1-3)의 

분포 특성.

그림 5-2-3-11. 상부에 투명한 층이 분포하는 고수로 형태의 음향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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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2. 수로형태 음향상(음향상-7)의 분포 특성.

그림 5-2-3-13. 한반도 서측 연안에 분포하는 음향상 8계열의 분포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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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부 퇴적 층서

제4기(Quaternary)는 상대적인 해수면 변동폭이 큰 시기로서 우리나라 주변 대

륙붕에서도 해수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에 따라 퇴적작용이 크게 지배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Park and Yoo, 1988, 1992; Suk, 1989; Yoo et al., 1996; Yoo 

and Park, 1997; Yoo, 1997; Yoo and Park, 2000). 특히 서해는 대부분 해역이 

수심 100 m 미만으로 낮고 매우 완만한 경사를 가지고 있어 소규모의 해수면 하

강․상승에 의해서도 상대적인 해수면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며 퇴적작용에 큰 영

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서해의 연안에는 한강과 금강을 비롯한 대소 하천이 위치하

고 있어 다량의 육성기원퇴적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류, 표면파, 해류 등에 의해 

퇴적작용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수면변화와 연계되어 발달하는 대륙붕에서의 퇴적상을 이해하고 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상력이 우수한 고주파수 탄성파자료의 해석이 필수적

이다. 특히 탄성파 자료의 분석 시 상대적인 해수면의 위치에 따라 퇴적작용이 민

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 해석하고자 하는 시퀀스 층서(sequence 

stratigraphy)개념의 도입이 필요시 된다. 이러한 시퀀스 층서는 석유탐사와 관련

된 심부 층서  해석에 적용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짧은 시

간 규모의 해수면 변화와 연계되어 발달하는 제4기 퇴적층서 연구에 응용되기 시작

했다(Boyd et al., 1989). 그 후 최근까지 대륙붕을 대상으로 제4기 천부 층서 구

조를 밝히기 위해 주상퇴적물 시료와 분해력이 양호한 고주파수대의 음원을 이용한 

천부 음향 층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Tesson et al., 1990; Diaz and 

Ercilla, 1993; Ercilla et al., 1994; Saito, 1994; Trincardi et al., 1994; 

Morton and Suter, 1996; Tortora, 1996).  최근에, 한반도 주변 대륙붕에 발달

한 후 제4기 퇴적층을 시퀀스 층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되었으며, 

해수면 변화와 관련된 퇴적층의 발달과정을 규명하는데 노력하였다(Park et al., 

1996; Yoo et al., 1996; 1997; Yoo and Park, 2000). 

본 조사해역에서도 취득된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Chirp seismic data)를 분석하

여 총 4개의 퇴적단위(Unit I, II, III, IV)를 구분하였다.

① 퇴적단위 I (Unit I)

본 퇴적단위는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층서단위 중 가장 상부에 위치하며 연구해역

의 내대륙붕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탄성파 자료상에서 투명(transparent)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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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투명(semi-transparent) 음향상을 보여 주며, 일부 해역에서는 비교적 뚜렷한 

내부반사면이 외해로 전진 구축하는 음향상을 보여주기도 한다(그림 5-2-3-14).

그림 5-2-3-14.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분포하는 퇴적단위 I (Unit I). 

② 퇴적단위 II (Unit II)

퇴적단위 II는 비교적 강한 해저면 반사면과 반투명 또는 투명한 내부 음향상의 

특징을 가진다. 전제적으로 판상의 형태를 가지며 강한 하부 반사면에 의해 하부 

퇴적단위와 구분된다(그림 5-2-3-15).

그림 5-2-3-15.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I (Unit II)



- 708 -

③ 퇴적단위 III (Unit III)

퇴적단위 III는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 허모키 또는 무질서 구조의 내부 음향상 특

성을 가지며 일부 해역에서는 내부반사면이 외해로 전진구축하는 형태를 보인다.  

강한 침식 경계면에 의해 상부 층서단위(Unit I & II)와 구분되며 하부의 경계면은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조사해역에서 광범위하게 분포한다(그림 5-2-3-16).  

그림 5-2-3-16.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II (Unit III)

④ 퇴적단위 IV (Unit IV)

퇴적단위 IV는 하부 퇴적층을 절개하며 수로 충진 구조의 형태로 나타난다. 탄성

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내부음향상은 발산 또는 전진 구축하는 양상을 보이며, 부분

적으로 허모키 또는 무질서한 음향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해역에서는 해저면에 

노출되어 나타나기도 하며, Unit I의 하부에 분포하기도 한다(그림 5-2-3-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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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7.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V (Unit IV)

⑤ 퇴적단위의 발달

제4기 후기에 해수면의 하강이 종결되면서 수심은 현재보다 120-130 m 정도 

낮았으며 해안선은 현재의 대륙붕단에 위치하게 된다.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 대

부분의 대륙붕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강한 침식을 받았다. 그 결과 강한 침식 부정

합면인 시퀀스 경계면이 형성되었다. 약 15,000년에 해수면의 상승이 시작되면서 

오늘날의 대륙붕에 노출되어 분포하는 수로들이 퇴적물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연

구해역의 대륙붕은 수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이는 빠른 해

수면 상승 즉, 퇴적물이 퇴적될 수 있는 수용공간의 증가가 빠름을 의미한다. 퇴적

물이 퇴적될 수 있는 수용공간에 비해 퇴적물의 공급이 적어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

하지 못하고 박층의 퇴적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시기의 해수면 변화 곡선에 의하

면 약 15,000 - 6,000년까지의 해수면 변화는 일정한 상승이 아닌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다. 따라서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부에는 조수로가 발달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퇴적단위 III & IV). 이후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안

에서는 하구 또는 삼각주 환경의 퇴적체 상부에 박층의 사질퇴적층이 형성되었다

(퇴적 단위 II). 약 7,000년 정도에는 해수면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약 6,000

년 전에는 현재와 비슷한 높이에 해수면이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수면의 상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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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종결된 이후에는 인근의 강과 다른 해역에서 다량의 니질퇴적물이 유입되어 퇴

적단위 I이 형성되었다. 이러한 층서단위 I은 외해로 향하면서 퇴적층의 두께가 감

소하여 종결되어 나타난다.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음향학적 특성에 의하면 조사해역에는 상부

로부터 고해수면 퇴적계열(highstand systems tract:HST)과 해침 퇴적계열

(transgressive systems tract: TST)로 구분 할 수 있다. 해침퇴적계열은 하부의 

최대 해퇴면과 상부의 최대 침수면 사이에 퇴적된 퇴적층이 포함된다. 본 조사 해

역에서는 Unit II, III, 그리고 IV가 이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시적인 해수

면의 정체 또는 소폭 상승으로 인해 해침 삼각주/하구 퇴적체(Unit III)와 고수로 

퇴적체(Unit IV)가 형성 되었을 것이다. 해수면의 상승이 빨라지면 연안해역에서는 

박층의 해침 사질퇴적체(Unit II)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해침이 종결되고 형성

되는 최대 침수면 상부에 위치는 Unit I은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와 비슷한 지난 약 

5,000 - 6,000년 이후에 퇴적된 고해수면 퇴적계열로 해석 할 수 있다.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연구지역은 보령연안 해역으로 위도 125°00′~ 126°10′, 경도 36°00′~ 

36°30′지역에 대하여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고 탄성파 단면도를 

바탕으로 자료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2-4-1). 서해 연안에 발달하고 있는 

지질구조는 연구지역 서쪽에 위치하고 있는 군산분지 경계단층을 기준으로 분지를 

형성하고 있는 퇴적층이 확인되는 지역과 아닌 지역으로 크게 나눌 수가 있다. 또

한 초기-중기 마이오세 시기에 군산분지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광역부정합면 이

후로는 퇴적층이 평탄하게 퇴적되면서 안정된 지질구조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4-2). 탄성파 자료 해석은 퇴적층의 경계면을 상향걸침(onlab), 하향걸침

(downlab), 상부중첩(toplab), 침식면(truncation) 형태에 의해 구분하고 내부 반

사면의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 (Mitchum et al., 1977). 주

요층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구분한 음향기반암을 포함한 총 5개의 주요 층서면을 

기준으로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층서와 대비하였고, 총 5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해석

하였다 (그림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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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 연구지역의 2차원 탄성파탐사 측선도. 녹색선은 탐사측선, 파란

색 선은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빨간색 점은 지진발생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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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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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층서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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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기반암

탄성파 단면도에서 나타나는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 상부 반사면은 해

저면과 비슷한 강한 진폭을 나타내며, 연속성이 좋고, 하부에는 인지할 수 있는 탄

성파 반사면이 없어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음향기반

암은 연속성이 좋고 평탄한 음향상을 가지는 반사면과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

으로 보이는 연속성이 불량하고 기복이 매우 심한 반사면으로 2가지 유형으로 나타

난다 (그림 5-2-4-2).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대비되는 음향기반암 (KIGAM 

1998)은 외해에서 천해로 갈수록 화산암층과 함께 중첩되어 평탄하지 않고 불규칙

한 반사면을 보이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음향기반암을 단절시키는 단층

대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군산분지 경계단층과 주변에 발달하고 있

는 소규모 정단층대가 관찰이 된다. 음향기반암의 깊이는 남서방향에 위치하고 있

는 군산분지 경계단층을 기준으로 분지방향으로 왕복주시 약 1.3초까지 깊게 분포

하고 있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서서히 얕아진다 (그림 5-2-4-4). 일부 구간에서

는 화산활동에 의한 음향기반암 융기부가 해저면까지 솟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

며, 그림 5-2-4-3C에서는 퇴적층을 가로지르는 관입 화성암이 관찰된다. 군산분

지 경계단층은 분지의 퇴적층 두께가 두껍게 형성된 곳에서는 탄성파 반사면에서 

단층을 인지하기가 쉽지만, 분지 주변부에서 분지가 시작하는 일부 구간에서는 광

역 부정합면 하부의 탄성파 반사면을 인지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기존의 심부 탄

성파 탐사에서 해석한 분지 경계단층 (PEDCO, 1997; Ryu et al., 2000; Yi et 

al., 2003)을 참고하여 경계단층을 해석하였다.



- 715 -

그림 5-2-4-4. 음향기반암의 시간구조도.

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탄성파 단위층 SU-1은 분지가 발달하고 있는 남서방향으로 분지경계단층에 걸

쳐서 분포하고 있으며, 에오세-올리고세(?)층으로 대비된다. 탄성파 자료에서 내부 

반사면은 비교적 연속성이 좋고, 분지 중심부에서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으

며, 동-서방향으로 압축성 구조운동에 의한 습곡작용이 나타난다. 상부 경계면은 

경사를 이루며 상부퇴적층에 침식 삭박되어 뚜렷한 반사면을 나타내고 있으며 음향

기반암에 상향 걸침하고 있다 (그림 5-2-4-3). SU-1은 연구지역의 서쪽에만 

분포하며 왕복주시 0.45초에서 0.65초 사이에 분포하며(그림 5-2-4-5) 퇴적층

후는 경계단층에 접하고 있는 지역에서 최대 1.05초의 두께를 보이며 기반암 융기

부에 수렴하면서 얇아진다 (그림 5-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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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5. SU-1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6. SU-1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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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성파 단위층 2 (SU-2)

 SU-2 역시 군산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하는 조사지역의 서쪽에만 분포하며 서쪽

으로 갈수록 깊이가 증가한다 (그림 5-2-4-7). SU-2 퇴적층은 SU-1 퇴적층 

상부면을 얇게  피복하고 있으며, 상부 퇴적층에 침식 삭박되어 나타난다. SU-2 

퇴적층의 특징은 수평층리의 음향상이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고 연속성이 양호한 강

한 진폭으로 상하부의 퇴적층과 뚜렷하게 구별이 된다 (그림 5-2-4-3). 층후는 

최고 왕복주시 약 0.12초에서 기반암 융기부에 수렴하면서 점점 얇아진다 (그림 

5-2-4-8). 퇴적층의 연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대비된다.

그림 5-2-4-7. SU-2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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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8. SU-2의 등시층후도.  

④ 탄성파 단위층 3 (SU-3)

탄성파 단위층 SU-3은 군산분지 전역에 걸쳐 일어난 광역부정합면 상부에 퇴적

한 층으로 상하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뚜렷하며, 불연속적인 평행 층리를 포함하는 

진폭이 약하고 혼탁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변화가 심한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으로 주로 쇄설성 퇴적물이 고르게 퇴적되었다. 0.23초에서 

0.47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그림 5-2-4-9) 분지경계단층이 나타나는 서측외

해 방향으로 0.24초의 층후를 보이며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감

소하여 음향기반암에 상향 걸침하고 있다 (그림 5-2-4-10). 분지 내부의 동그랗

게 비어있는 구간은 층서를 가로지르는 관입화성암의 영향으로 일부 구간에서는 나

타나지 않는다. 마이오세 초기까지 압축성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심한 습곡작용과 

함께 구조역전으로 퇴적층들은 전반적으로 융기 및 삭박을 받았으며, 이후 광역적

으로 침강이 일어나면서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퇴적층의 연대

는 중기 마이오세와 대비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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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9. SU-3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0. SU-3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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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탄성파 단위층 4 (SU-4)

SU-4 단위층은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떨어지고 반투명 음향상으로 나타나며 

약한 진폭의 특징을 갖는다. 퇴적층의 기복없이 평탄하게 퇴적되었으며 연안지역으

로 갈수록 얇아지며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한다. SU-4 상부면은 왕복주시 약 

0.30 ~ 0.19초의 깊이 분포를 보이며 퇴적되어 있으며, 분지 경계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그림 5-2-4-11). 층후는 최대 0.2초로 분지경계단층 남서쪽으로 두껍게 

발달하고 있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퇴적층의 층후가 얇아진다 (그림 5-2-4-12). 

퇴적층의 연대는 플라이오세와 대비된다.

그림 5-2-4-11.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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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2. SU-4의 등시층후도.

⑥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는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좋고 평행 내지 

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층의 양상을 보이며, 최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심한 침식 작용을 받은 후에 해수면 변화에 의한 해침과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고된다. 해저면은 황해의 연안지역에 작용하는 강한 왕복성 조류에 의해 형성

된 마운드 형태의 모래등성이(sand ridge)가 분포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갈수록 

SU-5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음향기반암에 중첩되어 나타난다. SU-5의 층

후는 서측 외해방향에서 약 0.2초의 두께를 보이며 층후의 기복이 다소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것은 해저면의 모래퇴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 된다 (그림 

5-2-4-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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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3. SU-5의 등시층후도.  

(나) 중·자력 특성

그림 5-2-4-14~15는 2014년 자료뿐 아니라 2011년~2014년 4년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한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이다.

통합 프리에어 이상은 –9.20 mGal ~ 54.40 mGal 사이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

고, 총자력 이상은 약 –700.00 ~ 1400.00 nT 사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은 공통적으로 연구지역의 중앙부에서 많은 이상값

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총자력 이상의 변화는 그림 5-2-4-16과 같이 후기 백악

기 우리나라 주변의 전반적인 자력이상과 일치하며 이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

되었던 화성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Yasukuni et al., 2002)

주목할 점은 연구지역 중앙부에 보이는 프리에어 이상이 심부지질 구조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총자력 이상을 야기시킨 화성암의 영향이라면 심부지질 구조를 왜

곡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총자력 이상을 프리에어 이상에 중첩시킨 그림 

5-2-4-17에서 두 이상값이 잘 일치함을 미루어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의 높은 프리에어 이상이 천부의 화성암 효과라면 이를 제거했을 시 중앙부 

북부와 남부에 존재하는 낮은 이상대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우 이 



- 723 -

지역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대규모의 지질구조선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2-4-18, Hao, et al., 2007).

그림 5-2-4-14. 2011~2014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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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5. 2011~2014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그림 5-2-4-16.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자력이상 (Yasukun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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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7.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 (등고선)

그림 5-2-4-18. Shadowgraph of first-order gravity wavelet (Hao, et 

al., 2007) 



- 726 -

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이번 연구에서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노두를 관찰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활성단층과 같은 신기구조운동 및 변형과정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 

하지만  NE-SW 및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해안노두

에서 대규모 단층이 비교적 잘 발달한다는 점 그리고 최근 지진이 이 지역에서 자

주 발생하고 있다는 점 등은 이 지역에서의 보다 정밀한 신기구조운동 연구가 필요

함을 시사한다. 

그림 6-1-1은 선형구조 분석과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단층밀도를 표시한 것

이고, 상대적으로 신기에 활동했을 가능성이 있는 선형구조의 방향을 붉은색으로 

표시한 것이다. NE-SW 또는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대규모 단층대인 

추가령단층대와 방향이 유사하며, 야외조사 결과 대부분 좌수향  주향이동 감각이 

우세함을 보여준다.  

흥미로운 것은 최근 발생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단층면해는 북동방향의 

단층활동 가능성은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응력장인 Event 4에 의해 

NE-SW 또는 NNE-SSW 방향의 단층들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될 가능

성을 지시하고 있다는 것이다. 하지만 육상에서의 야외지질조사는 제한적인 노두 

산출로 인해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야외

지질조사결과와 신기지층의 연속성이 좋은 해양물리탐사결과를 결합한다면, 보다 

명확한 신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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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부안군 일대 연안에서 추정되는 최후기 단층 및 신기 선형구조. 로

즈다이어그램에서 검은색 막대는 선형구조를 지시하며, 붉은 선은 최후기 단층운

동으로 추정되는 선형구조를 지시한다. 그림에 표시한 지진은 2013년 7월 13일 

어청도 부근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주향이동성단층과 연관되었음을 지시한다.

보령 일원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의 결과는 아래와 같다.

① 선형구조 분석결과, 내륙지역은 NNE-SSW 내지 NE-SW 방향의 대규모 선

형구조가 우세한 특성을 보이나, 서천지역은 ENE-WSW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

함을 보여준다.

② NNE-SSW 및 NE-SW 방향의 선형구조를 따라 발달한 좌수향 주향이동단

층들이 다수 관찰 되었으며, 특히 홍성까지 연장되는 선형구조는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으로 확인 되었다. 이는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발달할 수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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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지질구조 분석결과,  이 지역의 기반암에 기록된 최후기 지질구조들은 N-S 

방향의 수평최대주응력 하에서 형성된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NE-SW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 그리고 N-S 방향의 정단층, ESE-WNW 

방향의 역단층으로 해석된다.

④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신기단층운동의 가능성이 높

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및 선형구조는 NNE-SSW 내지 NE-SW 방향으로 사료

된다. 하지만 선형구조 분석결과는 이들이 내륙으로 연장되는 것으로 판단되지만, 

노두의 제한으로 인해 내륙으로의 연장여부에 대한 분석은 중점조사지역 2 Site 4

에서만 확인되고, 다른 지역에 대한 명확한 분석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들에 

대한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해석을 통하여 보다 분명한 신기단층운동의 존재

여부 및 발달특성에 대한 해석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⑤ 보령지역의 선형구조들은 추가령단층의 선형구조와 비슷한 방향을 보이는 것

을 확인하였다(그림 2). 또한 2013년 7월 보령 서남서 해역에서 발생한 어청도 연

속지진의 진앙분석(focal mechanism)은 주향은 N52°E, N38°W 의 주향이동단

층을 지시하며, N52°E 방향의 주향은 연구지역의 선형구조와 매우 유사한 방향이

다. 따라서 비록 기반암에 이 지역의 현재 응력장인 E-W 최대주응력에 의해 발달

한 단층은 잘 인지되지 않지만, 이러한 응력이 현재의 지진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

고 있음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우세하게 발달하는 NE~NNE 방향의 단

층들이 비록 대부분 좌수향운동이 우세했음을 지시하고 있지만 비록 이들이 이후의 

응력방향 변화에 의해 우수향으로 재활하였다 하더라도 이들의 변위량이 많지 않아 

이를 기록하고 있지 않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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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모멘트) 특성

지진자료로부터 단층면해를 구하면 지진발생기구를 파악할 수 있다. 이를 위해 

파형을 이용한 모멘트 텐서 역산 기법을 이용하여 지진발생기구를 알 수 있다. 신

진수외(2014)는 2000년 12월부터 2014년 까지 발생한 남한과 주변부에서 발생

한 56개 주요 지진에 대해 개선된 모멘트 역산 알고리듬을 적용하여 지진발생기구

를 구하였으며, 결과는 그림 6-2-1 및 표 6-2-1과 같다.

그림 6-2-1. 한반도 동부지역 발생 주요 지진의 모멘트 역산 결과, 빨간색은 

2014년도 발생한 지진이 모멘트 역산 결과.

2003년 3월 30일 백령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경우 정단층(전명순외, 2010)

으로 해석되었으나, 역산결과 정단층이라기보다는 주향 이동단층에 가까웠다.  그리

고 2013년 5월 17일부터 발생한 백령도 앞의 주요 이벤트 지진 4개 모두 주향 이

동 단층의 역산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또한 최근에 빈번한 지진으로 인하여 논란이 

일었던 보령 앞바다 지진도 역시 주향 이동단층을 보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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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2에는 앞에서 설명한 최대 수평 응력 방향을 나타낸 것으로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의 주응력방향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 백령도 인근에서는 북

동-남서 방향의 주응력축의 방향을 보이나 보령 앞바다의 경우 거의 동-서 방향의 

주응력축 방향을 보여주고 있다. 

그림 6-2-2. 한반도 지역에 발생한 주요 지진의 모멘트 텐서 역사을 통해 구한 

수평 최대 응력 방향 분포도.

Event ID 

(yyyymmddhh)
Lon Lat

Depth

(km)

Plane 1 Plane 2
Mw

Strike Dip Rake Strike Dip Rake
2000120909 129.9883 36.4590 7.5 195 69 86 26 22 100 4.0 
2001112101 128.3432 36.6962 9.5 14 67 143 120 57 28 3.4 
2001112407 129.8523 36.7320 7.0 209 61 145 317 60 34 3.8 
2002031700 124.5605 38.1040 8.0 52 51 -94 238 39 -85 3.8 
2002070819 129.7915 35.8608 16.0 124 81 18 31 72 171 3.8 
2002091709 124.0230 36.4702 8.3 217 89 -158 126 67 -1 3.5 
2002120922 127.2648 38.8640 10.0 296 85 -10 27 80 -175 3.7 
2003010908 124.5678 37.5338 7.0 272 85 12 181 78 175 3.8 
2003032220 124.3507 34.8607 15.6 296 87 -4 26 86 -177 4.8 
2003033011 123.8767 37.6840 10.5 28 79 -151 292 62 -12 4.6 
2003041517 126.1657 36.4425 3.5 177 82 106 291 18 26 3.3 
2003060901 123.6302 35.9193 10.5 33 83 -164 301 74 -8 3.9 
2003101309 126.4750 36.9862 11.4 123 78 24 28 66 167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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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042604 128.2392 35.8248 12.1 143 70 47 33 47 152 3.6 
2004052910 130.1047 36.6572 9.5 175 47 89 356 43 91 5.1 
2004060111 130.2280 37.0790 11.0 49 79 -156 314 66 -12 3.6 
2004080520 127.3318 35.8567 9.0 120 88 14 29 76 178 3.2 
2005061422 125.9569 33.3070 14.0 275 88 -5 5 85 -178 3.8 
2005062914 129.1821 34.3992 9.5 28 74 136 133 48 22 4.1 
2005100923 124.9528 37.7795 9.5 13 60 -136 257 53 -39 3.6 
2006011903 128.7817 37.1988 8.0 293 87 19 202 71 177 3.5 
2006040309 126.0079 38.8514 9.7 209 83 -168 117 78 -7 3.3 
2006042902 129.9351 37.0540 3.0 195 85 -157 103 67 -6 3.6 
2006051310 129.0376 34.1353 7.5 43 84 -172 312 82 -6 3.7 
2007012011 128.5841 37.6889 11.1 114 89 -1 204 89 -179 4.6 
2008011610 125.3216 35.5775 6.7 116 88 8 26 82 178 3.9 
2008022906 126.2076 38.8282 6.0 17 85 -151 284 61 -6 3.4 
2008053112 125.7224 33.5385 14.8 198 86 -170 107 80 -4 3.9 
2008102900 127.2586 36.3454 9.7 109 88 30 18 60 178 3.5 
2008121908 129.6074 36.4692 9.4 327 89 5 237 85 179 3.6 
2009030205 124.7013 37.0157 10.5 295 89 18 205 72 179 3.4 
2009050122 128.7120 36.5556 9.4 306 76 43 203 49 162 3.7 
2009071419 125.0271 35.1026 11.4 297 88 -55 30 35 -176 3.4 
2009082114 125.7769 38.8921 15.2 205 89 -173 115 83 -1 3.2 
2010021609 129.9984 35.6426 13.5 345 46 101 149 45 79 3.5 
2011011201 123.6300 33.1700 25.0 15 87 -168 285 78 -3 4.8 
2011061707 124.7100 37.8723 13.0 27 79 161 121 72 12 3.8 
2012050116 126.0857 33.6998 26.8 43 78 -152 307 62 -13 3.2 
2012051103 127.7086 36.0254 12.0 198 87 177 288 87 3 3.6 
2012052917 129.5453 36.5643 10.5 356 76 127 104 39 23 2.9 
2012072610 125.4033 37.9752 19.4 44 86 -161 313 71 -4 3.5 
2012082013 124.6264 35.4891 11.0 346 57 122 117 45 51 3.6 
2013020512 127.9794 35.7677 7.4 126 80 29 31 62 169 3.7 
2013042023 124.6008 35.1993 6.0 118 89 -4 208 86 -179 4.7 
2013051718 124.6077 37.7744 3.8 295 79 20 201 70 169 3.6 
2013051722 124.6757 37.6222 8.0 289 83 18 197 72 173 4.9 
2013051802 124.6411 37.6210 6.2 280 88 23 189 67 178 4.0 
2013052107 124.6286 37.6329 6.7 100 89 3 10 87 179 3.6 
2013060720 126.9662 35.1373 17.0 287 84 13 196 77 174 3.0 
2013062201 126.2293 36.1995 24.0 315 89 9 225 81 179 2.7 
2013071217 126.1645 36.1980 20.5 46 81 168 138 78 9 3.5 
2013073113 126.1907 36.1959 18.9 132 87 -27 224 63 -176 3.2 
2013080108 126.1866 36.1995 21.5 311 89 30 220 60 178 3.3 
2013080719 124.6254 35.5314 1.4 186 80 116 296 28 22 3.8 
2013091104 125.3721 33.6030 9.0 43 88 177 133 87 2 3.7 
2013101107 129.6954 36.4025 11.0 144 76 15 50 75 165 3.7 
2014032801 127.9304 36.4758 19.3 31 88 -167 300 77 -2 3.1 
2014033119 124.5709 36.9146 12.0 127 74 -30 226 61 -162 4.7 
2014070312 129.7484 35.6713 9.0 210 68 -133 98 47 -31 3.7 
2014092306 129.3934 35.8138 12.8 157 58 75 4 35 113 3.7 
2014092417 129.8975 35.0712 2.4 237 84 172 328 82 7 3.9 
2014092812 126.4541 37.2236 3.8 300 70 46 190 47 152 3.5 

표 6-2-1. 한반도에서 2000. 12. 이후 발생한 주요 지진의 모멘트 텐서 역산 결

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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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해저면 위험요소

일반적으로 해양이나 연안환경에서 발생가능한 주요 지질학적 위험요소로는 지

진, 화산, 해저사태, 급격한 지형변화(중력류에 의한 침강, 유체에 의한 침식 및 이

동 등)와 쓰나미를 고려할 수 있으나 서해와 같이 수심이 얕은 바다에서는 연안침

식, 해저모래톱, 가스충진층, 고수로, 고델타, 모래사퇴, 급경사지형, 노출 암반, 단

층, 급격한 퇴적작용 등이 잠재적 위험요소로 고려될 수 있다(Kong et al., 2012). 

이와 더불어 해저면의 층면구조(bedform)의 변형과 이동은 매설 파이프, 해저 케

이블과 같은 인공구조물의 안정성을 위협하는 해저면 위험요소로 주목받고 있다. 

최근 인터넷 사용 증가로 인하여 주변국가와 해저통신 케이블 수요가 급격히 증

가하고 자체전력 생산이 불가능한 도서지역에 해저 전력케이블 매설이 증가되면서 

우리나라 서해, 남해, 동해에도 수십 ~ 수백 km의 해저 케이블이 포설되어 있다. 

만약 이러한 해저 케이블이 모래파나 거대연흔이 발달된 지역을 관통할 경우 모래

파나 거대연흔의 이동으로 매설될 케이블이 노출되거나 스트레스(진동, 뒤틀림, 당

김)가 증가될 가능성이 있다(Blondeaux, 2012). 특히, 케이블이 노출될 경우 이차

적으로 선박의 닻이나 트롤선의 어구 등에 의해 심하게 손상될 가능성이 증가하게 

된다(그림 6-3-1). 따라서 모래파의 규모와 이동속도는 해저 파이프나 케이블 포

설시 고려되어야할 주요한 지질학적 위험요인이다. 

해저면에 발달되어 있는 bedform의 형태, 크기, 그리고 이동은 복잡한 수력학적 

조건(조석, 파랑, 해류)하에서 발생된 퇴적물 이동에 의한 결과를 반영(표 6-3-1)

하며 다중음향 측심기의 발달로 전세계적으로 많은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금 과 

신, 2013). 즉, bedform의 발달, 진화, 소멸에 영향을 미치는 상호작용들에 대한 

연구와 이들의 파장, 파고, 첨도, 비대칭과 같은 형태적 특성을 통해 퇴적물 이동을 

유추하는 연구가 지속적으로 수행되어 오고 있다(Lobo et al., 2000). 우리나라에

서도 바다골재 채취에 따른 모래퇴적물의 감소, 해안침식, 수산자원 고갈과 같은 환

경 영향을 평가하기 위하여 이러한 연구들이 진행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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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edform 형태 파장(L, m) 파고(H, m) 형성기간(T) 이동률(c, m/y)

Ripple 1 0.01 hours 1000

Megaripple 10 0.1 days 100

Sandwave 200 5 years 10

Shoreface ridge 4000 5 centuries 1

Tidal sandbank 6000 10 centuries 1

표 6-3-1 연안 bedform의 특성과 크기(Knaapen, 2005)

  

그림 6-3-1. 해저면에 노출된 해저케이블  

모래파의 형태학적 특징은 전체 모래파의 길이인 파장(L, length), stoss쪽의 파

장(L1), lee쪽의 파장(L2), 전체 높이인 파고(H, height)로 나뉜다(그림 6-3-2). 

이러한 형태 변수를 통해 파고와 파장의 비(H/L)로 표현되는 첨도(steepness)를 

구하고, 비대칭 지수(A, asymmetry)를 구할 수 있다. 첨도가 클수록 모래파의 형

태가 뚜렷하고 비대칭 지수가 1에 가까울수록 모래파의 형태가 대칭에 가깝고 양

(+)의 값이 커질수록 lee방향이 가파른 형태를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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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2. 모래파의 기하학적 모식도

금번 연구지역의 모래파는 공간적으로 그리고 수심에 따라 다양한 형태를 보인

다. 전체적으로 파고는 0.4 ~ 3.5m(avg. 1.4m), 파장은 60~190m(avg. 100m), 

첨도는 0.01~0.02(avg. 0.01), 그리고 비대칭 지수는 0.06~0.83(avg. 0.32)로 

나타난다(그림 6-3-3). 파고(H)와 파장(L)의 관계는        로 

표현되는데 Site 9와 23은 파장이 150m이상, 파고가 2m이상이고 나머지 지역의 

모래파의 파장은 100m이내, 파고는 1.5m이내를 갖는다(그림 6-3-3). 

수심이 깊어질수록 상대적으로 조류의 속도는 감소하기 때문에 모래사퇴의 정부

와 골간에 수심차에 따른 조류속도의 변화가 발생하고 이로 인해 사퇴의 정부에서 

골로 내려갈수록 모래층의 두께는 얇아지고 입도는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또한, 표

층 퇴적물의 입도가 조립할수록 모래파의 크기(파고, 파장)은 증가하고 세립할수록 

크기는 감소하는데, 입도가 0.2~0.6mm 범위일 때 강한 양의 관계를 보인다

(Flemming, 2000).  따라서 사퇴 정부에서 골로 갈수록 모래층은 얇아지고 조류

의 유속은 감소하여 이동될 수 있는 조립질 퇴적물의 양이 감소한다. 이 때문에 사

퇴정부에서 골로 갈수록 모래파의 크기와 이동율은 감소한다.  

일반적으로 모래파의 이동율은 파장과 파고가 짧은 모래파일수록 이동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즉, 규모가 적은 모래파일수록 빠르게 이동하는데 이는 같은 단면

에서 단위 시간당 운반되는 퇴적물의 양이 같아지기 위해서 크기가 적은 모래파가 

더 빠르게 이동하기 때문이다. 즉, 모래파의 크기가 클수록 더 많은 퇴적물이 필요

하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낮은 이동율을 갖게 된다(Ernstsen et al., 2005). 따라

서, 금번 연구지역에서 직접적인 이동율을 측정하지 못하였으나 모래파의 크기(파

장, 파고)를 고려하였을 때, site 9와 site 23 지역의 모래파는 타 지역에 비해 이

동속도가 느린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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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 연구지역의 대표적인 모래파 형태

비대칭 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것은 연구지역의 모래파 profile의 방향을 고려할 

때 모래파가 대부분 육지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지시한다. 이는 모래파가 조류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을 고려할 때 연구지역이 net current는 창조류 때 상대적으로 

더 강함을 지시한다. 금년 조사지역의 모래파 정부(crest)의 방향과 기울기를 측정

한 결과, 대부분 북북서-남남동 방향성을 갖고 육지쪽으로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이는 모래파의 정부가 조류 방향과 직각으로 형성됨을 고려할 때(Van 

Landeghem et al., 2012) 조류는 북북동-남남서방향으로 왕복운동함을 알 수 있

고 비대칭 지수가 양의 값을 갖는 것으로 보아 낙조류보다 창조류가 우세한 환경임

을 지시한다(그림 6-3-4). 연구지역의 조류는 표층에서 저층으로 갈수록 낙조류

가 우세한 환경에서 창조류가 우세한 환경으로 바뀌며 유속은 감소하는 것으로 나

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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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4. 모래파의 정부방향과 정부의 기울어진 방향을 지시하는 모식도. 창

조류 방향과 거의 유사한 방향성을 보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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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해저절벽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지역에서 해저면에 약 10m 내외의 급경사면을 보이는 

해저절벽이 관찰되었다.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해저절벽은 총 4군데로 Site 1~4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다 (그림 6-4-1). 해저절벽의 규모와 형태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나며 아마도 같은 시기, 같은 원인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서해에 

국부적으로 분포하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은 북동방향으로 군산분지 경계

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동쪽 분지경계지역은 음향기반암 하부의 경사각이 큰 탄

성파 반사면을 인지하기가 어려워 기존의 심부 탄성파 탐사에서 해석한 분지 경계

단층의 위치를 참고하여 해석하였다. site 1과 site 3지역은 탄성파 탐사 수행 시 

해저절벽이 관찰되어 추적 조사를 실시한 구간이며, site 2 지역은 멀티빔 조사에

서 발견한 지역으로 추가 탄성파 탐사가 필요한 지역이며, site 4 지역은 탄성파 

측선에서 최대변위가 아닌 연장선상에서 변위와 경사각이 줄어드는 지역으로 규모

가 크지 않고, 탐사 시 해상 장애물에 의한 급 우회한 지역이어서 site 1과 site 3 

지역에 대한 탄성파 자료를 대상으로 재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4-1. 연구지역의 해저절벽 위치도. 회색선과 파란선은 탄성파 탐사측선, 

검정색선은 단층, 빨간선은 해저절벽, Site 1은 1차년도, Site 2, 3, 4는 2차년도 

해저절벽이 나타난 지역.

(1) site 1



- 738 -

 해저면에 노출되어 발달하고 있는 해저절벽은 길이가 약 3.5 km, 최대 낙차는 

약 11 m이며, 북동-남서 방향의 방향성을 보이고 있다. 하부 음향기반암은 분지 

경계단층 또는 경계단층에 수반하는 2차 단층대로 판단되며 북서-남동방향으로 발

달하고 있으며, 강한 진폭과 음향상을 보이고 있다. 음향기반암 하부에는 인지할 수 

있는 탄성파 반사면이 없지만, 단층 주변으로 급경사를 보이는 음향상의 끌림이 연

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그림 6-4-1-1). 이러한 현상은 음향기반암의 강한 반

사로 인하여 탄성파가 하부까지 투과하지 못하여 실제 존재하는 급경사의 퇴적층, 

화산암 또는 기반암 등이 약한 음향상으로 나타날 가능성이 있다. 해석된 그림 

6-4-1-2에서 음향기반암을 포함한 상부 퇴적층들을 살펴보면, 퇴적층서를 대변

하는 음향상들이 내부의 힘의 영향으로 습곡대가 형성되어 있고 습곡대를 중심으로 

수많은 단층대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음향기반암을 단절시키고 있는 

단층은 주 단층으로 작용하며, 해저면 직하부 층까지 발달하고 있다. 하부 기반암의 

단층과 교차되는 지점인 그림 6-4-1-2E 지점에서 해저절벽은 최대 변위 약 

11m 정도의 높이로 급경사면을 보이다가 교차지점과 멀어지면서 변위와 경사각이 

점점 줄어들어 소멸된다. 해저면에 나타나는 해저절벽은 하부기반암 단층의 연동작

용으로 하부기반암 단층이 해저면으로 연장 발달하여 해저면 상부의 단절이 일어날 

수도 있지만, 하부기반암 단층의 상반방향과 해저절벽 면의 방향이 반대이며, 단층

의 주향 역시 일치하지 않기에 해저절벽은 하부기반암 단층과는 관계없이 다른 시

기, 다른 움직임으로 활동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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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1. site 1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

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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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1-2. site 1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

선의 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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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te 3

site 3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해저면 급경사 지역은 site 1지역에서 확인되는 해

저절벽과 규모, 방향성, 낙차 등 모든면이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림 6-4-2-1은 

해저절벽을 가로지르는 3개의 측선의 탄성파 단면도이며, A와 C단면도는 천부지층

의 탄성파 반사면을 뚜렷하게 확인하기 위하여 에어건 음원 볼륨을 줄여서 탐사를 

실시하였지만, 실질적인 음원의 볼륨 감소로 투과심도가 낮고 실제 탄성파 반사면

을 잘 표현하지 못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해석한 그림 6-4-2-2B에서 보면 음향

기반암은 강한 진폭과 음향상을 보이고 있으며, site 1 지역과 동일하게 급경사를 

보이는 음향상의 끌림이 연속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상부 퇴적층들을 살펴보

면, 퇴적층서를 대변하는 음향상들이 약한 진폭으로 연속성이 불량하게 나타나며, 

약간의 굴곡을 형성하고 있는 습곡대가 나타난다. 또한, 습곡대를 중심으로 단층대

가 분포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음향기반암에서의 주 단층은 뚜렷하게 관찰되

지 않지만, 해저면 융기부를 기반으로 좌우로 band형태로 단층이 존재하며 음향기

반암까지 연결되어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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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1. site 3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

선의 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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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2. site 3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

선의 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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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스파커 자료와 멀티빔 자료

이번 탐사에서는 해저절벽이 확인되는 지역을 대상으로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2

차 정밀탐사를 실시하였다. 스파커 음원은 주 주파수 대역이 400 Hz 로 에어건 탄

성파 탐사자료의 약 1/10의 수직 해상도를 가지고 있어, 에어건 탐사자료에서 수직

변위를 관찰하기 힘들었던 해저면 직하부의 층서를 관찰하고자 탐사를 실시하였다. 

탐사측선은 site1의 최대 수직변위를 가지는 그림 6-4-1-2E 측선이며 탐사를 실

시하고 탄성파 단면도를 출력하여 에어건 자료와 비교하였다 (그림 6-4-3-1). 

탄성파 자료에서는 약 0.2 초부터 강하게 분포하고 있는 다중반사파의 영향으로 

0.1초에서 0.2초 사이의 퇴적층서를 관찰하였으며, 에어건 자료에서 관찰하기 힘들

었던 해저면 직하부의 층서가 잘 나타난다. 하지만, 해저면 급경사면에 나타나는 변

위를 하부 층서에서 뚜렷하게 인지할만한 주 층서를 찾기가 힘들다. 이러한 원인은 

아마도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해수면 하강에 의한 천부 퇴적층의 침식·삭박으로 

수평층리의 발달이 양호하지 못하고 이후 재퇴적이 일어나면서 저해수면과 해침시

기를 거치면서 무질서하게 퇴적이 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총 4군데의 해저절벽은 또한,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탐사를 실시하여 해저면에 노출되어 발달하고 있는 해저절벽의 형태 및 방

향성을 파악하였다 (그림 6-4-3-2). site1~4에 나타나는 해저절벽은 수직변위가 

약 10 m 정도로 나타나고, 대륙연안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일정한 해저절벽 띠(band)를 형성하고 있다. 또한, 수직변위가 높은 중앙

부에서 멀어지면서 변위와 경사각이 줄어들고 축이 조금씩 돌아간 굴곡진 형태로 

관찰된다. 이것은 연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주향이동 단층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북동-남서방향으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현재 응력환경에서 전달압축

(transpression)의 힘을 받아서 습곡, 역단층 등을 포함하는 수축성 구조를 형성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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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3-1. site 1의 E지역을 가로지르는 (좌)스파커 음원과 (우)에어건 음

원을 이용한 탄성파 단면도 비교.

그림 6-4-3-2. site 1~4(해저절벽 지역)의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

형도 와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의 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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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황해 및 인접지역은 후기 고생대에서 초기 중생대 시기 사이에 북중국 지괴와 남

중국 지괴의 충돌로 인해 친링-다비-수루 습곡대가 형성되었으며 (Hsu, 1989; 

Gilder and Courtillot, 1997), 그 이후 남중국 지괴의 섭입작용으로 인하여 압축

성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대륙내부는 수많은 열개분지들을 형성하였다 (Liu, 1986). 

신생대에 들어와서는 계속적인 확장운동으로 인하여 동해, 황해, 동중국해, 남중국

해를 형성하였으며 (Hsu, 1989), 에오세 중기에서 후기 사이에 인도와 유라시아 

판의 충돌은 탄루단층의 이동방향을 죄수향에서 우수향으로 변환시키면서 황해지역

을 더욱더 복잡한 구조로 발달시켰다 (Tapponnier et al., 1982). 이후 마이오세 

초기까지 압축성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심한 습곡작용과 함께 구조역전의 현상으로 

퇴적층들은 전체적으로 융기 및 삭박을 받았으며, 이후 분지는 광역적으로 침강되

었다 (Zhang et al., 1997). 연구지역은 서측 외해에 군산분지 경계단층을 경계로 

분지와 접하고 있으며, 수심 30 m 연안까지 대륙주변부를 포함하고 있다. 황해에 

작용하는 구조운동은 대륙내부의 새로운 단층대의 발달 가능성을 나타내지만, 기존

의 단층대를 따라서 재활성될 가능성이 높다. 

Choi et al., (2012) 과 Hong et al., (2012)는 최근 한반도와 인근 지역에서 

일어나는 지진과 지진 메카니즘(focal mechanism)분석을 통하여 한반도 주변에 

작용하는 응력장을 분석하였다 (그림 6-4-4-1). 지진 메카니즘으로 구한 한반도

와 이 일대에 작용하는 응력장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거의 수평한 압축응력이 

작용하고 있다고 보고하였다. 이러한 응력장은 유라시아판(Eurasian Plate)과 관련

하여 태평양판(Pacific Plate), 필리핀판(Phillipine sea Plate)의 수렴대와 인도판

(Indian Plate)의 충돌대의 영향으로 작용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Hong et al., 

(2012)는 중국 동부지역, 황해와 한반도에서 일어나는 136개의 지진유형을 분석

하여 약 47.1%가 주향이동 단층(strike-slip fault), 약 6.6%가 정단층

(normal-fault), 약 14.7%가 충상단층(thrust-fault)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보고하

였으며, 연구지역은 대부분 주향이동단층에 의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림 

6-4-4-2). 일부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산동반도와 한반도사이의 서해 중부에서 

다발로 나타나며 이것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인장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

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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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4-1. 한반도 주변의 압축응력축 방향과 전단응력 방향, (b) P-axis 

방향 로즈다이어그램, (c) fast S 방향 로즈다이어그램 (choi et al., 2012).

그림 6-4-4-2. 서해 주변의 단층면 분석 (Ho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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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지진 메카니즘을 통한 응력장 해석에서 조사지역의 응력장은 주응력축의 방

향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압축력(compressional force)

이 작용하고 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동북

동-서남서 방향의 지속적인 횡압력은 음향기반암에 발달하고 있는 기존단층의 재

활성을 초래하여 단층을 따라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연구

지역에 나타나는 해저절벽은 크기 및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군산분지 

경계단층으로 해석된 단층과 인접한 곳에 위치하고 있다 (그림 6-4-4-3). 또한, 

분지경계단층을 주단층으로 인접지역에 2차 또는 3차의 부수적인 단층들이 발달하

고 있으며, 이러한 단층대를 경계로 지층 내부의 변위가 잘 관찰이 안되는 주향이

동성 운동을 수반할 가능성이 높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해저절벽은 이러한 단층

운동의 영향으로 습곡대와 단층을 형성하고 해저면까지 연결되는 단층이 수직변위

를 만들어 절벽을 생성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상부층은 육상기

원의 사질 퇴적물이 퇴적되면서 북동-남서 방향으로의 강한 조류에 의하여 퇴적물

이 재배열되고, 남동쪽으로 좀 더 급경사면을 가지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4-4-3. (A) site 1과 (B) site 3 지역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측선의 

탄성파 단면도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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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보령지진 지역

보령해안의 육상지질에서 나타나는 구조선의 해저 연장여부를 알아보고 최근 빈

번하게 발생한 외연도 주변의 지진의 영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외연도 주변해역에서  

스파커를 이용한 탄성파 단면자료를 획득하였다. 총 11개 Line중 Line 1~4는 

NNW-SSE 방향이며, Line 5~11는 이와 수직방향의 단면도를 얻었다(그림 

6-5-1). Line 1에서 내부 반사면은 멀티플을 제외하면 해저면으로부터 심도 90 

m부근에 평행하게 나타나는데 NNW에서 SSE 방향으로 갈수록 더욱 뚜렷하게 나

타나며, 동일한 방향의 Line 2, 3, 4에서 동일한 현상이 나타난다(그림 

6-5-2~7). WSW-ENE 방향의 Line 7은 외연도 주변의 진앙지 한곳을 지나가며 

Line 01과 수직 교차된다. Line 7에서 나타나는 내부 반사면은 WSW에서 뚜렷하

고 ENE방향으로 가면서 혼탁해진다(그림 6-5-8). 따라서 Line 1과 Line 7을 종

합해볼 때 외연도 남동쪽에서 내부 반사면이 강하게 나타나 기반암이 상대적으로 

깊은 것으로 보인다.

그림 6-5-1. 외연도 주변해역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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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2. Line-01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NNW-SSE).

그림 6-5-3. Line-02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NNW-SSE).

그림 6-5-4. Line-03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NNW-SSE).

그림 6-5-5. Line-04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NNW-S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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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6. Line-05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그림 6-5-7. Line-06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그림 6-5-8. Line-07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그림 6-5-9. Line-08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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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0. Line-09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그림 6-5-11. Line-10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그림 6-5-12. Line-11 스파커 탄성파 단면도(WSW-ENE).

스파커 탄성파탐사 결과 해수면 하 약 80~90 m 지점에서 층의 연속성이 양호하

고 진폭이 큰 경계면(R; reflector)이 확인되며 이 층의 하부에서는 명확한 층의 

경계면이 확인되지 않는다. 연구해역 일부지역에서 R층이 확인되지 않는 구간이 존

재하는데 해역의 북동쪽 상부에서는 인접한 섬과 주변의 두꺼운 모래층으로 인하여 

음파가 투과되지 않은 것으로 보이며 남서부 해역에서는 퇴적층 내 가스에 의한 음

파의 산란 또는 흡수로 음파가 충분히 투과되지 못한 것으로 생각된다(그림 

6-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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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3. R층이 확인되는 지역(핑크색 해치).

육상 지질구조선 연장부와 진앙 위치에서의 탄성파 단면도 분석결과 연장선과 진

앙 위치와 일치하는 단층의 징후는 찾을 수 없었으나 인접지역에서 3~5 ms 정도

의 고저차를 보이는 특징적인 위치가 확인되었다(그림 6-5-14~16). 육상 지질구

조선의 연장선 또는 지진과의 밀접한 연관성을 확인 할 수 없으나 추가적으로 정밀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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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4. 탄성파 단면도상의 육상 지질구조선 연장부(Line01).

그림 6-5-15. 탄성파 단면도상의 육상 지질구조선 연장부(Line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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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5-16. 탄성파 단면도상의 육상 지질구조선 연장부(Line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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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서격렬비열도 지진 지역

2014년도 4월 1일 충남 태안군 서격렬비도 서북서쪽 100 km 해상에서 규모 

5.1의 큰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것은 2013년도에 흑산도 인근에서 발생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한 뒤 약 1년 만에 큰 지진이 발생했으며, 지진원인을 규명하기 

위하여 보령연안 지역의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면서 추가적으로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6-6-1).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를 중심으로 남-북 방향으로 3개의 측선에 

대한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고 탄성파 단면도를 기준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6-6-1).  

그림 6-6-1. 연구지역의 탄성파 탐사측선도. 지진이 일어난 진앙지 주변 탐사측

선(파란색)과 단층 구조선(빨간색). 

측선 3개의 탄성파 단면도에서 진앙지(그림 6-6-2, EQ 주황색 점선) 주변의 

음향기반암을 살펴보면, 남-북방향의 음향기반암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음향기반암의 음향상은 남쪽방향으로 연속성이 좋고 뚜렷하게 나타나는 

반면, 북쪽방향으로 갈수록 연속성이 불량하고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난다 (그림 

6-6-2). 이러한 현상은 서해연안 전반에 걸쳐 나타나는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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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함께 불규칙하고 복잡한 양상으로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음향기반암 상

부의 퇴적층은 대체로 수평층리의 연속성과 음향상이 불량하게 나타나며, 낮은 진

폭의 희미하고 불규칙적인 음향상으로 나타난다. 해저면은 지형의 변화없이 평탄하

게 퇴적되었으며 특이지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그림 6-6-3A~D는 탄성파 단면도

에서 지층 변형을 많이 받은 구간을 설정하여 확대하여 단층 해석을 실시하였다. 

음향기반암과 해저면 사이의 퇴적층은 지층에 작용하는 힘의 영향에 의해 변형을 

받아서 습곡대가 나타나고 습곡대 중심부로 많은 단층들이 복잡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림 6-6-4). 습곡대에 분포하는 단층들의 운동감각을 발견하기는 어려우며, 그

림 6-6-4B에서는 단층이 해저면 직하부의 지층을 단절하는 것이 확인이 되며, 그

림 6-6-4D에서는 해저면 직하부의 연속성이 좋고 진폭이 강하게 나타나는 탄성

파 반사면이 굴곡져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이 관찰된다. 또한, 진앙지 부근으로 음

향기반암이 단층을 경계로  양상이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아마도 이번 지진과 관련

이 있을 것으로 생각하지만  군산분지 경계단층과 같은 큰 단층이 발견되지 않아서 

지진이 발생한 정확한 원인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고 생각된다. 하지만, 차년도 연

구지역이 지진이 발생한 지역을 포함하고 있기에, 진앙지 주변지역의 광역 탐사를 

통해 지질구조를 밝히는 것이 좀 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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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2. 진앙지(EQ) 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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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3. 진앙지(EQ) 주변의 지층 변형을 받은 지역의 확대한 탄성파 단면

도. 측선위치는 그림 6-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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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6-4. 단층 해석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6-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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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2015년 연구 내용 (태안 해역)

1. 서 론

제 1 절 서론 참조

2. 광역지질

제 1 절 광역지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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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태안군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기

단층의 발달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단층들의 운

동학적, 기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되는 해안 및 도서 노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지할만한 규모의 

단층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연장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층들에 대한 정밀야외조사

를 실시하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선형구조의 분포특성과 지리적인 위치 및 지질특성을 고

려하여 안면도 북부지역, 태안군 지역, 서산시 지역 등 3개의 중점조사지역으로 세

분하여 분석하였다. 태안군 지역에는 서산층군 편마암에 협재되어 있는 규암의 분

포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연장성이 좋으며 몇몇 규암들은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다(그림 3-1-15)). 이러한 규암의 연장성이 서산지역에서 약해지는 특징이 있

으며, 이 특징으로 중점연구지역 1과 2를 구분하였고, 중점연구지역 3에 위치한 안

면도 북부 지역은 고생대 중기 태안층군과 삼첩기 섬장암이 발달하여(그림 

3-1-1) 중점연구지역 2와 3을 구분하였다. 최후기 단층운동과 응력의 방향을 추

정하기 위하여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열에 대한 기하학적 분석을 시도하여 고응

력장을 해석하는 작업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에서 발견되는 단층의 운동시기를 추정하기 위해 일부 단층점토를 채취

하여 ESR(Electron Spin Resonance)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활성단층에 대한 

연대측정 방법 중 ESR 연대측정법은 단층점토를 이용하기 때문에 제4기 지층이 

잘 발달하지 않는 지역에서는 매우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지만 이 방법은 천부

(100m-200m)에서 발생하는 단층이 충분한 마찰열을 발생시키지 못한다면 단층

점토가 resetting 되지 못하는 경우가 있어 해석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다

(Fukuchi, 1992). 

5) 그림 번호 및 표 번호 앞에 3-5 (3장 2절) 생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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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1. 연구지역의 지질도 (이병주 외 1996).



- 764 -

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태안군을 중심으로 북으로는 서산시 남으로는 안면읍, 그

리고 태안군의 일부 섬들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남북으로는 경위도상 N36o 

59’48.38“ ~ N36o 27’15.81”, 동서로는 E126o 27’16.63” ~ E126o 

56’08.55“에 해당하는 지역이다. 안면도에는 아직 1:50,000 도폭이 발행되지 

않았으나, 그 지역을 제외한 나머지 연구지역은 1:50,000 지질도폭이 발행됐다. 안

면도 지역은 정식적인 도폭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층서, 퇴적시기, 변성시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Cho, 2007; Choi et al., 2008; Na et al., 2012; So 

et al., 2013; Koenraad 외 2014). 안면도를 제외한 다른 연구지역은 풍도, 이곡, 

대산, 모항, 서산 1:50,000 도폭으로 이루어져 있다. 서산도폭 지역에는 중생대 쥬

라기 화강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모항도폭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 운모편

암과 화강편마암이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으며, 같은 시대에 편마암에 협재된 규암

이 NE-SW 방향으로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곡도폭 지역은 대부분이 바

다로 이루어져 있고, 육지에는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편암이 대부분을 이루고 있다. 

대산도폭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 흑운모편암, 화강편마암, 규암, 편암, 태안층 등 다

양한 암석이 분포하고 있다(그림 3-1-1; 이병주 외 1996).

(1) 선캠브리아기

연구지역의 선캠브리아기 암석은 시대순으로 경기편마암복합체의 편마암 및 편

암, 서산층군의 편암, 화강편마암, 태안층 등이 발달해 있다. 서산층군 편마암에는 

규암과 석회암이 협재되어 있으며, 서산층군 화강편마암과 태안층은 부정합 관계이

다(그림 3-1-1; 이병주 외 1996). 

(가) 경기편마암복합체

경기편마암복함체는 경기육괴 내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시대미상의 퇴적기원 

편마암류와 편암을 말한다. 이들의 변성시기는 중원생대가 가장 우세하여 편의상 

퇴적시기를 고시생대로 추정할 뿐 퇴적시기를 지시해주는 증거들은 없다. 따라서 

이 중에는 태고누대의 것도 있을 수 있으며, 고원생대의 것이나 중원생대의 퇴적암

류도 일부 포함되는 것으로 해석하여 이들을 육괴의 서부로부터 부천층군, 시흥층

군, 양평층군으로 구분하였다(김옥준, 1973). 그림 3-1-1에서 경기편마암복합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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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마암 및 편암은 당진지역에서 주로 분포하며, 대전 1:250,000 도폭에서 경기편

마암복합체는 최하부에 위치한다. 

(나) 서산층군

서산층군은 손치무(1971)에 의해 연천계 분포지역에 발달된 철광을 함유하는 규

암층을 주로 하는 지층들을 지시하는 층군이였다. 그 후, 서산층군은 경기육괴 남서

부 태안반도 일대에 분포하는 규암층과 편암류를 규정하는 개념으로 폭넓게 사용되

어 왔다(Na, 1992; 최위찬 외, 1995). 1996년에 발간된 1:250,000 대전지질도폭

(이병주 외, 1996)에서 서산층군은 경기육괴의 최하위 지층군으로서 과거에 함철

규암층을 중심으로 한 서산층을 포함하여 태안반도를 중심으로 한 경기육괴 서남부

에 광역적으로 분포되어 있는 변성퇴적암층을 의미하였다. 

서산층군의 서산편암층은 기원암이 천해성 사질암과 이질암의 호층대로 소량의 

석회질암이 협재된 것이며, 함께 협재된 규암층은 퇴적분지의 융기와 침강이 주기

적으로 발생하면서 침전된 함철쳐트, 쇄설성 사질암 및 이질암 등을 기원암으로 한 

것으로 해석되었다(대한지질학회, 1999).

서산층군의 화강편마암은 서산지역에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암석의 색은 회갈색이며 중-조립질의 결정을 가졌고, 호상편마 조직이 발달하며, 

부분적으로 안구상 조직이 발달한다. 화강편마암의 성분은 주로 석영, 장석, 흑운모, 

녹니석, 각섬석, 견운모, 고령토, 설석(sphene) 저어콘(zircon)이 있으며 현미경상

으로 포이킬로블라스틱(poikiloblastic) 및 문상(graphic) 조직이 발달한다(이병주 

외 1996). 

이병주 외(1996)는 태안층을 서산층군의 한 부분을 이루는 지층으로 설명하였으

며, 태안층은 태안읍 남쪽에만 일부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하지만 최근 연구

를 통해 태안층은 안면도 대부분의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변성도

와 변형도를 기준으로 하여 서산층군에 속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 하였다(Choi et 

al., 2008). 또한 선캠브리아기로 알려졌던 태안층은 쇄설성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

해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의 연대가 약 4억 3천 년 전으로 밝혀져 고생대 중기

의 지층으로 제시되었다(Cho et al., 2010).

(2) 중생대

연구지역의 중생대 암석은 시대순으로 트라이아스기(삼첩기) 섬장암, 쥬라기 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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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층군 아미산층, 하조층, 대보 화강암질 섬록암, 화강암류, 백악기 불국사 관입암

류, 산성암맥류가 발달해 있다. 연구지역의 남포층군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당진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단층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다. 대보화강암류 관입암들 중 

화강암은 넓은 지역에서 선캠브리아기 암석들을 관입하고 있다. 섬장암과 섬록암은 

몇몇 좁은 지역에서 발달한다. 불국사 관입암류 산성암맥류는 연구지역에서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지표에 노출된 부분은 다른 관입암에 비해 작다.

 

(가) 남포층군

충남 서남부 지역의 보령시 일대를 중심으로 선상지와 하성 퇴적환경에서 퇴적된 

육성기원의 남포층군이 널리 분포한다(Choi, 1987).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남포층

군은 하조층과 아미산층이다. 최근 남포층군 암석에 대한 연대가 측정되어 화석 연

대와 비교가 가능해졌다.  Jeon et al., (2007)은 남포층군의 사암과 응회암에 들

어있는 저어콘의 U-Pb 연구로부터 남포층군의 절대연대가 187-172 Ma라고 주

장했으며, Egawa 와 Lee (2011)는 아미산층 상부에서 채집한 일라이트의 K-Ar 

연구로부터 아미산층의 연대가 157-140 Ma라고 주장하였다. 이것은 대체로 중기 

쥬라기에 해당한다. 

 하조층은 남포층군의 최하부 기저 역암층으로 주로 역암으로 구성되며, 대체로 

400m의 층 두께를 보인다. 역암의 역들은 호상 편마암, 규암, 규질 편암으로 구성

되며 원마도가 높은 편이다. 이들의 기질은 분급도가 낮은 조립질 사암으로 층리가 

나타나기도 하고 깎고-메우기 구조가 발견되기도 한다. 이들은 전체적으로 선상지 

역암(fanglomerate)으로 해석되며, 하조층은 월명산층과 동의어이다(대한지질학회, 

1999).

 아미산층은 하부 사암대, 하부 셰일대, 중부 사암대, 중부 셰일대, 상부 사암대로 

구분되며, 1,000m에 가까운 층의 두께를 보인다. 이 중 중부 셰일대는 엽리가 잘 

발달된 셰일 및 실트암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매패류 등 다양한 화석이 발

견된다(김종헌 외, 2015).

(나) 대보화강암류

한반도에서 대보화강암으로 알려진 쥬라기 화성활동은 트라이아스기-쥬라기 경

계인 약 200Ma에 시작하여 중기-후기 쥬라기 경계인 약 160Ma에 끝나는 양상을 

보여 주는데, 165-160Ma의 화성활동이 A-형 화성활동이라는 점에서 트라이아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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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화성활동이 끝날 무렵과 비슷한 양상을 보여준다(박계헌, 2012). 

트라이아스기 섬장암은 이 지역의 서부인 태안군 남면과 서산시 서쪽 팔봉산 근

처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이 암석은 반상조직을 가지며, 유색광물로는 각섬석이 풍

부하다. 야외에서 관찰되는 암상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구성광물은 장석, 흑운

모, 각섬석과 미량의 석영이다. 1대 5만 서산도폭(장태우, 이상용, 1982)에서 광물

성분비분석(Mode analysis)에 의한 심성암 분류로 의해 섬장암임이 확인되었다. 

섬록암은 주로 소규모의 암주상 또는 암맥상으로 연구지역에서 분포한다. 또 일

부 암주상 암체는 연변부에서 반려암상을 보여주나 중앙부에서는 섬록암질암으로 

점이되는 것도 있다. 이들은 대개 등립상 중립질 또는 조립질이며, 자형의 각섬석 

결정이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암석의 주구성광물은 사장석(An40-60), 

휘석, 각섬석, 흑운모, 석영, 알칼리장석 등이며 부성분광물은 인회석, 스핀, 불투명

광물, 녹렴석 등이다.  

화강암은 NNE-SSE 방향의 큰 구조선을 따라서 관입한 등립상 중립질-조립질

의 흑운모 화강암이다. 이 화강암은 저반상 또는 암주상 암체로 분포하며, 대부분 

등립상 중립질-조립질로서, 엽리가 없는 것이 특징이다. 이 암석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An10-30), 알칼리장석, 흑운모, 각섬석, 백운모 등이며, 이차광물은 

지역에 따라 다양하다.

(다) 불국사관입암류

한반도 남부에서는 백악기초부터 제3기초까지 화산암이 대개 NE-SW 방향과 

NNE-SSW 방향의 큰 구조선을 따라서 넓게 분포한다. 연구지역에서는 산성암맥

이 좁은 암맥의 형태로 서산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산성암맥류는 석영반암, 규장석, 

페그마타이트, 반화강암, 석영맥 등이 있다.

(3) 제4기 충적층

  

제4기 충적층은 하천과 호수에 주로 분포되어 있다. 자갈, 모래 및 점토 등으로 

구성된 미고결 퇴적층인 충적층은 태안군 부남호, 서산시 간월호, 당진시 대호지, 

삽교호 지역에 주로 넓게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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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

형의 뚜렷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근의 단층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O‘Leary et al., 1976).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Richard and Groshong, 1999), 특히 신기단층

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한 단층운동 이후 오래되지 않아 풍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직선적이고 명확한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단층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지형

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광역선

형구조 분석과 정밀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한 지형적 변형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선형구조 지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시각적 판독, 이미지분석, 알고리즘 적용, 

지형요소분석 등의 4가지로 대별된다. 이번 연구는 지형도, 위성사진, 야외조사의 

결과 및 지형요소를 따라서 선형구조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구조선 윤곽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

로 GIS와 수치고도모델 분석과 음영기복도에 의한 선형구조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다(신광수, 1997; 이봉주 외, 1997).

정밀 선형구조 분석결과, 중점연구지역 1에서는 NNE-SSW 방향이 가장 우세하

며 NE-SW 또는 NNW-SSE 방향에 가까운 선형구조가 관찰된다(그림 3-3-1). 

중점연구지역 2에서는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뚜렷하며, 몇몇 지역에서 

NW-SE 방향의 선형구조도 관찰된다(그림 3-3-1). 중점연구지역 3에서는 다른 

지역과 달리 약 10°~15° 동쪽으로 편향되어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

한다. 또한 몇몇 지역에서 N-S 방향의 선형구조도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선형구조

의 방향이 NE-SW인 것은 연구지역 지질분포가 대부분 NE-SW 방향이며, 또한 

단층은 기존에 발달해 있는 방향으로 재활되거나 지질구조에 영향은 받은 지형이 

발달하기 쉽기 때문에 이러한 선형구조 결과가 나오는 것으로 해석된다. 

종합적으로 중점연구지역 1, 2, 3 모두 NE-SW 방향의 선형구조들이 가장 우세

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대규모 단층의 방향성과 비교적 잘 일치하고 있는 것을 알 

수 있다. 반면 내륙지역에서는 주로 N-S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된다. 내륙지역의 

몇몇 지역에서는 NNE-SSW 방향의 선형구조선이 관찰되며, 당진시 지역에서 홍

성군까지 발달한다. 내륙지역의 선형구조선 중 당진군 고대면 진관리와 정미면 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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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리 사이에서 최범영(2015)에 의해 N55°E 주향의 정단층인 제4기 단층이 보고

되었다(그림 3-3-2~3). 하지만 내륙지역의 NNW-SSE 방향의 선형구조들은 해

당 연구지역에서 벗어나 추후 추가 조사에서 제4기 단층의 존재여부를 확인하려고 

한다. 우리는 이렇게 분석된 선형구조들을 따라 단층의 존재여부 확인과 각 단층의 

기하학적, 운동학적 발달 특성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그림 3-3-1. 연구지역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a) 연구지역 위성사진, (b) 

중점연구지역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내륙에서는 N-S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

세한 반면 연안 및 도서지역으로 갈수록 NE-SW 내지 NNE-SSW 방향의 선형

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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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2. 진관단층 위치도와 지질도(이상만 외 1989, 나기창, 1992, 최범영 

외 2014로부터 수정됨). (a) 위치도, (b) 지질도. 1. 제4기 퇴적물, 2. 삼첩기 화

강암, 3. 삼첩기 퇴적암, 4. 고생대 퇴적암, 5. 규암과 석회암이 협재된 신원생대

층, 6. 고원생대 기저암, 7. 단층, 붉은 선=제4기 단층, DF=당진 단층, (c)항공사

진 및 진관단층의 위치, PPrsch=고원생대 편암, NPrqls=신원생대 규암과 석회

암, Qd=제4기 퇴적층, Qa=충적층, JF=진관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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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3. Level 2와 3사이의 사면에서 발견되는 단층. 단층점토와 파쇄대 및 

절리가 발달하여 있다(최범영 외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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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당진시 북부 해안 및 태안군 이원반도)

중점연구지역 1 (그림 3-4-1-1)에 해당하는 당진시 북부 및 태안군 이원반도 

지역은 기반암인 선캠브라이기 서산층군 편암층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당진시 북부지역에는 간척지가 넓게 분포한다(이병주 외 1996). 

중점연구지역 1 지역에서의 선형구조 분석 결과는 NNE-SSW 방향이 우세하며 

몇몇 지역에서는 NNW-SSE 방향이 발달한다. 

그림 3-4-1-1. 중점연구지역 1의 주요조사 지점과 선형구조 로즈 다이어그램.

(가) Site 1 (당진시 교로리 왜목마을)

첫 번째 조사지점은 당진 북부 해안지역이며, N-S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가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선캠브라이기 서산층군 편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규암이 협

재되어 있다.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세트의 석영세맥이 발달하고 있다. 첫 번째 세트 

석영세맥의 평균 주향경사는 N44°W/76°SW 이며, 두 번째 세트 석영세맥의 평

균 주향경사는 N83°W/66°SW 이다(그림 3-4-1-2). 첫 번째 석영세맥 세트는 

상대적으로 두 번째 석영세맥 보다 두꺼우며, 엽리와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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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1-2). 첫 번째 세트의 석영세맥은 규암 생성시기 이후 지표에 노출되었을 

때 압력 해소로 인해 규암이 팽창되었고 엽리면이 불연속면으로 작용하여 엽리면이 

열려 석영세맥이 충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두 번째 석영세맥은 첫 번째 석영세맥 

세트를 절단하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주향이 유사하며, 단층에 석영이 충전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단층운동과 동시기 또는 후에 석영이 충전된 것으로 해석된다(그

림 3-4-1-2). 첫 번째 석영세맥 세트중 일부분에서 두 번째 석영세맥의 주향과 

유사한 방향으로 변형된 부분이 발견되며, 이것은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형성시 

변형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첫 번째 석영세맥 세트가 형성된 

후 WNW-ESE 방향의 최대 수평 주응력에 의해 두 번째 석영세맥 세트와 단층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1-2. (a)　교로리 일대에서 관찰되는 NW-SE 방향의 석영 세맥은 

WNW-E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에 의해 절단되며, 단층을 따라 석영세

맥이 충전되어 있다. (b)　 교로리 일대에서 발달하는  NW-SE 방향과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  스테레오넷의 파란 선은 두 방향의 석영 세맥

Site 1 지역에서는 엽리에 평행하게 석영맥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과 평행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이들을 절단하는 단층들도 발달하고 있다(그림 

3-4-1-3). 이들을 절단하는 단층들은 충상단층이며, 변위는 1.4cm, 1.7cm, 

1.7cm, 1.5cm로 규모가 작은 소단층이다. 이들 단층은 엽리와 평행하게 발달한 석

영세맥을 수직으로 절단하고 있으며 NE-SW 주향의 충상단층들은 경사방향이 반

대인 공액상 단층 형태로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현재 이 노두에서 엽리와 평행

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의 주향은 N45°W/72°SW이며, 충상단층과의 절단관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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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암체가 경동되었을 가능성이 있지만 퇴적암이 아닌 규

암이며, 규암의 지표노출 시기에 엽리 경사 방향을 알 수 없어 경동되었을 가능성

은 배제하였다. 이 단층을 형성시킨 최대수평주응력은 엽리에 수직인 N-S 방향으

로 해석된다. 

그림 3-4-1-3. 엽리에 평행하게 발달한 석영맥을 절단하는 역단층과 우수향 주

향이동단층. (a) 엽리에 평행하게 발달한 N48°W/84°SW 자세의 주향이동단층

과 노두 전경. (b) 석영맥을 절단하는 역단층 세트 (c) 석영맥을 절단하는 역단층 

(d) 048°/39의 단층조선을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나) Site 2 (태안군 내리 만대항) 

두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내리 만대항 인근 해안지역이다. 이 지점은 서산층군 

편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NW-SE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이 곳에서 

발달하는 단층은 편암층에 발달하는 우백질대의 변위와 단층조선을 통해 정단층임

을 알 수 있다(그림 3-4-1-4). 단층의 자세는 N9°W/58°SW 이며, 단층조선

은 009°/73° 이며, 분절되는 특징이 있다. 서측에 있는 단층분절에서 편암의 우

백질대가 절단되어 변위가 인지되며, 또한 우백질대가 끌림습곡의 형태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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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b), 동측에 있는 단층분절에서는 단층조선이 발견되고, 단층조선을 

통해 우수향 사교이동단층으로 해석되며, 경사이동성분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1-5). 이러한 단층은 주향의 방향과 단층조선을 통해 E-W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1-4. (a) N9°W/58°SW 자세를 가지며 분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

는 정단층, (b) 편암에 발달하는 우백대가 절단이 되어 있다.

그림 3-4-1-5. 정단층 분절에서 발견되는 단층조선(009°/73°).

(다) Site 3 (태안군 내리 사목해변)

세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내리 사목해변 인근 해안지역이다. 이 지점은 서산층

군 편암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NE-SW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

에는 Site 2와 유사한 주향을 가지는 정단층들이 발달하는 것이 특징이다.

Site 3 지역 중에 두 지역에서 정단층이 발견된다. 첫 번째 지역에서 발견되는 

정단층의 자세는 N11°W/81°SW 이며, 다른 지역에서 발달하는 정단층과 동일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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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편암의 우백질대를 통해 변위가 인지된다. 다른 정단층과 비교해서 상대적으로 

고각이며 단층을 따라 우백질대의 변위가 여러 곳에서 발견된다. 또한 노두의 반대

편에서도 단층이 연장되어 있다(그림 3-4-1-6). 

그림 3-4-1-6. 내리 사목해변에서 발견되는 정단층. (a) N17°W/81°SW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의 노두사진, (b) 노두 하부에서 발견되는 편암 우백질대의 

변위, (c) 노두 상부에서 발견되는 편암 우백질대의 변위, (d) (a) 정단층에 충전

되어 있는 석영세맥.

두 번째 지역에서 발견되는 정단층의 자세는 N13°W/72°SW 이며, 특징적으로 

노두에서 노출되어 있는 단층의 하부 지역에서만 단층과 주향이 다른 방향으로 석

영세맥이 충전되어 있다(그림 3-4-1-7). 이 석영세맥이 단층과 주향이 다른 이

유는 단층의 분절들이 연결되는 부분에서의 굴곡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세맥의 발달은 이 정단층의 운동감각과 잘 일치하고 있다. Site 3 지역에서 발달하

는 정단층들의 자세를 통해 ENE-WSW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으로 발달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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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7. (a) N13°W/72°SW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 (b) 노두 하부에

서 발견되는 정단층과 자세가 다른 석영세맥과 절단되어 있는 편암의 우백질대.

(2) 중점연구지역 – 2 (태안군 지역)

중점연구지역 2 (그림 3-4-2-1)에 해당하는 태안군 북서부 지역은 기반암인 

선캠브라이기 서산층군 편암층과 화강편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편암층에 넓게 

협재되는 규암층이 NE-SW 방향으로 발달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일부 지점에서

는 쥬라기 대보화강암이 발달해 있다. 중점연구지역 2 지역의 선형구조는 

NNE-SSW 방향이 강하게 발달해 있으며, 몇몇 지역에서는 NW-SE 방향이 관찰

된다.

그림 3-4-2-1. 중점연구지역 2의 주요조사 지점과 선형구조 로즈 다이어그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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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Site 1 (태안군 의항리)

첫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의항리 북부 해안지역이며, NNE-SSW 방향과 

NNW-SSE 방향의 선형구조가 만나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선캠브리아기 서산층

군 편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두 가지 색상의 단층점토를 가지는 단층

을 발견하여 강원대학교에 ESR 절대연령측정을 의뢰하였다(그림 3-4-2-2). 단

층의 자세는 N8°W/66°SW이며, 단층점토 종류는 흰색(TA CH Site 2-1)과 암

회색(TA CH Site 2-2) 두 가지로 구분된다. 그림 3-4-2-2에서 주 단층은 붉

은색의 선이며 노란선은 주 단층과 평행하거나 사교하는 부수단층 또는 가지단층이

다. 비록 주 단층에서의 운동감각을 명확하게 인지할 수 있는 증거를 찾지 못하였

으나 이러한 부수단층 및 가지단층들의 운동감각과 단층의 경사각 등을 고려하면 

이 단층은 정단층으로 해석된다. 

그림 3-4-2-2. (a)　의항리 북부 지역에서 발견되는 N8°W/66°SW의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이다. 붉은선은 주 단층을 의미하며 노란선은 부수단층 또는 가지단

층이다. (b) 주 단층과 가지단층 사이에서 단층점토가 발달하는데 검은 점은 시료 

TA CH Site 2-1이며, 붉은 점은 시료 TA CH Site 2-2이다.  

 

절대연령 시료분석 결과는 다음과 같다.

① TA CH Site 2-1 

 

단층비지 시료 TA CH Site 2-1에서 분리한 석영 속의 E' 신호는 모든 입자크

기로부터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는 불규칙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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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증감하는 경향이 있다(표 3-4-2-1, 그림 3-4-2-3a). Al 신호는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하여 ESR 신호의 세기가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가 불규칙하게 증감하거나 일정한 경향이 있다(그림 3-4-2-3b). 이

는 단층활동 시에 부분적으로 ESR 신호가 줄어들었다가 단층활동 후에 주변의 방

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포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ESR 수치연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층비지 TA CH Site 2-1의 마지막 활동시기는 단층비

지의 ESR 수치연대 측정 방법의 한계를 넘는 약 100 ∼ 150만 년 전 이전으로 

추정된다. 

② TA CH Site 2-2 

 

단층비지 시료 TA CH Site 2-2에서 분리한 석영 속의 E' 신호도 모든 입자크

기로부터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는 불규칙하

게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표 3-4-2-2, 그림 3-4-2-3c). Al 신호는 모든 입자 

크기에 대하여 ESR 신호의 세기가 조사된 감마 에너지의 양이 증가함에 따라 ESR 

신호의 세기가 불규칙하게 증감하거나 일정한 경향이 있다(그림 3-4-2-3d). 이

는 단층활동 시에 부분적으로 ESR 신호가 줄어들었다가 단층활동 후에 주변의 방

사성 원소로부터 방사성 에너지를 받아 포화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ESR 수치연대를 

결정할 수 없다. 따라서 단층비지 TA CH Site 2-2의 마지막 활동시기도 단층비

지의 ESR 수치연대 측정방법의 한계를 넘는 약 100 ∼ 150만 년 전 이전으로 추

정된다.

③ ESR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토의 및 결론

  

두 시료에서 분리한 석영의 ESR 신호는 모든 입자크기에서 포화된 것으로 추정

된다(그림 3-4-2-2). ESR 신호는 일반적으로 부가조사의 양(added dose)이 약 

5000∼6000Gy에 이르면 포화되는 경향이 있으며, 두 시료(TA CH Site 2-1, 

TA CH Site 2-2)의 조사율(dose rate)은 약 4000±350 ∼ 5000±450 Gy이

다. 위의 자료를 이용하여 포화될 때까지 걸린 시간을 계산한 결과 약 100 ∼150

만 년이다. 따라서 두 단층비지 시료의 마지막 활동시기는 약 100 ∼150만 년 전

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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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단층비지 시료 TA CH Site 2-1과 TA CH Site 2-2의 E' 및 

Al 신호의 성장선.



- 781 -

표 3-4-2-1. 부가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른 단층비지 시료 TA CH Site 2-1의 

ESR 신호의 세기(A.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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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4-2-2. 부가조사량이 증가함에 따른 단층비지 시료 TA CH Site 2-2의 

ESR 신호의 세기(A.U.) 

(나) Site 2 (태안군 모항리 어은돌항)

두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모항리 어은돌항 인근 해안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선

형구조 방향은 NNE-SSW이며, 이 지점은 선캠브리아기 서산층군 편암층이 분포

하고 있으며, 함철규암이 협재되어 있다(장태우, 이상용, 1982). 

Site 2에서 몇몇의 정단층들이 발견된다. 그림 3-4-2-4에서 함철규암의 변위

를 통해 정단층이 발견되며, 단층 사이에 있는 지층에 끌림습곡(drag-fold)이 발달

해 있다. 단층의 자세는 N24°E/75°SE이며 풍화가 많이 진행되어 단층조선은 발

견이 되지 않았다. 이 지역의 암석은 서산층군 편암에 협재된 규암이 분포하고 있

으며 단층 사이에 있는 지층은 함철규암에 협재된 변성퇴적암으로 추정된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유사한 방향을 가지는 정단층 세트가 발견되며, 이 정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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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층면이 분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각각의 분절에서 말단부로 갈수록 변

위가 줄어드는 것이 관찰된다. 변위는 편암층의 우백질대를 통해 확인되며, 최대 변

위는 약 50cm이다(그림 3-4-2-4). 또한 약 1m 근처에 단층에 의한 변위가 확

인되지 않지만 단층조선을 가지는 단층면이 관찰된다(그림 3-4-2-5b). 단층면은 

N36°E/67°NW이며, 단층조선은 036°/30°이다. 단층면의 주향과 경사가 인근

에서 발견되는 정단층과 유사하여 정단층성일 것으로 생각되었지만 단층조선은 사

교이동을 지시하고, 단층조선의 침강각이 30°인 것을 통해 이 단층은 좌수향 주향

이동성분이 결합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 단층이 순수한 경사이동성분만을 가지고 

있으면 NW-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겠지만 

주향이동성분이 강하므로 최대수평주응력은 N-S 이고, 최소수평주응력은 E-W 방

향에 가까웠을 것으로 판단된다.

Site 2에서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이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석영

세맥을 다수의 NE-SW 방향 암맥이 절단하고 있다. 이것을 통해 WNW-ESE 방

향의 석영 세맥과 NE-SW 방향의 암맥류의 선후관계를 확인할 수 있었다(그림 

3-4-2-6).

그림 3-4-2-4. (a) 어은돌항 인근 노두에서 발달하는 N24°E/75°SE 방향의 

정단층이다. 정단층 운동을 통해 변성퇴적암이 끌림습곡이 발달하여 있다, (b) 변

성퇴적암의 변위는 약 30cm이며 이 변위를 통해 단층운동의 감각이 정단층임이 

인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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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a) N36°E/67°NW 정단층의 전경. 단층이 분절되는 특성을 

가지고 있으며, 편암의 우백대를 절단하고 있다, (b) 주 단층과 아평행한 단층면. 

036°/30°의 단층조선을 가지고 있다.

그림 3-4-2-6.  Site 2 지역에서 전형적으로 발달하는 NE-SW 방향의 암맥과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 스테레오넷 노란 선=암맥, 푸른 선=석영세맥.

(다) Site 3 (태안군 정죽리 갈음이해변)

세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정죽리 갈음이해변 인근 노두이다. 이 지역에서 선형

구조 방향은 NNE-SSW이며, 이 지점은 선캠브리아기 서산층군 편암층이 분포하

고 있으며, 규암과 결정질 석회암이 협재되어 있다(장태우, 이상용, 1982). 

 Site 5에서 서산층군 편암을 관입하는 암맥이 발견된다(그림 3-4-2-7a). 이

전의 암맥과 동일하게 암맥의 방향은 N39°E/80°NW이다. 암맥은 몇몇 단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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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절단되어 있다. 이러한 암맥방향을 통해 NW-SE 방향의 수평최소주응력 환

경에서 암맥 관입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같은 지역에서 

N28°E/72°NW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발견된다. 단층의 왼쪽으로 건너

뛰는 굴곡(left bending) 지점에서 석영맥이 충전되어 있으며, 이것을 통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하였다(그림 3-4-2-7b). 또한 노두의 단면에서 단층은 분

절(splay)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 단층은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

해 발달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2-7. (a) NE-SW 방향의 암맥이 서산층군 편암을 관입하고 있다, 

(b) N28°E/72°NW 자세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의 굴곡된 곳에 석영세맥이 충

전되어 있으며, 노두 상부에서 단층이 분절되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라) Site 4 (태안군 도황리 황골선착장)

네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도황리 황골선착장 인근 해안지역이다. 이 지역에서 

선형구조는 NNW-SSE 방향이다. 이 지점은 선캠브리아기 서산층군 편암층이 분

포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NE-SW 방향의 산성암맥이 광범위하게 발달해 있다.  

이들 암맥은 NW-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Site 4에서 발달하는 산성암맥은 NW-SE 주향을 가지는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고, 이 단층의 변위는 약 10cm~20cm 이다(그림 3-4-2-8). 

NE-SW 방향의 암맥을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절단하는 것으로 

보아 NW-SE 방향으로 최소수평주응력이 발달한 후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

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된다.

Site 4 일부 지역에서 NE-SW 방향의 암맥이 석영세맥에 의해 여러 번 절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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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서 마치 포획된 것처럼 발달하여있다(그림 3-4-2-8). 암맥의 운동감각은 그림 

20에 발달한 단층과 다른 좌수향이다. 이것은 단층이 우수향 운동 이후 좌수향으로 

재활 된 것으로 해석 할 수도 있지만 오직 한 지점에서만 발견되었고 변위량이 작

아 주응력 방향이 변하여 단층이 재활한 것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림 3-4-2-8. (a) NNE-SSW 방향의 암맥을 관입하는 NW-SE 방향의 석영

세맥, (b) 그림 21a의 확대사진. 석영세맥이 암맥을 절단하고 있으며 운동감각은 

좌수향이다.

(3) 중점연구지역 – 3 (안면도 북부)

중점연구지역 3(그림 3-4-3-1)에 해당하는 태안군 안면도 북부 지역은 삼첩기 

섬장암, 고생대 중기 태안층이 분포한다. 중점연구지역 3의 선형구조 분포는 주로 

NE-SW로 발달하며, 몇몇 지역에서 NNW-SSE 방향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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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1. 중점연구지역 3의 주요조사 지점과 선형구조 로즈 다이어그램.

(가) Site 1 (태안군 승언리 두여해변)

첫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승언리 두여해변 인근 노두이다. 이 지역의 선형구조 

방향은 NE-SW이며, 이 지점에는 고생대 중기 태안층이 분포하고 있다. 

Site 1에서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이 발달하고 있고, N-S 방향에 가까운 

좌수향 주향이동단층과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석영세맥을 절단하고 있다(그림 

3-4-3-2). 단층운동감각이 서로 다른 단층들 사이의 절단관계가 발견되지는 않

고, 특이한 점은 거의 유사한 주향을 가지는 단층이 운동감각이 다른 점이다. 각각

의 단층의 주향은 N4°W(좌수향), N5°W(우수향), N8°E(우수향)를 가지며, 그

림에는 없지만 같은 지역에서 N2°W(좌수향)의 주향을 가지는 단층도 발달하고 

있다. 석영세맥의 변위량을 통해 얻어진 각각의 단층들의 변위는 5cm~20cm이며 

운동감각이 다른 단층들은  주응력 방향이 NNW-SSE 방향에서 NNE-SSW 방향

으로 변화 하여 재활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또한 Site 1 지역에서 N10°E/80°NW의 자세를 가지는 단열을 기준으로 지층

의 경사가 확연하게 달라지는 지점이 있다(그림 3-4-3-3). 단열을 기준으로 지

층의 경사가 달라지므로 이 단열은 단층일 가능성이 높다. 상반에 있는 지층의 자

세는 N30°E/50°SE 이고 하반에 발달해 있는 지층의 자세의 평균은 

N45°W/19°NW이다. 또한 하반에 N14°E/64°SE의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이 

발견되며 단층 조선은 014°/72°이다(그림 3-4-3-4). N10°E/80°NW의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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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를 가지는 단층에 대한 증거는 상반과 하반의 경사 차이와 주향이 비슷한 정단층

이 같은 지역에서 발달하는 것을 통해 단층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NNE-SSW 방

향의 단층들은 WNW-ESE의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단층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3-2.  (a) Site 1 지역에서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다. 스테레오넷의 파란 선은 Site 1 지역에서 발

달하고 있는 석영세맥들이며 이들의 주요 방향은 WNW-ESE 방향이다, (b, c, 

d)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들이 N-S에 가까운 우수향 및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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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3-3. N10°E/80°NW 방향의 단층에 의해 상반이 하반에 비해 경사

차이가 난다.

그림 3-4-3-4. N21°W/79°NW 자세를 가지는 정단층 성분을 가지는 주향이

동단층. Site 1의 선형구조와 유사한 것을 알 수 있다. 

(나) Site 2 (태안군 승언리 두에기해변)

두 번째 조사지점은 태안군 승언리 두에기해변 인근 노두이다. 이 지역의 선형구

조 방향은 Site 1과 동일한 NE-SW이며, 이 지점은 고생대 중기 태안층이 분포하

고 있다. 

Site 2에서 N68°E/78°SE 방향의 암맥이 발달하여 있다(그림 3-4-3-5). 암

맥과 모암의 경계 중 남쪽 경계에서 약 10cm의 파쇄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이는 암맥의 관입 이후 암맥이 취성변형을 받았다는 증거 중에 하나이

다. 모암과 암맥의 경계부에서 파쇄대가 발달하지만 모암에는 파쇄대가 발달하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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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것은 암맥이 관입한 주위에 취성 변형이 발생 하였을 

때 암맥의 경계부가 약대로 작용하고 암맥이 모암보다 역학적으로 약해서 파괴가 

더 집중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3-5. (a) 승언리 두에기 해변 일대에서 발달하는 암맥, (b) 모암에 

비해 암맥 내부에서 파쇄가 진행되었으며 이는 암맥이 모암에 비해 역학적으로 약

하여 파쇄의 정도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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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연구지역 주변 지진자료 및 지질구조 변형사

연구지역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3개의 중

점 조사지역을 중심으로 선형구조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지

역인 태안군 일원은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수가 높은 서해안과 접해 있으며, 특히 

당진지역은 제4기 단층인 진관단층이 보고되었으며(최범영 외 2014), 중규모 지진

이 당진지역 인근에서 발생하였다(기상청 자료, www.kma.go.kr; 그림 3-5-1). 

연구지역 인근에서 최근 발생한 지진으로는 2014년에 발생한 서격렬비도 지진(ML 

5.1)이 가장 크며, 당진 인근에서는 규모 2~3의 지진이 발생하였다. 

그림 3-5-1. 2010년~2015년 기간 동안 연구지역 일대에서 발생했던 규모 2~5

사이의 지진(기상청 kma.go.kr/weather/earthquake_volcano/domesticlist.jsp)

연구지역 인근에서 포컬 메커니즘으로 해석된 지진은 안면도 남부지역에서 2003

년 4월 15일에 발생한 규모 3.3 지진으로 해석된 단층면은 N-S 또는 E-W 이며, 

당진 북부지역에서 2003년 10월 13일에 발생한 규모 3.6 지진의 단층면은 

NNW-SSE 방향이다(그림 3-5-2). 포컬 메커니즘을 통해 얻어진 단층운동감각

은 안면도 남부에 발생한 지진은 정단층이며 당진 북부에서 발생한 지진은 주향이

동단층이다. 단층의 종류는 다르지만 해석된 단층면의 방향은 유사한 것을 보여주

며, 주목할 만한 것은 원격탐사나 야외조사결과도 N-S방향의 단층들이 다수 발견

되고 있어서 포컬 메커니즘 결과와 유사함을 보여준다. 

 연구지역의 선형구조는 주로 NE-SW 방향이 가장 우세하며, 서산층군 편암층

에 협재되어 있는 규암의 방향이 NE-SW이며, 서산층군 화강편마암의 엽리방향도 

NE-SW인 것을 고려하면 연구지역에 우세한 NE-SW 방향은 기존 지질의 영향이 

우세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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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2. 한반도 주변에서 얻어진 포컬 메커니즘과 수평최대주응력 방향

(P-axis). 연구지역 인근에서 N-S방향과 NNE-SSW 방향의 단층면을 보여주는 

포컬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NE-SW, ENE-WSW 방향의 수평최대주응력을 도출

할 수 있다(www.eas.slu.edu).

첫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당진시 북부 해안 및 태안군 이원반도에서 해안을 따라 

다양한 지질구조들을 조사하였다. 당진시 교로리 왜목마을(Site 1)에서는 규암의 

엽리와 평행하게 발달한 NW-SE 방향의 석영세맥을 절단하는 E-W에 가까운 우

수향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E-W 주향의 주향이동단층이 NW-SE 방향

의 석영세맥을 절단하고 우수향으로 절단하고 있는 것을 통해 이 단층은 

WNW-ESE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4-1-2; event 1). Site 1에서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

동단층과 Site 2, 3에서 발달하는 N-S 방향의 정단층들은 N-S 방향의 최대수평

주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4-1-3, 3-4-1-4, 3-4-1-5, 

3-4-1-6; event 3).

두 번째 중점연구지역인 태안군 일원의 연안을 따라서는 NE-SW 방향의 암맥이 

다수 발달하는 것이 특징적이며, 정단층, 주향이동단층도 발달한다. 중점연구지역 2

의 Site 2, 3, 4, 중점연구지역 3의 Site 2에서 NE-SW 방향의 암맥이 발달하며, 

그 외 지역인 태안군 송현리 인근 해안에서도 NE-SW 방향의 암맥이 발달한다. 

이것을 통해 NW-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암맥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

다(그림 3-4-2-5, 3-4-2-6, 3-4-2-7, 3-4-2-8; event 2). 이러한 방향

의 암맥은 Site 4 지역에서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절단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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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이 단층은 NNE-SSW 또는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그림 3-4-2-7; event 2, 3). 또한 NNE-SSW 방향의 정단층과 

NE-SW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성분이 우세한 정단층은 WNW-ESE 방향의 최

소수평주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3-4-2-2, 3-4-2-5; event 

3). 또한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은 중점연구지역 1의 Site 1, 중점연구지역 

2의 Site 2, 중점연구지역 3의 Site 1, 그리고 태안군 몽산리 몽산포항 인근 노두

에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 중에 중점연구지역 2의 Site 2 지역에서 NE-SW 방향

의 암맥이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을 절단하고 있으며, 이것을 통해 event 1

과 2의 선후 관계를 확인 할 수 있었다.

세 번째 중점조사지역인 안면도 북부지역에서 WNW-ESE 방향의 석영세맥을 절

단하는 NW-SE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N-S에 가까운 방향의 좌수향 주

향이동단층은 NNW-SSE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3-2; event 1, 3). 

중점연구지역 1, Site 1의 NW-SE 방향 우수향 주향이동단층과 Site 2, 3의 정

단층은 최소수평주응력 방향은 E-W 방향으로 일치하지만 정단층의 최대주응력은 

수직이기 때문에 같은 응력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해석하기에는 다소 무리가 있다. 

또한 중점연구지역 2, Site 4에서 NNE-SSW 방향의 정단층과 NE-SW 방향의 

우수향 주향이동 성분이 우세한 정단층도 WNW-ESE 방향의 최소수평주응력에 

의해 생성되기에 다소 무리가 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하나의 응력조건하에서도 

방향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층들이 동시에 형성 가능하다. 최근 논문에서는 단층의 

깊이에 따른 변화와 방향 등의 다양성이 있지만 한 번의 지진활동에 의해 위치에 

따라 여러 종류의 단층이 형성되는 예가 제시된 바 있다(Chiang et al., 2016).

이 지역의 기반암에 발달한 구조들을 기초로 해석한 이 지역의 최후기 응력은 

(event 3) N-S 방향의 최대수평주응력을 지시하고 있다. 그러나 이 응력방향은 

일반적으로 알려져 있는 포컬 메커니즘으로 얻어진 ENE-WSW 방향의 현재 최대

주응력 방향과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그림 3-5-2). 따라서, 현재 응력장이 이 

지역의 기반암에는 기록되지 않았거나 기록되었다 하더라도 이전의 사건에 비해 미

약하여 그 증거가 확인되지 않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3-5-3은 연구지역에서 발견되는 전체 단층의 주향방향을 로즈 다이어그램

으로 표시하였고, 그 위에 신기단층의 가능성이 있는 방향을 도시하였다. 또한 연구

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를 붉은 선으로 표시하였으며 신기에 활동했을 가능성

이 있는 선형구조를 노란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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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5-3. 태안군 일원에서 관찰되는 단층의 분포와 변형사 해석. (a) 단층의 

방향성과 운동감각, 노두에서 절리, 단층, 관입관계 등을 통해 총 3번의 변형사건

을 추정할 수 있다. 타원체 내의 실선은 주응력이 주어질 때 이상적인 단층의 방

향이며, 타원체를 벗어난 실선들은 각 주응력에 의해 발달한 야외 조사에서 얻은 

단층들이다. (b) 단층의 운동감각에 따른 투영분석 결과로, 최후기 단층운동

(event-3)으로 판단되는 단층에 대해서는 붉은색 선으로 표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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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2015년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활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분석한 2011.1.1.부터 2016.1.31.까지 분

석한 서해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진앙분포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에서 회

색원으로 표시된 것은 2001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진앙분포도로 

특히 육상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나 음영대처럼 나타나는 지역이 많

으며, 이는 주로 발파장, 광산, 대규모 토목공사장 위치와 잘 일치하고 있다. 짙은 

흑색원은 2011년부터의 진앙 분포도로 육상지역에서는 대부분 특정지역에 집중적

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행 해역의 경우 백령도 남쪽 해역 2지역, 신안 앞바다, 

2014년 연구지역 서측의 보령 앞바다 및 2015년 연구지역의 북서부에 진앙이 집

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그림 4-1-1. 2011. 1. 1부터 2016. 1. 31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분석한 서

해지역에서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도. 적색 사각형은 2014, 2015, 2016년 연

구지역임.

그림 4-1-2는 서해지역에서 발생한 진앙 분포도로인 그림 4-1-1에서 

2014.1.1.부터 2016.1.31.까지의 진앙만을 표시한 그림이다. 분석기간이 짧아짐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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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 그림 4-1-1과 달리 진앙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이 적어졌다. 특히 육상

지역의 경우 진앙이 집중되는 곳이 발파장, 댁퓨모 토목공사 현장, 광산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림에 청색의 지진발생기구는 백령도 남쪽의 2013년 발생

한 지진과, 연구기간내 발생한 비교적 규모도 큰 지진에 대한 것이다. 2015. 12. 

12 익산지진의 경우 역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나머지 6개 지진은 동서방

향의 주응력축에 의한 주향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각각의 지진의 특

성은 다음과 같다.

그림 4-1-2. 2014. 1. 1부터 2016. 1. 31까지 서해지역에서 발생한 진앙 분포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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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연평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1. 18)

2015. 1. 18 20:15:18(KST) 규모 3.6(ML) 지진이 인천 연평도 남남서쪽으로 

22 km 해역 (37.4802˚N, 125.6444˚E)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심도는 11 

km 이었다. 

백령도(BRD) 등에 기록된 지진파형에 대한 모멘트역산을 통한 지진발생기구는 

그림 4-1-1-1과 같이 거의 동서방향의 주응력축에 의한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

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c)
그림 4-1-1-1. 2015. 1. 18 20:15:18(KST)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모멘트텐서 역산 결과 (규모 3.6(ML)).

(2) 연평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4. 13)

2015. 4. 13. 18:02:03(KST) 규모 3.6(ML) 지진이 인천 연평도 남남서쪽으로 

59 km 해역 (37.1737˚N, 125.4840˚E)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심도는 11 

km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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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령도(BRD) 등에 기록된 지진파형에 대한 모멘트역산을 통한 지진발생기구는 

그림 4-1-2-1와 같이 거의 동서방향의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4-1-2-1. 2015. 4. 13 18:02:03(KST) 연평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모멘트텐서 역산 결과 (규모 3.6(ML)).

(3) 제주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8. 3)

2015. 8. 3 10:11:23(KST) 규모 3.7(ML) 지진이 제주 서귀포 동쪽 54km 해

역 (33.3078˚N, 127.1436˚E)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심도는 15.5 km 이었

다. 

제주도관측소(JJU) 등에 기록된 지진파형에 대한 모멘트역산을 통한 지진발생기

구는 그림 4-1-3-1과 같이 북서-남동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생하였음

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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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1. 2015. 8. 3 10:11:23(KST) 제주소 서쪽 해역에서 발생한 지

진의 모멘트텐서 역산 결과 (규모 3.7(ML)).

제주도 인근 해역에서는 지진활동이 비교적 활발한 편이며 특히 서귀포 동쪽으로 

50-70 km 해역 중 33.2~33.5˚E, 127.0~127.5˚N 범위의 지역에 규모는 작지

만 많은 진앙이 집중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금번 제주 해역 지진도 이곳에서 발생

하였다. 특히 2015.7.8.부터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였으며, 시간대별 지진발생

목록은 표 4-1-3-2와 같다. 2015.8.3. 발생한 지진을 본진으로 해석할 경우 규

모 3.0 이하의 지진이 전진 및 후진이 계속해서 발생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현재 연구원 및 기상청에서 운영 중인 지진관측소의 대부분이 육지에 있어 이들 지

진의 진앙위치를 정확하게 결정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따라서 본 지진과 지구조와

의 관련성을 규명하기 위해서는 향후 이동식 지진관측망 등을 운영하여 더욱 정밀

한 진앙 및 진원 심도를 구하여야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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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3-2. 제주 및 인접 해역에서의 진앙분포도

지진발생일 지진발생시각 위도 경도 규모 비고

2015-07-08 22:26:31 33.3256 127.1359 2.1

2015-07-09 14:27:43 33.2935 127.1416 1.5

2015-07-10 21:34:24 33.3250 127.1271 1.7

2015-07-10 02:37:35 33.3175 127.1347 2.3

2015-07-12 01:56:23 33.3138 127.1431 2.1

2015-07-14 05:33:52 33.3132 127.1419 2.5

2015-07-14 05:34:34 33.3178 127.1620 3.0

2015-07-17 18:26:45 33.3087 127.1254 1.7

2015-07-18 12:38:10 33.3030 127.1153 0.9

2015-07-19 16:33:04 33.3161 127.1435 2.2

2015-07-20 10:46:39 33.2716 127.1963 2.1

2015-07-22 19:02:13 33.3079 127.1577 2.6

2015-07-26 16:26:58 33.3416 127.2688 1.7

2015-07-28 00:46:27 33.2880 127.1248 1.8

2015-08-03 01:11:24 33.3120 127.1379 3.6 본진

2015-08-14 17:52:38 33.3029 127.2310 1.3

2015-08-14 13:40:52 33.2971 127.1462 1.9

2015-08-25 21:21:03 33.3050 127.1421 1.9

2015-09-02 19:53:40 33.3137 127.1485 2.8

표 4-1-3-1 제주 서쪽 동쪽으로 50-70 km 해역 (33.2~33.5˚E, 

127.0~127.5˚N)에서 발생한 지진의 전진, 본진 및 여진의 목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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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익산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12. 22)

2015. 12. 22 04:31:25(KST) 규모 3.9(MW) 지진이 전북 익산시 북쪽 9.4 

km 지역(36.0296˚N, 126,9646˚E)에서 발생하였으며, 진원의 심도는 약 9.1 

km 이었다

서울대(SNU) 관측소 등의 지진자료에 대해 모멘트 역산을 통해 지진발생기구를 

구하였으며(그림 4-1-4-1), 거의 동서방향의 압축력에 의한 역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익산지진이 발생한 지역에서의 과거 지진활동도는 

매우 낮은 지역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4-1-4-1. 2015. 12. 22 04:31:25(KST) 익산에서 발생한 지진의 모멘트

텐서 역산 결과 (규모 3.9(M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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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서해에 분포하는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연구지역인 태안 연안 해

역 일대를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소속 탐사선인 탐해2호를 이용하여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탐해2호를 이용한 선상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1차 

선상조사는 연구지역을 위도 5′간격으로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다중채널 반사법 

탐사를 광역적으로 실시하고, 2차 선상조사는 관측되는 해저 이상대를 중심으로 에

어건 및 스파커 음원을 이용하여 정밀탐사를 실시한다. 탐사기간은 2015년 9월 8

일 ~ 9월 22일까지(15일간) 1차 탐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10월 27일 ~ 11월 

10일까지(15일간) 2차 정밀탐사 및 천부지질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은 내륙방향으로 수심이 얕고 많은 섬들이 분포하는 지역에 대하여 소형 

선박을 이용한 탐사를 실시하고 외해방향으로 경도 124°15′까지 탐해 2호를 이

용한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기 위해 측선을 설계하였다. 또한, 2013년 5

월 백령도 남쪽 31 km 인근 해역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하여 진앙지(그림 

5-1-1-1)를 중심으로 외해쪽으로 3개의 측선을 추가로 계획하였다. 미리 설계한 

탐사측선은 동-서방향 위도 5′간격으로 주측선 7개, 남-북방향으로 검측선과 추

가 탐사를 실시할 3개 측선을 포함하여 약 1,290 L-km를 설계하였으며, 현장에서

의 기상여건, 해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탐사측선을 조정하였다 (그림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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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2014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예비측선도. 

항측자료는 영국의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

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설계한 탐사측선을 따라 일정 속도 및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

측자료를 생성하였다.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

는 3대의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Spectr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소로는 

Vessel's autopilot system, Bridge PC, Sprint workstation, Gun controller, 

Real time navigation unit (RTNU), Seismic recording system이 있다 (그림 

5-1-1-2). Vessel's autopilot system은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설계한 조

사측선을 따라 탐사선을 자동으로 운항하는 장치이며, Bridge에서는 Bridge PC를 

이용하여 Spectr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Gun controller에서는 에어건의 발파를 제어하며, shot의 정보를 전달한다. RTNU

에서는 GPS에서 수신받은 위치정보, 방위(gyro), 음향측심(echo-sounder), 선속

(speed log), 스트리머 심도 및 방위(compass) 등의 탐사선의 모든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신호를 수신받아 Spectra system으로 전송하며, 외부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1-3).  Spectra system은 탐사선, 음

원, 수진기, RGPS 등의 위치정보 및 물리탐사에 이용되는 모든 센서의 자료를 실

시간으로 입력받아서 기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처리되지 않은 원시(raw) 항측



- 804 -

자료인 P2/94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한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P2/94 파일은 측선의 탐사가 종료된 후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재처리 과정을 거쳐 항측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다. 

Sprint 시스템은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자

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및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통신장애에 따른 소실된 

자료들을 내삽/외삽하여 취득한 항측자료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 파일은 매 측선의 발파점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각 장비들의 위치정보 

및 네트웍을 통해 계산된 공통중간점(CMP)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탐사에 사

용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C-Nav GPS를 primary position으로 Trimble 4000DS 

GPS를 secondary positi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탐사장비의 이격거

리(offset)를 측정하여 계산된 위치정보값을 이용하였다. C-Nav GPS수신기는 각

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

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

에서 취득된 위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

에서 계산된 위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

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

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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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Spectra 통합항측시스템 개요도. 

그림 5-1-1-3. 2D 탄성파 탐사장비 및 모식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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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지역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datum) 및 투영도법(projectio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

든 위치자료를 통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

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

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는 표 5-1-1-1과 

같다.

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7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나) 소형선박 항측

DGPS는 육상의 기지국과 선박의 수신국으로 구성된다. 육상 기지국은 위성으로

부터 수신되는 기지국 위치 정보와 기지국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기지국의 실제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편차를 계산하며, 이 편차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수신국으로 

송신된다. 선박 내에 설치된 수신국은 이 편차를 이용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선

박의 위치를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계산한다. 

조사 선박의 위치 제어를 위하여 SBAS(Space Based Augmentation System)

를 구현하는 R330 GNSS DGPS 시스템 (표 5-1-1-2)이 사용되었다. 일반 

DGPS의 경우, 지형·지물로 인한 신호 도달의 방해와 거리에 따른 Beacon 신호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위치 정보 자료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반면, SBAS DGP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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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됨으로써 일반 DGPS보다 높은 신뢰도의 위치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

 Model SPS 351

 Manufacturer Trimble

 Channel SPS 351 DGPS/Beacon receiver

 Frequency 283.5~325 kHz

 Position Update Rate 1 Hz, 2 Hz, 5 Hz, 10 Hz

 Protocol NMEA 0183

 Timing  out 1 PPS

 Power supply 12V DC(4.5W)

 Available SW Hypack MaxTM(Coastal Oceanographic Inc.)

표 5-1-1-2. 위성측위기(DGPS)의 제원.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2040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되었다. EM2040 (Tx 0.5°/Rx 1.0°)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200, 300, 40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한 핑

(ping)당 400 soundings (256개 beam)을 수신하여 수심 0.5 ~ 500 m 사이의 

천해역에서 수심의 5.5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

정할 수 있는 음향장비이다 (그림 5-1-2-1). 수신기의 빔각은 최대 140°로서 

탐사선의 중심축으로 부터 등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

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

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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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 탐해2호 탑재된 KONGSBERG EM2040 다중 음향측심기 자

료수집 장치. 

본 장비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치 

(transducer), 그리고 처리장치 (processing unit)와 주 통제장치 (HWS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

에 장치된 음파의 발신 및 수신하는 2개의 트랜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발생기 

(0.5° Tx array)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음원 수신

기 (1.0° Rx array)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

림 5-1-2-2). 

처리장치 (processing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

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는 신호제어용 

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하고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 그

리고 시간, 위치, heading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다. 주 통제 장치 (HWS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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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 EM2040 다중음향측심기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

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

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

여야 하며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신된 빔(beam) 

별 스펙트럼에 대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2개의 

DGPS 수신기로부터 위치값, gyro값, 시간값을 수신하고 MRU5 모션센서로 부터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을 수신하여 다중빔으로 전달해주는 통합 시스템

(Seapath300)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을 발신하는 트랜스듀서 주변 음속

값과 전체 수층의 음속값을 측정하여 빔의 왜곡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실시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림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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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3. 다중음향측심기 필수 주변장치. a) Seapath300 (Kongsberg 

Seatex) 통합시스템 b) Seapath GPS 수신기 c) MRU5 motion sensor d) 표층

음속측정 시스템(AML Micro SV).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

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

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

정하여야 한다.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 gyro offset은 (0.00°), roll offset은 –
0.20°, 그리고 pitch offset은 0.01°적용되었다. 

(나) 자료처리

해양탐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장비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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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 

(transm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

하여 해저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 및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 (receiver)에 도달된 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

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과 인위적인 요인들을 취

득된 자료로부터 제거 및 보정을 해야만 실제에 가까운 지형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

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1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4).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그림 5-1-2-5). 즉, 탐사 전에 D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

의 위치변동을 확인하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 시 또는 점검 시 기존의 값

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 중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DGPS 수

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모션값이 불안정해지는 

탐사선 회전 구역의 수심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256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1-2-6).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보

정은 조석보정으로 본 탐사에서는 조사구역내에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

기 때문에 탐사기간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의 흑산도 검조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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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롤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

한 왜곡현상들은 격자보정 과정에서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리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보정된다. 

금번 탐해2호의 EM2040를 이용하여 획득한 수심자료만으로는 측선간격이 약 

4km정도로 매우 넓고 수심대비 측정 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400m내외로 좁

기 때문에 전체 조사지역의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2007)이 연구지역내에서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병합하여 조사지역의 최종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종도면은 도면화 프로그램인 Caris Plot composer 5.0 을 이용

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projection UTM 51, datum and 

spheroid WGS84). 

그림 5-1-2-4.  Caris HIPS& SIPS 8.1 멀티빔 자료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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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5. 선위 보정(좌) 및 위치보정(우).

그림 5-1-2-6. 측선별 수심보정(좌)과 영역별 격자보정(우).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내부 반사면의 특성을 기준으로 총 11개 정점에서 피스

톤식 코어러를 이용하여 주상시료를 획득하였다. (그림 5-1-3-1, 표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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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1. 탄성파/멀티빔 탐사 측선과 시추정점 위치.  

Project
Core 

No.
Longitude (E) Latitude (N)

Core

length(m)

Water

depth(m)

Sediment

Type

14HZT

-

P01 125° 48.566’ 36° 25.007’ 2.20 49 muddy sand

P02 125° 56.762’ 36° 25.071’ 5.75 39 mud

P03 126° 01.506’ 36° 10.013’ 1.26 35 sand

P05 126° 00.027’ 36° 05.038’ 5.14 58 sand

P07 126° 16.426’ 36° 02.157’ 5.70 25 mud

P09 126° 00.387’ 36° 29.332’ 5.67 30 sandy mud

P10 126° 00.556’ 36° 17.296’ 3.40 30 muddy sand

P11 125° 57.482’ 36° 17.343’ 4.84 55 sandy mud

표 5-1-3-1. 시추코아의 시추위치, 길이, 수심, 및 암상 

(나) 자료 분석

① 물성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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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

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② 입도분석

코어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3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전처리 이후 4 Φ 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하였으며 4 Φ 이상의 사질 및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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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입자들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로탭요동기(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 Φ 간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4 Φ 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에 2% 확산제

(sodium hexametaphosphate)를 50 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alvern, Mastersizer Micro)를 이용하여 1 Φ 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 별

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 and Ward(1968) 및 Ward(1968)의 모멘트 방법

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③ 음향분석

음파전달속도는 신호투과법 (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한 자동

음파전달속도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장치는 기

존의 음파전달속도 측정방법들보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노이즈에 의

해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상의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자료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원리는 펄스 발생기(Tektronix, 

TM502A)에서 발생된 펄스를 채널 1에는 표준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ΔT)를 이용한 아래의 식에 의해 속도가 

계산된다.

 ∆



V0 : P파 속도

ΔT : 표준신호와  시료를 통과한 시호 사이의 시간차

Ls : 시료의 직경

④ 가스 분석

 

코어 퇴적물내 함유된 공기층 (headspace) 가스 분석을 위하여 선상에서 앞부분

이 절단된 5 ml 주사기 (syringe)를 이용하여 3 ml 코어 퇴적물 시료를 30 ml 유

리 바이알 (glass vial)에 채취한 후, 포화된 고농도 NaCl 2 ml를 유리병에 첨가하

여 butyl tubber septum과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하였다.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

는 실험실 분석을 위해 4oC로 냉장하여 보관･운반하였다. 

코어 퇴적물에 함유된 공기층 가스의 탄화수소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를 ODP Technical Note 30 (Pimmel and Claypool, 



- 817 -

2001)의 공기층 가스 분석 방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65oC로 30분간 가열하여 퇴

적물내 가스를 추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Agilent Technologies의 

7890A GC을 공기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 성분과 농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공기

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의 성분 분리를 위해서 모세관 칼럼 (plot fused silica 

column: 길이 50 m, 내경 0.32 mm, 필름 두께 0.5 μ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로

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분석 시 GC

의 주입구 온도는 230℃로, 검출기 온도는 250℃로 고정시켰고, 오븐의 온도는 3

5℃로 5분간 유지시킨 후 20℃/min으로 195℃까지 상승시켰다. 메탄 (CH4)가스

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 1%, 10%와 100%의 표준

가스를 이용하였고, 에탄 (C2H6), 프로판 (C3H8), 아이소 부탄 (iso-C4H10), 

부탄 (C4H10), 아이소 펜탄 (iso-C5H12), 펜탄 (C5H12), 헥산 (C6H14)의 정

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와 1%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다.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CHIRP 기술을 이용한 고분해능 탄성파 탐사기로서 0.5 ~ 12kHz의 주파수 대역

을 가지고 있다. 송⦁수신기가 예인체(Towfish)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예인체 

직하부에서 반사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세립질 퇴적층에서 고해상도의 지층 구

조를 보여주는 반면 투과 심도는 낮기 때문에, 얕은 해저 지층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한다.

시험 탐사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보인 0.5 ~ 7.2kHz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표 5-1-4-1~2, 그림 5-1-4-1). 송신기 예인체(Towfish)

와 D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Offset)을 최소로 하고, 동시에 잡음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체를 조사 선박의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Offset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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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제작사 EdgeTech (U.S.A.)

신호 처리 장치 AT & T DSP32C

송수신기 

펄스 유형 FM with amplitude and phase weighting

주파수 범위 0.5∼12kHz

음원 수준 212dB

표 5-1-4-1. CHIRP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46ms

Shot interval 0.5 sec

표 5-1-4-2. CHIRP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그림 5-1-4-1. 첩 탄성파 탐사 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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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첩 및 스파커 (Sparker)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원의 

직접파가 첩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었으며, 이는 첩 탄성파 지층 기록의 질을 저하

시키는 결과를 초래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파

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첩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장되었으며, 지층 기록

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치지 않도록 조절하였

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파 자

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림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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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 (상) 자료 편집 전 (하) 자료 편집 후.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CHIRP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

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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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12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12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그림 

5-1-4-3).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는 지역의 경우, 이

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보정을 실

시하였다.

그림 5-1-4-3.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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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① 태안 지역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

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용된 시스템은 100~2,200 Joule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

신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표 5-1-5-1, 표 

5-1-5-2).

구분 내용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주처리 장치 PC Workstation

송신기

Power Range 100 ∼ 2,200J

주파수 범위 0.3 ∼ 1kHz

음원 수준 224dB at 1,550J

표 5-1-5-1. 스파커 시스템 제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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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모델명 CSP-1000-8007/1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Element No. 20

주파수 범위 0.1 ∼ 10kHz

표 5-1-5-2. 수신기 제원

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

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

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4년까지의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에서 

선택되었던 에너지 수준과 동일하다. 송신기 및 스트리머 수신기를 조사 선박의 후

위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33 ms

Shot interval 1 sec

Source power 1,000 Joule

표 5-1-5-3. 스파커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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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② 해저절벽 지역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퇴적환경연구, 지반조사, 해양 자원 탐사 등 다양한 목적으

로 널리 사용되고 있다.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기 때문에 높은 해상도의 지층 단면도의 구현이 

가능하다.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구성되어 있다 (그림 5-1-5-2). 사용된 스파커 음원 시스템은 프랑스의 SIG사가 

제작한 기기로 100 ~ 6,000 Joule 범위를 갖고 있으며,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

역은 전기 에너지에 의해서 결정된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수신기는 Geometrics사의 

멀티채널 GeoEel Streamer가 이용되었다. 조사 해역에 적절한 음원 세기를 테스

트하기 위하여 2,000 ~ 5,000 Joule 까지 음원 용량을 올려가면서 탐사를 수행하

였다. 스파커 음원 및 멀티채널 스트리머는 탐해 2호의 후미에서 계산된 오프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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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fset)에 따라 장비를 진수하여 예인하였으며, 속도는 약 4.0 ~ 4.5 knot로 에너

지에 따라 2 ~ 3 s 등시간 발파를 실시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

식으로 저장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5-4와 

같다.

스파커탐사의 경우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은 탐사선의 기준점

(Ref)에서 우현으로 약 1 m 거리를 두고 스파커 음원을 진수하였으며 스파커 음원

을 중심으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3.0 m 오프셋을 주고 Geoeel 다중 채널 스

트리머를 진수 하였으며, 좌현(port)방향으로  7.0 m 오프셋을 주고 싱글 스트리

머를 진수하여 예인하면서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5-1-5-3). 음원배열의 중심

과 다중 채널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16.5 m를 설정하였다. 다중 채널 스트리머는 그룹간격 3.125 m 의 

8채널이 하나의 live action으로 설정되어 있으며, 이것을 연결하여 24, 32, 40채

널의 스트리머를 사용하여 공통중간점(common mid point) 중합수를 늘려서 탄성

파 자료의 S/N비를 높이고 취득자료 품질 향상에 노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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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2. 해저절벽 지역의 스파커 탄성파 탐사장비. (A) sparker 

electrodes. (B) streamer section. (C) 자료기록 시스템 구성도. 



- 827 -

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Sparker)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Geoeel digital streamer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75 m

 No. of channels :  24 ch

 Group interval:  3.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31.25 m

Recording Parameters

 Record length  500 sec

 Sample rate:  0.25 ms

 File format:  SEG-Y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SIG 2 mille Sparker-Electrodes

 Source power:  1,000 J

 Source depth:  5 m

표 5-1-5-4. 해저절벽 지역의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

개변수. 

그림 5-1-5-3. 스파커 음원과 싱글 및 멀티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한 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설정 도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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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① 태안 지역

획득된 디지털 탄성파 자료는 SEG-Y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획득된 자료는 탄성

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SPW™와 SU (Seismic Unix)의 포맷으로 변환되어 

자료 처리에 이용되었다. 

탄성파 자료 중에 일부 대표적인 단면을 선택하여 이득 조절, 필터링의 변수들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변수들은 다른 모든 측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5-1-5-5). 필요한 일부 측선의 경우, 편집(Editing), 정보정(Static Correction) 

및 뮤팅(Muting) 등의 자료 처리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탄성파 자료 특성에 따라 

최선의 자료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후처리 과정

을 마친 후, 측선별로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그림 5-1-5-4. 스파커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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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포맷 변환 (Format Transformation)

스파커 탄성파 SEG-Y 자료는 0~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위 정수 값의 평균을 감하여 편중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상 신

호로 변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 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 정보정 (Static Correction)

CHIRP 탄성파 탐사와 마찬가지로 스파커 탄성파 탐사의 경우에도 음원과 수신기

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시켰으며, 이는 획

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1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RP 

탄성파 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

가 24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24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

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그림 5-1-5-5).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

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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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5.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

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 필터링 (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250 ~ 900 Hz 대역의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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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뮤팅 (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과 모래 사퇴 지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

역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

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

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

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

㉳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

스파커 탄성파 음원부에서 전기적으로 스파크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원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원하지 않는 잔향이 부수적으로 동반된다. 이러한 잔향 포함 신호를 단

일 피크 형태로 변환시키는 스파이킹 디컨볼루션(Spiking Deconvolution)을 수행

하였다(그림 5-1-5-6). 작동자(Operator) 길이를 12ms, 최종 파형으로 최소 위

상 스파이크 파형(Minimum phase spiking)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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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6. (상) 디컨볼루션 전 (하) 디컨볼류션 후

㉴ 표면 다중반사파 제거 (SRME : Surface-related multiple elimination)

다중반사파는 해수면에서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표면 다중반사파와 지층 경계면에

서 반사되어 만들어지는 내부 다중반사파로 구분된다. 표면 다중반사파는 탄성파 

단면 상에 강한 신호로 표현되는 잡음이며, 수층 두께만큼의 주기를 가지고 나타난

다. 반면, 내부 다중반사파는 각 지층의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적기 때문에 항상 낮

은 진폭으로 나타나며, 일정한 주기를 갖지 않는다. 본 조사의 경우, 조사 해역이 

수심이 얕은 연안역이기 때문에 표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났으며, 따라서 이

를 제거함으로써 지층 신호를 강화시켰다.

발파 신호별  Auto-convolution 과정 (SRME Regularization, SRME Macro, 

SRME Un-regularization)을 통하여, 각 발파 신호에 대응되는 다중반사파 신호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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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성하였다. 생성된 다중반사파 자료와 원 기록을 비교한 후 Match filter가 설계하

였으며, Match filter가 적용된 다중반사파 자료를 원 기록에서 감하였다(그림 

5-1-5-7). 그 결과, 1차 다중반사파는 약해졌으며, 2차 이후의 다중반사파는 거

의 제거되었다.

그림 5-1-5-7. (상) SRME 보정 전 (하) SRME 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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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X 디컨볼루션 (F-X Deconvolution)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시간과 거리 영역으로 표현된 탄성

파 자료를 주파수와 거리 영역의 자료로 변환한 후, 주파수별 삼각함수 형태의 연

속적인 지층 신호를 통과시키고, 잡음 등의 불연속적인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지층 

신호를 강화하였다(그림 5-1-5-8).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호 대 잡음 비율

(S/N ratio)이 강화된 최종 탄성파 단면이 작성되었다. 

그림 5-1-5-8. (상) F-K 디컨볼루션 보정 전 (하) F-K 디컨볼류션 보정 후

② 해저절벽 지역

지배적 주파수 (dominant frequency)가 수백 Hz인 스파커 (sparker) 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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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rce)을 활용한 탄성파 탐사는 전 세계적으로 고해상 탄성파 탐사 (high 

resolution seismic survey)에 널리 이용된다. 에어건 (air-gun) 음원에 비해 장

비가 간단하고 주파수가 높기 때문에 소형 선박에서도 쉽게 운용가능하고 1미터 내

외의 높은 해상도는 연안의 중천부 지층 탐사에 적합하다. 탐사 기술과 장비의 발

달로 이미 수십 년 전부터 3차원 고해상도 탐사가 가능하기는 하지만 상대적으로 

탐사 비용과 시간이 많이 든다는 단점이 있다. 또한 필요 장비가 많아 그물이나 어

선이 많은 연안에서 운용하기 어렵기 때문에 비용이 적게 들고 후처리가 간단한 2

차원 고해상도 탐사가 현재까지도 널리 이용되고 있다 (Bellefleur et al., 2007). 

멀티채널 탄성파 탐사의 경우 각 공심점 (common depth point)에서 복수의 반

사 신호 (reflection signal)를 취득 할 수 있기 때문에 향상된 신호대 잡음비 

(signal to noise ratio)의 지층 단면도 생산이 가능하다. 하지만 연안지역에서 탄

성파 탐사를 수행할 경우 어로 활동과 그물이 많기 때문에 다수의 수진기 

(receiver) 그룹을 이용하여 길이가 비약적으로 길어진 스트리머는 장비 운용에 큰 

어려움이 있다. 단채널 탄성파 탐사 (single-channel seismic survey)의 경우 스

트리머 길이가 짧으며 복잡한 전산처리 과정을 거치지 않고도 영점 주시 단면 

(zero-offset section)을 획득할 수 있기 때문에 자료 해석에 바로 활용 할 수 있

는 장점이 있다. 하지만, 현장에서 취득된 자료를 바로 활용할 경우 스파커 음원의 

특성상 복잡하고 긴 음원 파형이 지층 반사 신호의 수평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해저

면 직하부의 지층 경계 신호를 가리기 때문에 효과적인 자료 해석에 어려움이 있

다. 특히 음원과 스트리머가 해수면을 유영하면서 견인되기 때문에 바다 날씨에 따

라 자료의 질이 크게 좌우된다. 이러한 자료들을 균질한 품질의 자료로 변환하기 

위해서는 추가적인 전산처리가 필요하다. 자료처리 과정은 스파커 자료의 음원 

(source) 특성을 분석하여 우세 주파수 (dominant frequency)를 포함 하면서 자

료의 크기를 최소화 할 수 있는 최적의 샘플링 간격 (sampling interval)으로 리샘

플링 (resampling)을 수행하였다. 음원과 수진기가 해수면에서 견인되는 해양 탄성

파 탐사의 특성상 파도나 너울에 의해 생기는 주시 도달 시간 변화를 보정 하였으

며, 탐사선에서 발생한 잡음과 스트리머 터깅 (tugging)등로 발생한 저주파 잡음을 

제거 하였다. 음파의 에너지 감소 효과를 보정하였으며, 해상도 향상을 위한 파형요

소 처리 (wavelet processing)를 수행하였다. 해저면 다중 반사파 제거 및 수평 

연속성 향상과 진폭 감쇠 등을 보정하고 신호를 강화하기 위한 추가 처리과정을 거

쳐 최종 단면을 생성하였다 (그림 3-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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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9. 전산처리 흐름도

㉮ 자료입력 (raw data input)

원시 자료 (raw data)는 0.03125 ms 샘플링 간격으로 왕복주시 800 ms까지 

기록되었으며 헤더에 각 샷의 위치 좌표를 포함하고 있다. 진폭 스펙트럼 분석 결

과 신호를 구성하는 대부분의 주파수가 2000 Hz 미만이기 때문에 알리아싱 

(aliasing)이 일어나지 않고 우세 주파수 범위를 포함하는 적정 샘플링 간격 0.2 

ms로 리샘플링 하여 자료의 크기를 줄이는 작업을 수행하였다. 

㉯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지층 반사 신호들이 기록되는 주파수 대역을 벗어나는 잡음 신호들을 제거하기 

위해 대역통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수행하였다. 원시 자료의 진폭 스펙트럼 

분석 결과 탐사선 엔진에서 형성된 잡음과 교류전원에 의한 100 Hz 미만의 강한 

저주파 잡음을 효과적으로 제거하면서 우세 주파수를 포함할 수 있도록 

100-150-500-600 Hz의 대역폭 필터를 적용하였다 (그림 5-1-5-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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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0. 원시 자료 샷 모음(A)의 F-X 스펙트럼(B)과 진폭 스펙트럼

(C).

㉰ 너울 영향 보정 (Swell effect correction)

해양 탄성파 탐사는 음원과 수진기가 고정되어있는 육상 탄성파 탐사와는 달리 

해수면에 음원과 수진기가 위치하고 탐사선으로 견인하는 방법으로 탐사를 수행하

기 때문에 파도나 너울에 의해 지층 반사 신호에 시간 지연이 생기게 된다. 시간 

지연 효과는 신호의 수평 연속성을 떨어뜨리고 지형의 왜곡이 발생하기 때문에 너

울 효과 보정 (swell effect correction)을 수행하여 시간 지연을 최소화 하였다. 

우선 단면상의 해수면 초동을 발췌하고 이동 평균법을 이용해 단주기의 너울 효과

를 최소화 한 후, 해수층 신호를 뮤팅하였다 (그림 5-1-5-11).



- 838 -

그림 5-1-5-11. 너울 효과 보정 및 뮤팅 전(A)과 후(B)의 비교단면.  

㉱ 이득 조절 (Gain recovery)

음파는 거리의 제곱에 반비례하여 에너지가 감소하기 때문에 거리에 따른 진폭 

감소가 발생한다. 이러한 효과를 보정하기 위해 수층의 평균속도인 1500 m/s를 이

용하여 구형발산보정을 수행하였다. 구형발산보정 후 하부의 에너지가 회복되어 단

면 전체 진폭 값이 균등해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5-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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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2. 이득 조절 적용 전(A)과 후(B)의 비교단면.

㉲ 파형요소 처리 (Wavelet processing)

탄성파 자료 처리에서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은 음원 (source)의 파형요소 

(wavelet)를 제거하여 원하는 파형으로 변환하는 과정을 말한다. 해양 탄성파 탐사

에서 주로 이용되는 에어건과 스파커 등은 파형의 시작점에 에너지가 집중되므로 

음원 파형이 최소위상 (minimum pahse)라 가정하고 최소위상 디컨볼루션을 이용

하여 파형 압축을 수행한다. 하지만 실제 음원신호는 복합위상 (mixed phase)이기 

때문에 최소위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 (minimum phase spiking deconvolution)

으로 좋은 결과를 얻기 쉽지 않다 (이 등, 2010). 또한 스파커 음원은 음원 특성상 

음원 파형요소의 반복성이 좋지 않아 단면 전체를 대표하는 음원 파형을 추출하기 

쉽지 않아 최소위상 디컨볼루션으로 파형을 압축하는데 한계가 있다. 이러한 문제

점을 해결하기 위해 Duchesne 등(2007)이 제안한 방법을 적용하였다. 이 방법은 



- 840 -

각 트레이스의 해저면에서 음원 파형을 추출하고 추출한 음원 파형을 최소위상으로 

변환하는 매치 필터 (match filter)를 설계하고 단면 전체에 적용하여 최소위상 단

면을 제작한 뒤 최소위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을 적용하여 음원 신호를 압축한다.

각 트레이스에서 해저면으로부터 20 ms까지의 신호를 추출하고 해당 신호를 최

소위상으로 바꿔주는 매치 필터를 제작 하였다. 그림 5-1-5-13는 입력 신호와 

설계된 매치 필터 및 입력 신호를 이용하여 매치필터를 검증한 그림으로 매치 필터 

적용후 입력신호가 최소위상으로 변환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제작된 매치 필

터를 단면에 적용하여 최소위상 단면을 생성한 뒤 최소위상 스파이킹 디컨볼루션을 

적용하여 파형을 압축하였다 (그림 5-1-5-14). 파형요소 처리가 수행된 후 각 

층의 신호들이 뚜렷해지고 연속성이 좋아진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그림 5-1-5-13. (A) 해저면으로부터 20 ms 까지 추출한 음원 파형요소 트레이

스. (B) (A)를 최소위상 파형요소로 바꾸는 매치 필터 트레이스. (C) (B)를 (A)

에 적용하여 최소위상 파형요소로 변환한 트레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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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4. 파형요소 처리 전(A)과 후(B)의 비교단면.

㉳ 다중반사파 제거 (Multiple elimination)

수심이 얕은 연구지역의 특성상 관심 지층 내에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관찰되어 

해저면 다중반사파를 제거하는데 효과적인 해저면 관련 다중반사파 제거 (surface 

related multiple elimination; SRME) 기법을 적용하였다. Verschuur 등(1992)

이 제안한 SRME는 해수층을 통과한 신호를 외삽 (extrapolation)하여 다중반사파

를 모델링한 뒤 원본 자료에서 제거하는 기법이다. 이 기법은 초동 발췌나 지층의 

속도 정보 없이 원본 자료만을 이용하여 다중반사파를 제거하기 때문에 속도정보를 

얻기 힘든 단채널 자료에도 적용할 수 있다. 그림 5-1-5-15은 SRME 결과를 비

교한 그림으로 기존 자료에 비해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효과적으로 제거된 것을 확

인할 수 있다. 



- 842 -

그림 5-1-5-15. SRME 적용 전(A)과 후(B)의 비교단면.

㉴ 신호 강화 (Signal enhancement)

탄성파 단면의 신호대 잡음 비 (signal to noise ratio) 향상을 위해 주파수-거

리영역 디컨볼루션 (F-X deconvolution)과 백색화 필터 spectral whitening)를 

적용하였다. 불규칙 잡음 (random noise)을 감쇠시키는 주파수-거리영역 디컨볼

루션은 입력 단면을 주파수-거리 영역으로 변환하고 비슷한 경사를 가지는 신호 

이벤트들을 주어진 주파수 슬라이스를 따라 싸인곡선 형태를 가지는 복소 신호로 

표현한 뒤 복소 예측 필터를 사용하여 주파수 영역에서 예측된 파형과 실제 파형을 

비교하여 차이가나는 부분을 제거한다 (Gulunay and Necati, 1986). 백색화 필터

는 원하는 주파수 대역만 이득을 조절하여 주파수 균형을 맞추기 때문에 특정 주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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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대역의 신호 강화에 사용한다. 그림 5-1-5-16은 신호 강화 처리 전과 후를 

비교한 그림으로 신호 강화 처리 후 S/N비가 향상되고 수평 연속성이 좋아진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5-16. 신호강화 처리 전(A)과 후(B)의 비교단면.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표 

5-1-6-1).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수를 입력하여 전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스트리머로 부터 수신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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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신호와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종 정보 

(항측 및 부가 장치 정보 등)를 기록한다.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Sercel사의  Sentinel 솔리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section 길이가 

150 m이며, 12.5 m의 채널간격으로 12 채널 (channel)을 구성하고 있어 연구목

적에 따라 스트리머의 section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탄성파 자

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받

아 발파자료,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배경잡음 수준 및 근거리 (Near-Field) 하이

드로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를 통한 지하내부 구조를 일차적으로 보여준다.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음

원조절 시스템으로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발파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에

어건 (airgun)으로 전달하여 음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에어건 발파를 위한 압

축공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성

된다. 에어건(airgun)은 Bolt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2가지 형식(1500 LL, 1900 

LLX)으로 다양한 용량을 가진 에어건을 배열하여 사용한다. 탐해 2호는 4개의 

array를 사용할 수 있으며, 1개의 array에는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하여 최대 

4,578 in3의 용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00, 290, 195, 125, 90, 

54, in3를 조합한 1,254 in3와 195, 125, 90, 54 in3를 조합하여 464 in3의 2개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그림 5-1-6-1). 압축공기의 압력은 2,000 psi에서 발파가 

이루어진다.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은 스트리머에 부착하여 스트리머

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하여 스트리

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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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Airgun)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 1,200  m

 No. of channels :  48 / 96 ch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45 / 63 m

 Streamer depth:  6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1

 Volume per source:  464 / 1,254 in3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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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 (A) 1,254 in3, (B) 464 in3의 에어건 배열 모식도.

에어건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의 장비배열은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을 탐사선의 기준점(Ref)과 일직선상으로 위치하게 하며 탐사측선(분홍점

선)을 기준으로 좌현(port)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측선

(분홍점선)에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여 탐사측선

에 정확하게 공통중심점(CMP)이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1-6-2). 음원

은 심부 및 천부지질구조파악을 위하여 1,254 in3와 464 in3의 용량을 사용하였으

며, 에어건 배열 (airgun array) 한 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

다. 음원배열의 중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수심이 깊은 외해를 이동하는 동

-서 방향의 주측선을 탐사시에는 직접파(direct wave)가 수심이 얕은 해저면의 

반사파와 겹치지 않도록 45 m를 설정하였으며, 수심이 깊은 지역의 검측선 및 추

가측선을 탐사시에는 63 m로 설정하여 탐사지역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정하였다. 

스트리머에는 스트리머의 형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의 컴파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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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드 (compass bird) 4개를 장착하였으며, 스트리머 위치 정보를 위해 스트리머 

후미에는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연결하여 견인하였다. 다른 물리탐

사 장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부터 상하좌우 

오프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그림 5-1-6-2.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A) 연

안탐사를 위한 오프셋 설정 도면. (B) 외해탐사를 위한 오프셋 설정 도면. 

서해에 분포하는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태안 연안해역 일대를 탐

해2호를 이용하여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취득하였다. 2차에 걸쳐 탄성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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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는 총 20개 측선으로 탐

사거리는 약 1,040 L-km이다. 스파커 음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는 총 16개 

측선으로 탐사거리는 약 105 L-km이다 (그림 5-1-6-3). 연구지역은 외해에서 

연안으로 들어갈수록 어망, 어구와 같은 해상 장애물의 영향으로 미리 설계한 측선

을 따라 탐사하기가 어려운 실정으로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로 조정하면서 탐사

를 수행하였다. 지진이 발생한 지역은 남-북 방향으로 3개의 측선을 설계하여 외

해부터 자료를 취득하였으며, 해저지층을 단절하는 단층이 발견되어 2차 탐사에서 

그 지역을 대상으로 측선을 좁혀가면서 정밀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2차 탐사에서 

해저절벽이 발견된 지역을 대상으로 스파커 고해상 탐사를 실시하였다. 해저물리탐

사 수행이 완료된 후에는 천부지층 시료채취를 위하여 피스톤코어 작업이 이루어졌

다. 취득한 항측자료는 재처리 과정을 거쳐 UKOOA P1/90 형식으로 작성된 최종 

항측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 자료를 이용하여 Standard Mercator 도법으로 연구

지역의 탐사항적도 (track chart)를 작성하였다. 

그림 5-1-6-3. 2015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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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자료처리

2차에 걸쳐 태안 연안해역과 백령도 서쪽 해역에 대한 에어건 탐사를 수행하고 

총 20개 측선에서 약 1,040 L-km의 탄성파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림 

5-1-6-4). 에어건 음원은 1,254 in3와 464 in3의 2종류의 볼륨을 사용하였으며 

25 m마다 등간격으로 음원 발파를 진행하였다. 취득자료는 12.5 m의 그룹간격을 

가지는 48채널과 96채널 스트리머를 이용하여 1 ms 샘플링 간격으로 6 s 까지 

기록하였다. 탐사 현장상황에 따라서 볼륨과 스트리머 길이를 유동적으로 변경하면

서 탐사를 진행하였기에 취득정보 입력시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다. 표 

5-1-6-2는 측선별 자료 취득 정보를 보여준다.

그림 5-1-6-4. 에어건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 측선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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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Line Name
Shooting

Direction

First

Shotpoin

t

Last

Shotpoin

t

Line Length 

(m)

Channe

l 

No.

airgun 

volume(in3

)

1 15HZT-102 270° 1101 5475 109,375 48 1,254

2 15HZT-103 270° 1001 5475 111,875 48 1,254

3 15HZT-104 270° 1851 5921 101,775 48 1,254

4 15HZT-105 270° 1571 5289 92,975 48 1,254

5 15HZT-106 270° 1121 5760 116,000 48 1,254

6 15HZT-107 270° 1061 5820 119,000 48 1,254

7 15HZT-301 270° 1141 3232 52,300 48 1,254

8 15HZT-101 270° 371 2981 65,275 48 1,254

9 15HZT-304 000° 1091 2123 25,825 96 1,254

10 15HZT-303 180° 1001 1730 18,250 96 1,254

11 15HZT-305 000° 1491 2641 28,775 96 1,254

12 15HZT2-311 000° 801 1635 20,875 96 1,254

13 15HZT2-312 180° 1001 1451 11,275 96 1,254

14 15HZT2-111 270° 1051 1301 6,275 96 1,254

15 15HZT2-315 000° 1001 1220 5,500 96 1,254

16 15HZT2-112 090° 1191 1435 6,125 96 1,254

17 15HZT2-313 180° 1041 1913 21,825 96 464

18 15HZT2-314 000° 1001 1913 22,825 96 464

19 15HZT2-316 180° 1001 1820 20,500 96 464

20 15HZT2-317 180° 1161 4500 83,500 96 464

표 5-1-6-2. 측선별 자료취득 정보.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탐사 지역에서 취득한 항측자료 (UKOOA P1/90), 

탄성파 기록 자료 (SEGD), 탐사 관측기록 자료 (observer log) 등이 필요하며, 

이러한 자료들을 탄성파 탐사 전산처리 소프트웨어인 Halliburton사의 ProMAX 

2D 시스템에 입력하여 전산 처리를 수행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ProMAX 형식의 

데이터베이스로 저장되어 탐사 지역의 지층특성을 고려한 다양한 전산처리 모듈을 

테스트 한 후에 선택된 일련의 처리과정을 거쳐 최종적으로 중합단면도를 출력하였

다.

탐사지역의 수심은 외해에서 내해로 갈수록 수심이 줄어들어 100 ~ 20 m사이로 

연안으로 들어갈수록 대부분 얕은 수심을 가지고 있다. 얕은 수심에서의 탄성파 탐

사에서는 수심의 약 2배의 깊이마다 발생하게 되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들이 강하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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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록되어 있고, 직접파 또한 천부의 지층 반사면 기록들과 섞여 있어서, 실제 지질

구조를 파악하기에 어려운 점이 있다. 따라서 본 자료 처리에서는  해저면 다중 반

사파를 제거하기 위한 모듈인 SRWEMR (Surface Related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다중반사파들을 감쇠시키고 자료의 품

질을 향상시켰다. 전산처리 과정은 SEGD 입력, 지형자료 입력, 탄성파자료와 지형

정보의 일치, 발파지연 보정, 트레이스 편집, 주파수 필터링, 실 진폭 보정, 속도분

석, SRWEMR, 중합, 구조보정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1-6-5). 

그림 5-1-6-5.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탐사 시 취득한 탄성파 기록 자료는 한 shot 마다 하나의 SEGD 파일로 저장이 

되어 한 측선의 탐사가 끝나면 수천 개의 SEGD 파일이 생성된다. 이러한 수천 개

의 SEGD 파일들을‘cat’명령어를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로 합친 후, SEGD Input 

모듈을 이용하여 ProMAX 데이타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저장된 자료는 trace 

header의 필드파일번호, 탐사년도, 기록날짜, 채널 수 등의 정보를 확인하여 정확

하게 입력이 되었는지를 확인하였다. 데이터 취득 시 획득한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은 선박, 음원, 공통중간점, 각 수진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는 항

측자료로서, 이러한 지형정보를 ProMAX2D 모듈인 2D marine ge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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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preadsheet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본 자료는 25 m 간격으로 음원을 

발파하여 12.5 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48 / 96채널에서 취득한 자료로서, 공

통중심점(CDP) 간격은 6.25 m 이며, 약 12 / 24개의 중합수(CDP fold)를 가진

다. P1/90 파일의 입력을 마치면 ‘Setup’창에서 탐사시 적용한 채널 그룹간격, 

음원 발파 간격, 음원과 스트리머의 심도 정보를 기본적으로 입력하고 ‘Source’

창에서 샷 번호, 수심, 음원 심도, FFID, 진행 방향을 기록한다 (그림 

5-1-6-6A). 입력한 지형정보가 데이터베이스에 잘 저장이 되었다면 Database 

Tool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6-6B는 공통중심점 중합수 (CDP 

fold)를 도시하고 있으며, 12 fold에 고르게 분포되어 있다. 중합수가 12 fold 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는 탐사라인을 이탈하거나, 조류의 영향으로 인한 스트리머의 휘

어짐으로 공통중심점 간격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서, 본 자료에서는 오

차값이 크지 않아 자료 처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그림 5-1-6-6C는 공통

중심점의 X, Y 위치와 fold의 분포를 도시한 것이다. 

탄성파 기록자료의 트레이스 헤더에는 음원, 채널 번호, FFID, 발파년도

(YEAR_SHOT), 날짜(DAY_SHOT) 및 시간(TIM_SHOT)에 관한 정보만 기록되

어 있어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축한 지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시키

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자료는 날짜(DAY_SHOT)와 시간 정보(TIM_SHOT)를 이

용하여 ±3초의 허용오차를 주고 지형정보와 각 트레이스 간에 일치시킨 후 자료를 

출력하였다. 그림 5-1-6-7은 지형정보와 헤더를 일치시키기 전후의 탄성파 헤더

를 비교한 것이다. 각 헤더에 주요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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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6. (A) 취득한 UKKOOA P1/90 지형정보, (B) 공통중심점(CDP) 

중합수, (C) 공통중심점(CDP) XY 위치와 중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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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7. 지형정보를 입력하기 전(A)과 후(B)의 탄성파 샷 모음과 트레이

스 기록정보.



- 855 -

② 발파지연 보정 (Linear Moveout Correction) 

해상에서 탄성파 탐사시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와의 거리는 45 m로 설정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해수에서의 탄성파 전달 속도가 1480 m/s로 가정한다면, 음원을 

떠난 탄성파가 보낸 후 첫 번째 수진기에 도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30 msec

이다. 그림 5-1-6-8는 음원 발파 후 첫 번째 수진기에서 받은 탄성파 기록 모음

이다. 그림 5-1-6-8A에서 보듯이 보정 전의 직접파 주시는 약 130 msec에 기

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을 30 msec에 기록되도록 헤더 값을 100 msec 만큼 보

정해 주었다.

그림 5-1-6-8. (A) LMO 수정 전의 1번채널 모음, (B) LMO 수정 후의 1번채

널 모음. 

③ 트레이스 편집 (Trace Edit)

해상에서 자료취득 시 어구 및 어선에 의한 해상 장애물 또는 탐사장비의 기계적 

결함, 기상악화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

다. 이렇게 기록된 잡음들은 탄성파 자료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

정이 필요하다. 취득된 자료는 일부구간에 걸쳐 불량 트레이스들이 기록되어 해저 

반사파 기록들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들을 Trace Kill 모듈과 트레이

스 통계 (Trace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하여 각 trace들의 통계적 값들을 구해 선

별적으로 불량 트레이스들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스 속성 중 기본적으로 

TRCAMP, SPIKES 2개의 속성값을 선택하여 불량 트레이스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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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해상에서 획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 (random noise)들이 섞여서 취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

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 에서 110 Hz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천부의 고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8-12-110-160 Hz 의 대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시켰다 (그림 

5-1-6-9). 특정 속도를 갖는 직선상의 잡음들과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

하여 주파수-파수 필터를 적용하였다. 이 필터는 주로 저속도의 잡음들을 제거하는

데 효과적이다. 필터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다각형을 디자인하여 다각형으로부터 

분석된 고유의 값들이 T-X 영역에 적용되어 다각형을 제외한 지역의 자료들이 제

거된다 (그림 5-1-6-10).  

그림 5-1-6-9. 대역통과 필터를 적용하기 위한 진폭스펙트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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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0. F-K 필터 적용 전(A), 후(B) 의 샷 모음.  

⑤ 참진폭 회복 (True Amplitude Recovery)

탄성파 에너지는 구형 발산으로 심부로 진행하면서 이동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와 지층에서의 흡수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소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감소

된 진폭을 보정하기 위하여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모듈 중에서 

속도값을 이용하는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모듈을 사

용하였다. 탄성파의 이동시간과 속도 값에 대한 진폭보정으로 심부의 에너지가 보

상되어 반사파 이벤트가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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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1. 참진폭 보정 전(A)과 후(B)의 shot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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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곱풀기 (Deconvolution)

탄성파 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파와 반향파 등을 제거하여 

수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측곱풀기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적용하였다. 예측 곱풀기는 반사파 기록의 초기 시간정보로부터 

예측할 수 있는 다중반사파 및 반향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실제 지형의 

반사파를 뚜렷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적의 예측 곱풀기 연산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파라미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5-1-6-12A). 파라미터 테스

트 결과 파형이 잘 분리되어 있는 320 ms를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였다. 연산자 길

이를 선택한 후, 곱풀기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distance)를 선정하기 위

하여 파라미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파형이 충분히 압축되어 있는 64 ms를 최종 

연산자 예측 거리로 선택하였다 (그림5-1-6-12B). 예측곱풀기를 실시한 후에는 

고주파수의 노이즈가 포함될 수 있기 때문에 주파수 대역필터를 적용하여 고주파수 

노이즈를 제거해 주었다. 그림 5-1-6-13와 같이 예측곱풀기를 적용하기 전과 후

의 중합단면도에서 반향파 및 다중반사파가 감쇠되어 수직 분해능이 향상된 것을 

확인할 수가 있다.

그림 5-1-6-12. 예측곱풀기 파리미터 테스트. (A) 곱풀기 연산자 길이 테스트, 

(B) 곱풀기 예측거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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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3. 예측곱풀기를 적용하기 전(A)과 후(B)의 중합 단면도.

⑦ 다중반사파 제거기법 (Surface-Related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본 연구지역은 수심이 약 100~20 m사이로 수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깊이마다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동방정식의 특성을 이용한 SRWEMR 모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중합단면도

에서 해저면의 시간 깊이값을 추출하여 트레이스 헤더에 입력시킨 후 각 트레이스 

마다 시간 깊이, 진폭 인자와 위상 각도를 분석하여, 원본 자료로 부터 해저면에 기

인한 다중반사를 예측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림 5-1-6-14). 그림 5-1-6-15는 

각각 SRWEMR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중합 단면으로서 SRWEMR의 결과 해저면

에 기인한 다중반사파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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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4. SRWEMR 적용 전(A), 모델링(B), 적용 후(C)의 샷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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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5. SRWEMR 적용 전(A)과 후(B)의 중합 단면도.   

⑧ 속도 분석 (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해저 지층 매질의 속도를 분석하여 가장 근사치의 속도값을 유추하

여 탄성파 단면도를 제작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

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Velocity Precompute 모듈을 이용하여 인접한 9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슈퍼

공심점(supergather)으로 만들어서 셈블런스(semblance), 공통 옵셋 모음

(common offset gather), 슈퍼공심점(supergather)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16A).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추하여, 속도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속도 뷰어(velocity viewer) 모듈을 이용하여 

속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합단면도 상에 속도 분포도를 볼 수 있어서 층의 변화에 

따른 좀 더 정밀한 속도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5-1-6-16B). 속도 분석은 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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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의 길이와 지질구조에 따라 공통중심점 간격을 달리하여 500 m 또는 1 km 마

다 실시하였다. 

그림 5-1-6-16. 속도 분석을 위한 패널(A)과 볼륨 단면도(B).   

⑨ 구조보정 (Migration)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값을 이용하여 마지막으로 중합 후 시간영역에서의 구조

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현상에 의한 효과를 제거 

해주었다. 그림 5-1-6-17은 전산처리과정을 거친 중합 후 구조보정 단면도이며, 

최종 자료처리 후 SEGY 자료로 변환하여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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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7. 자료처리 후 (A) 중합 단면도와 (B) 구조보정 단면도.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

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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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 (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루

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

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

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정

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보

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밀

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

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 (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 (meter 

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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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

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

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

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

를 측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

이 보정값은 시간당 -0.0005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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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6 mGal에서 0.02 

mGal로 감소하였다.

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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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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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 ~ 3 % 정

도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 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

거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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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정 전의 14.5 nT에서 0.04 nT로 감소하였다.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 자료

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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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금년 연구지역은 태안반도로부터 외해쪽으로 124도 10분까지, 위도 36도 30분

에서 37도 사이로서 2014년와 비교할 때 지형적으로 해저면에 모래사퇴가 거의 

발달하고 있지 않은 특징을 갖는다. 전체적으로 연구지역의 수심은 15 – 75m사이

를 보이며 수심을 기준으로 50m이내의 내대륙붕은 외대륙붕에 비해 경사가 

0.08°로 가파르고 지형의 기복이 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주변 섬들과 tidal 

ridge의 영향을 보여지며 연안에는 조류에 의한 채널이 폭 10km, 깊이 10m로 광

범위하게 발달하고 있다. 또한, 내대륙붕 격렬비열도 주변에는 강한 조류의 영향을 

받은 모우트가 잘 발달되어 있다(그림 5-2-1-1). 

 일반적으로 조류가 강한 환경 하에서 섬주변의 모우트(moat)는 조류의 흐름을 

막는 섬의 지형적 영향으로 조류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흐르는 방향의 반대쪽에 발

달한다. 연구지역의 조류는 낙조와 창조일 때 0.6 ~ 0.8m/s로 세기가 거의 유사하

고 방향은 창조일 때 북동쪽으로, 낙조일 때 남서쪽으로 흐른다. 이러한 모우트는 

섬의 규모에 따라 차이를 보이는데 격렬비열도주변의 모우트는 주로 섬의 남쪽에 

깊고 큰 규모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보다 규모가 작은 섬들 주변의 모우트는 섬의 

북서쪽과 남동쪽에 적은 규모로 발달하는 양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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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1. 연구지역의 광역 해저지형.

서해과 같이 조류가 강하고 수심이 얕은 대륙붕의 해저면에서는 유수의 흐름에 

의해 퇴적물 이동하면서 생긴 흔적들이 많이 나타난다. 유수의 흐름이 오랫동안 지

속적이고 반복적으로 일어나면 유수의 흐름과 해저 표층면간에 평형상태가 이루어

지게 되는데 이때 흐름과 표층 퇴적물간 평형으로 생긴 해저면의 모양을 층면구조

(bedform)라고 한다. 이러한 층면구조는 해저면에서 퇴적물의 입도, 유속, 수심변

화에 따라 규모가 다른 연흔(ripple), 거대연흔(megaripple), 모래파(sand wave) 

형태로 나타난다. 

(나) 특이 지형

지난 20여년간 고해상 멀티빔 장비의 발달로, 광폭의 해저면 맵핑이 가능해짐으

로서 멀티빔으로 획득한 고해상 해저지형 자료는 해양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멀티빔에서 나타난 단층/습곡형태의 지형

은 화산이나 지진활동의 흔적을, 이동하는 측면구조(bedform)은 쇄설성 입자의 이

동을, 가파른 경사나 협곡지형은 경사침식의 결과를, 그리고 사태흔적(landslide 

scars)은 퇴적물체의 이동과 failure와 같은 지질학적인 결과를 반영한다(Chiocci 

and Ridente, 2011). 

금번 연구지역에서 총 12 곳의 특이지형이 발견되었으며 주로 조류에 의해 형성

된 연흔, 모래파 지형들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일부 수심이 얕은 지역에서 노출된 

암반이 분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그림 5-2-1-2, 표 5-2-1-1). 특징적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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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o. 1에서 No. 5까지 다양한 모래파, 연흔이 나타나지만  No. 6 – No. 10까지 조

류에 영향을 받은 bedform들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암반이 우세한테 이는 격렬비

열도 주변 기반암의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No. 9는 노출된 형태주변으로 

모우트가 발달한 것으로 보아 침선일 가능성이 매우 높은 것으로 보인다. 백령도, 

대청도 주변 탐사에서 나타난 특이지형은 No. 11, No. 12에서 와같이 해침이전에 

노출되었던 고화된 고기의 퇴적층과 백령도와 연계된 암반이 두드러져 보인다.

No. 1의 모래파는 폭 8 - 10m, 높이 0.15 - 0.3m, 간격은 8 - 10m로 비교

적 소규모로 나타나는데 모래파와 조류의 방향이 수직임을 고려할 때 동-서방향의 

우세한 조류가 발달한 지역임을 알 수 있다. No. 2의 모래파의 규모는 전체적으로 

폭 40 – 80m, 높이 1.4 – 1.6m, 간격은 80 – 100m으로 매우 넓게 발달하여있고 

동-서방향의 뚜렷하고 강한 조류가 발달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No. 3의 모래파는 

폭 20m 내외, 높이 0.5m, 간격은 20m 내외로 주로 동-서방향의 우세한 조류의 

영향을 반영한다. No.1의 위치가 상대적으로 연안에 인접하고 No. 2, No. 3 지점

이 외해쪽 임을 고려할 때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모래파의 규모가 작아짐을 알 수 

있다.

No. 4의 모래파는 폭이 8 – 10m, 높이 0.2 – 0.4m, 간격은 약 10 – 15m로 나

탄다. 모래파의 크기를 비교해 볼 때, 남쪽으로 갈수록 크기가 작아지고, 방향성도 

두드러지지않는 것으로 보인다. 내해의 모래파와 달리, No. 5의 모래파는 폭이 

14m내외, 높이 0.15m, 2 – 4m 간격으로 매우 좁게 나타난며 방향은 남-북방향으

로 대조적이다.  백령도 주변의 No 11에서 나타난 고지형의 형태는 북동-남서방

향의 뚜렷한 낙차를 보인다. 이러한 낙차는 해침이나 고해수면 때보다는 저해수면

때 유수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높이차이는 약 5m이며 경사는 최대 10°로 보인

다. 

위도 36도 50분 이남에서는 그 이북과 달리 동일한 수심대에서 모래파가 두드러

지게 나타나지 않는 것은 아마도 지역을 경계로 조류의 방향이 달라지는 것을 반영

한다. 즉, No. 1, 2, 3의 모래파는 규모는 다르더라도 방향이 동-서방향으로 뚜렷

한 2-dimension을 보이나, No 4의 모래파는 분지(bifurcation)이 우세한 

3-dimension한 형태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그 이남에서는 모래파가 관측되지 않았

다. 이는 남쪽으로 갈수록 조류의 세기도, 주방향성도 감소했음을 반영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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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1-2. 조사측선상의 특이지형 위치.

No 위치(DMS) 해저지형 특징
수심

(m)

1
37-00-02.74

125-43-19.26
모래파 36

2
37-00-07.65

125-27-56.07
모래파 44

3
36-57-37.67

125-31-34.40
모래파 52



- 875 -

4
36-55-06.78

125-33-44.69
모래파 46

5
36-52-34.36

124-56-39.36
모래파 60

6
36-50-07.32

125-33-02.92
암반 49

7
36-48-01.27

125-32-00.86
암반 52

8
36-40-46.08

125-50-56.65
암반 44

9
36-38-41.27

125-28-21.70
암반 41

10
36-40-57.57

125-23-44.98
암반 54

11
37-46-04.33

124-19-32.33

해침

이전

지형

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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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 특성

연구지역의 표층 퇴적물은 주로 외해역에는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고 내해역에서 

니사질 퇴적물과 니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즉, 육지쪽에서 외해로 갈수록 

조립한 경향을 보이며 이러한 조립질은 모래사퇴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 퇴적물의 

입도는 조립점토에서 조립사까지 다양하나 주로 중립 실트와 세립사가 우세하나 퇴

적물의 분급은 대체로 불량한 것으로 나타났다.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5HZT-P01

수심 69.3 m에서 채취한 15HZT-P01 코어의 총 길이는 약 49 cm이다(그림 

5-2-2-1).퇴적물의 색은 심도 0~15 cm에서 olive(5Y 5/3), 15~49 cm에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를 보인다. 심도 9 cm, 10 cm, 12 cm에

서는 지름 약 1~2 cm 사이의 공극이 관찰되며 40 cm 지점 전후로 점상형태의 얼

룩이 보인다. 습윤밀도는 1.9~2.0 g/㎤, 입자밀도는 2.6~2.8 g/㎤, 공극률은 

41.4~46.5%, 함수율은 22.4~25.0%의 범위를 보인다 (표 5-2-2-1). 전단응력

은 33.8~42.9 kPa이다(표 5-2-2-25). 평균입도는 6.9~7.5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M(니)이 우세하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2.5~2.6 Φ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2, 그림 5-2-2-2).

12
37-44-34.71

124-29-28.36
암반 45

표 5-2-1-1. 연구지역의 특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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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  15HZT-P01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6 2.56 2.63 41.43 22.41

10 1.97 2.97 2.80 46.51 25.04

30 1.89 2.51 2.56 43.32 24.29

49 1.98 3.01 2.80 46.06 24.67

표 5-2-2-1. 15HZT-P0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7.54 2.52 0.34 1.74 0.00 1.05 60.12 38.82 M

10 7.08 2.57 0.50 1.97 0.00 3.51 63.85 32.64 M

30 7.43 2.61 0.36 1.67 0.00 1.20 60.36 38.44 M

49 6.87 2.62 0.56 2.00 0.00 4.78 63.92 31.30 Z

표 5-2-2-2. 15HZT-P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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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 15HZT-P0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② 15HZT-P01-1

수심 69.3 m에서 채취한 15HZT-P01-1 코어의 총 길이는 약 72 cm이다(그

림 5-2-2-3).   퇴적물의 색은 심도 0~12 cm에서 olive(5Y 4/4), 12~56 cm

에서 dark gray(5Y 1/4), 56~72 cm에서 olive gray(5Y 4/2)를 보인다. 0~17 

cm 구간에서는 2~3 mm 미만의 패치(patch)가 간헐적으로 분포하며 17 cm와 

37~39 cm 부근에 지름 약 1 cm의 공극이 관찰된다. 23~26 cm 구간은 시료가 

비어있고 56~72 cm 구간에서는 사질이 우세하고 입도가 하향 조립하며 함수율이 

높게 나타났다. 습윤밀도는 1.9~2.0 g/㎤, 입자밀도는 2.6~2.8 g/㎤, 공극률은 

43.0~48.5%, 함수율은 23.1~26.6%의 범위를 보인다(표 5-5-2-3). 전단응력은 

4.0~57.6 kPa이다(표 5-2-2-25). 평균입도는 4.7~7.6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

은 (g)sM(약역사질니), M이 우세하고 30 cm 깊이에서 Z(실트)가 나타난다. 퇴적

물의 분급도는 2.5~3.5 Φ로 주상시료 전체에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

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4, 그림 5-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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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15HZT-P01-1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9 2.63 2.73 43.38 23.12

10 1.97 2.85 2.68 43.03 23.19

30 1.94 2.69 2.80 48.51 26.56

50 1.92 2.86 2.69 46.62 25.84

72 1.90 2.53 2.64 45.65 25.47

표 5-2-2-3. 15HZT-P01-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6.35 2.94 0.13 2.43 0.17 18.57 53.95 27.31 (g)sM

10 7.61 2.63 0.18 1.72 0.00 3.52 55.07 41.40 M

30 6.85 2.54 0.63 2.13 0.00 3.78 66.61 29.61 Z

50 7.52 2.68 0.26 1.62 0.00 2.13 57.32 40.55 M

72 4.70 3.51 0.26 2.26 2.46 41.09 38.24 18.20 (g)sM

표 5-5-5-4. 15HZT-P01-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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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4. 15HZT-P0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③ 15HZT-P02

수심 75.2 m에서 채취한 15HZT-P02 코어는 4개의 절개된 코어로 전체 길이

는 약 366 cm이다(그림 5-2-2-5). 코어 전 심도에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GY)를 보이고 325 cm, 340~345 cm, 358~363 cm에서 나타

나는 패치에서는 black(GLEY1 2.5/N)을 보였고 330 cm 주변부에 형성된 패치에

서는 greenish gray(GLEY1 6/5GY)를 보였다. 330 cm에 형성된 패치를 제외한 

전구간은 함수율이 높은 사질을 보였다. 습윤밀도는 1.9~2.2 g/㎤, 입자밀도는 

2.4~3.0 g/㎤, 공극률은 32.5~42.5%, 함수율은 17.1~21.4%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5). 전단응력은 시료의 특성상 분석이 힘든 70~150 cm 구간을 제외한 

구간에서 6.8~34.8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5). 평균입도는 2.0~2.9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모래)가 우세하고 330 cm 하부 깊이에서 (g)mS(약역

니질사), gS(역질사)가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5~2.1 Φ로 330 cm 상부

에서는 중간의 양호한(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하부에서는 불량

(Poorly sorted)한 분급도,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6, 그림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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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5. 15HZT-P02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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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11 2.60 2.92 42.52 21.38

10 2.01 2.86 2.64 39.07 20.65

30 2.08 2.67 2.74 38.33 19.52

50 2.05 2.85 2.64 36.75 19.04

70 1.93 2.41 2.44 36.16 19.89

90 2.05 2.77 2.59 34.94 18.13

110 2.16 2.92 2.95 41.01 20.14

130 2.02 2.69 2.57 35.57 18.72

150 2.13 2.71 2.76 36.16 18.02

170 2.07 2.85 2.65 35.86 18.41

190 2.11 2.49 2.77 37.72 18.98

210 2.00 2.66 2.52 34.70 18.41

230 2.21 2.63 2.95 38.50 18.53

250 2.08 2.79 2.68 36.27 18.53

270 2.23 2.61 2.94 37.23 17.75

290 2.02 2.43 2.49 32.46 17.10

310 2.16 2.79 2.82 36.86 18.13

330 2.07 2.68 2.72 38.51 19.79

350 2.14 2.84 2.83 38.33 19.02

366 1.99 2.45 2.52 35.58 19.01

표 5-2-2-5. 15HZT-P02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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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49 0.54 -0.07 3.72 0.00 100.00 0.00 0.00 S

10 2.28 0.53 -0.19 2.89 0.00 100.00 0.00 0.00 S

30 2.23 0.53 -0.16 2.59 0.00 100.00 0.00 0.00 S

50 2.22 0.54 -0.09 2.52 0.00 100.00 0.00 0.00 S

70 2.18 0.54 -0.08 2.33 0.00 100.00 0.00 0.00 S

90 2.16 0.53 -0.12 2.13 0.00 100.00 0.00 0.00 S

110 2.21 0.55 -0.04 2.50 0.00 100.00 0.00 0.00 S

130 2.12 0.55 0.08 2.14 0.00 100.00 0.00 0.00 S

150 2.09 0.55 0.13 2.05 0.00 100.00 0.00 0.00 S

170 2.11 0.55 0.10 2.13 0.00 100.00 0.00 0.00 S

190 2.19 0.54 -0.09 2.44 0.00 100.00 0.00 0.00 S

210 2.16 0.54 -0.01 2.25 0.00 100.00 0.00 0.00 S

230 2.14 0.55 0.02 2.25 0.00 100.00 0.00 0.00 S

250 2.16 0.54 -0.06 2.28 0.00 100.00 0.00 0.00 S

270 1.99 0.54 0.29 2.09 0.00 100.00 0.00 0.00 S

290 2.09 0.55 0.02 2.15 0.00 100.00 0.00 0.00 S

310 2.07 0.55 -0.01 2.39 0.00 100.00 0.00 0.00 S

330 2.86 2.06 2.31 8.85 0.78 84.41 10.40 4.41 (g)mS

350 2.25 1.05 4.57 33.86 0.00 97.22 1.94 0.84 S

366 2.34 1.32 3.61 20.96 0.25 94.57 3.81 1.37 (g)S

표 5-2-2-6. 15HZT-P02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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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6. 15HZT-P02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④ 15HZT-P03

수심 80.4 m에서 채취한 15HZT-P03 코어는 2개의 절개된 코어로 전체 길이

는 약 208 cm이다(그림 5-2-2-7). 심도 0~5 cm, 102~126 cm, 126~208 

cm에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5GY)를 보였고 5~25 cm에서는 

greenish black(GLEY1 2.5/10Y), 25~102 cm에서는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GY)를 보인다. 전 구간 함수율이 높은 세립사를 보였고 패각편

들은 60 cm 주변과 110~120 cm 구간에서 다수 관찰되었으며 전 구역에서 간헐

적으로 관찰되었다. 습윤밀도는 1.9~2.1 g/㎤, 입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39.8~50.2%, 함수율은 19.8~26.4%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7). 전단응력은 

1.7~15.5 kPa이다(표 5-2-2-25). 평균입도는 2.7~3.8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

은 (g)mS, (g)S가 우세하고 최 상부 깊이에서 S, mS(니질사)가 나타난다. 퇴적물

의 분급도는 1.2~2.3 Φ로 30~110 cm 깊이에서는 매우 불량한(Very poorly 

sorted)분급도를, 시료의 양 끝에 위치한 깊이에서는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

도를 나타낸다(표 5-2-2-8, 그림 5-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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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15HZT-P03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14 2.81 2.87 39.76 19.75

10 2.14 2.60 2.97 42.56 21.09

30 2.04 2.86 2.92 46.25 24.04

50 1.97 2.52 2.75 45.47 24.55

70 1.89 2.69 2.52 42.42 23.86

90 2.02 2.57 2.87 46.11 24.22

110 1.99 2.83 2.71 42.79 22.83

130 2.08 2.69 2.94 44.92 22.95

150 2.00 2.88 2.87 46.99 24.92

170 1.91 2.68 2.69 46.64 25.89

190 2.00 3.07 2.79 44.61 23.68

208 2.02 2.71 3.02 50.17 26.39

표 5-2-2-7. 15HZT-P03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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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74 1.18 4.56 28.45 0.00 95.56 2.92 1.52 S

10 2.99 1.86 2.91 11.64 0.00 89.55 5.96 4.49 mS

30 3.56 2.23 2.17 7.06 0.11 80.69 11.88 7.32 (g)mS

50 3.49 2.13 2.35 8.01 0.17 82.17 11.13 6.54 (g)mS

70 3.76 2.20 2.15 6.92 0.05 79.05 13.40 7.51 (g)mS

90 3.60 2.25 2.20 6.94 0.00 79.92 12.50 7.57 mS

110 3.64 2.27 2.13 6.71 0.05 79.82 12.26 7.86 (g)mS

130 2.90 1.50 3.63 17.99 0.05 92.67 4.55 2.73 (g)S

150 2.91 1.57 3.38 16.27 0.16 91.82 5.00 3.01 (g)S

170 2.91 1.50 3.60 17.73 0.11 92.29 4.83 2.76 (g)S

190 2.92 1.47 3.73 18.68 0.06 92.68 4.61 2.66 (g)S

208 2.94 1.67 3.08 14.36 0.21 90.79 5.71 3.29 (g)S

표 5-2-2-8. 15HZT-P03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8. 15HZT-P03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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⑤ 15HZT-P04

수심 74.0 m에서 획득한 15HZT-P04 코어는 약 60 cm이며 light olive 

brown(2.5Y 5/4)색상을 띄는 40~46 cm, 55 cm를 제외한 전 구간에서 dark 

greenish gray(GLEY1 4/5GY)이다. 47~48 cm에서는 균열(crack) 2곳이 확인

되었다(그림 5-2-2-9). 습윤밀도는 2.0~2.3 g/㎤, 입자밀도는 2.5~2.9 g/㎤, 공

극률은 34.9~39.1%, 함수율은 16.4~19.6%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9). 전

단응력은 9.4~28.7 kPa이다(표 5-2-2-26). 평균입도는 3.0~4.5 Φ 범위로 퇴

적물 유형은 S, mS가 우세하고 30 cm 깊이에서 zS(실트질사)가 나타난다. 퇴적물

의 분급도는 1.3~2.4 Φ로 10 cm 상부에서는 불량한(Poorly sorted) 분급도를, 

하부에서는 매우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10, 

그림 5-2-2-10).

그림 5-2-2-9. 15HZT-P04 코어사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8 2.67 2.71 37.31 19.05

10 2.26 2.68 2.92 34.86 16.36

30 1.95 2.64 2.47 35.68 19.39

50 2.14 2.62 2.85 39.07 19.42

60 2.04 2.83 2.66 37.73 19.62

표 5-2-2-9. 15HZT-P04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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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07 1.30 3.58 19.61 0.00 91.43 6.70 1.87 S

10 2.95 1.54 3.47 16.66 0.00 90.39 6.83 2.78 S

30 4.50 2.38 1.45 4.54 0.00 55.80 33.57 10.63 sZ

50 3.83 2.27 1.96 6.23 0.01 74.80 17.25 7.94 mS

60 3.92 2.40 1.88 5.73 0.00 72.92 18.01 9.07 mS

표 5-2-2-10. 15HZT-P04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10. 14HZT-P07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⑥ 15HZT-P05

수심 62.7 m에서 채취한 15HZT-P05는 전체길이 278 cm이며 4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11). 심도 0~26 cm 구간은 함수율이 높은 dark 

gray(GLEY1 4/N) 색상을 보이며 16 cm 부근에서는 지름 약 0.3 cm의 공극이 

나타난다. 26~36 cm,  64~70 cm 구간에서는 very dark gray(5Y 3/1)를 보였

고 약 31 cm에서 균열 2곳이 확인되었다. 36~64 cm 구간은 black(5Y 2.5/1)이

다. 75~115 cm 구간은 dark olive brown(5Y 3/1)의 색을 띄는 균질한 니질층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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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퇴적엽리가 뚜렷하게 나타난다. 116~176 cm 구간은 코어에서 가장 어두운 

black(10YR 2/1)색상을 띤다. 176~213 cm 구간은 dark greenish gray(GLEY1 

4/5GY)이다. 습윤밀도는 1.4~2.0 g/㎤, 입자밀도는 2.3~3.1 g/㎤, 공극률은 

40.3~71.3%, 함수율은 21.4~51.1%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1). 전단응력

은 1.5~42.3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6). 평균입도는 3.4~8.7 Φ 범위

로 퇴적물 유형은 190 cm 상부 깊이에서 M, Z가 우세하고 230 cm 하부에서 

sM(사질니)이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1.9~3.3 Φ로 매우 불량한(Very 

poorly sorted)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12, 그림 5-2-2-12).

그림 5-2-2-11. 15HZT-P05 코어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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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8 2.73 3.00 56.52 31.84

10 1.83 2.87 2.66 50.87 29.54

30 1.91 2.57 2.89 52.61 29.28

50 1.75 2.65 2.45 48.92 29.64

70 1.68 2.54 2.55 57.32 36.28

90 1.58 2.78 2.71 66.90 44.93

110 1.46 2.53 2.47 69.58 50.49

130 1.48 2.58 2.62 71.31 51.06

150 1.42 2.59 2.29 68.30 50.92

170 1.56 2.48 2.45 62.50 42.56

190 1.81 3.09 3.05 61.44 36.10

210 2.00 2.59 2.66 40.31 21.38

230 1.74 2.71 2.48 50.82 31.02

250 1.97 3.07 2.99 52.03 28.06

270 1.78 2.93 2.69 54.76 32.70

291 1.85 2.97 2.79 53.44 30.72

표 5-2-2-11. 15HZT-P05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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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8.72 2.62 -0.55 2.08 0.00 4.19 34.62 61.20 M

10 7.44 2.55 0.28 1.85 0.00 3.56 58.64 37.80 M

30 8.04 2.63 -0.07 1.69 0.00 2.92 48.21 48.87 M

50 6.72 2.52 0.67 2.27 0.00 5.17 67.24 27.59 Z

70 7.13 2.64 0.37 1.94 0.00 6.36 59.54 34.10 M

90 7.64 2.62 0.19 1.68 0.00 2.42 55.63 41.94 M

110 6.59 2.36 0.83 2.58 0.00 3.11 72.27 24.62 Z

130 6.64 2.57 0.60 2.30 0.00 9.02 63.85 27.13 Z

150 6.63 2.53 0.67 2.37 0.00 7.41 66.29 26.30 Z

170 8.52 2.67 -0.37 1.80 0.00 3.04 39.32 57.64 M

190 7.60 2.66 0.04 1.83 0.00 6.60 51.03 42.37 M

210 3.38 1.85 2.79 10.75 0.00 85.25 10.05 4.70 sZ

230 7.00 2.74 0.26 1.93 0.00 12.53 53.42 34.05 sM

250 7.44 2.82 -0.08 1.88 0.00 14.26 43.55 42.19 sM

270 7.45 3.10 -0.15 1.68 0.00 20.91 33.82 45.27 sM

278 5.82 3.34 0.42 1.70 0.00 44.03 26.66 29.31 sM

표 5-2-2-12. 15HZT-P05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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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2. 15HZT-P05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⑦ 15HZT-P06

수심 59.2 m에서 채취한 15HZT-P06 코어는 전체 길이 64 cm이다(그림 

5-2-2-13). 심도 0~20 cm 구간에서는 패각이 관찰되었고 20~25 cm 구간은 

검정색을 띤 black(GLEY1 2.5/N)으로 악취가 심한편이다. 20~25 cm를 제외한 

구간은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2.5/N)이다. 습윤밀도는 1.9~2.0 g/㎤, 

입자밀도는 2.7~2.9 g/㎤, 공극률은 42.6~47.3%, 함수율은 22.9~25.9%의 범위

를 보인다(표 5-2-2-13). 전단응력은 6.4~11.5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6). 평균입도는 2.5~3.6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g)S, sZ, S 및 mS

가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1.4~2.3 Φ로 주상시료 전체에서 불량한(Poorly 

sorted)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14, 그림 5-2-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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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3. 15HZT-P06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2 2.94 2.71 46.84 25.87

10 2.02 2.91 2.92 47.29 24.81

30 1.97 2.93 2.68 42.60 22.91

50 2.01 2.86 2.82 44.94 23.69

64 1.98 2.95 2.69 42.77 22.98

표 5-2-2-13. 15HZT-P06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35 1.44 3.56 17.71 0.04 92.97 4.05 2.94 (g)S

10 4.17 2.27 1.80 5.52 0.00 72.49 18.59 8.92 sZ

30 3.47 1.63 3.18 13.86 0.00 90.56 5.45 3.99 S

50 3.45 1.76 2.99 12.06 0.00 89.46 5.83 4.72 mS

64 3.46 1.58 3.24 14.46 0.00 90.86 5.42 3.71 S

표 5-2-2-14. 15HZT-P06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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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4. 15HZT-P06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⑧ 15HZT-P07

수심 54.0 m에서 채취한 15HZT-P07 코어는 4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고 

전체 길이는 341 cm이다(그림 5-2-2-15). 심도 95 cm, 120 cm에서 

black(GLEY1 2.5/N)의 악취가 나는 반점모양이 나타나며 이를 제외한 0~246 

cm 구간에서는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GY)이다. 140 cm에서는 

패각이 관찰되었고 전 구간 함수율이 높은 세립사질을 보였다. 246~341 cm 구간

은 dark greenish gray(GLEY1 4/10Y)로 함수율이 높았으며 305~340 cm에서

는 black(2.5Y 2.5/1)의 점상형태 퇴적물이 덩어리가 되어 산발적인 분포를 보인

다. 습윤밀도는 1.9~2.2 g/㎤, 입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39.7~51.0%, 

함수율은 20.6~28.9%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5). 전단응력은 5.3~40.2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6). 평균입도는 3.0~5.6 Φ 범위로 퇴적물 유

형은 250 cm 상부에서 S가 우세하고 270 cm 하부 깊이에서 mS가 나타난다. 퇴

적물의 분급도는 1.3~3.5 Φ로 250 cm 상부에서는 불량한(Poorly sorted) 분급

도를, 하부에서는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16, 그림 5-2-2-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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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5. 15HZT-P07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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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9 2.96 2.98 45.47 23.11

10 2.07 2.91 2.91 44.66 22.95

30 2.06 2.87 2.84 43.08 22.21

50 2.14 2.85 2.94 41.88 20.81

70 2.15 2.92 2.95 41.60 20.56

90 2.05 2.93 2.74 40.41 20.94

110 2.03 2.78 2.78 42.87 22.46

130 1.91 2.86 2.58 42.82 23.76

150 2.14 2.95 2.96 42.70 21.23

170 2.05 2.99 2.79 41.89 21.66

190 2.10 2.90 2.91 42.93 21.68

210 2.12 2.99 2.98 44.15 22.13

230 1.93 2.77 2.52 39.74 21.88

250 1.94 2.67 2.68 45.03 24.68

270 2.00 2.67 2.91 48.09 25.52

290 1.87 2.70 2.76 51.02 28.93

310 1.99 2.56 2.86 47.66 25.48

330 1.93 2.68 2.70 45.85 25.19

341 2.03 2.49 2.75 41.42 21.63

표 5-2-2-15. 15HZT-P07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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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46 1.93 2.66 9.68 0.00 86.14 8.41 5.45 mS

10 3.55 2.03 2.51 8.69 0.00 85.32 8.31 6.36 mS

30 3.03 1.34 3.96 20.44 0.00 93.85 3.93 2.22 S

50 3.00 1.36 4.03 20.83 0.00 93.63 4.09 2.28 S

70 3.08 1.52 3.75 17.85 0.00 92.18 4.77 3.04 S

90 3.03 1.46 3.93 19.45 0.00 93.12 4.05 2.84 S

110 3.16 1.55 3.30 14.61 0.00 90.64 6.37 2.99 S

130 3.06 1.46 3.74 18.04 0.00 92.80 4.47 2.73 S

150 3.23 1.69 3.23 13.56 0.00 90.45 5.57 3.98 S

170 3.21 1.69 3.15 12.98 0.00 89.63 6.53 3.84 mS

190 3.22 1.59 3.33 14.83 0.00 90.27 6.38 3.35 S

210 3.07 1.44 3.78 18.51 0.00 92.78 4.61 2.61 S

230 3.09 1.41 3.65 17.78 0.00 92.54 5.09 2.37 S

250 3.32 1.71 2.92 11.80 0.00 87.57 8.63 3.79 sZ

270 5.62 3.54 0.63 1.73 0.00 53.80 16.45 29.74 mS

290 5.17 3.18 0.90 2.33 0.00 54.74 23.10 22.15 mS

310 5.13 3.18 0.92 2.36 0.00 55.15 23.00 21.85 mS

330 5.02 3.16 0.97 2.43 0.00 58.39 20.29 21.32 mS

341 4.67 3.08 1.20 2.93 0.00 65.00 16.53 18.46 mS

표 5-2-2-16. 15HZT-P07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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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6. 15HZT-P07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⑨ 15HZT-P08

수심 53.6 m에서 채취한 15HZT-P08 코어는 4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고 

전체 길이는 418 cm이다(그림 5-2-2-17). 퇴적물의 색은 0~4 cm에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 4~133 cm, 225~326 cm에서 dark 

greenish gray(GLEY1 4/10Y), 133~225 cm에서 dark greenish gray(GLEY1 

4/5GY), 326~418 cm에서 greenish black(GLEY1 2.5/10Y)이다. 코어전체에 점

상의 사질형태가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코어 0~4 cm구간은 함수량이 비교적 높다. 

4~6 cm, 95 cm, 133 cm, 204~218 cm, 295 cm, 320 cm, 324 cm에서 다수

의 공극이 관찰되었고 169 cm, 187~190 cm에서  균열이 나타난다. 습윤밀도는 

1.6~2.0 g/㎤, 입자밀도는 2.6~3.3 g/㎤, 공극률은 38.3~65.9%, 함수율은 

20.0~41.7%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8). 전단응력은 3.6~28.9 kPa의 범위

를 보인다(표 5-2-2-27). 평균입도는 5.2~8.3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M이 우

세하며 최상부 정점에서 (g)sM이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2.3~3.4 Φ로 매우 

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19, 그림 

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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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7. 15HZT-P08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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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3 2.56 2.65 38.26 20.02

10 1.78 2.60 2.96 60.77 36.20

30 1.74 2.64 2.74 58.40 35.67

50 1.87 2.67 3.00 57.31 32.54

70 1.76 2.63 2.80 58.33 35.11

90 1.85 2.66 3.01 58.74 33.79

110 1.76 2.54 2.56 52.21 31.56

130 1.82 2.59 2.95 58.91 34.45

150 1.81 2.73 2.80 55.98 32.90

170 1.69 2.46 2.86 63.45 39.75

190 1.60 2.54 2.55 62.62 41.67

210 1.79 2.66 3.02 61.36 36.31

230 1.73 2.62 2.68 57.61 35.41

250 1.81 2.60 2.89 57.85 33.93

270 1.73 2.68 2.67 56.98 34.91

290 1.85 2.61 3.03 58.71 33.65

310 1.77 2.66 2.71 55.85 33.48

330 1.79 2.66 2.79 56.82 33.74

350 1.82 2.94 3.03 60.33 35.16

370 1.87 2.69 3.26 62.18 35.29

390 1.79 3.19 3.26 65.92 39.14

418 1.67 2.62 2.80 63.39 40.22

표 5-2-2-17. 15HZT-P08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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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5.22 3.38 0.69 2.15 0.58 49.25 26.38 23.79 (g)sM

10 8.05 2.58 -0.03 1.67 0.00 1.48 49.86 48.66 M

30 7.29 2.65 0.28 1.81 0.00 5.86 56.62 37.52 M

50 8.28 2.56 -0.14 1.63 0.00 1.48 45.79 52.74 M

70 7.70 2.52 0.16 1.74 0.00 2.15 55.20 42.66 M

90 7.65 2.57 0.17 1.70 0.00 2.32 55.37 42.31 M

110 8.24 2.67 -0.25 1.77 0.00 4.22 42.51 53.26 M

130 7.77 2.79 -0.01 1.64 0.00 5.93 48.14 45.92 M

150 7.76 2.84 -0.08 1.69 0.00 8.40 44.97 46.63 M

170 8.16 2.67 -0.15 1.64 0.00 2.86 45.67 51.47 M

190 7.21 2.74 0.20 1.82 0.00 9.50 52.87 37.63 M

210 7.86 2.66 0.04 1.61 0.00 2.64 51.19 46.17 M

230 7.70 2.59 0.19 1.62 0.00 1.53 55.54 42.93 M

250 7.90 2.63 0.05 1.60 0.00 1.99 51.57 46.44 M

270 7.22 2.52 0.41 1.91 0.00 2.99 61.87 35.13 M

290 7.95 2.59 -0.02 1.70 0.00 2.94 49.62 47.44 M

310 7.67 2.50 0.15 1.81 0.00 2.83 54.93 42.24 M

330 7.49 2.50 -0.04 2.20 0.00 8.79 51.31 39.90 M

350 7.74 2.49 -0.12 2.17 0.00 7.17 48.60 44.23 M

370 7.97 2.39 -0.07 2.07 0.00 3.33 49.77 46.89 M

390 7.30 2.49 0.05 2.24 0.00 10.00 53.70 36.30 M

418 7.68 2.31 0.17 2.15 0.00 3.03 57.21 39.77 M

표 5-2-2-18. 15HZT-P08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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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8. 15HZT-P08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⑩ 15HZT-P09

수심 44.0 m에서 채취한 15HZT-P09코어는 전체 길이 129 cm이며 전 구간 

함수율이 높고 니질이 우세하다. 퇴적물의 색은 0~7 cm구간은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5GY), 7~13 cm구간은 검정색의 악취가 나는 

black(GLEY1 2.5/N)을 보이며 13~129 cm구간에서는 dark greenish 

gray(GLEY1 4/10GY)이다(그림 5-2-2-19). 습윤밀도는 1.9~2.1 g/㎤, 입자밀

도는 2.5~3.0 g/㎤, 공극률은 39.7~48.7%, 함수율은 21.6~25.4%의 범위를 보인

다(표 5-2-2-19). 전단응력은 6.0~13.8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7). 

평균입도는 2.9~3.9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70 cm 상부 깊이에서 S가 나타나며 

하부에서는 sZ가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5~2.0 Φ로 70 cm 상부에서는 

중간양호(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하부에서는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20, 그림 5-2-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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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9. 15HZT-P09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2 2.93 2.72 41.10 21.58

10 2.01 2.98 2.77 43.61 23.04

30 1.89 2.83 2.60 45.15 25.36

50 2.04 2.98 3.01 48.73 25.36

70 1.89 2.71 2.55 42.92 24.06

90 1.91 2.81 2.60 43.90 24.41

110 1.91 2.80 2.49 39.71 22.13

129 2.08 2.96 3.04 47.53 24.21

표 5-2-2-19. 15HZT-P09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98 0.59 -0.64 2.50 0.00 100.00 0.00 0.00 S

10 2.91 0.57 -0.35 2.30 0.00 100.00 0.00 0.00 S

30 3.05 0.55 -0.65 2.38 0.00 100.00 0.00 0.00 S

50 3.10 0.54 -0.94 2.91 0.00 100.00 0.00 0.00 S

70 3.81 1.95 2.38 8.61 0.00 81.50 12.33 6.17 mS

90 3.89 1.97 2.25 7.92 0.00 78.93 14.64 6.43 sZ

110 3.82 1.92 2.37 8.64 0.00 80.10 13.92 5.98 sZ

129 3.87 2.01 2.27 7.92 0.00 79.04 14.32 6.64 sZ

표 5-2-2-20. 15HZT-P09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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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0. 15HZT-P09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⑪ 15HZT-P10

수심 40.0 m에서 채취한 15HZT-P10 코어는 전체 길이 302 cm이며 3개의 절

개된 코어로 구성된다(그림 5-2-2-21). 0~50 cm구간은 비교적 균질한 사질로

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의 색을 띄며 39 cm 구간에서는 패

각편이 관찰되었고 40 cm에는 띠 모양의 brownish yellow(10YR 6/8)색상의 사

질이 나타난다. 49~302 cm 구간은 함수율이 높은 세립한 니질과 세립사가 분포한

다. 49~145 cm 구간은 greenish black(GLEY1 2.5/10Y), 145~302 cm 구간은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의 색을 보인다. 273~277 cm 구간에

서는 퇴적엽리가 뚜렷하게 나타나며 300 cm에서는 공극이 관찰된다. 습윤밀도는 

1.7~2.2 g/㎤, 입자밀도는 2.6~3.2 g/㎤, 공극률은 34.7~60.9%, 함수율은 

18.0~36.6%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1). 전단응력은 5.5~73.1 kPa의 범위

를 보인다(표 5-2-2-27). 평균입도는 3.0~7.7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M, 

sZ, M이 우세하고 30 cm 상부 깊이에서 S가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3~3.1 Φ로 30 cm 상부에서는 매우 양호한(Very well sorted)와 양호한(Well 

sorted) 분급도를, 하부에서는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도와 매우 불량한(Very 

poorly sorted)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22, 그림 5-2-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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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1. 15HZT-P10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2 2.56 2.84 45.44 23.93

10 2.20 2.91 2.98 40.27 19.47

30 2.04 2.45 2.58 34.65 18.01

50 1.95 2.90 2.94 51.55 28.02

70 1.90 2.53 2.72 48.44 27.10

90 1.86 2.79 2.64 48.50 27.73

110 1.96 2.71 2.83 48.24 26.12

130 2.05 2.58 2.84 43.33 22.43

150 1.88 2.92 2.64 46.81 26.41

170 1.96 2.47 2.77 46.62 25.27

190 1.91 3.15 3.14 58.07 32.26

210 1.75 2.61 2.70 56.61 34.28

230 1.84 2.96 2.98 58.38 33.73

250 1.74 2.62 2.65 56.15 34.30

270 1.76 2.92 2.92 60.90 36.64

290 1.78 2.73 2.79 57.38 34.28

302 1.88 3.06 3.10 58.90 33.30

표 5-2-2-21. 15HZT-P10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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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40 0.33 -3.62 17.41 0.00 100.00 0.00 0.00 S

10 3.04 0.63 -1.06 3.08 0.00 100.00 0.00 0.00 S

30 3.07 0.64 -1.22 3.36 0.00 100.00 0.00 0.00 S

50 6.26 3.11 0.45 1.85 0.00 31.76 38.05 30.19 sM

70 6.16 2.89 0.67 2.07 0.00 32.87 40.10 27.03 sM

90 6.20 2.88 0.70 2.06 0.00 32.37 40.41 27.23 sM

110 5.57 2.74 1.05 2.74 0.00 46.49 33.01 20.50 sM

130 3.88 1.39 3.68 17.79 0.00 84.17 12.46 3.37 sZ

150 3.84 1.24 3.93 20.67 0.00 82.79 14.58 2.63 sZ

170 3.85 1.37 3.65 17.74 0.00 84.78 12.00 3.22 sZ

190 5.80 2.75 0.90 2.54 0.00 37.20 40.81 21.99 sM

210 6.27 2.88 0.65 2.02 0.00 32.54 39.81 27.65 sM

230 6.53 2.87 0.53 1.90 0.00 25.47 44.28 30.25 sM

250 7.55 2.71 0.23 1.59 0.00 3.91 54.80 41.29 M

270 7.73 2.81 0.03 1.60 0.00 7.18 47.52 45.30 M

290 6.54 2.89 0.53 1.89 0.00 24.92 44.74 30.34 sM

302 7.17 2.72 0.30 1.78 0.00 11.41 52.10 36.49 sM

표 5-2-2-22. 15HZT-P10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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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2. 15HZT-P10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⑫ 15HZT-P11

15HZT-P11 코어의 전체 길이는 153 cm로 수심 57.0 m에서 획득하였다(그림 

5-2-2-23). 전 구간 함수율이 높은 균질한 사질퇴적물이 우세하며 색상은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이다. 75 cm 구간에서는 olive brown(2.5Y 

4/4)색의 지름 약 1 cm 토탄(peat)이 나타난다. 습윤밀도는 1.9~2.1 g/㎤, 입자밀

도는 2.5~3.0 g/㎤, 공극률은 40.2~46.0%, 함수율은 21.1~24.1%의 범위를 보인

다(표 5-2-2-23). 전단응력은 9.8~13.8 kPa의 범위를 보이고 평균입도는 

3.0~3.3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이다(표 5-2-2-27). 퇴적물의 분급도는 

1.3~1.6 Φ로 불량(Poorly sorted)한 분급도를 나타낸다(표 5-2-2-24, 그림 

5-2-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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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3. 15HZT-P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2 2.65 2.69 40.17 21.08

10 2.09 2.88 2.88 42.32 21.48

30 1.96 2.67 2.71 44.25 23.93

50 2.04 2.85 2.88 45.26 23.56

70 1.98 2.64 2.70 42.84 22.94

90 2.01 2.75 2.74 42.82 22.67

110 1.86 2.52 2.48 42.38 24.13

130 2.07 2.65 2.95 45.95 23.62

150 1.98 2.56 2.66 41.97 22.56

153 2.01 2.45 2.75 42.73 22.55

표 5-2-2-23. 15HZT-P1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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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99 1.31 3.98 21.76 0.00 94.22 3.81 1.97 S

10 3.20 1.55 3.44 16.10 0.00 91.69 5.11 3.20 S

30 3.30 1.64 3.23 13.93 0.00 91.05 5.09 3.87 S

50 3.22 1.54 3.52 16.56 0.00 92.26 4.51 3.24 S

70 3.25 1.55 3.36 15.41 0.00 91.35 5.49 3.15 S

90 3.24 1.54 3.49 16.35 0.00 91.90 4.83 3.27 S

110 3.25 1.57 3.39 15.50 0.00 91.63 5.01 3.36 S

130 3.22 1.52 3.40 15.80 0.00 91.33 5.63 3.04 S

150 3.20 1.47 3.54 17.29 0.00 91.56 5.67 2.77 S

153 3.23 1.53 3.49 16.56 0.00 92.01 4.83 3.16 S

표 5-2-2-24. 15HZT-P1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24. 15HZT-P11 코어의 물리적 성질과 평균입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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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ZT-P01 15HZT-P01-1 15HZT-P02 15HZT-P03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37.60 5 57.57 5 9.77 5 18.27

25 42.91 20 19.12 25 6.80 25 9.35

45 33.78 45 21.24 45 30.17 45 11.05

65 4.04 65 14.02 65 15.51

85 - 85 6.37

105 - 105 5.52

125 - 165 4.04

145 - 185 1.70

165 - 205 5.31

175 19.12 

195 17.42 

215 27.62 

235 26.56 

255 27.62 

275 25.49 

295 12.96 

305 27.83 

315 32.50 

335 27.83 

355 34.84 

표 5-2-2-25. 15HZT-P01~15HZT-P03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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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ZT-P04 15HZT-P05 15HZT-P6 15HZT-P7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28.68 5 13.38 5 6.37 5 26.77 

25 19.76 25 6.37 25 6.59 25 25.07 

45 9.56 45 5.52 45 8.50 45 40.15 

55 9.35 58 4.89 55 11.47 65 31.23 

75 18.27 85 22.73 

95 22.09 105 12.11 

115 22.31 125 17.00 

135 38.24 145 20.82 

160 42.28 155 15.93 

165 35.69 175 12.53 

185 3.61 195 20.82 

205 9.56 215 13.81 

220 12.75 235 12.96 

235 1.49 255 5.52 

255 4.25 275 5.52 

278 7.22 295 5.31 

315 6.37 

335 11.90 

표 5-2-2-26. 15HZT-P04~15HZT-P07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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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HZT-P08 15HZT-P09 15HZT-P10 15HZT-11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20.61 5 13.81 5 48.86 5 22.73

25 14.87 25 7.01 25 73.08 25 18.27

45 26.13 45 8.29 45 19.76 45 13.60

65 25.28 65 8.71 65 8.07 65 13.17

85 28.89 85 5.95 85 8.92 85 13.60 

105 25.71 105 7.01 105 20.61 105 11.47 

125 25.71 120 8.71 125 22.52 125 13.81 

145 21.67 140 33.99 145 9.77 

165 14.87 165 11.26

185 11.68 185 5.95

205 3.61 205 5.52

223 7.44 225 7.22

245 9.56 245 15.93

265 11.47 265 7.86

285 12.75 285 5.95

305 14.66 295 6.59

323 7.65 

345 5.52 

365 11.05 

385 7.65 

405 6.59 

표 5-2-2-27. 15HZT-P08~15HZT-P11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모든 획득코어에 대해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를 20 c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매질의 특성상 시료의 성형상태가 좋지 않은 사질의 함량

이 높은 구간은 측정이 불가하였다.

① 15HZT-P01

15HZT-P0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22.8~1,624.7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시료 특성상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5, 표 5-2-2-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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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5HZT-P01-1

15HZT-P01-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02.0~1,619.0 m/s 사이이며 

음파감쇠값은 0.0~0.2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균열 및 시료의 특성

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5, 표 5-2-2-29).

③ 15HZT-P02

15HZT-P02 코어의 경우 전 구간 함수율이 높은 시료의 특성상 음파전달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

④ 15HZT-P03

15HZT-P03 코어의 경우 시료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한 130~150 cm 구간을 제

외한  음파전달속도값은 1,649.4~1,771.4 m/s 사이이며 음파감쇠값은 0.0~0.5 

dB/m/kHz 이내이다(그림 5-2-2-26, 표 5-2-2-30).

⑤ 15HZT-P04

15HZT-P04 코어의 경우 측정이 불가능한 구역을 제외한 30~50 cm 구간의 

음파전달속도값은 1,722.8~1, 782.6 m/s 사이이며 음파감쇠 측정은 불가하였다

(그림 5-2-2-26, 표 5-2-2-31).

⑥ 15HZT-P05

15HZT-P05 코어의 경우 시료특성상 측정이 불가능한 210~230 cm 구간을 제

외한 음파전달속도값은 1,520.3~1,591.9 m/s 사이이며 음파감쇠값은 대략 

0.1~0.8 dB/m/kHz 이내이다(그림 5-2-2-27, 표 5-2-2-32)

⑦ 15HZT-P06

15HZT-P06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99.4~1,703.8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0.7~0.8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7, 표 5-2-2-33).

⑧ 15HZT-P07

15HZT-P07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26.7~1,772.1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0.2~0.4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8, 표 5-2-2-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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⑨ 15HZT-P08

15HZT-P08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03.6~1,569.9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0.0~0.7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8, 표 5-2-2-35).

⑩ 15HZT-P09

15HZT-P09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662.8~1,747.8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대략 0.0~0.1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

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9, 표 5-2-2-36).

⑪ 15HZT-P10

15HZT-P10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511.5~1,707.9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0.1~0.7 dB/m/kHz 이내이다. 일부 구간에서는 시료의 특성상 속도 및 

감쇠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29, 표 5-2-2-37). 

⑫ 15HZT-P11

15HZT-P11 코어의 경우 음파전달속도값은 1,707.7~1,754.8 m/s 사이이며 음

파감쇠값은 시료 특성상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30, 표 5-2-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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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5.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1, 우: P01-1).

그림 5-2-2-26.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3, 우: P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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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7.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5, 우: P06).

그림 5-2-2-28.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7, 우: P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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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9.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P09, 우: P10).

그림 5-2-2-30.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P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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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623.71 1,623.95 - -

30 1,624.67 1,622.84 - -

표 5-2-2-28. 15HZT-P0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 - - -

30 - - - -

50 1,601.96 1,619.04 0.22 0.01 

표 5-2-2-29. 15HZT-P01-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740.07 1,762.00 - -　

30 1,680.98 1,685.25 0.43±0.00 0.18±0.00

50 1,690.10 1,686.55 -　 0.27±0.00

70 1,685.79 1,675.49 - -

90 1,689.65 1,689.18 0.01±0.00 0.30±0.00

110 1,684.01 1,649.41 0.50±0.00 -

130 -　 　- -　 -　

150 -　 -　 -　 -　

170 1,771.40 1,751.59 - 0.39±0.00

190 1,745.94 1,735.95 - 0.36±0.00

표 5-2-2-30. 15HZT-P03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 -　 - -

30 1,722.84 -　 - -

50 1,775.04 1,782.58 - -

표 5-2-2-31. 15HZT-P04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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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569.84 1,561.62 0.13±0.00 -　

30 1,577.18 1,585.53 0.34±0.00 0.14±0.00

50 1,576.90 1,591.93 0.80±0.00 0.43±0.00

70 1,534.35 1,551.58 0.46±0.00 0.27±0.00

90 1,526.01 1,520.31 0.06±0.00 0.07±0.00

110 1,525.03 1,521.11 - 0.30±0.00

130 1,533.82 1,538.75 - -

150 1,532.17 1,525.32 - -

170 1,534.23 1,537.70 - -

190 1,522.06 1,531.99 0.59±0.00 0.39±0.00

210 　- -　 - -　

230 　- -　 - -　

250 1,558.87 1,540.70 0.33±0.00 0.22±0.00

270 1,557.18 1,568.91 0.39±0.00 0.15±0.00

표 5-2-2-32. 15HZT-P05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 -　 -　 -　

30 1,654.48 1,599.38 -　 0.68±0.00

50 　- 1,698.66 -　 -

64 1,699.74 1,703.78 0.80±0.00 -

표 5-2-2-33. 15HZT-P06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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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690.53 -　 - -　

30 - - - -　

50 - 1,644.02 - -

70 1,675.43 - - -

90 　- -　 - -

110 　- - - -

130 1,720.13 1,626.67 0.19±0.00 -

150 1,746.70 1,694.35 - -

170 1,725.65 　- - -

190 1,729.24 1,756.90 - -

210 1,772.09 　- - -

230 1,731.54 1,765.18 - -

250 1,716.68 1,710.68 0.30±0.00 -

270 1,702.81 1,717.10 0.19±0.00 -

290 1,689.18 1,692.48 - 0.42±0.00

310 1,693.90 1,694.75 0.28±0.00 -

330 1,713.52 1,711.19 - -

표 5-2-2-34. 15HZT-P07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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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512.20 1,512.34 0.01±0.00 0.06±0.00

30 1,537.58 1,557.51 0.47±0.00 0.06±0.00

50 1,534.67 1,559.11 0.35±0.00 0.63±0.00

70 1,519.85 1,533.52 0.33±0.00 0.16±0.00

90 1,513.30 1,522.49 0.29±0.00 0.27±0.00

110 1,550.41 1,554.08 0.30±0.00 0.23±0.00

130 1,519.49 1,523.84 0.01±0.00 0.25±0.00

150 1,569.89 1,549.18 0.09±0.00 0.22±0.00

170 1,503.62 1,505.81 0.17±0.00 0.02±0.00

190 1,520.88 1,521.16 0.37±0.00 0.34±0.00

210 1,523.39 1,525.73 - 0.07±0.00

230 1,514.61 1,509.52 0.14±0.00 0.33±0.00

250 1,533.03 1,540.08 0.02±0.00 0.07±0.00

270 1,528.02 1,533.09 0.08±0.00 0.16±0.00

290 1,534.31 1,526.71 0.10±0.00 0.05±0.00

310 1,538.37 1,541.71 0.03±0.00 0.28±0.00

330 1,541.55 1,536.92 0.46±0.00 0.26±0.00

350 1,528.13 1,534.22 0.54±0.00 0.36±0.00

370 1,529.09 1,524.04 0.34±0.00 0.08±0.00

390 1,524.40 1,523.44 0.48±0.00 0.68±0.00

418 1,506.42 1,506.83 0.15±0.00 0.16±0.00

표 5-2-2-35. 15HZT-P08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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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747.76 1,744.25 - -

30 1,680.64 1,668.55 - 0.03±0.00

50 1,662.81 1,673.50 0.11±0.00 -

70 1,663.77 1,696.67 - -

90 1,690.33 1,685.05 - 0.07±0.00

110 -　 1,698.68 - -

129 1,691.50 1,699.57 - -

표 5-2-2-36. 15HZT-P09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 - - -

30 - - - -

50 1,619.42 1,653.73 0.14±0.00 0.40±0.00

70 1,599.68 1,642.50 0.11±0.00 0.08±0.00

90 1,617.64 1,596.67 - 0.38±0.00

110 1,621.51 1,650.14 - 0.49±0.00

130 - 1,679.69 - -　

150 1,707.87 1,707.54 - -

170 1,686.44 1,695.80 - -

190 1,591.92 1,605.47 - 0.10±0.00

210 1,622.64 1,593.43 0.26±0.00 0.45±0.00

230 1,571.06 1,558.17 0.71±0.00 0.14±0.00

250 1,541.56 1,529.45 0.25±0.00 0.18±0.00

270 1,511.45 1,519.56 0.08±0.00 -

290 1,536.53 1,581.89 0.35±0.00 0.33±0.00

표 5-2-2-37. 15HZT-P10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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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10 1,751.71 1,738.54 - -　

30 1,735.81 1,730.75 - -　

50 1,707.74 　- - -

70 1,754.77 　- - -

90 1,717.51 1,729.66 - -

110 1,744.81 1,742.52 - -

130 1,744.25 　- - -

150 1,718.61 1,730.32 - -

표 5-2-2-38. 15HZT-P1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다) 천부가스 특성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은 2015년 시추한 2개 코어 (15HZT-05, 15HZT08) 총 

9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 결과, 분석한 모든 시료들

에서 메탄 농도는 10 ppm이하로 검출되었고 에탄이상의 탄화수소 가스는 검출되

지 않았다 (표 5-2-2-39). 이러한 결과들은 분석한 코어 퇴적물내들이 탄화수소 

가스를 매우 낮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해저면 아래 퇴적물에서는 산화환원환경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생물들에 의

한 환원작용에 의해 유기물들이 분해된다. 일반적으로 미생물들은 산소 (O2) → 질

산산염 (NO3-) → 망간 이온 (Mn4+) → 철 이온 (Fe3+) → 황산염 (SO42-) 

→이산화탄소 (CO2) 순으로 전자수용체 (electron acceptor)를 이용하는 환원작

용에 의해 유기물을 분해한다. 이러한 환원작용은 심도에 따른 산화환원환경 조건

에 따라 끝나는 환원작용과 시작되는 환원작용이 중첩되면서 일어난다. 이산화탄소

를 이용한 미생물의 메탄 생성작용은 공극수내 황산염 이온의 소모가 끝나는 심도

에서 시작되며, 이 심도부터 메탄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Canfield and 

Thamdrup, 2009). 2015년에 채취한 코어 퇴적물내 공극수 분석을 실시하지 못하

여서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환원작용에 의해 메탄이 생성되는 심도를 정확하게 확인

할 수 없지만, 분석한 모든 시료들이 낮은 메탄 가스 함유량을 갖는 것은 메탄을 

생성할 수 있는 메탄 생성작용 (methanogenesis)이 분석한 모든 코어에서 일어나

지 못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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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Depth (mbsf)
Headspace 

volume (ml)
시료 부피 (ml) CH4 (ppm)

15HZT05 Top 25 3 2

15HZT05-1 25 3 4

15HZT05-2 25 3 2 

15HZT05-3 25 3 2

15HZT08 Top 25 3 1

15HZT08-1 25 3 2

15HZT08-2 25 3 -

15HZT08-3 25 3 4

15HZT08-4 25 3 3

표 5-2-2-39. 공기층 가스 분석 결과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일반적인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가 

깊이 투과된다. 이로 인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해저면 하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음향상을 구분하였다(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이에 비해 천부 퇴적물은 얕은 수심과 우세한 

파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

세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여, 음파가 깊이 투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부퇴적 환경에서는 해저면의 지형 

특성,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그리고 최상부 음향층의 특성에 기초로 음향상을 구분

한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음향상 분류는 인접해역에서 실시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해양기본도’ 사업의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본 조사 해

역에서 취득된 탄성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총 9개의 음향상(음향상 1-2, 3, 3-1, 

4, 4-2, 6, 7, 8, 9)으로 구분된다 (그림 5-2-3-1, 표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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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 조사해역 음향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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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향상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사

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

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다.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3

기술
해저면은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표면반사파가 매끈함. 

구릉의 주변부에서 하부반사파들이 일부 관찰됨.

해석

구릉의 기복, 수심과 형태적 특징을 살펴보면, 조석사퇴(tidal 

sand ridges)인 것으로 사료된다. 하부반사파가 잘 발달하지 

않은 곳의 경우는 조석사퇴를 구성하는 퇴적물이 조립질이기 

때문이다. 조석사퇴는 우리나라 황해 동부에 광범위하게 발달

하고 있다. 사퇴의 주향이 조류의 방향에 비스듬하게 발달하

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방효기 등, 1994a; 이방희, 2003; 

Jung et al., 1998).

3-1

기술

해저면은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표면반사파가 뚜렷함. 

하부반사파가 간헐적으로 나타나며 일부 음향혼탁층도 존재

함.

해석

뚜렷한 표면반사파와 하부반사파가 나타나며 음향혼탁층이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니질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4

기술
해저면은 완만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규칙적이고 비슷한 규모

의 연흔형 층면구조가 표면에 발달함.

해석

기원과 형성과정은 음향상 3과 동일하여 조석사퇴를 나타낸

다고 해석된다. 구릉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물결모양의 구조는 

그 규모와 규칙적으로 발달한 양상에 미루어 모래파

(sandwave)로 해석된다. 따라서 음향상 4의 경우는 음향상 3

과 달리 조석사퇴 표면에서 퇴적물 이동이 활발히 이루어져 

모래파가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4-2

기술

해저면은 상부가 평탄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연흔형 층면구조

가 나타나기도 함. 하부반사파들은 해저면에 평행하거나 기울

어져 발달함.

해석

구릉 상부의 평탄한 지형은 수심이 낮아 조류의 영향을 매우 

강하게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하부에 발달한 반사파가의 특

성으로 보아 사질층과 니질층이 교호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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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기술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지만, 작은 규모의 

골 형태가 널리 발달한다.

해석

음향상 6은 해저수로부근에서 소규모의 골 형태로 나타난다. 이

러한 음향특성은 강한 조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 형성된 국지

적인 침식지형으로 해석된다.

7

기술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크고 작은 기복의 구릉과 골로 이루어

져 있다. 뚜렷한 표면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하부반사파는 

분산되어 있거나 희미한 층리가 관찰된다.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

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

로 해석된다. 

8

기술
해저지형은 불규칙하며, 하부에는 수 m에서 수심 m 두께의 

뱅크를 형성함. 기울어진 내부층리가 잘 발달한다.

해석

음파가 퇴적층 하부까지 투과하는 것으로 보아 대부분 세립

한 이질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평행한 층

리의 하부에는 천부가스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혼탁층이 협재

되어 나타난다.

9

기술
다양한 규모의 크고 불규칙적인 쌍곡선 형태의 해저면 음향 

특성을 보이고 하부의 반사파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해석

고화된 암석 즉, 음향기반암(acoustic basement)이 해저면에 

직접 노출된 지역에 이러한 음향상이 나타나는 것으로 해석

된다.

표 5-2-3-1 태안 천부해역의 음향상 분포 특성

(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음향상은 크게 세가지 특성으로 구분된다. 조사해역의 

남부 지역은 음향상 8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북으로 향하면서 해안선에 평행

하게 음향상 3-1과 4가 길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또한 해안선과 인접한 연안 지역

에서는 음향상 7이 광범위하게 분포한다(그림 5-2-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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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상 8 계열

본 조사해역의 남부 연안에 분포하는 음향상 8계열 은 본 사업을 통해 한반도 서

측 연안에 길게 대상으로 분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음향상 8계열은 현

생의 니질퇴적물에서 나타나는 음향상으로 황해 남동부 해역에 분포하는 니질퇴적

체에 관한 연구는 그 동안 많이 진행되어 기원과 분포 특성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

진 반면 새만금 북쪽에 분포하는 음향상 8계열에 대한 연구는 미비한 실정이다. 특

히 음향상 8 계열은 2015년 조사해역의 남부에서 종결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그

림 5-2-3-2~5).

그림 5-2-3-6.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5HZ-101, 102, 103, 104, 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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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7.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5HZ-106, 107-1, 107-2).

그림 5-2-3-8.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5HZ-108-1, 10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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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9.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5HZ-201, 202).

② 음향상 3, 4 계열

본 음향상은 해저면은 큰 기복을 보이지 않는 완만한 구릉형태(mounded shape)

를 보이며, 내부반사파는 희미하데 나타나거나 투명하게 나타난다(음향상 3, 3-1). 

또한  규칙적 또는 불규칙하게 규모가 비슷한 연흔형 층면구조가 표면에 발달해 있

다(음향상 4, 그림 5-2-3-6). 이러한 구릉형태의 음향특성은 주로 사질퇴적체

(sand ridge) 형태를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해저 표면에 발달한 표면퇴

적구조는 현생 환경하에서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사퇴가 성장하거나 부분적으로 쇠

퇴하는 등 지속적으로 조절되고 있음을 의미한다. 해저면에 발달한 모래파형들은 

시간적 개념으로 볼 때 소규모 또는 중규모의 시간을 가지고 조류와 파랑의 복합적

인 영향을 받으면서 한쪽 방향으로의 비대칭성을 갖는다. 따라서 모래파형의 비대

칭성은 해저면에 영향을 주었던 수리학적 에너지를 역으로 유추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결과 되어지는 퇴적물의 이동방향을 추정할 수 있다. 본 조사해역에서 취득된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사퇴는 뚜렷한 비대칭성을 가지고 있으며, 사퇴에 발달한 

모래파형들은 정상부로 향하면서 규모가 커진다. 이는 사퇴 주변의 수리에너지가 

골부분이 성상부에 비해 강함을 의미한다. 또한 사퇴 양쪽 측면의 모해파형의 이동

방향이 서로 반대되는 방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는 사퇴의 양쪽 측

면서 정상부로 향하는 퇴적물의 이동 성분이 존재하고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그

러나 전체적인 장안사퇴의 지형변화와 퇴적물 이동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보다 

자세한 수리환경 관측과 주기적인 정밀 수심측량이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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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0.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4 (15HZ-106, 

108-1, 110-2)

③ 음향상 7

본 조사해역의 연안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음향상 7은 크고 작은 기복의 구릉과 

골이 함께 발달해 있어 매우 불규칙적으로 나타난다. 해저면 반사파는 뚜렷하게 나

타나지만 내부 반사파는 거의 나타나나지 않거나 분산되어 나타난다 (그림 

5-2-3-7). 이러한 음향 특성 강한 조류 등의 영향으로 부분적으로 기반암이 노

출되거나 퇴적층이 침식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강한 침식 환경하에서 형성되는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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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1.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7 (15HZ-108-1, 

110-2, 112)

(다) 천부 퇴적 층서

제4기는 상대적인 해수면의 변동폭이 큰 시기중의 한 예로 우리나라 주변 대륙붕

에서도 해수면의 상대적인 위치 변화에 따라 퇴적작용이 크게 지배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Park and Yoo, 1988, 1992; Suk, 1989; Yoo et al., 1996; Yoo and 

Park, 1997; Yoo, 1997; Yoo and Park, 2000). 특히 서해는 한반도와 중국에 

의해 둘러싸여 있는 연해의 일부지역으로 대부분 해역이 수심 100 m 미만으로 낮

고, 매우 완만한 경사를 가진다. 따라서 소규모의 해수면 하강․상승에 의해서도 상

대적인 해수면의 변동폭이 크게 나타나며 퇴적작용에 큰 영향을 주게 된다. 또한 

서해의 연안에는 한강과 금강을 비롯한 대소 하천이 위치하고 있어 다량의 육성기

원퇴적물을 공급하고 있으며 조류, 표면파, 해류 등에 의해 퇴적작용이 매우 복잡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이 해수면변화와 연계되어 발달하는 대륙붕에서의 퇴적상을 이해하고 고

환경을 복원하기 위해서는 해상력이 우수한 고 주파수 탄성파자료의 해석이 필수적

이다. 특히 탄성파 자료의 분석 시 상대적인 해수면의 위치에 따라 퇴적작용이 민

감하게 반응하는 점에 역점을 두어 해석하고자 하는 시퀀스 층서(sequence 

stratigraphy)개념의 도입이 필요시 된다.  이러한 시퀀스 층서는 석유탐사와 관련

된 심부 층서  해석에 적용되어 왔으나 80년대 후반기에 접어들면서 보다 짧은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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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 규모의 해수면 변화와 연계되어 발달하는 제4기(Quaternary) 퇴적층서 연구에 

응용되기 시작했다(Boyd et al., 1989).  그 후 최근까지 대륙붕을 대상으로 제4

기 천부 층서 구조를 밝히기 위해 주상퇴적물 시료와 분해력이 양호한 고주파수대

의 음원을 이용한 천부 음향 층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Tesson et al., 

1990; Diaz and Ercilla, 1993; Ercilla et al., 1994; Saito, 1994; Trincardi et 

al., 1994; Morton and Suter, 1996; Tortora, 1996).  최근에, 한반도 주변 대

륙붕에 발달한 후 제4기 퇴적층을 시퀀스 층서적으로 해석하고자 하는 연구가 시도

되었으며, 해수면 변화와 관련된 퇴적층의 발달과정을 규명하는데 노력하였다(Park 

et al., 1996; Yoo et al., 1996; 1997; Yoo and Park, 2000). 

본 조사해역에서 취득된 고해상도 탄성파 자료(Chirp Seismic Data) 분석에 의

하면 총 4개의 퇴적단위(Unit I, II, III & IV)로 구분된다.

① 퇴적단위 I (Unit I)

본 퇴적단위는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층서단위 중 가장 상부에 위치하며 연구해역

의 내대륙붕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탄성파 자료상에서 투명한 음향상을 보여 주

며, 일부 해역에서는 외해로 전진구축하는 음향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5-2-3-8).

그림 5-2-3-12.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분포하는 퇴적단위 I (Unit 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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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퇴적단위 II (Unit II)

본 퇴적단위 강한 음향 반사면에 의해 하부 퇴적단위와 구분된다. 내부음향상은 

반투명(semi-transparent) 또는 투명한(transparent)한 음향상을 보이며 판상의 

외부형태를 보인다 (그림 5-2-3-9).

그림 5-2-3-13.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I (Unit II)

③ 퇴적단위 III (Unit III)

퇴적단위 III (Unit III)은 강한 침식 경계면에 의해 상부 층서단위(Unit I & II)

와 구분된다. Unit III은 조사해역에서 굉범위하게 분포하며 하부의 경계면은 불규

칙한 형태를 보인다.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내부 음향상은 허모키 또는 무질서 

구조가 나타나며 일부 해역에서는 외해로 전진구축하는 음향상을 보이기도 한다 

(그림 5-2-3-10).

그림 5-2-3-14.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II (Unit II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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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퇴적단위 IV (Unit IV)

퇴적단위 IV (Unit IV)는 하부 퇴적층을 절개하는 형태의 수로 충진 형태로 나

타난다.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내부음향상 내부음향상은 발산 또는 전진구축하

는 양상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허모키 또는 무질서한 음향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해역에서는 해저면에 노출되어 분포하기도 하며, Unit I의 하부에 분포하기도 한다

(그림 5-2-3-11).

그림 5-2-3-15.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퇴적단위 IV (Unit IV)

⑤ 퇴적단위의 발달

해수면의 하강이 종결되며 수심은 현재보다 120-130 m 정도 낮았으며 해안선

은 현재의 대륙붕단에 위치하게 된다. 해수면의 하강으로 인해 대부분의 대륙붕이 

대기 중에 노출되어 강한 침식을 받았을 것이다. 그 결과 강한 침식 부정합면인 시

퀀스 경계면이 형성되었다.  약 15,000년에 해수면의 상승이 시작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다. 해수면의 상승이 시작되면서 노출되어 있던 대륙붕에 분포하는 수로들

이 퇴적물로 채워지게 된다. 또한 연구해역의 대륙붕은 수심의 변화가 거의 없는 

완만한 경사를 보인다. 이는 빠른 해수면 상승 즉, 퇴적물이 퇴적될 수 있는 수용공

간의 증가가 빠름을 의미한다. 퇴적물이 퇴적될 수 있는 수용공간에 비해 퇴적물의 

공급이 적어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지 못하고 박층의 퇴적층을 형성하게 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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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기의 해수면 변화 곡선에 의하면 약 15,000 - 6,000년 까지의 해수면 변화는 

일정한 상승이 아닌 계단식 상승을 보여준다. 이러한 조건으로 인해 하구환경의 상

부에는 조수로가 발달한다(퇴적단위 III & IV). 해수면의 상승이 계속 진행되면서 

연안에서는 하구 또는 삼각주 환경의 퇴적체 상부에 박층의 사질퇴적층이 형성된다

(퇴적 단위 II). 약 7,000년 정도에는 해수면 상승이 둔화되기 시작하여 약 6,000

년 전에는 현재와 비슷한 위치에 해수면이 도달한 것으로 나타난다. 해수면의 상승

이 종결된 이후에는 인근의 강과 다른 해역에서 유입된 다량의 니질퇴적물이 유입

되어 퇴적단위 I을 형성한다. 이러한 층서단위 I은 외해로 향하면서 퇴적층의 두께

가 감소하여 종결되어 나타난다.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음향학적 특성에 의하면 조사해역에는 상부

로부터 고해수면 퇴적계열(highstand systems tract:HST)과 해침 퇴적계열

(transgressive systems tract: TST)로 구성되어 있다. 

해침퇴적계열은 하부의 최대 해퇴면과 상부의 최대 침수면 사이에 퇴적된 퇴적층

이 포함된다. 본 조사 해역에서는 Unit II, III 그리고 IV가 이에 포함되는 것으로 

사료된다. 일시적인 해수면의 정체 또는 소폭 상승으로 인해 해침 삼각주/하구 퇴적

체(Unit-III)와 고수로 퇴적체(Unit IV)가 형성 된다. 해수면의 상승이 빨라지면 

연안해역에서는 박층의 해침 사질퇴적체(Unit-II)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어 진다. 

해침이 종결되고 형성되는 최대 침수면 상부에 위치는 Unit I은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와 비슷한 지난 약 5,000 - 6,000년 이후에 퇴적된 고해수면 퇴적계열로 해

석된다.

(라) 장안사퇴의 층서

본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장안사퇴는 탄성파 단면도상에 나타나는 반사면의 연속

성(continuity), 진폭(amplitude), 빈도수(frequency), 외형(external form) 등과 

같은 탄성파상요소의 특징과 강한 반사면(mid-reflector)에 의해 분리되는 세 가

지 퇴적 단위를 구분된다(상부로부터 Unit A, B 그리고 C). 상부에 나타나는 Unit 

A는 투명하거나 캐오틱(chaotic)한 내부반사파 특성을 보이며, 8 ~ 25m 정도의 

퇴적층후를 보인다 (그림 5-2-3-12 ~ 5-2-3-13).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

면 Unit A는 해수면이 현재의 위치에  도달한 약 5,000년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표면에 나타나는 표면구조의 특성으로 볼 때 현재 조류 등에 영향을 받

는 활동성 사질퇴적체(active sand ridge)로 구분된다.  Unit A의 하부에 분포하

는 Unit B는 10m 이내의 층후를 보이며, 캐오틱(chaotic) 하거나 허모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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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ummocky)한 내부 음향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Unit A와 B는 사퇴의 몸체를 구

성한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Unit B는 니질 혹은 니사질 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 이는 현재 조간대 환경에서 퇴적되는 퇴적물 양상과 비슷한 것으로 

해석된다. 즉 Unit B는 해수면이 현재보다 약 10 ~ 20m 낮았던 해수면이 상승하

는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가장 하부에 나타나는 Unit C는 강한 반사면

에 의해 상하부 퇴적체와 구분된다. 내부 반사파는 평행하거나 불연속적으로 나타

난다. 하부에서 나타나는 Unit C는 주로 고화된 니질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보고

되고 있으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후기 플라이스토세 니질퇴적물과 대비된다. 즉 해

수면이 현재의 위치와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2-3-16. 장안사퇴의 첩 및 스파커 탄성파 단면 (15HZ-1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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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17. 장안사퇴의 첩 및 스파커 탄성파 단면 (15HZ-110-2).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연구지역은 태안연안 해역으로 위도 124°30′~ 125°50′, 경도 36°30′~ 

37°00′지역에 대하여 경도 5′간격으로 동-서방향의 주측선과 남-북방향의 검

측선을 탐사하고 취득한 탄성파 단면도를 바탕으로 자료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2-4-1). 연구지역은 탄성파 단면도를 기준으로 하부에 군산분지 퇴적층이 확

인되지 않으며, 음향기반암 상부의 퇴적층이 평탄하게 퇴적되면서 안정된 지질구조

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4-2). 탄성파 자료 해석은 퇴적층의 경계면을 상향걸

침(onlab), 하향걸침(downlab), 상부중첩(toplab), 침식면(truncation) 형태에 의

해 구분하고 내부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 (Mitchum 

et al., 1977). 주요층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구분한 음향기반암을 포함한 총 5개

의 주요 층서면을 기준으로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층서와 대비하였고, 군산분지 퇴

적층에서 확인되는 에오세-올리고세(?)층과 초기 마이오세층을 제외한 퇴적단위 

SU-2 ~ SU-5로 총 3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5-2-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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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 연구지역의 2차원 탄성파탐사 측선도. 녹색선은 탐사측선, 파란

색 선은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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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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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층서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 참조.



- 942 -

① 음향기반암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은 탄성파 단면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최하부 

탄성파 반사면으로 음향기반암의 상부 반사면은 해저면과 비슷한 강한 진폭을 나타

내며, 연속성이 좋아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음향기반암 상

부면은 크게 2가지 유형으로 나타난다. 수심이 깊고 퇴적층이 두꺼운 외해에서는 

연속성이 좋고 평탄한 음향상을 가지는 반사면으로 보이고, 수심이 얕고 퇴적층이 

얇은 대륙연안으로 갈수록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속성이 불량하

고 기복이 매우 심한 반사면의 특징을 보인다 (그림 5-2-4-2). 중생대 백악기층

으로 대비되는 음향기반암 (KIGAM 1998)은 외해에서 천해로 갈수록 화산암층과 

함께 중첩되어 평탄하지 않고 불규칙한 반사면을 보이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음향기반암과 상부 퇴적층을 단절시키는 단층들은 일부 측선상에 국부적으로 나

타나며 측선간 연속적으로 발달하고 있지는 않는다. 음향기반암의 깊이는 연안에서 

퇴적층이 얇아지면서 해저면 가까이 위치하고 있거나 화산활동에 의한 음향기반암 

융기부가 해저면까지 솟아있는 것을 볼 수가 있으며, 외해로 갈수록 수심과 퇴적층

이 두꺼워지면서 군산분지가 위치한 남서방향으로 갈수록 깊게 분포하고 있으며 왕

복주시 약 0.75초까지 분포하고 있다. (그림 5-2-4-4). 

그림 5-2-4-4. 음향기반암의 시간구조도.

② 탄성파 단위층 3 (SU-3)

탄성파 단위층 SU-3은 음향기반암 상부에 퇴적된 층으로 상하부 퇴적층과의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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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이 뚜렷하며, 불연속적인 평행 층리를 포함하는 혼탁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이

러한 특징은 환경변화가 심한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으로 주로 쇄설성 퇴적

물이 고르게 퇴적되었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퇴적층은 왕

복주시 0.21초에서 0.49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그림 5-2-4-5) 군산분지가 위

치하는 남서방향으로 왕복주시 0.27초의 층후를 보이며 두껍게 형성되어 있으며 연

안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음향기반암에 상향 걸침하고 있다 (그림 5-2-4-6).  퇴

적층의 연대는 중기 마이오세와 대비된다.

그림 5-2-4-5. SU-3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6. SU-3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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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탄성파 단위층 4 (SU-4)

 SU-4 단위층은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떨어지고 반투명 음향상으로 나타나며 

약한 진폭의 특징을 갖는다. 퇴적층은 기복없이 평탄하게 퇴적되었으며 연안지역으

로 갈수록 얇아지며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한다. SU-4 상부면은 왕복주시 약 

0.28 ~ 0.11초의 깊이 분포를 보이며 퇴적되어 있으며, 군산분지가 위치하는 남서

방향으로 갈수록 깊어지고 있다 (그림 5-2-4-7). 층후는 최대 0.23초로 남서쪽

으로 두껍게 발달하고 있으며 연안으로 갈수록 퇴적층의 층후가 얇아지며, 일부지

역에서는 음향기반암의 융기부에 의해 원형상으로 주변지역보다 층후가 얇게 나타

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2-4-8). 퇴적층의 연대는 플라이오세와 대비된

다.

그림 5-2-4-7.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8. SU-4의 등시층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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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는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좋고 평행 내지 

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층의 양상을 보이며, 최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심한 침식 작용을 받은 후에 해수면 변화에 의한 해침과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

로 보고된다 (Chough et al., 2004). 해저면은 서해의 연안지역에 작용하는 강한 

왕복성 조류에 의해 형성된 마운드 형태의 모래등성이 (sand ridge)가 분포하고 

있으며, 내륙으로 갈수록 SU-5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음향기반암에 중첩되

어 나타난다 (그림 5-2-4-9). SU-5의 층후는 서측방향으로 두꺼워지고 있으며 

왕복주시 약 0.17초의 두께를 보인다 (그림 5-2-4-10).

그림 5-2-4-9. SU-5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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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0. SU-5의 등시층후도.

(나) 중·자력 특성

그림 5-2-4-14, 15는 2015년 자료뿐 아니라 2011년~2015년 5년의 자료를 

취합하여 도시한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이다.

통합 프리에어 이상은 –20.10 mGal ~ 54.30 mGal 사이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총자력 이상은 약 –2788 ~ 4150.00 nT (도면은 –200 ~ 1000 nT) 사이

에서 변화하고 있다.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은 공통적으로 연구지역의 남쪽 중앙부에서 많은 이

상값을 보여주고 있다. 특히 총자력 이상의 변화는 그림 5-2-4-16과 같이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전반적인 자력이상과 일치하며 이는 이 시기에 활발하게 

진행되었던 화성활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Yasukuni et al.,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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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2-4-11. 2011~2015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

그림 5-2-4-12. 2011~2015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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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3. 후기 백악기 우리나라 주변의 자력이상 (Yasukuni et al., 

2002).

주목할 점은 연구지역 중앙부에 보이는 프리에어 이상이 심부지질 구조에 기인하

는 것이 아니라 총자력 이상을 야기시킨 화성암의 영향이라면 심부지질 구조를 왜

곡할 수 있다는 것이며 이는 총자력 이상을 프리에어 이상에 중첩시킨 그림 

5-2-4-14에서 두 이상값이 잘 일치함을 미루어 충분히 가능하다. 다시 말해서 

중앙부의 높은 프리에어 이상이 천부의 화성암 효과라면 이를 제거했을 시 중앙부 

북부와 남부에 존재하는 낮은 이상대가 서로 연결될 가능성이 있다. 이를 경우 이 

지역에 남북으로 연결되는 대규모의 지질구조선이 존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림 5-2-4-15, Ha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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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4.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 (등고선)

그림 5-2-4-15. Shadowgraph of first-order gravity wavelet (Hao,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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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안선을 따라 이어지는 낮은 음의 프리에어 이상에 대한 원인 규명을 위하여 

2D 중력모델링을 수행하였다. 탐사를 통하여 얻은 서해의 퇴적층 자료를 바탕으로 

중력을 계산해 본 결과, 인공위성을 통하여 얻은 중력 이상값과 비교하여 볼 때 서

해 연안쪽에서 중력 이상값이 약 20 ~ 25 mGal 정도 차이가 나타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었다. 이는 서해에서의 중력 이상값이 관찰된 퇴적층 구조의 영향이 아닌 

그 아래 지층 구조에서의 원인에 의한 것임을 확인해 볼 수 있었고 그 원인들에 대

하여 중력 이상값을 아래와 같이 계산해보았다. 이때 퇴적층의 밀도는 동해 퇴적층

의 밀도를 고려하여 2.2 g/cm3으로 가정하였다.

아래 그림과 같이 모호 깊이에서의 변화, 단층의 효과, 임의의 구조체의 삽입에 

따른 중력 이상값의 변화를 서해 연안에서의 낮은 중력 이상값의 변화 원인으로 가

정하고 중력 이상값을 계산해보았다 (그림 5-2-4-16~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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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6. 그림 5-2-4-11 A 지역에서의 중력 모델링 결과. (a) 이 

지역에서 관측되는 중력 이상값 (굵은 검정 실선)과 아래 모델로부터 계산된 중

력 이상값 (얇은 실선들)을 나타낸 그림. (b) 탐사를 통하여 얻은 퇴적층 자료를 

바탕으로 만든 지층 구조 (c) 퇴적층과 더불어 관측된 중력 이상값을 맞추기 위

해 가정한 모호 구조. 모호의 평균 깊이는 Choi et al., 2015를 참고하여 30 km

로 정하였다. (d) 서해 연안에 단층이 있다고 가정하고 밀도차를 임의적으로 가

정하고 관측된 중력 이상값을 맞추기 위하여 가정한 지층 구조 (d) 관측된 중력 

이상값을 맞추기 위하여 밀도가 낮은 임의의 구조체를 가정하여 만든 지층 구조. 

물, 퇴적층, 지각, 맨틀의 밀도의 단위는 g/cm3이며 단그림 (d)와 (e)의 단층 우

측의 밀도와 임의의 구조체의 밀도는 중력값과 맞춰지는 값으로 정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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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7. 그림 5-2-4-11 B 지역에서의 중력 모델링 결과.

 

위 그림과 같이 서해 연안에서의 낮은 중력 이상값은 모호의 변화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그 이유는 모호면이 낮은 중력 이상값을 설명하기 위해서는 10 km이내에

서 급격하게 30 km 이상의 깊이로 떨어져야 하는데 실제로 이러한 모호면의 변화

를 지구 내에서 보기는 어렵다. 단층의 효과는 양 지층이 서로 다른 밀도차를 가지

고 있다는 전제하에 설명이 가능하다. 그러나 실제 단층에서 양쪽의 밀도가 다르게 

나타나는 이유에 대해서는 추가로 검토가 필요하다. 낮은 밀도의 구조체의 삽입 역

시 서해의 낮은 중력을 설명할 수는 있지만 그것의 기작에 대해서는 더 논의를 해

봐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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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이번 연구에서 제4기 퇴적층을 절단하고 있는 단층노두를 관찰 할 수 없었기 때

문에 활성단층과 같은 신기구조운동 및 변형과정은 직접적으로 인지할 수 없었다. 

연구지역의 서측인 태안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는 서산층군 편암과 이에 협

재된 규암, 그리고 화강편마암 엽리의 영향을 많이 받아 NE-SW 방향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연구지역에서의 신기구조운동에 대한 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연구지역에서 발달하는 NE-SW 방향의 선형구조는 기존의 지질에 의해 영향

을 받은 것이며, 내륙 지역에 발달하는 N-S 방향의 선형구조는 지질에 영향이 적

으며 매우 선명하다. 

② 연구지역 내륙지역에서 NNE-SSW 방향의 당진단층이 발달하며(이봉주 외 

1997) 이와 평행한 선형구조가 내륙에 발달한다. 

③ 내륙지역에 발달하는 N-S 방향의 선형구조 지역에서 제4기 단층인 진관단층

이 발견 되었다. 

④ 당진 인근에서 발생한 지진의 포컬 메커니즘에 의해 해석한 단층면은 N-S 

방향이다. 

⑤ 야외조사 결과 event 3의 최소주응력 방향은 E-W 방향이고, 이 응력에 의해 

N-S 방향의 정단층을 생성될 수 있으며, 연구지역에서 N-S 방향의 정단층들이 

다수 발견이 되었다. 이러한 이유 때문에 N-S 방향의 단층들이 신기구조운동의 영

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있고 재활할 가능성도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6-1-1). 

보령 일원에서 도출된 신기구조운동 방향은 NE-SW이며 이것은 태안 일원의 결

과와 다른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보령 일원 지역은 추가령 단층대의 영향과 어청

도 지진의 단층면해 방향으로 NE-SW으로 도출 되며 P-axis도 두 지역이 다른 

것을 보아 태안 지역과 보령 지역의 신기구조운동 방향이 상이한 것으로 판단된다.

최근 발생한 지진자료를 이용하여 도출한 단층면해는 N-S 방향의 단층이 활동

할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으며, 이는 현재의 응력장을 고려하면 N-S 방향의 단층들

이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으로 재활될 가능성을 지시한다. 하지만 N-S 방향의 단층

들은 고각의 경사를 가지는 단층들도 있지만 60° 내외의 경사를 가지는 단층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들은 현재 응력장에 의해 주향이동 성분을 가지는 사교이동 

단층으로 재활할 가능성도 있다. 육상에서의 야외지질조사는 제한적인 노두 산출로 

인해 명확한 연구결과를 도출하기에는 한계가 있었다. 따라서 이러한 야외지질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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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와 신기지층의 연속성이 좋은 해양물리탐사결과를 결합한다면, 보다 명확한 신

기단층운동의 존재여부를 확인하고 이들의 특성을 밝힐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1-1. 부안군 일대 연안에서 도출한 선형구조와 추정 신기선형구조. 붉은

색 실선은 선형구조를 지시하고, 노란색 점선은 최후기 단층운동이 추정되는 선형

구조를 지시한다. 후자에 대하여 해양조사결과와의 통합적인 신기단층운동 해석이 

요구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태안군 일원의 해안 및 도서지역에서 지진과 지진해일을 비롯한 

지진재해를 유발할 수 있는 활성단층의 존재 가능성을 조사하고, 그 특성을 파악하

기 위해, 선형구조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바탕으로 대규모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이들의 특성에 대한 조사를 실시하였다.

① 선형구조 분석결과, 해안지역은 NE-SW 방향의 대규모 선형구조가 우세한 

특성을 보이나, 내륙 지역은 N-S 방향의 선형구조가 우세함을 보여준다.

② 연구지역 인근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이 당진지역에 다수 분포하며, 2003년 10

월 15일에 발생한 지진의 포컬 메커니즘을 이용해 해석된 단층면은 N-S 방향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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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③ 선형구조 분석, 변형사 해석, 단층면해, N-S 방향의 선형구조 지역에서의 진

관단층 발달을 바탕으로 신기단층운동의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추정되는 단층 및 

선형구조는 N-S 방향으로 판단된다.

④ 이 지역의 현재 응력장인 ENE-WSW 최대주응력에 의해 발달한 단층은 잘 

인지되지 않지만, 이러한 응력이 현재의 지진발생 등에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시사

하고 있다. 이는 이 지역에 우세하게 발달하는 N-S 방향의 단층들이 비록 대부분 

정단층 운동이 우세했음을 지시하고 있지만 재활할 경우 우수향 주향이동단층 및  

사교이동단층으로 재활할 가능성이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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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모멘트) 특성

지진자료로부터 지진발생기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진자료 초동 신호를 이용한 

단층면해 이용하는 방법과 지진파형을 모델링하는 모멘트텐서 방법이 있다. 국지적

인 범위에서 지진 신호가 뚜렷할 경우 간단한 단층면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정확한 규모 산정과 지진 특성을 함께 구할 수 있는 모멘트텐서 

역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2-1은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지진의 

지진발새익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명순 과 전정수(2010)의 1936년부터 2007년

까지의 28개의 지진자료, 신진수외(2014)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62개 지

진자료와 본 연구에서 구한 7개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중 중복되는 8개 지진

을 제외한 89개 지진의 지진발생기구를 표시한 것이 그림 6-2-1이다. 한반도 및 

인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다소의 역단층 운동 성

분이 포함된 지진발생기구를 보여준다. 일부 역단층 및 정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발

생기구도 보이나 이는 지역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그림 6-2-2는 전명순과 전정수(2010)이 단층면해에 의해 구한 지진들의 주 응

력축의 방향을 Lower-hemisphere equal area projection에 표시한 것이다. 그림

에서 압력축은 검은점으로 인장력축은 흰색원으로 표시한 것으로 대부분의 지진들

은 주 응력방향이 거의 수평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압력축에 의한 것임을 알 수 

있다.

같은 판내 지역인 중국 북동부의 경우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주행이동 단

층의 특성을 보여 주며, 주응력 방향도 매우 유사하다. 이와 대조적으로 일본부근에

서는 역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주로 발생하며, 주응력방향이 서북서-동남동 방향

을 보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일본의 경우 유라시아판 밑으로 침강하는 태평양판

의 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및 중국 북동부는 태평양 판의 

침강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판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

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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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1.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1932년부터 2015까지 발생한 주

요 지진의 지진발생기구.

그림 6-2-2. 한반도 및 인근 지역에서 발생한 지진들의 압력축(흑색 원)과 인장

축(백색 원)의 분포도(전명순과 전정수(2010).



- 958 -

그림 6-2-3은 그림 6-2-1에서 금년도 연구지역을 포함하는 서해 연안 및 해역 

지역을 확대한 그림이다. 2014년, 2015년 및 2016년 연구지역의 경우 지진활동도

는 백령도 남쪽 해역과 신안 앞바다 지역에 비해 낮지만, 2013년 이후 2014년 연

구지역 서측 중앙부인 보령 앞바다 지역과 2015년 연구지역 북서부 및 2016년 연

구지역의 남서부 지역에서 지진이 집중적으로 발생하고 있다. 연구지역 및 인접지

역에서는 2003.4.15. 역단층운동에 의한 지진 외에 대부분의 지진은 주로 주향이

동단층에 의해 발생하고 있으며, 주 응력축은 한반도 전체 평균과 유사한 동북동-

서남서 방향이 주를 이루고 있다. 

그림 6-2-3. 연구지역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1932년부터 2015까지 발생한 

주요 지진의 지진발생기구. 바탕의 회색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진앙들의 분포도.



- 959 -

다. 해저절벽

금년도 탐사에서는 1차년도와 2차년도 연구지역에서 확인된 해저절벽 지역을 대

상으로 스파커 음원용량을 증가시켜서 고해상 탄성파탐사를 실시하였다. 서해상에 

발견된 해저절벽은 해저면에 노출되어 마운드형태로 관찰되며 측면은 급경사면을 

보이고 북동-남서방향으로 길게 놓여있어 그 규모와 형태는 매우 비슷하게 나타난

다.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해저절벽은 총 4군데로 site 1~4의 위치에 분포하고 있

다 (그림 6-3-1).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도를 살펴보면, 해저절벽

은 수직변위가 약 10 m 정도로 나타나고, 경사면은 대륙연안방향인 남동방향으로 

급경사를 이루고 있으며, 북동-남서방향으로 일정한 해저절벽 띠(band)를 형성하

고 있다. 또한, 수직변위가 높은 중앙부에서 멀어지면서 변위와 경사각이 줄어들고 

축이 조금씩 돌아간 굴곡진 형태로 관찰된다. 해저절벽이 확인된 site 1과 2지역은 

심부에 군산분지 경계단층이 발달하고 있어 지진의 발생 원인이 되는 단층활동에 

의해 형성된 구조일 가능성이 있다. 하지만, 에어건 탐사자료에서 해저면 직하부 층

서의 수직변위를 관찰하기가 어렵기에 에어건 탄성파 탐사자료의 약 1/10의 수직 

해상도를 가지고 있는 스파커 탐사를 실시하여 해저면 직하부의 층서를 관찰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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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연구지역의 해저절벽 위치도와 Site 1~4 (해저절벽 지역)의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한 해저지형도. 회색선과 파란선은 탄성파 탐사측선, 검정색선은 

단층, 빨간선은 해저절벽 

(1) Site 1

Site 1 지역은 기존의 에어건탐사와 스파커 탐사를 실시하였지만, 해저절벽이 위

치한 해저면 직하부의 퇴적층의 연속성을 파악하기 어려워 스파커 음원 용량을 증

가시켜서 다시 한번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림 6-3-1-1과 같이 자료를 취득하

였다. 탄성파 단면도에서 해저면은 약 0.1 s 대에 위치하며 서측으로 높고 동측으

로 가파른 경사를 형성하며 약 11 m의 낙차를 보이고 있다. 약 0.2 s부터 다중반

사파의 영향과 내부 반사신호가 불투명하여 0.1 s에서 0.2 s 사이의 내부 반사신호

를 관찰해보면 진폭이 강하고 불연속적인 층리와 진폭이 약하고 혼탁한 음향상이 

혼합되어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해수면 변동에 따른 육상과 해상환경에 교차로 

노출되면서 환경변화가 심한 퇴적층에서 발달하는 것으로 보이며, 해저절벽이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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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하부의 퇴적층에서는 내부 반사신호가 짧고 끊어져서 나타나는 것이 변형을 받

아 교란되어 나타나는 것처럼 보인다. 이러한 원인은 마지막 빙하기 시기에 해수면 

하강에 의한 천부 퇴적층의 침식·삭박으로 수평층리의 발달이 양호하지 못하고 이

후 재퇴적이 일어나면서 저해수면과 해침시기를 거치면서 무질서하게 퇴적이 되어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그림 6-3-1-1의 S26 측선에서는 비교적 진폭이 강하

고 연속성이 좋고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층리가 관찰이 되며, 해저절벽의 하부에

서만 연속성이 끊어져 나타난다. 하지만, 단층으로 추정할 수 있는 해저절벽과 같이 

수직변위를 보이면서 연속성이 좋고 뚜렷한 층리의 반사 신호는 관찰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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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1. site 1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

치는 그림 6-3-1 참조.

 

(2) Site 2

Site 2 지역은 멀티빔 음향측심기를 이용하여 해저면의 고저를 확인하고 금년도 

탐사에서 처음으로 스파커 음원을 이용한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고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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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3-2-1과 같이 자료를 취득하였다. site 2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해저절벽 지

역은 site 1지역에서 확인되는 해저절벽과 규모, 방향성, 낙차가 비슷하게 나타나

며, 상부가 편평하고 좌우가 가파른 경사로 이루어져 있는 고립형 뱅크 형태로 나

타난다. 탄성파 단면도에서 내부 반사신호를 살펴보면 진폭이 강하고 연속성이 좋

은 층리들이 해저절벽이 위치하는 지점에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된다 

(그림 6-3-2-1의 화살표). 

그림 6-3-2-1. site 2의 해저절벽이 나타나는 구간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의 위

치는 그림 6-3-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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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결론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해저절벽은 해저면에 약 10 m 내외의 낙차를 보이며, 그 

크기와 유형이 비슷하게 나타나며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site 1과 

site 2지역은 심부에 군산분지 경계단층이 발달하고 있어 단층운동의 영향으로 형

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했지만, site 2지역의 탄성파 단면도에서 해저

절벽의 직하부에 나타나는 층서의 수직변위가 관찰되지 않아, 단층의 영향과는 무

관하게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서해 연안지역은 해수면 변동에 따른 수심변화와 강한 조류에 의해 형성되는 불

연속적인 사퇴가 잘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사퇴들은 조류의 방향과 대체로 일치하

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다 (그림 6-3-3-1). 그림 6-3-3-1에서 볼 

수 있듯이, 마운드 형태의 지형들이 북서방향에서 두껍게 발달하면서 남서방향으로 

배열되어 수심이 깊어지면서 규모가 작아지다가 쇠퇴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이러

한 사퇴들은 대부분 최후빙하기 (last glacial maximum) 이후 해수면이 천천히 상

승하는 동안에 안정된 상태에서 조류의 영향을 강하게 받으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

석된다 (Park et al,. 2006). 방효기 외, (1994)의 연구에서는 강한 왕복성 조류

와 해수면 상승에 따른 수심변화에 따라 서해에 분포하는 사퇴의 발달과 소멸을 4

단계로 구분하였다 (그림 6-3-3-2). 최후빙하기 이후로 수심의 변화가 적고 강

한 조류의 영향을 받으면서 형성된 조간대 퇴적층이 침식 삭박으로 인한 사퇴와 같

은 지형을 형성하고 사퇴 등성이의 상부를 사질퇴적물이 피복하면서 조류의 방향에 

따라 모래파 (sand wave)와 거연흔 (megaripple)을 형성하면서 성숙된 사퇴를 형

성하였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서해상에 분포하는 사퇴들은 생성당시에 양쪽 경사면

에 절단된 모습을 보이며 수심이 깊은 남서쪽으로 사퇴의 파장이 넓어지면서 소멸

되는 특징을 가진다고 하였다. 이렇게 사퇴가 소멸되면서 해저면 상부의 사질 퇴적

물들은 삭박되고 조간대의 단단한 층이 상부면을 형성하고 측면에는 급경사를 가지

며 잔류한 메사 지형구조와 비슷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한다. 이후 상부층은 북

동-남서 방향으로의 강한 조류에 의하여 퇴적물이 재배열되고, 남동쪽으로 좀 더 

급경사면을 가지는 현재의 모습이 되었을 것으로 판단한다. 따라서, 해저면에 분포

하는 해저절벽은 해수면 변동에 따른 사퇴의 생성과 소멸되는 과정에서 강한 조류

에 의해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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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1. 1차년도와 2차년도 조사지역의 해저면 시간구조도, 회색선은 탐

사측선, 붉은 원은 해저특이지형이 나타나는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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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3-2. 서해 대륙붕에 발달하는 사퇴의 발달과정 모델. (방효기 외,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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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백령도지진 지역

2013년도 5월 18일 백령도 남쪽 30 km 부근 해상에서 규모 4.9의 지진이 발생

하여 지진원인을 규명하기 위해 태안연안 지역의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면서 추가적

으로 백령도 인근 지역에 대한 탐사를 실시하였다 (그림 6-4-1). 측선은 남-북 

방향으로 외해로부터 연안으로 설계하여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그림 6-5-1의 site 

1지역에 단층대가 발견된 측선을 중심으로 동-서, 남-북 방향으로 측선간격을 좁

혀서 추적 탐사를 실시하였다. 또한,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 (그림 6-4-1의 빨간

점)를 중심으로 지질이상대가 발견되어 남-북 방향으로 소형선박을 이용한 스파커 

고해상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고 탄성파 단면도를 기준으로 해석을 실시하였다. 백

령도 남쪽지역은 최근 5년간 지진이 자주 발생한 지역 (그림 6-4-1의 녹색점)으

로 단층활동에 의한 지진이 보고된 바가 있다.

그림 6-4-1. 백령도 인근지역의 탄성파 탐사측선도. 단층대를 추적탐사하기 위하

여 에어건 탐사(파란색)와 스파커탐사(분홍색)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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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Site 1

site 1지역은 그림 6-4-1-1B 측선을 탐사 중에 단층이 발견되어서 단층의 방

향성과 규모를 살펴보기 위하여 추적탐사를 실시한 구간이며, 그림 6-4-1-1에서 

보여지는 측선에서만 단층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며, 주변 측선에는 뚜렷하게 관찰

이 되지 않는다. 음향기반암과 상부퇴적층을 수직으로 가로지르며 해저면 직하부까

지 발달하고 있는 단층은 북동-남서방향의 주향을 갖는 정단층으로 판단되며,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서 발달하고 있다. 단층은 음향기반암에 발달되어 있던 기존단층이 

지구조 운동에 의해서 연약대를 따라서 해저면 직하부까지 발달하고 있으며, 최근

까지도 활동한 신기단층으로 보여진다. 연구지역은 동북동-서남서방향의 압축력의 

응력장하에 놓여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다. 이러한 

지속적인  압축력은 음향기반암에 발달하고 있는 기존단층의 재활성을 초래하여 단

층을 따라 지진이 발생할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6-4-1-1. 단층 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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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Site 2

Site 2 지역은 4.9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으로 에어건 탐

사를 실시 중에 탄성파 자료에서 기존과는 다른 탄성파 음향상이 관찰되었다. 그림 

6-4-2-1을 살펴보면, 빨간색 점선을 기준으로 좌우의 탄성파 음향상이 완벽하게 

다르게 나타나며 좌측의 해저면 하부는 내부 반사신호가 불투명하고 층서가 방사상

으로 배열되어 있는 것으로 확인되며, 우측은 해저면 하부에 퇴적층이 얇게 퇴적되

어있는 것이 관찰된다. 에어건 탐사로는 정확하게 구별하기가 쉽지 않기에 지질 이

상대가 나타나는 주변 지역에 대하여 소형선박을 이용한 스파커 고해상 탄성파 탐

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총 8개의 측선을 취득하였다 (그림 6-4-2-2 and 

6-4-2-3).

취득된 탄성파 단면도를 살펴보면 검은색 점선으로 표시된 지역에 북서-남동방

향으로 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을 기준으로 좌측에는 음향기반암 상부에 퇴적

층이 퇴적되어 있으며 우측에는 음향기반암이 해저면까지 융기하여 침식받아 하부

에는 반사신호가 불투명한 음향 공백대처럼 나타난다 (그림 6-4-2-4). 음향기반

암 내부를 살펴보면 방사상의 층서들이 심한 습곡작용을 받아 구조역전 현상을 보

이며, 주변에는 급하게 경사진 수직층의 내부 반사신호가 관찰이 된다. 이러한 현상

은 퇴적층이 압축성 구조운동을 받아 심하게 변형되면서 습곡대가 형성되고 해저면 

상부로 융기하여 침식·삭박된 현상으로 판단되며, 습곡대 중심부에는 단층들이 복

잡하게 발달하고 있다. 음향기반암은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대비되며, 지질 이상대를 

중심으로 양측은 제 4기층으로 해석하여 고기 지층이 해저면에 노출되어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이러한 음향기반암은 단층을 경계로 암석의 매질이 달라서 나타나는 

현상인지 또는 음향기반암에 발달되어 있던 기존단층이 지구조 운동에 의해서 취약

대를 따라서 해저면까지 융기되어 나타나는 현상인지는 좀 더 연구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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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1. 진앙지를 중심으로 남-북방향의 에어건 탄성파 단면도. (A) 선

상조사와 (B) 자료처리시에 도시한 1번 채널 트레이스 모음. 측선위치는 그림 

6-4-1의 4번측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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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2. 진앙지 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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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3. 진앙지 주변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4-1 참조. 

그림 6-4-2-4. 그림 6-4-1의 1번 측선을 해석한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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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이상대의 해저면에 나타나는 지형 특징들을 살펴보면 (그림 6-4-2-5) 방

사상의 층서들이 해저면까지 연결이 되어 뾰족하게 첨탑처럼 솟아올라 있는 것이 

경계단층 좌측의 해저면에 나타나는 모래퇴(sand wave)와는 다르게 나타나는 것

을 볼 수가 있다. 이것을‘케스타(cuesta)’라고 하며 단단한 고기지층이 해저면에 

노출이 되어 침식삭박에 살아남은 층들이 보고되고 있다 (De Batist et, al., 1995).

해저면 상부의 침식에 대한 저항성이 큰 단단한 지층아래에 연약한 층이 쌓여있어

서 퇴적층의 강도에 따른 차별침식에 의해 단단한 층은 그대로 남아 있고, 연약한 

층은 삭박되어 형성되는 지형의 특징이다 (그림 6-4-2-6A). 또한, 해저면에 상

부가 편평하고 반듯한 지층이 일정한 높이로 솟아 있는 것도 볼 수가 있다. 이러한 

지층 또한 해저면 상부에 고기지층으로 보이는 단단한 층이 쌓여있고 하부에 연약

한 층이 침식 삭박되어 측면에는 가파른 경사를 가지고 고립된 뱅크 형태의 잔류퇴

적층으로 보이며, ‘메사(mesa)’라고 하는 지형과 비슷하다 (그림 6-4-2-6B). 

이 지역은 익년도 탐사시에 피스톤 코어를 이용한 천부퇴적층의 시료를 채취하여 

연대측정을 해보면 아마도 정확한 결론을 내릴수 있을 것으로 판단한다. 

Hong and Choi (2012)는 지진 메카니즘을 통한 응력장 해석에서 조사지역의 

응력장은 주응력축의 방향이 거의 수평에 가까운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압축력

(compressional force)이 작용하고 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

용하고 있다고 보고하고 있다 (그림 6-4-2-7). 또한, 일부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산동반도와 한반도사이의 서해 중부에서 다발로 나타나며 이것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인장력에 의해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된다. 서해 중부에는 후기 고생대에서 

초기 중생대 시기 사이에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의 충돌로 인해 생성된 친링-

다비-수루 충돌대가 서해 퇴적분지를 가로질러 한반도 임진강 습곡대와 연결될 가

능성이 제시되고 있다 (Ree et al., 1996;Chough et al., 2000). 아직까지 임진강 

습곡대가 친링-다비-수루 습곡대와 같은 충돌대를 지시하는 직접적인 증거들은 발

견되지 않고 있지만,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의 경계단층은 백령도 인근에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으로 사료되며, 서해에 존재하는 중국과의 대륙충돌대와도 밀

접한 연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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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5. 해저면 특이지형을 보여주는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6-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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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4-2-6. 해저면에 침식삭박에 살아남은 고기 퇴적층 (De Batist et, al., 

1995) .

그림 6-4-2-7. 백령도 인근의 단층면 분석 (Ho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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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절 2016년 연구 내용 (덕적도 해역)

1. 서 론

제 1 절 서론 참조

2. 광역지질

제 1 절 광역지질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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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육상지질

가. 연구배경 및 방법

연안지질 위험요소는 연안의 지표 및 지표 하에서 지질학적 요인에 의해 발생하

는 모든 위험요소를 말하며, 지진이 대표적이다. 현재 여러 나라에서 지질재해에 대

한 관심이 꾸준히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연구되고 있다. 자

연재해는 인류에게 많은 피해를 입히고 있으며 그중 아직까지 예측이 매우 힘들고 

피해가 큰 자연재해는 지진재해이다. 지진은 지진동과 지표파열에 의해 건물 붕괴

로 인해 인명피해를 유발하는 것뿐만 아니라 지진해일, 산사태, 화재, 액상화, 산업

마비, 홍수, 방사능 누출, 정신적 피해 등 2차 피해를 함께 수반하기 때문에 큰 피

해를 가져올 수 있다. 다른 자연재해와 다르게 지진재해는 매우 단시간에 발생하기 

때문에 지진 발생 후 즉각적으로 대피할 수 없고, 본진 이후에도 수차례 여진이 발

생하기 때문에 장기간 동안의 피해와 정신적 불안함에 시달리게 된다. 특히 우리나

라와 같은 지진이 자주 발생하지 않는 나라는 지진 대피 매뉴얼이 갖춰지지 않고, 

지진 대피훈련이 충분히 되어있지 않아 지진발생 후 큰 혼란을 야기하며 2차 피해

가 더 커질 가능성이 있다. 

대부분의 지진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활성단층(active fault)에서 발생하고 있

으며 일반적으로 지진재해도(seismic hazard map)와 활성단층도(active fault 

map)를 작성하여 대비한다. 활성단층도와 지진재해도 작성을 위해 활성단층의 위

치, 특성, 길이, 분절화, 단층의 연대, 지진 횟수, 규모 등 많은 정보 등이 필요하다. 

이러한 정보를 얻기 위해, 지진학적 조사, 단층특성 조사, 지형적 변위, 지층의 절

단, 역사지진, 연대측정, 원격탐사가 필요하며 이런 연구방법은 고지진학

(paleoseismology) 이라는 학문으로 발달 되었다. 우리나라에서 발달하고 있는 제

4기 단층은 양산-울산 단층계가 대표적이며 최근에는 서해안에서 중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으며 제4기 단층 또한 충남지역에서 발견되었다(Choi et al., 2015). 

현재 미국, 일본 등 여러 나라들의 지질학자는 고지진학적 연구를 통해 활성단층을 

조사하고 있으며 우리나라도 고지진학적 연구를 통해 활성단층을 연구하고 있지만 

한반도 남동부에서 발달하는 양산-울산 단층계에 연구가 집중되어있어 타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도 연구가 진행되어야 한다.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의 대부분은 기존에 존재하고 있는 단층의 재활성이지만 한

반도에서 발생하는 지진들의 깊이가 깊고 특정 단층대와 연관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원인이 불명확하다. 하지만 최근 경주 지진(2016년 9월 12일, M 5.8)은 양산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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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에서 발생하여 지진의 원인이 한반도에서 최초로 명확해 졌다. 이에 따라 1980

년도부터 양산단층의 활성 논란이 종지부 되었다. 그러나 경주 지진 이외에도 여러 

지역에서도 중규모 지진이 꾸준히 발생하고 있으며 다음은 한반도에서 발생한 중규

모 지진들이다. [쌍계사 지진(1936년 7월 4일, M 5.1), 속리산 지진(1978년 9월 

16일, M 5.2), 홍성 지진(1978년 10월 7일, M 5.0), 신안군 인근 해역 지진

(1994년 7월 26일, M 4.9), 울진 지진(2004년 5월 29일, M 5.2), 백령도 지진

(2013년 4월 21일), 울산 지진(2016년 7월 5일, M 5.0; KMA, 2017)]. 이러한 

지진들 중에서 서해안 백령도 지진과 군산 어청도 연속 지진(2013년 7월 23일, M 

2.7)등이 있다. 서해에서 발생하는 지진의 원인은 아직까지 명확히 밝혀지지 않았

으나, 최근 아무르 판의 서쪽 경계가 서해를 지나가는 것 대해서 논란이 많으며, 이 

때문에 서해안 지진이 발생하는것인가에 이번 연구가 초점이 맞춰져 있다. 

(Zonenshain and Savostin, 1981; Heki et al., 1999; Bird, 2003; Petit and 

Fournier, 2005; Hao et al., 2007).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덕적도 일원에 발달하는 단층들을 추적 조사하여 이러한 

단층들의 기하하적, 운동학적 특성을 연구함으로써 이들의 활성 가능성을 추정하고, 

필요한 경우 정밀한 탐사를 하는데 도움을 주고자 하였다. 따라서 이러한 연구는  

육상에서 획득된 단층자료를 바탕으로 해안으로의 연장성이 예상되는 주요단층을 

선정하여 해안의 단층을 탐사하는데 중요한 기초자료를 제공해 줄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단층에 의해 발생할 수도 있는 지진재해에 대한 사전대비를 통해 피해를 줄이

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덕적도 일원의 해안지역을 따라서 존재하는 신기단층을 확인하고, 이들의 발달특

성을 이해하기 위하여 우선 기존의 지질도 및 문헌에 대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

였다. 또한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분석을 통하여 기존에 보고되지 않은 신기

단층의 발달가능성을 조사하였다. 이를 바탕으로 야외지질조사를 통해 단층들의 운

동학적, 기하학적 자료를 수집하고 해석하는데 중점을 두었다. 뚜렷한 선형구조가 

인지되는 해안 및 도서 노두들을 대상으로 조사를 실시하였고, 인지할만한 규모의 

단층들이 육지에서 바다로 연장되는 지역을 중심으로 단층들에 대한 정밀야외조사

를 실시하여 이들을 통한 대규모 단층의 운동특성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위성사진을 통해 분석한 선형구조의 분포특성과 지리적인 위치 및 지질특성을 고

려하여 덕적도, 자월도, 대이작도, 승봉도, 굴업도 등을 분석하였다. 연구 지역은 서

부 경기육괴의 연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구성된 암석은 선캠브리아기 서산층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 백악기 응회암 등이 분포되어있다. 최후기 단층운동과 응력의 

방향을 추정하기 위하여 각 지점에서의 단층 및 단열에 대한 기하학적 분석을 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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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각 stage 별 수평 주응력 방향을 산정하였다. 

나. 지질특성

 

연구지역은 행정구역상 덕적도를 중심으로 서쪽으로는 자월도, 대이작도가 있으

며 동쪽으로는 굴업도, 남쪽으로는 문갑도, 선갑도 등이 있다. 모두 섬으로 이루어

져있으며, 가장 큰 섬은 덕적도이다. 해당 연구 지역은 현재 1:50,000 도폭은 미 

발행이며 1:250,000 서울 도폭으로 발행되어있다. 덕적도 인근 지역은 정식적인 

도폭으로 발간되지는 않았지만 층서, 퇴적시기, 변성시기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Na, 1992 1992; Cho et al., 2006; Kim, 2012a, b; Aum et al., 2013a, 

b; Kim et al., 2013; Lee et al., 2014; Park and Kim, 2016). 연구지역에 분포

하고 있는 암상은 크게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질 관입암류, 

쥬라기의 저변성 퇴적암류, 백악기의 화산쇄설암류와 산성암맥, 제4기 미고결 퇴적

층 등의 다섯 개의 단위로 구분된다(그림 3-2-1~2). 

그림 3-2-1. 굴업도, 덕적도 지질도 (Cho and Lee,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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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2-2. 백야도, 선갑도 지질도 (Cho and Lee, 2016).

(1) 신시생대 토날라이트질 편마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은 조사구역에서 최고기 암석이며, 소이작도와 대이작도 서

측에 분포한다. 이 암석은 대이작도 주변 해안에서 쉽게 발견할 수 있다. 이 암석은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며, 덕적층에 피복된다. Cho et al, (2008)은 

대이작도에 분포하는 토날라이트 편마암을 SHRIMP 절대연령 측정을 시도하여 약 

25억 년 전(후기 시생대)에 생성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이 연대는 우리나라에서 가

장 오래된 암석이며 한반도 진화 과정에서 중요한 지역이라고 해석하였다. 해당 암

석의 엽리의 방향은 N-S 및 E-W 등으로 변화가 심하며 부분용융에 의해 일부 

지역에서는 혼성암으로 분포한다. Cho and Lee, (2016)에서 소이작도 중앙부 포

장도로변 N37.18013°/E126.22822° 지점에서 저어콘 분석을 시도하였고 

2453~2556 Ma 연령이 측정됐다. 이 결과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의 원암인 토날

라이트가 정치한 시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Cho et al, (2008) 연대 

보다 약간 젊다.

낭림육괴에 해당하는 북한지역에서 후기 시생대의 암석은 보고되었지만 대이작도

를 제외한 남한에서는 보고된 적이 없다(Zhao et al.,; Wu et al., 2007). 대이작

도에서 발견되는 혼성암은 북중국지괴에 가까운 암석이 발견되는 반면에 영홍도 에

서는 남중국지괴에 가까운 암석이 발견되고 있다(Aum et al., 2013). 대이작도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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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홍도는 거리가 약 20km 밖에 차이가 나지 않아 두 섬 사이에 큰 불연속면이 존

재할 가능성이 있다는 것이 Aum et al, (2013)가 제기하였다. 

(2)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질 관입류

연구지역에서 가장 큰 섬인 덕적도와 소야도, 소이작도, 문갑도 등에서 트라이아

스기 화강암류가 주로 분포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은 흑운모 화강암과 반

상 흑운모 화강암이 있으며, 두 화강암의 경계는 점이적으로 이루어져있다(Cho 

and Lee, 2016). 덕적도에서 북서-남동 방향으로 선형구조로 뚜렷하게 인지되는 

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대를 따라 흑운모 화강암에서 압쇄대가 발달하고 있

다. 덕적도 목섬에서 흑운모 화강암과 반상 흑운모 화강암의 경계는 단층 파쇄대로 

접해있고 경계에서 단층 각력암이 분포 한다. 흑운모 화강암은 주로 담갈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종종 알칼리 장석 반정을 갖는다. Q-A-P 광물 모드에 의한 심성

암 분류에서는 화강암 영역에 속한다(Aum et al., 2013). 흑운모 화강암은 Cho 

and Lee, 2016에 의해 덕적도 남쪽 지역(N37.23546°/E126.13809°), 소이작

도 벌안 지역(N 37.18638°/E126.21836°)에서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

정이 실시되었다. 연대측정 결과는 223.0 ± 1.1 Ma, 223.6 ± 1.7 Ma를 제시하

였고 이는 트라이아스기 후기이다. 반상 흑운모 화강암은 덕적도 북동부 지역에 분

포하고, 소야도 전체와, 소이작도 서측에서 발달한다. 색은 담갈색, 담홍색을 가지

고, 일부 지역에서 알칼리장석 반정이 특정 방향으로 배열된다. 흑운모 화강암과는 

알칼리 반정의 빈도와 반정이 특정 방향으로 배열 유무에 의해 구별이 쉽게 된다. 

덕적도 항 동쪽 지역(N37.24677°/E126.12869°)에서 채취된 샘플의 가중평균

연령은 217.8 ± 1.5 Ma이다. 이 연대는 흑운모 화강암과 차이는 나지만 화강암질 

마그마의 결정화작용이 수 백 만년에 걸쳐 일어나는점을 고려하면 이 둘의 화강암

은 동시기의 암체로 판단 된다(Cho and Lee, 2016)

(3) 쥬라기의 저변성 퇴적암류

덕적도의 북서부에 분포 하고 있는 저변성 퇴적암을 Cho and Lee, (2016)에 의

해 덕적도 층으로 명명하였다. 덕적층의 주향은 북북서-남남동 또는 북북동-남남

서 방향이며 경사는 모두 동쪽으로 40°~70°이고, 주로 역암, 응회질 사암, 이암

층이 교대하면서 발달하고 흑연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Aum et al., 2013; Cho 

and Lee, 2016). 변성도는 낮지만 구조적으로 큰 변형을 받아 일부 지역에서 수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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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가까운 층리를 보이며 등사습곡(isoclinal fold)도 발달하고 있다. 일부 지역은 

대규모 충상단층의 영향을 받아 층서의 변화가 급격하게 바뀌지만 그 증거는 발견

하지 못하였다.  Aum et al, (2013)에 따르면 덕적층에 흑색 점판암에는 변질작용

에 반상변정이 흑연으로 구성된 내부 엽리를 함유하며 성장하고 있다. 세립질, 중립

질 사암에 대한 쇄설성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에서 가장 젊은 연대 군은 221 Ma, 

227 Ma이며, 역암 층에 포함된 화산암력의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

는 187.6 ± 2.5 Ma로 나온다. 이 들의 연대는 후기 트라이아스기로서 덕적층은 

전기 쥬라기 이후에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덕적층은 고생대 선미도 편암,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와 접하고 있으며, 이들의 

접촉 관계는 단층 접촉으로 추정되고 있다(Cho and Lee, 2016). 이번 결과로는 

덕적층과 다른 암체와의 관계는 해결하지 못하였다.

(4) 백악기의 화산쇄설암류와 산성 암맥

굴업도, 백아도, 선갑도, 울도 지역의 작은 섬들은 백악기 화산쇄설암류와 산성 

암맥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지역에서 비교적 접근하기 쉬운 굴업도 지명을 차용하

여 굴업도응회암으로 명명되었다(Cho and Lee, 2016). 주로 색은 보라색 또는 회

색이며 역의 크기는 중립사에서 왕자갈이다. 분급은 나쁘고 암편의 종류는 화산암

이 대부분이나 화강암, 섬록암, 편마암 등도 발견된다. 백악기 화산암류의 

TAS(Total Alkali vs. Slica; Le Maitre et al., 2002) 도표에서는 유문암, 석영

안산암이 주로 이루는 유문암질 응회암이다(Cho and Lee, 2016). 굴업도를 제외

한 지역에서는 신장된 부석편에 의해 용결조직이 잘 관찰된다고 보고되었고 선갑도

의 화산력응회암에서 규칙적인 주상절리가 발달한다. 연대는 울도 남쪽 해안

(N37.01844°/E126.00257°)에서 채취된 화산력응회암으로 SHRIMP U-Pb 저

어콘 연대측정이 실시되었다. 가중평균연령은 114.3 ± 1.4 Ma로 굴업도응회암의 

분출시가는 전기 백악기임을 알 수 있다(Cho and Lee, 2016).

유문암은 선갑도 남부 지역에만 분포한다. 굴업도응회암과 비슷한 시기에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유상구조(flow band structure)가 잘 발달한다. TAS 그림에서 

유문암에 점시 된다. 산성암맥은 굴업도, 백아도, 선갑도 도폭 구역에서 굴업도응회

암을 전체적으로 넓게 관입하고 있다. 대부분의 방향은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연장성이 좋다. 유문암과 동일하게 부분적으로 유상구조가 관찰된다(Cho 

and Lee, 2016). 산성암맥의 관입시기를 명확하게 하고자 Cho and Lee(2016)은 

연대측정을 실시하였으며 그 결과는 110.4 ± 0.7 Ma로 굴업도응회암의 형성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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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과 거의 유사 하거나 이후임을 지시한다.

(5) 제4기 미고결 퇴적층

연구지역에서 분포하는 제4기 미고결 퇴적층은 몇몇 계곡에서 발달하는 산록퇴적

층과 해빈사 및 사구가 있다. 산록퇴적층은 계곡을 따라 좁게 발달하거나 경사면에 

토양의 포행(creep)에 의해 발달한다. 산록퇴적층은 기존의 암반을 부정합으로 피

복하며, 자갈, 모래, 실트, 유기물이 분급이 나쁘게 발달한다. 해빈사는 연구지역에 

있는 도서 지역 전역에 발달하고 있으며 덕적도에서는 주로 남쪽, 동쪽 해안에 발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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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선형구조 분석

 

선형구조의 분석은 신기단층 분석을 위한 가장 기초적인 조사방법 중 하나로, 선

형의 뚜렷한 지형적 특성을 조사하여 최근의 단층활동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O‘Leary et al., 1976). 이들은 일반적으로 단층, 단열 및 절리와 같은 

지질구조와 밀접한 관련이 있으며(Richard and Groshong, 1999), 특히 신기단층

의 경우 지형변위 및 변형을 유발한 단층운동 이후 오래되지 않아 풍화에 노출되는 

시간이 적어 상대적으로 직선적이고 명확한 지형적 특징을 보인다. 이번 연구에서

는 연안지역을 중심으로 한 신기단층의 존재여부 및 단층의 분포특성을 확인하기 

위하여, 위성사진을 이용한 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의 대부분이 지형

적 특성을 관찰하기 어려운 충적층으로 피복되어 있다는 한계점이 있으나, 광역선

형구조 분석과 정밀선형구조 분석을 실시하여 뚜렷한 지형적 변형을 확인하고자 하

였다. 

선형구조 지형에 대한 연구는 대체로 시각적 판독, 이미지분석, 알고리즘 적용, 

지형요소분석 등의 4가지로 대별된다. 이번 연구는 지형도, 위성사진, 야외조사의 

결과 및 지형요소를 따라서 선형구조를 추출하였다. 이러한 방법은 구조선 윤곽에 

대해서는 잘 설명되지만 연구자의 주관적 판단의 문제가 있으며, 이에 대한 대안으

로 GIS와 수치고도모델 분석과 음영기복도에 의한 선형구조 분석으로 보완할 수 

있다(Shin, 1997; Lee et al., 1997).

정밀 선형구조 분석결과, 연구지역에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이 가장 우세하며 

북북동-남남서 또는 북동-남서 방향에 가까운 선형구조가 관찰된다(그림 

3-3-1~2).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도서 지역들에 발달하는 선형구조의 연장성은 

좋지는 않지만 몇몇 뚜렷한 선형구조가 관찰된다. 덕적도 지역에서 진리해변부터 

능동자갈마당까지 뚜렷한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되며 이는 단층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덕적도 북서쪽 지역, 울도, 바지섬, 선갑도 지역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관찰된다. 연구지역의 지질의 대부분은 흑운모 화강

암, 반상 화강암, 굴업도응회암으로 이루어져있으며 관입경계는 뚜렷하지 않지만 백

아도, 선갑도 지역의 굴업도응회암에 산성암맥이 남-북 또는 북북서-남남동 방향

으로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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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1. 연구지역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a) 연구지역 위성사진, (b) 

연구지역에 대한 선형구조 분석결과. 덕적도에서 단층 작용에 의해 뚜렷한 북서-

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하며 연구지역 전체에서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선

형구조가 우세하게 발달한다.

그림 3-3-2. 연구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 로즈 다이어그램. 북북서-남남동 

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이 우세한 것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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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야외지질조사

(1) 덕적도 (인천광역시 옹진군 덕적면)

연구지역에서 가장 큰섬인 덕적도는 인천광역시 옹진군에 위치하고 있다. 주로 

흑운모 화강암과 반상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어있고 북서부지역에 쥬라기 덕적

층이 발달하고 있다. 덕적도에서 가장 크게 발달하는 구조는 진리해변부터 능동자

갈마당까지 발달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이 발달한다. 이 단층과 아평행한 단층

이 일부 지역에서 발견되며 북동-남서 방향의 선형구조가 발달한다. 

(가) Site 1 (소재해변)

덕적도 첫 번째 조사지점은 덕적도 소재해변 인근 노두(37°13‘28.2“N/ 

126°09’02.9”E) 이며,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가 지나가는 지점이다. 이 

지점은 흑운모 화강암과 운모편암의 단층경계 지역이다. 단층은 지질도에서 북서-

남동 방향이며 북동쪽은 흑운모 화강암이 발달하고 남서쪽은 운모편암이 발달한다. 

단층은 선형구조와 같은 방향이며 파쇄대가 약 20m로 단층의 종류는 확인하지 못

했다. 파쇄대 주변에 두 가지 세트의 석영세맥이 발달하고 있으며 절단관계가 명확

하다. 첫 번째 석영세맥의 평균 주향경사는 N31°W/65°NE 이며, 두 번째 세트 

석영세맥의 평균 주향경사는 N59°W/31°NE 이다. 

세트 1은 상대적으로 세트 2보다 두껍고 빈도수가 많다(그림 3-4-1-1). 특히 

세트 1의 주향은 Site 1에 발달하고 있는 선형구조 방향과 비슷하며, 이 지역에 파

쇄대 방향도 일치하는 것을 보인다. 이 때문에 석영 세맥 세트 1은 파쇄대가 발달

할 때 함께 생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파쇄대에 밀도가 높은 단열들 중에서 몇몇 단

열에만 석영 세맥이 충전되어있는데 이것은 선택적으로 석영 세맥이 충전된 것으로 

판단된다. 두 번째 석영 세맥은 첫 번째 석영 세맥 세트를 절단하며 저각의 각도를 

가지고 있고 몇몇 세맥은 불규칙적인 모양을 가지고 있다. 상대적으로 세트 1보다 

너비가 얇고 빈도수가 작으며 좁은 지역에서만 발달하고 있지만 절단관계가 뚜렷하

다. 이러한 해석을 바탕으로 첫 번째 석영 세맥 세트가 형성된 후 북서-남동 방향

의 최대 수평 주응력에 의해 두 번째 석영세맥 세트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층핵은 약 10m이며 단층핵의 북동쪽에 석영 세맥 세트 1과 함께 단층손상대가 

발달하고 있다(그림 3-4-1-1). 그림 3-4-1-1c에서 부수단층이 발달하고 있으

며 그 자세는 N45°W/81°NE 이다. 부수단층 또한 파쇄가 많이 진행되어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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풍화의 정도가 심해 단층의 분류는 하지 못하였다. 부수 단층을 통해 이 지역에 발

달하는 선형구조는 단층이 만든 것으로 더 명확해 졌으며, 이 방향은 덕적도에서 

발달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큰 선형구조와 같다. 

그림 3-4-1-1. (a) 소재해변에 발달하는 파쇄대와 석영세맥. (b) 절단관계를 

보여주는 두 세트의 석영 세맥. (c) 단층핵의 북동쪽에서 발달하는 부수 단층과 

석영 세맥 세트 1(해머 왼편).

(나) Site 2 (진리해변 동쪽 공사장)

두 번째 조사지점은 진리해변 동쪽 공사장 노두 (37°13'38.5"N 

126°09'05.0"E)이다. 덕적도에서 가장 큰 규모로 노출되어 있는 단층노두이다. 

노두에서 단일 단층만 인지되며 다른 이차 단열은 발견되지 않았다. 덕적도에서 유

일하게 저각의 단층조선을 가지고 있는 주향이동단층이다. 단층을 경계로 서측에 

엽리를 뚜렷하게 가지는 편마암과 동측에 규장질 암맥이 불규칙하게 관입된 편암이 

발달하고 있다. 단층의 연장은 상당히 좋아 표토 근처까지 연장되지만 표토를 절단

하지는 않는다. 규장질 암맥은  전체적으로 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다. 노두에서 발견

되는 편마암은 덕적도 모암인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으로 추정되며, 규장질 암맥의 

기원은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을 넓게 관입한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으로 추정된다.

단층의 자세는 N70°W/83°NE 이며, 단층조선은 009°N 인 좌수향 주향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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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이다(그림 3-4-1-2). 단층의 운동감각은 단층활면에서 발달하는 그루브

(groove)를 통해 판단하였다.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은 동-

서 방향의 최대 수평주응력에 의해 발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그림 3-4-1-2. (a) N70°W/83°NE 자세의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다. 단층을 

경계로 서측에는 편마암이 발달하고 동측에는 규장질 암맥이 발달한다. (b) 단층 

서측에 발달한 편마암. (c) 단층 하부에서 발견된 단층조선(009°N). (d) 단층 

동측에 발달한 규장질 암맥.

(다) Site 3 (목섬)

세 번째 조사지점은 목섬 근처의 노두(37°14'27.7"N 126°08'33.2"E)이다.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는 북서-남동 방향이며, 이 방향은 덕적도에서 가장 뚜

렷하게 발달하는 선형구조와 아평행한 방향이다. 이 지점에서 고각의 역단층 두 개

가 발달하며 역단층 주향은 이 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와 유사한 북서-남동 

방향이다. 두 개의 단층사이의 거리는 약 10m로 가깝게 발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단층의 자세는 N36°W/78°SW, N43°W/73°SW 이고, 두 개의 단층 모두 역

단층을 지시하는 저각의 이차단열이 발달하고 있다(Kim et al., 2004). 이러한 이

차단열에는 대부분 석영 세맥이 충전되어 있으며 10° 내외의 저각의 경사를 가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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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있다(그림 3-4-1-3, 3-4-1-4). 두 개의 역단층은 일반적으로 발달하는 역

단층과 달리 70° 이상의 고각을 가지고 있다. 

진리해변부터 능동자갈마당까지 발달하는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에 의해 생성된 

압쇄대의 운동감각은 정단층으로 해석된바 있다(Cho and Lee, 2016). 트라이아스

기 화강암과 고생대 이전의 규암에서 전단대가 강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자세는 

N2~82°W/, 32~88°NE 범위를 보이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단대에서 발견되는 

광물신장 선구조의 방향 및 장석 반상쇄정의 비대칭 형태로 미루어 보아 이 전단대

는 상부가 북동쪽으로 침강하는(normal sense of movement)을 가지는 것으로 보

고되었다(Cho and Lee, 2016). 역단층이 발달한 이후 지층이 경동되어 고각을 이

루고 있는 경우도 있지만 Site 3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와, 선형구조와 동일한 주

향의 단층을 통해 고각의 역단층은 북서-남동 방향의 대규모 전단대가 재활된 것

으로 해석하였다.

그림 3-4-1-3. (a) N36°W/78°SW의 자세를 가지며, 42°N의 피치값을 가

지고 있는 역단층 이다. 단층 상반과 하반에 석영세맥이 충전되어있으며, 단층활면

에도 석영세맥이 충전되어있다. (b) 단층활면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조선과 저각의 

석영 세맥이 충전된 이차단열이 발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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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4. (a)　Site 3에서 발달하는 N43°W/73°SW 역단층. 두 개의 

segment로 나뉘어서 노출되어 있다. (b) 단층 하부에서 발달하는 역단층의 이차

단열. 이차단열에는 석영 세맥이 다수 충전되어 있다.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조와 유사한 단층은 Site 3에서 발달하는 역단층 말고 

덕적도 다른 지역에서 다수 발달한다. 그 중 규모가 크게 발달한 단층은 무명 지역

에 발달하고 있다. 단층 경계로 서측에는 트라이아스기 흑운모 화강암, 동측에는 반

상흑운모 화강암이 단층접촉으로 발달하고 있다. 단층핵은 파쇄가 매우 심해 노두

가 거의 남아있지 않다(그림 3-4-1-5a에서 붉은 점선). 단층의 서측과 동측에는 

파쇄대가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동측에 단층각력암(fault breccia)이 발달하고 있

다. 파쇄가 심해 단층의 운동감각을 인지하지 못하였지만 단층경계로 암상이 변할 

정도로 규모가 큰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인 것에 큰 의미가 있다. 그림 

3-4-1-5b 에서는 N52°W/61°NE 방향의 부가 단층(subsidiary fault)이 발견

이 되며 하반에는 단층 각력암이 약 3m 두깨로 발달한다. 단층각력암에는 석영 세

맥이 함께 충전되어 있으며 단층각력암의 대표적인 특징인 원마도가 매우 안좋은 

역들이 분급도가 나쁘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3-4-1-5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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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1-5. (a) 무명 지역에서 발달하는 단층. 흑운모 화강암과 반상흑운모 

화강암이 단층접촉으로 발달하고 있다. (b) 주 파쇄대 동측에서 발달하는 부가 단

층(N52°W/61°NE)이 발달하고 있으며, 하반에 단층각력암이 발달하고 있다. 

(c) 부가단층 하반에서 발달하는 단층 각력암. 

(2) 대이작도(인천광역시 옹진군 자월면 이작리)

대이작도는 덕적도에서 남동쪽으로 약 10km 떨어져있으며 섬의 모양은 전체적으

로 북서-남동 방향으로 길게 발달하고 있다. 대이작도 지질은 신시생대 토날라이트

질 편마암, 트라이아스기 반상 흑운모 화강암, 쥬라기 덕적층이 분포하고 있다. 

Lee and Cho(2013)에서는 최근 1:50,000 굴업도-덕적도 도폭과 일부분 다르게 

암상이 기제되어있다.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을 토날라이트 혼성암으로, 덕적층을 초

기 쥬라기 대동누충군으로 기재하고 있다(그림 3-4-2-1). 대이작도에 분포하고 

있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의 연대는 약 25억년 전에 생성된 것으로 한반도에서 가

장 오래된 암석으로 보고 되었으며(Cho et al., 2008), Cho and Lee(2016)는 소

이작도에서 동일한 암석을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은 대이작

도 서측에 분포 하고 있으며 염기성세립상포유암(mafic microgranular enclave)을 

수반 하여 혼화되는 양상을 보인다(Cho and Lee, 2016). 대이작도에서 발달하고 

있는 선형구조는 덕적도와 동일하게 북서-남동 방향이 발달하고 이 선형구조는 소

이작도, 승봉도까지 이어진다. 암석의 분포가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보아 북서-남동 방향으로 뚜렷한 구조운동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Ch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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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Lee(2016)은 덕적도와 소야도의 북동 해안에는 대체로 북서-남동 방향의 연

성전단대가 발달하고 상반이 북동방향으로 침강하는 정단층성 운동감각을 가진다고 

해석하였다. 이러한 연성전단대는 덕적층까지 연장이 안되는데 이것을 통해 연성전

단 운동이 발생한 시기를 쥬라기 초기까지 제한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하지만 덕

적도에서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들이 정단층 뿐만 아니라 역단층이 발달한 것을 

통해 최대 수평 주응력 방향이 역전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림 3-4-2-1. (a) 모식화된 동아시아의 지체구조도. (b) 대이작도와 소이작도

의 지질도 (Lee and Cho, 2013)

(가) Site 1 (작은풀안해수욕장 서측)

대이작도 첫 번째 조사지점은 작은풀안해수욕장 서측 인근 노두(37°10'32.1"N 

126°15'01.1"E) 이며, 선형구조는 뚜렷하게 발달하지는 않는다. 이 지역의 모암

은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이 발달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으로 중성암맥이 관입하고 

있다.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의 엽리는 대체적으로 북동-남서에서 동북동-서남서로 

발달하고 있으며 10도 내외로 북쪽으로 경사져있다. 또한 모암에 페그마타이트가 

엽리에 수직방향으로 관입되어 있고, 암맥에 의해 절단되어 있다. 페그마타이트는 

이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지만 연장성이 좋지 않으며 방향성이 한 방향으로 수렴

되지는 않는 특성을 가지고 있다. 하지만 평균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수렴된다(그

림 3-4-2-2).

모암과 달리 중성암맥에 단열이 밀집되어 있으며 단열은 크게 2 세트로 발달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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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모암보다 암맥에 단열이 밀집되어 있는 것은 암맥의 관입 이후 취성변형을 

받았다는 증거이고, 취성변형이 발생 하였을 때 암맥이 물리적인 약대로 작용하여 

단열의 밀도가 다른 것으로 해석된다. 북서-남동, 남-북 두 가지 방향의 단열이 

발달하고 있으며 두 세트의 단열은 약 30도 차이를 보인다(그림 3-4-2-3, 

3-4-2-4). 단열의 방향성이 체계적으로 발달 하는것과 약 30도 차이나는 것으로 

공액상 단열계로 해석을 할 수 있다. 정리해보면 남-북 방향으로 페그마타이트 관

입 후 동-서 방향으로 중성암맥이 관입 이후에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최대 수평 

주응력이 발달하여 중성암맥에 공액상 단열계가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3-4-2-2.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에 관입한 중성암맥. 모암과 암맥의 경계가 

일정하지 않으며 동쪽으로 갈수록 휘는 경향이 있지만 전체적으로 동-서 방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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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3. (a)　동쪽 방향에서 바라보는 2개의 중성암맥. 1m 너비를 가지

는 중성암맥과 20cm 너비를 가지는 중성암맥이 모암을 관입하고 있다. (b) 중성

암맥에 발달하는 2 세트의 단열과 중성암맥에 의해 절단된 페그마타이트가 발달하

고 있다.

그림 3-4-2-4. 중성암맥에서 발달하는 2 세트의 단열, 중성암맥, 페그마타이트

의 스테레오넷. 2 세트의 단열은 북서-남동, 남-북 방향으로 나누어 지며 이 것

은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최대 수평 주응력이 작용했다는 것을 시사한다. 중성암

맥와 페그마타이트는 동-서, 남-북 방향을 가지고 있으며 이들의 각도 차이는 약 

90도를 이룬다. 

Site 1 지역에서 발달하는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에서는 전체적으로 페그마타이트

가 관입되어있다(그림 3-4-2-5). 이 들의 크기는 50cm에서 몇 cm 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으며 연장성은 좋지 못하지만 전체적으로 남-북 방향으로 수렴된

다. 모암에서 엽리는 대체적으로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부분적

으로 편마암 안에 우흑대가 두껍게 발달한 노두도 있다. 이러한 우흑대는 경사이동

단층의 중요한 key maker가 될 수 있다. 약 50cm 두깨이며 동북동-서남서 방향

으로 발달한 우흑대는 N15°E/66°SE 방향의 역단층에 의해 절단되어있다. 변위

는 약 30cm 이며, 단층의 연장은 뚜렷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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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5.  (a)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엽리에 N11°E/86°SE 방향의 페

그마타이트가 관입하고 있다. (b)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에 발달한 

N72°E/16°NW 방향의 우흑대가 N15°E/66°SE 방향의 역단층에 의해 절단

되어 있다.

(나) Site 2 (큰풀안해수욕장 동측)

두 번째 조사지점은 큰풀안해수욕장 동측 인근 노두(37°09'39.2"N 

126°16'21.2"E) 이며, 선형구조는 북북서-남남동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지역의 

모암은 화강섬록암질 편마암이 발달하고 있다. 모암에는 엽리가 잘 관찰되지 않는

다. Site 2에서는 중규모의 주향이동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절벽 노두에서 꽃 구조

(flower structure)와 매우 유사한 기하가 관찰된다. 절벽 노두에서 뚜렷한 단열들

이 발달하며 단열들은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갈수록 발산되는 기하를 가지고 있다. 

단열들 사이에 석영 세맥이 다수 발달하고 있다. 석영 세맥은 뚜렷한 방향은 가지

지 않지만 북서-남동 방향이 지배적이다. 가장 파쇄대 하부에서 단층조선

(N43°W/82°SW, 53°S)이 발달하고 있다(그림 3-4-2-6). 단층조선에서 발

달하는 stepping에서 좌수향의 감각을 보인다. 또한 소규모 단층들이 단열들 사이

에 규제되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들의 운동감각은 역단층이다. 역단층은 단열 사

이에서 발달하고 있는 석영 세맥을 절단하고 있다. 변위는 5cm~20cm로 소규모지

만 대다수의 석영 세맥이 역단층 운동감각으로 절단되어있다(그림 3-4-2-6).

꽃 구조는 주향이동단층이 stepping 또는 bending 되는 지역에서 발달하는 구조

로 단층의 감각과 stepping 또는 bending의 방향에 따라 positive 또는 negative 

꽃 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그 중 negative 꽃 구조에서는 단층 단면에서의 운동 감

각은 역단층 감각이 발달하고 있다. 꽃 구조에서 나타나는 기하적인 형태와 운동감



- 996 -

각을 통해 site 2에서 발달하는 단열은 꽃 구조로 해석되어진다(그림 3-4-2-6).

그림 3-4-2-6.  (a) Site 2에서 발달하는 negative 꽃 구조. 절벽 노두에서 발

달하는 단열은 하부에서부터 상부로 갈수록 발산되는 기하를 보인다. 단열 사이에 

석영 세맥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역단층이 절단하고 있다. (b) 주 파쇄대의 자

세는 N39°W/65°SW 이며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이다. 주 파쇄대 근처에서 석영 

세맥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소규모 역단층이 절단하고 있다. (c) 북서-남동 방

향의 석영 세맥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역단층이 절단하고 있다. (d) 주 파쇄대 

하부에서 발견되는 단층조선(53°S) 이다.

(다) Site 3 (작은풀안 해수욕장)

 세 번째 조사지점은 작은풀안해수욕장에 위치한 노두(37°10'17.0"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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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6°15'22.9"E) 이다. 이 지역의 모암은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이며 정단층과 역단

층이 발달하고 있다. 정단층의 주향은 N27°W/53°SW이며 단일 단층으로 이루어

지지 않고 여러 분절을 이루고 있다(그림 3-4-2-7). 토날라이트질 편마암에 있

는 우백질은 단층의 변위를 알려주며, 운동감각은 고각의 역단층이다. 이 역단층은 

정단층에 규제된 단층이며 운동감각은 역단층이지만 정단층에 수반된 단층이다. 또

한 정단층에 의해 절단된 우백질대는 다시 저각의 소규모 역단층으로 절단되어있

다. 

이 지역 또한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단층의 종류는 정단층

이며 이를 역단층이 절단하고 있다. 덕적도에서도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이 주로 

발달하며, 대이작도에서도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이 발달하고 있다. 이중 흥미로운 

것은 덕적도에서도 정단층이 역단층으로 재활된 지역이 대이작도에서도 재활 되었

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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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4-2-7. (a) Site 3에서 발달하는 정단층. 주 단층의 자세는 

N27°W/53°SW이며 주 단층과 부수 단층 사이에서 발달하는 단열은 정단층의 

운동감각을 보여준다. (b) 정단층에 수반된 고각의 역단층이다. 편마암에 발달된 

우백질대가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있으며, 저각의 역단층 운동감각으로도 절단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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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진

가. 2016년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활동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하 연구원)에서 분석한 2011.1.1.부터 2017.1.31.까지 분

석한 서해 및 인접지역에서 발생한 진앙분포는 그림 4-1-1과 같다. 그림에서 배

경으로 희미한 회색원으로 표시된 것은 2001년부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

한 진앙분포도로 특히 육상 지역에서는 특정지역에 집중하여 나타나 음영대처럼 나

타나는 지역이 많으며, 이는 주로 발파장, 광산, 대규모 토목공사장 위치와 잘 일치

하고 있다. 짙은 흑색원은 2011년부터 2016년까지의 진앙 분포도로 육상지역에서

는 대부분 특정지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서해 해역의 경우 백령도 남쪽 

해역 2지역, 신안 앞바다, 2014년 연구지역 서측의 보령 앞바다 및 2015년 연구

지역의 북서부에 진앙이 집중되어 분포하고 있다. 적색원은 2016.2.1~2017.1.31  

1년 동안 발생한 지진의 진앙 분포도이다. 육상 지역의 경우 기존의 진앙 밀집지역

에 분포하고 있으나, 해상 지역의 경우 전역에 걸쳐 분산되어 분포하고 있으나, 특

징적으로 백령도 남쪽과 서산 앞바다에 집중 발생하고 있다.

그림 4-1-1. 2011.2.1 ~ 2016.1.31.(흑색원) 및 2016.2.1 ~ 2017.1.31.(적색

원) 기간 동안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분석한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의 진앙 분포

도. 적색 사각형은 2014, 2015, 2016년 연구지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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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는 서해지역에서 발생한 진앙 분포도인 그림 4-1-1에서 2014.1.1

부터 2017.1.31까지의 진앙만을 표시한 그림이다. 분석 대상기간이 짧아짐에 따라 

그림 4-1-1과 달리 진앙이 집중적으로 분포하는 곳이 적어졌다. 특히 육상지역의 

경우 진앙이 집중되는 곳이 발파장, 대규모 토목공사 현장, 광산의 위치와 대부분 

일치하고 있다. 그림에 청색의 지진발생기구는 백령도 남쪽의 2013년 발생한 지진

부터 연구지역 인근에서 발생한 비교적 규모도 큰 지진에 대한 것이다. 

2015.12.12. 익산지진의 경우 역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였지만, 나머지 7개 지진

은 동서방향의 주응력축에 의한 주향이동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고 있다. 금년도

의 경우 2016.11.13 충남 보령지진(규모 3.5)과 2017.2.23. 백령도지진(규모3.4)

이 비교적 규모가 커서 단층면해를 구할 수 있었으며, 각각의 지진의 특성은 다음

과 같다.

그림 4-1-2. 2014.1.1 ~ 2017.2.1 서해지역에서 발생한 진앙 분포도 및 주요 

8개 지진에 대한 단층면해

(1) 충남 보령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6. 11.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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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11.13. 21:52:58(KST) 규모 3.5(ML) 인 지진이 충남 보령 북동쪽 3.7 

km 육상지역 (36.3609˚N, 126.6269˚E)에서 발생하였다. 그림 4-1-1-1 (a)

은 금년도 발생한 지진위치와 1998년 이후 보령일대에서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진앙을 함께 표시한 것이다. 2013.6.3. ~ 2013.8.4 2개월간 규모 1.3 ~ 3.8 사이

의 지진이 160회 발생한 적이 있으며, 자세한 내용은 2차년도 보고서에 포함되어 

있다. 

  홍성관측소(HSB) 등에 기록된 지진파형에 대한 모멘트역산을 통한 지진발생기

구는 그림 4-1-1-1 (a)와 같이 동서방향의 주응력축에 의한 주향이동단층에 의

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a)                                  (b)                    
그림 4-1-1-1. 2016.11.13 21:52:58 (규모 3.5 ML) 충남 보령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위치(a)와 모멘트텐서 역산 결과(b)

(2) 백령도 남쪽 70 km 해역 지진 (2017. 2. 23)

2017.2.23 21:03:50(KST) 규모 3.4(ML) 인 지진이 백령도 남쪽으로 70 km 

해역 (37.3405˚N, 124.8171˚E)에서 발생하였으며, 위치는 그림 4-1-2-1 

(a)와 같다. 백령도 인근에서 2011년 이후 발생한 규모 2.0 이상의 진앙분포도 함

께 도시하였다. 백령도(BRD) 등에 기록된 지진파형에 대한 모멘트역산을 통한 지

진발생기구는 그림 4-1-2-1 (b)와 같이 약간의 주향이동단층 성분과 주로 남북

방향의 정단층 운동에 의해 발생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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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a)                                    (b)           
그림 4-1-2-1. 2017.2.23 21:03:50(KST) 규모 3.4(ML)인 백령도 남쪽 해역

에서 발생한 지진의  발생위치(a) 와 모멘트텐서 역산 결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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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 취득 및 처리

(1) 항측 자료

(가) 탐해2호 항측

6차년도 서해연안 위험요소 연구지역은 덕적도 연안 해역으로 수심이 얕고 모래

사퇴(sand ridge)가 발달하고 있다. 모래사퇴지역과 수심이 얕은 지역은 탐해 2호

가 진입하기 힘든 지역으로 이러한 지역을 피하여 경도 124°10′을 기준으로 수

심 약 30 m 까지 동-서 방향의 주측선을 설계하고 측선을 따라 해저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선상조사는 두 차례에 걸쳐 실시하고 있으며,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다

중채널 반사법 탐사를 광역적으로 1차 실시하고, 관측되는 해저 이상대를 중심으로 

에어건 및 스파커 음원을 이용하여 2차 정밀탐사를 실시한다. 탐사기간은 2016년 

8월 17일 ~ 9월 05일까지(20일간) 1차 탐사를 실시하였고, 2015년 9월 28일 ~ 

10월 7일까지(10일간) 2차 탐사 및 천부지질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설계한 탐사

측선은 동-서방향 위도 5′간격으로 주측선 8개, 남-북방향으로 검측선 2개를 포

함한 약 924 L-km를 설계하였으며, 현장에서의 기상여건, 해황에 따라 유동적으

로 탐사측선을 조정하였다 (그림 5-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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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1. 2016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예비측선도.

항측자료는 영국의 ION Concept Systems사의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을 이

용하여 취득하였으며, 설계한 탐사측선을 따라 일정 속도 및 거리를 유지하면서 항

측자료를 생성하였다. Spectra 통합 항측시스템은 Linux 운영체제를 기반으로 하

는 3대의 워크스테이션과 데이터의 입․출력을 위하여 각종 시스템에 직렬통신포트 

(serial port)로 연결되어 있다. Spectra 시스템에 연결되어 있는 구성요소로는 

Vessel's autopilot system, Bridge PC, Sprint workstation, Gun controller, 

Real time navigation unit (RTNU), Seismic recording system이 있다 (그림 

5-1-1-2). Vessel's autopilot system은 탐사가 진행되는 동안 미리 설계한 조

사측선을 따라 탐사선을 자동으로 운항하는 장치이며, Bridge에서는 Bridge PC를 

이용하여 Spectra system에서 제공하는 실시간 정보를 화면으로 볼 수가 있다. 

Gun controller에서는 에어건의 발파를 제어하며, shot의 정보를 전달한다. RTNU

에서는 GPS에서 수신받은 위치정보, 방위(gyro), 음향측심(echo-sounder), 선속

(speed log), 스트리머 심도 및 방위(compass) 등의 탐사선의 모든 센서로부터 

실시간으로 신호를 수신받아 Spectra system으로 전송하며, 외부장치를 제어하는 

신호를 주고 받는 역할을 한다 (그림 5-1-1-3).  Spectra system은 탐사선, 음

원, 수진기, RGPS 등의 위치정보 및 물리탐사에 이용되는 모든 센서의 자료를 실

시간으로 입력받아서 기록 및 모니터링을 수행하며, 처리되지 않은 원시(raw) 항측

자료인 P2/94 파일을 생성하고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한다. 이러한 

처리되지 않은 P2/94 파일은 측선의 탐사가 종료된 후 Sprint 시스템을 이용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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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처리 과정을 거쳐 항측자료의 품질을 향상 시킬 수가 있다. 

Sprint 시스템은 데이터저장소(data storage)에 저장되어 있는 원시 항측자료인 

P2/94 파일을 입력받아 Check Guns, Correct Observations, Compass 

Calibration, Network Adjustment 와 같은 일련의 재처리 과정을 통하여 항측자

료의 질을 저하시키는 스파이크 및 노이즈들을 제거하고, 통신장애에 따른 소실된 

자료들을 내삽/외삽하여 취득한 항측자료의 위치오차를 최소화하고 신호의 품질을 

향상시켜서 최종 항측자료인 UKOOA P1/90 파일을 생성하게 된다. UKOOA 

P1/90 파일은 매 측선의 발파점마다 실시간으로 기록되는 각 장비들의 위치정보 

및 네트웍을 통해 계산된 공통중간점(CMP)의 위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탐사에 사

용된 중요한 정보들이 기록되어 있다.

탐사선의 위치측정은 C-Nav GPS를 primary position으로 Trimble 4000DS 

GPS를 secondary position으로 설정하여 사용하였으며, 모든 탐사장비의 이격거

리(offset)를 측정하여 계산된 위치정보값을 이용하였다. C-Nav GPS수신기는 각

각 12채널의 L1/L2 GPS 신호를 모두 수신가능하며 수신기내에 C-Nav GPS 보

정신호를 수신할 수 있는 검파기 (demodulator)를 내장하고 있어 고정점에서 10 

cm 이하의 정확도를 지닌 매우 정확한 위치자료를 취득할 수 있다. C-Nav GPS

에서 취득된 위치자료는 Spectra RT시스템으로 송신되어 Trimble 4000DS GPS

에서 계산된 위치와 함께 Spectra RT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보다 정확한 탐사선

의 위치자료를 계산하는데 이용된다. Trimble 4000DS GPS는 8채널의 L1 GPS 

신호를 수신할 수 있으며 GPS 보정기지국으로부터 RTCM SC104 형태의 DGPS 

자료를 수신할 수 있는 비콘수신기를 연결하여 DGPS 보정자료를 수신 받아 GPS

수신기 자체에서 위치계산 후 Spectra RT시스템에 실시간으로 송신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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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1-2. Spectra 통합항측시스템 개요도. 

그림 5-1-1-3. 2D 탄성파 탐사장비 및 모식도 .

일반적으로 탐사의 종류 및 탐사를 수행한 지역에 따라 사용된 측지계 (geodet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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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tum) 및 투영도법(projection)이 서로 다르기 때문에 이에 따라 위치오차가 발

생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WGS84 Datum과 WGS84 Spheroid를 사용하여 모

든 위치자료를 통일하였으며 탐사시에는 TM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

용하였고 취득된 탐사측선도를 작성할 때는 SM (Standard Mercator) 도법을 이

용하여 도면을 작성하였다. 본 연구에서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는 표 5-1-1-1과 

같다.

Datum
Datum name WGS 84 

Spheroid name  WGS 84 

Spheroid

Semi major axis (a) 6378137.000

Semi minor axis (b) 6356752.314

Inverse Flattening (1/f) 298.2572

Eccentricity 0.00669438

Projection

(survey)

Projection type Transverse Mercator (T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0o N

Scale factor 0.9996

Projection

(Map)

Projection type Standard Mercator (SM)

Central Meridian 126o E

Ref. Latitude 37o N

Scale factor 1.0000

표 5-1-1-1. 본 연구에 사용한 측지학적 변수.

(나) 소형 선박 항측

DGPS는 육상의 기지국과 선박의 수신국으로 구성된다. 육상 기지국은 위성으로

부터 수신되는 기지국 위치 정보와 기지국 컴퓨터에 입력되어 있는 기지국의 실제 

위치 정보를 비교하여 편차를 계산하며, 이 편차는 실시간으로 선박의 수신국으로 

송신된다. 선박 내에 설치된 수신국은 이 편차를 이용하여 위성으로부터 수신된 선

박의 위치를 보정함으로써 정확한 위치를 계산한다. 

조사 선박의 위치 제어를 위하여 SBAS(Space Based Augmentation System)

를 구현하는 R330 GNSS DGPS 시스템 (표 5-1-1-2)이 사용되었다. 일반 

DGPS의 경우, 지형·지물로 인한 신호 도달의 방해와 거리에 따른 Beacon 신호의 

약화 등으로 인하여 위치 정보 자료의 정확도가 다소 떨어지는 반면, SBAS DGPS

의 경우 이러한 문제점이 보완됨으로써 일반 DGPS보다 높은 신뢰도의 위치 정보

를 획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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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분 내용

모델명 R330 GNSS Receiver / A31 Antenna

제작사 Hemisphere GNSS (U.S.A.) 

수신 주파수 GNSS L1 & L2, SBAS, Beacon, L-Band, RTK

위성 수신 채널 270 채널 (SBAS : 3채널, 동시추적)

위치 보정 방법 SBAS, RTCM, RTK, DGNSS/HP/XP/G2

SBAS 사용 시, 수평 정확도 <0.3m (RMS 67% 신뢰도)

표 5-1-1-2. DGPS 제원

(2) 수심 자료

(가) 자료 취득

조사지역의 수심자료는 탐해2호에 탑재된 Kongsberg Maritime사의 EM2040 

천해용 다중빔 음향 측심기가 이용되었다. EM2040 (Tx 0.5°/Rx 1.0°) 다중빔 

음향 측심기는 200, 300, 400 kHz 주파수대 음원을 선택적으로 이용하여 한 핑

(ping)당 400 soundings (256개 beam)을 수신하여 수심 0.5 ~ 500 m 사이의 

천해역에서 수심의 5.5 배에 해당하는 해저면의 횡단면 (horizontal swath)을 측

정할 수 있는 음향장비이다 (그림 5-1-2-1). 수신기의 빔각은 최대 140°로서 

탐사선의 중심축으로 부터 등거리 (equal distance) 또는 등각 (equal angle) 간

격으로 측심형태를 조정함으로서 조사목적에 따른 전체 횡단면을 광폭으로 조사하

거나 직하방을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능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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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1. 탐해2호 탑재된 KONGSBERG EM2040 다중 음향측심기 자

료수집 장치. 

본 장비의 구성은 크게 선체의 기저부에 부착되어 있는 음원 변환장치 

(transducer), 그리고 처리장치 (processing unit)와 주 통제장치 (HWS 

operator unit)로 각각 나뉜다. 음원변환 장치 (transducer)는 탐사선의 선저 하부

에 장치된 음파의 발신 및 수신하는 2개의 트랜듀서로 구성되어 있는데 음원발생기 

(0.5° Tx array)는 조사선의 축과 수평방향으로 부착되어 있는 반면, 음원 수신

기 (1.0° Rx array)는 선수쪽에 조사선의 축과 수직방향으로 장착되어 있다 (그

림 5-1-2-2). 

처리장치 (processing unit)는 음파의 발신을 통제하는 발신장치 (transmitter)

와 수신을 제어하는 수신장치 (receiver)로 크게 구분된다. 발신장치는 신호제어용 

컴퓨터로부터 구동신호를 받아 음원발생기로 전달하고 수신장치는 해저면으로부터 

반사되어 돌아오는 아날로그 (analog) 형태의 신호를 VRU (vertical reference 

unit: motion sensor)로부터 수신된 탐사선의 「pitch」, 「roll」, 「heave」, 그

리고 시간, 위치, heading에 대하여 보정한 후 디지털화하여 전달하는 기능을 갖는

다. 주 통제 장치 (HWS operator unit)는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신부를 제어하는 

컴퓨터 제어장치와 수신된 신호를 감시 (monitoring)하는 장치로 구성되어 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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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2. EM2040 다중음향측심기 주요장비 모식도.

현장에서 양질의 자료를 취득하기 위해서는 전원의 공급과 시스템의 준비가 완료

된 후 장비의 특성과 탐사 해역의 개략적인 지형을 감안하여 음파신호의 발신과 수

신을 조절하기 위한 음압의 세기, 신호간격, 예상수심 등의 각 변수를 설정하여야 

한다. 또한 수중 음속의 변화에 대한 보정을 실시하여 수직적인 음속 값을 입력하

여야 하며 신호 제어를 위한 초기 설정 변수에 크게 영향을 받는 수신된 빔(beam) 

별 스펙트럼에 대한 적절한 값을 설정해야 한다. 

정밀한 다중빔 수심자료를 생성하기 위해서는 다중음향측심기와 더불어 2개의 

DGPS 수신기로부터 위치값, gyro값, 시간값을 수신하고 MRU5 모션센서로 부터 

선박의 움직임(roll, pitch, heave)을 수신하여 다중빔으로 전달해주는 통합 시스템

(Seapath300)이 필수적으로 요구된다. 또한, 빔을 발신하는 트랜스듀서 주변 음속

값과 전체 수층의 음속값을 측정하여 빔의 왜곡을 보정하는 표층음속측정기

(Applied microsystem Ltd. Micro SV)가 실시간으로 운용되어야 한다 (그림 

5-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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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3. 다중음향측심기 필수 주변장치. a) Seapath300 (Kongsberg 

Seatex) 통합시스템 b) Seapath GPS 수신기 c) MRU5 motion sensor d) 표층

음속측정 시스템(AML Micro SV).

음파가 해수층을 통과할 때 음파의 진행속도는 수괴의 물리적 특성에 따라 다르

게 나타나기 때문에 실제 수층의 음속과 다른 음속값을 이용하여 자료를 취득할 경

우 수신된 신호음은 주로 선박의 직하방 빔 보다는 외곽 빔에서 크게 왜곡되어 나

타나게 된다. 이러한 휨현상을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를 수행하기 전에 반드시 탐사

해역에서 음속측정기 (Sippicon ltd. XBT sensor)을 이용하여 수층내 음속값을 측

정하여야 한다.

바람이나 해류 등과 같은 외부적인 영향과 기울임이나 중량의 변화와 같은 탐사

선의 내부적인 영향으로 인하여 motion sensor의 값들이 항상 변한다. 이러한 오

류를 보정하기 위하여 탐사 전에 motion sensor의 변화 값들을 별도의 보정탐사 

(patch test)를 통하여 미리 측정한 후 이를 실제 탐사에서 상쇄시켜 주어야 한다. 

측정한 draft의 값 (선수기준 : 5 m), gyro offset은 (0.00°), roll offset은 –
0.20°, 그리고 pitch offset은 0.01°적용되었다. 

(나) 자료 처리

해양탐사에서 사용되는 대부분의 음향장비는 주로 전기 에너지를 음파 에너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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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환시키는 음원발생 장치를 필요로 한다. 그 중 다중빔 음향측심기는 트랜스듀서 

(transmitter)라는 장치를 이용하여 음파를 발생시킨다. 발생된 음파는 물을 통과

하여 해저면의 특성에 따라 여러 방향으로 산란 및 반사된다. 이 중 음향측심기의 

수진기 (receiver)에 도달된 음파 에너지는 전기 에너지로 전환되고 디지털화되어 

수심을 표현하게 된다. 원리는 단순하지만 실제 자료를 획득하게 되면 자료취득 당

시의 해황이나 해수의 불균질성, 기계적 오류 등 불필요한 정보가 함께 기록되어 

실제와 다른 해저지형 (수심) 자료를 얻게 된다. 

따라서 선박의 거동, 선박의 위치, 수층의 음속, 조석 등과 인위적인 요인들을 취

득된 자료로부터 제거 및 보정을 해야만 실제에 가까운 지형 자료를 획득할 수 있

다. 이러한 과정을 후처리 (post-processing) 과정이라 하는데 자료의 후처리 방

법은 측심기 제조회사나 상업용 소프트웨어에 따라 그 방법이 다르고 결과가 다르

게 나타날 수 있어 검증된 프로그램 사용을 권장한다. 

본 조사에서 획득된 수심자료는 우리나라 국립해양조사원과 국제수로국에서 현재 

후처리 방법으로 일반적으로 활용되고 있는 CARIS사의 HIPS&SIPS 7.1 후처리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각각의 자료왜곡 요인에 대한 보정작업을 실시하였다 (그림 

5-1-2-4). 처리과정에는 ① 선위보정(vessel correction), ② 위치보정 

(position correction), ③ 거동보정 (motion correction), ④ 수심보정 (single 

swath correction), ⑤ 조석보정(tide correction), ⑥ 통계치 보정(bin 

correction)이 포함된다. 

선위보정을 통하여 사용하고자 하는 선위측정 안테나의 정확한 위치 값을 확인하

여야한다 (그림 5-1-2-5). 즉, 탐사 전에 DGPS안테나와 MRU motion sensor

의 위치변동을 확인하여야한다. 변동이 없었다면 설치 시 또는 점검 시 기존의 값

을 사용하면 된다. 탐사 중에 위성으로부터 수신되는 위치자료에는 기상, DGPS 수

신기 상태에 따라 'spike', 'position jump'와 같은 부정확한 값들이 포함되기 때문

에 이를 제거하는 위치보정 작업이 요구된다. 본 탐사에서는 선속과 방향에 의해 

예상되는 위치 값으로부터 5 m 이상 거리 값은 제거하였고 모션값이 불안정해지는 

탐사선 회전 구역의 수심 값도 모두 제거하였다.

각각의 측선에 대한 수심보정이 필요한 이유는 음파발생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수신되는 256개 빔이 대부분 해저면에서 반사되어 오지만 일부 빔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실제보다 빨리 수신되거나 더 늦게 수신되어 주변 값과 큰 오차를 보이기 

때문이다 (그림 5-1-2-6). 일반적으로 수심이 낮은 지역에서 가장 필수적인 보

정은 조석보정으로 본 탐사에서는 조사구역내에 해상조위계를 따로 설치하지 않았

기 때문에 탐사기간동안 국립해양조사원의 흑산도 검조소에서 측정된 1분 조위값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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활용하여 조석보정을 실시하였다.   

각 측선에 대한 보정이 완료된 이후 인접한 측선과 교차되는 지점에서 동일한 해

저면을 측정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서로 다른 수심 값이 취득되는데, 이 현상은 음속

차이에 의한 외각 빔의 왜곡, 흘수변화, 조석차, 롤 오차 등에 의해 발생된다. 이러

한 왜곡현상들은 격자보정 과정에서 선택한 구역 내에서 중첩되어 나타나는 여러 

수심자료를 통계처리한 후 한계범위 이상의 값들을 제거함으로서 보정된다. 

금번 탐해2호의 EM2040를 이용하여 획득한 수심자료만으로는 측선간격이 약 

4km정도로 매우 넓고 수심대비 측정 가능한 횡단면 폭(swath)이 400m내외로 좁

기 때문에 전체 조사지역의 해저면 특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2007)이 연구지역내에서 획득한 수심자료 및 기타 특수목적으로 

취득한 자료를 병합하여 조사지역의 최종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 모든 후처리 

과정이 끝난 후 최종도면은 도면화 프로그램인 Caris Plot composer 5.0 을 이용

하여 지정된 형식의 해저지형도를 작성하였다(projection UTM 51, datum and 

spheroid WGS84). 

그림 5-1-2-4.  Caris HIPS& SIPS 8.1 멀티빔 자료 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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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2-5. 선위 보정(좌) 및 위치보정(우).

그림 5-1-2-6. 측선별 수심보정(좌)과 영역별 격자보정(우).

(3) 퇴적물 자료

(가) 자료 취득

천부 탄성파 자료상에서 내부 반사면의 특성을 기준으로 조사지역의 상부 퇴적층

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총 10개 정점에서 피스톤식 코어러를 이용하여 9개 주

상시료를 획득하였고(그림 5-1-3-1) 신기단층으로 의심되는 지역에서 2회의 바

이브로 코어 시료를 획득하여(그림 5-1-3-2) 총 11개 시추코어를 획득하였다

(표 5-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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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1. 피스톤 코어 위치도.

그림 5-1-3-2. 바이브로 코어 위치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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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ject 

No.

Core 

No.
Longitude(E) Latitude(N)

Core

length(m)

Water

depth(m)

16HZT -

P01 124˚ 37.176' 37˚ 10.108' 1.98 74.0

P02 124˚ 45.640' 37˚ 15.106' 3.14 68.4

P03 124˚ 46.426' 37˚ 24.238' 0.87 66.4

P04 124˚ 48.961' 37˚ 30.033' 3.88 62.0

P05 124˚ 36.562' 37˚ 34.998' 0.86 72.8

P06 124˚ 37.828' 37˚ 39.419' 2.40 51.6

P07 124˚ 37.815' 37˚ 40.658' 2.12 58.4

P08 124˚ 37.803' 37˚ 41.524' 3.48 62.8

P09 124˚ 19.992' 37˚ 34.661' 2.94 78.4

V01 125˚ 18.508' 35˚ 35.067' 1.54 81.6

V01A 125˚ 18.490' 35˚ 35.029' 2.14 83.2

표 5-1-3-1 시추코아의 시추위치, 길이 및 수심

(나) 자료 분석

① 입도 분석

코어시료의 입도분석을 위해 일정량의 시료샘플을 1,000cc 비커에 담고 6%의 

과산화수소수를 시료에 반응시켜 유기물을 제거한 후 증류수로 3회 용해성 염분을 

제거하고 다시 염산을 반응시켜 탄산염을 제거하였다.

전처리 이후 4 Φ 체를 이용하여 습식 체질을 하였으며 4 Φ 이상의 사질 및 역

질 입자들은 건조기로 건조시킨 후 로탭요동기(Ro-tap sieve shaker)를 사용하여 

1 Φ 간격으로 분류하였다. 그리고 4 Φ 이하의 실트 및 점토 입자들에 2% 확산제

(sodium hexametaphosphate)를 50 cc 가하여 확산시킨 후 자동입도분석기

(Malvern, Mastersizer Micro)를 이용하여 1 Φ 간격으로 분석 하였다. 각 Φ 별

로 나온 자료를 이용하여 Folk and Ward(1968) 및 Ward(1968)의 모멘트 방법

에 의해 각각의 조직별 함량치를 산출하였다.

② 물성 분석

밀도측정기 (Micromeritics, Multivolume Pycnometer 1305)를 이용하여 해양

퇴적물의 물리적 성질인 공극률, 함수율, 습윤전밀도, 입자밀도 등을 측정하였고 퇴

적물의 전단응력을 측정하기 위해 자동 전단응력 측정장치 (Motorized Shear 

Vane, Geotest Model 23500)를 이용하였다. 우선 밀도측정기를 이용하여 구해진 



- 1017 -

습윤시료의 부피 (Vw)와 이를 건조한 건조부피 (Vd), 그리고 습윤무게 (Ww), 건

조무게 (Wd)들을 이용하여 공극률 (n, %), 함수율 (Wc, %), 전밀도 (ρw, g/㎤), 

입자밀도 (ρg, g/㎤)를 산출하였으며 사용된 식은 아래와 같다. 염분보정은 35 

ppt에 대한 해수의 밀도 1.0245를 보정하였다.




,  


 

 ×


  ×


×  


×

 : wet weight,  : dry weight,  : wet sample volume, 

 : dry sample volume,  : wet bulk density,  : dry bulk density, 

 : grain density, : porosity,  : water content

전단응력 (S)은 직경과 높이가 1.27x1.27 cm 크기의 vane이 장착된 자동 전단

응력 측정장치를 이용하였으며 아래의 식을 이용하였다.

 


: 시료가 받는 비측림 

: vane의 크기 및 형태에 의해 결정되는 상수

 







: vane의 직경, : vane의 높이

③ 음향 분석

음파전달속도는 신호투과법 (pulse transmission technique)을 기초로 한 자동

음파전달속도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자동음파전달속도 측정장치는 기

존의 음파전달속도 측정방법들보다 실험실에서 측정된 방대한 자료를 신속하고 효

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고 디지털 및 아날로그 형태로 저장이 가능하며 노이즈에 의

해 발생 가능한 오차들을 최소화하는 방법이다. 또한 오실로스코프상의 자료들을 

컴퓨터에서 자료처리 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측정원리는 펄스 발생기(Tektronix, 

TM502A)에서 발생된 펄스를 채널 1에는 표준신호를 채널 2에는 시료를 통과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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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호를 각각 입력하여 두 신호의 시간차 (ΔT)를 이용한 아래의 식에 의해 속도가 

계산된다.

 ∆



V0 : P파 속도

ΔT : 표준신호와  시료를 통과한 시호 사이의 시간차

Ls : 시료의 직경

④ 가스 분석

 

코어 퇴적물내 함유된 공기층 (headspace) 가스 분석을 위하여 선상에서 앞부분

이 절단된 5 ml 주사기 (syringe)를 이용하여 3 ml 코어 퇴적물 시료를 30 ml 유

리 바이알 (glass vial)에 채취한 후, 포화된 고농도 NaCl 2 ml를 유리병에 첨가하

여 butyl tubber septum과 알루미늄 캡으로 밀봉하였다.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

는 실험실 분석을 위해 4oC로 냉장하여 보관･운반하였다. 

코어 퇴적물에 함유된 공기층 가스의 탄화수소 성분과 농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채취한 공기층 가스 시료를 ODP Technical Note 30 (Pimmel and Claypool, 

2001)의 공기층 가스 분석 방법에 따라 실험실에서 65oC로 30분간 가열하여 퇴

적물내 가스를 추출하였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보유한 Agilent Technologies의 

7890A GC을 공기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 성분과 농도 분석에 이용하였다. 공기

층 가스내 탄화수소 가스의 성분 분리를 위해서 모세관 칼럼 (plot fused silica 

column: 길이 50 m, 내경 0.32 mm, 필름 두께 0.5 μm)을 사용하였고 검출기로

서는 FID (Flame Ionization Detector)를 이용하였다. 탄화수소 가스 분석 시 GC

의 주입구 온도는 230℃로, 검출기 온도는 250℃로 고정시켰고, 오븐의 온도는 3

5℃로 5분간 유지시킨 후 20℃/min으로 195℃까지 상승시켰다. 메탄 (CH4)가스

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 1%, 10%와 100%의 표준

가스를 이용하였고, 에탄 (C2H6), 프로판 (C3H8), 부탄 (C4H10), 펜탄 

(C5H12), 헥산 (C6H14)의 정량분석을 위해 10 ppm, 100 ppm, 1000 ppm와 

1%의 표준가스를 이용하였다.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 1019 -

CHIRP 기술을 이용한 고분해능 탄성파 탐사기로서 0.5 ~ 12kHz의 주파수 대역

을 가지고 있다. 송⦁수신기가 예인체(Towfish)에 함께 설치되어 있으므로, 예인체 

직하부에서 반사된 신호를 획득할 수 있다. 세립질 퇴적층에서 고해상도의 지층 구

조를 보여주는 반면 투과 심도는 낮기 때문에, 얕은 해저 지층에 대한 상세한 정보

를 제공한다.

시험 탐사를 통하여 최적의 결과를 보인 0.5 ~ 7.2kHz 주파수 범위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표 5-1-4-1~2, 그림 5-1-4-1). 송신기 예인체(Towfish)

와 DGPS 수신기 사이의 거리(Offset)을 최소로 하고, 동시에 잡음도 최소화하기 

위하여, 예인체를 조사 선박의 측면에 위치시켰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Offset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구분 내용

모델명 3200-XS SBP / SB0512i

제작사 EdgeTech (U.S.A.)

신호 처리 장치 AT & T DSP32C

송수신기 

펄스 유형 FM with amplitude and phase weighting

주파수 범위 0.5∼12kHz

음원 수준 212dB

표 5-1-4-1. CHIRP 탄성파 시스템 제원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46ms

Shot interval 0.5 sec

표 5-1-4-2. CHIRP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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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1. 첩 탄성파 탐사 측선. 

(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CHIRP 및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가 동시에 운영됨에 따라 스파커 음원의 직접파

가 CHIRP 탄성파 자료에 기록되기도 하였다. 즉, 1초 주기의 스파커 음원으로부터 

발생하는 직접파가 0.5초 간격으로 기록되는 CHIRP 탄성파 탐사 기록에 함께 저

장되었으며, 지층 기록과 겹쳐 잡음으로 작용하였다. 이 스파커 음원에 의한 잡음을 

최소화시키기 위하여, 현장 자료 취득 시 스파커 음원 신호와 지층 반사 신호가 겹

치지 않도록 조절하였으며, 그럼에도 불구하고 스파커 음원 잡음이 지층 기록과 겹

칠 경우, 스파커 음원 잡음이 포함된 트레이스들을 제거 혹은 인접 트레이스들로 

대체함으로써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켰다 (그림 5-1-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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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4-2. (상) 자료 편집 전 (하) 자료 편집 후.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정보정은 수진기의 고도 변화 및 표층의 불균질성 때문에 생기는 시간 차이를 보

정해주는 것으로써, 육상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필수적인 자료 처리 단계에 포

함되나, 해양 탄성파 탐사 자료의 경우 수진기의 심도가 일정하게 유지되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정보정을 실시하지 않는다. 하지만, 강한 조류 조건에서 수행된 금번 

CHIRP 탄성파 조사의 경우, 송수신 예인체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했으며, 이는 획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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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

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후, 0.5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

다. 분석 결과,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가 12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12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그림 

5-1-4-3).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는 지역의 경우, 이

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하여 정보정을 실

시하였다.

그림 5-1-4-3.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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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 (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 (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 (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스파커 탄성파 지층 탐사기는 전기 에너지를 수중에서 순간적으로 방전시켜 음파

를 발생시키는 기기로써, 연안에서 쓰이는 다른 종류의 탄성파 시스템에 비하여 에

너지 및 투과 심도가 상대적으로 크다. 음원의 세기와 주파수 대역은 전기 에너지

에 의해서 결정되며, 사용된 시스템은 100~2,200 Joule 범위를 갖고 있다. 따라서 

요구되는 투과 깊이, 분해능 및 탐사 목적에 따라 음원의 세기를 다양하게 결정할 

수 있다.

스파커 탄성파 탐사기는 음원 조절부, 음원 발생기, 수신기 및 기록계로 이루어져 

있다. 음원 발생기 및 수신기는 조사선 후위에서 견인되며, 수신기로는 20개의 수

신소자로 구성되어 있는 Hydrophone Streamer가 이용되었다 (표 5-1-5-1,  

5-1-5-2, 그림 5-1-5-1).

구분 내용

모델명 CSP-D / Squid2000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송신기

출력 범위 100 ∼ 2,200J

주파수 범위 0.3 ∼ 1kHz

음원 수준 224dB at 1,550J

표 5-1-5-1.  CSP-D 스파커 탄성파 시스템 제원



- 1024 -

구분 내용

모델명 CSP-1000-8007/1

제작사 Applied Acoustic Eng. (U.K.)

Element No. 20

주파수 범위 0.1 ∼ 10kHz

표 5-1-5-2. 수신기 제원

본 탐사를 시작하기 전에 조사 해역에서 여러 단계의 에너지 수준을 시험하였으

며, 이 때 최적의 결과를 보인 1,000Joule의 에너지를 선택하여 탐사를 수행하였

다. 이는 지난 2011년부터 2015년까지의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에서 

선택되었던 에너지 수준과 동일하다. 송신기 및 스트리머 수신기를 조사 선박의 후

위에서 예인하였으며, 후처리 과정에서 Set-Back 값을 보정하였다. 획득된 디지털 

자료는 SEG-Y 형식으로 저장하였다 (표 5-1-5-3).

구분 변수

Recording time 0.5 sec

Sampling interval 0.033 ms

Shot interval 1 sec

Source power 1,000 Joule

표 5-1-5-3. 스파커 탄성파 자료 획득 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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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1. 스파커 탄성파 탐사 측선. 

(나) 자료처리

획득된 디지털 탄성파 자료는 SEG-Y 형태로 저장되었으며, 획득된 자료는 탄성

파 자료 처리 소프트웨어인 SPW™와 SU (Seismic Unix)의 포맷으로 변환되어 

자료 처리에 이용되었다. 

탄성파 자료 중에 일부 대표적인 단면을 선택하여 이득 조절, 필터링의 변수들을 

결정하였으며, 결정된 변수들은 다른 모든 측선에 대해 동일하게 적용되었다 (그림 

5-1-5-2). 필요한 일부 측선의 경우, 편집(Editing), 정보정(Static Correction) 

및 뮤팅(Muting) 등의 자료 처리 방법이 추가되었으며, 탄성파 자료 특성에 따라 

최선의 자료 처리 방법이 서로 다르게 적용되었다. 모든 자료에 대한 후처리 과정

을 마친 후, 측선별로 탄성파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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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2. 스파커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① 포맷 변환 (Format Transformation)

스파커 탄성파 SEG-Y 자료는 0~32767 범위의 정수 값으로 표현되기 때문에, 

자료처리 과정에서 위 정수 값의 평균을 감하여 편중 효과를 제거함으로써 정상 신

호로 변환하였으며, 효율적인 자료 처리를 위하여 다운샘플링(Down Sampling)을 

실시하였다.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CHIRP 탄성파 탐사와 마찬가지로 스파커 탄성파 탐사의 경우에도 음원과 수신기

의 상하 움직임으로 인한 고도 변화가 해저면 왜곡 현상을 유발시켰으며, 이는 획

득된 탄성파 자료의 분해능을 저하시키는 효과를 가져왔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키기 위해서 해저면에서 반사된 각 트레이스들의 왕복시간을 추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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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1초 간격의 트레이스들에 대한 왕복시간 자료에 FFT(Fast Fourier 

Transform)를 적용하여 신호들의 주파수별 진폭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CHIRP 

탄성파 탐사의 경우와 동일하게 예인체의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의 주기

가 24초 이하인 것으로 파악되었다. 이에 따라 24초 이상 주기의 신호들만 통과시

키는 저주파 통과 필터를 적용함으로써 예인체 움직임에 의한 해저면 왜곡 현상을 

제거하였다 (그림 5-1-5-3). 다만, 모래파 등의 자연적인 해저면 굴곡이 관찰되

는 지역의 경우, 이러한 정보정 과정에 의하여 또 다른 왜곡이 발생하지 않도록 주

의하여 정보정을 실시하였다.

그림 5-1-5-3. (상) 정보정 전 (하) 정보정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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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 진폭 등화(Amplitude 

Equalization) 및 프로그램 이득 조절(Programmed Gain Control)을 적용하여 탄

성파 신호를 증폭시켰다.

④ 필터링 (Filtering)

선박 엔진 및 기타 주변 잡음을 제거하기 위하여 250 ~ 900 Hz 대역의 통과 

필터를 적용하였으며, 신호 대 잡음비가 낮은 자료들의 경우에는 부분적으로 F-K 

필터를 적용하여 탄성파 반사 신호를 강화시켰다.

⑤ 뮤팅 (Muting)

조사 해역 중 수심이 얕은 연안 해역과 모래 사퇴 지역의 경우, 스파커 탄성파 

자료 상에서 직접파 신호와 해저면 반사 신호가 매우 가깝게 기록되었고, 일부 지

역에서는 중첩되어 나타나기도 하였다. 이로 인하여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지 않은 

경우도 발생하였으며, 직접파가 진폭이 크기 때문에 상대적으로 진폭이 작은 지층 

신호를 약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하였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의 질을 향상시

키고, 해저면 식별이 용이하도록 해저면 신호 상부의 직접파 기록을 제거하였다. 이

를 위하여 해저면 신호의 도달 시간을 추출하였으며, 추출된 시간의 상부 신호 진

폭을 0으로 대체함으로써 직접파 신호를 제거하였다.

⑥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

스파커 탄성파 음원부에서 전기적으로 스파크를 발생시킴으로써 음원이 생성되는 

과정 중에, 원하지 않는 잔향이 부수적으로 동반된다. 이러한 잔향 포함 신호를 단

일 피크 형태로 변환시키는 스파이킹 디컨볼루션(Spiking Deconvolution)을 수행

하였다(그림 5-1-5-4). 작동자(Operator) 길이를 12ms, 최종 파형으로 최소 위

상 스파이크 파형(Minimum phase spiking)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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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4. (상) 디컨볼루션 전 (하) 디컨볼류션 후

⑦ F-X 디컨볼루션 (F-X Deconvolution)

푸리에 변환(Fourier Transform)을 통하여 시간과 거리 영역으로 표현된 탄성

파 자료를 주파수와 거리 영역의 자료로 변환한 후, 주파수별 삼각함수 형태의 연

속적인 지층 신호를 통과시키고, 잡음 등의 불연속적인 신호를 제거함으로써 지층 

신호를 강화하였다(그림 5-1-5-5). 이러한 과정을 통하여 신호 대 잡음 비율

(S/N ratio)이 강화된 최종 탄성파 단면이 작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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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5-5. (상) F-K 디컨볼루션 보정 전 (하) F-K 디컨볼류션 보정 후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을 위하여 Sercel사의 Seal 시스템, 

E-sqcpro 시스템,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Seal 시스템은 

탄성파 자료 취득 부분의 가장 핵심적인 장치로 자료 취득 매개변수를 입력하여 전

체 자료 취득을 조정하며 스트리머로 부터 수신되는 탄성파 신호와 SPECTRA 항

측 시스템으로부터 실시간으로 전달되어 온 각종 정보 (항측 및 부가 장치 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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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를 기록한다. 탄성파 신호를 수신하기 위한 장비인 Sercel사의  Sentinel 솔리

드 (solid) 형태의 스트리머는 하나의 section 길이가 150 m이며, 12.5 m의 채널

간격으로 12 채널 (channel)을 구성하고 있어 연구목적에 따라 스트리머의 

section을 연결하여 다양하게 사용할 수가 있다. 탄성파 자료의 품질관리 시스템인 

E-sqcpro는 Seal 시스템에서 실시간으로 자료를 전송받아 발파자료, 1번 채널의 

기록자료, 배경잡음 수준 및 근거리 (Near-Field) 하이드로폰 자료 등을 분석하여 

탄성파 자료의 품질을 확인하고, 1번 채널의 기록자료를 통한 지하내부 구조를 일

차적으로 보여준다. Seamap사의 GunLink 시스템은 음원조절 시스템으로 

SPECTRA 항측 시스템으로부터 발파신호를 받아서 각각의 에어건 (airgun)으로 

전달하여 음원을 생성하는 시스템이며, 에어건 발파를 위한 압축공기는 

Hamworthy사의 공기압축기 (compressor) 4기를 교대로 이용하여 생성된다. 에

어건(airgun)은 Bolt사의 제품을 사용하며, 2가지 형식(1500 LL, 1900 LLX)으로 

다양한 용량을 가진 에어건을 배열하여 사용한다. 탐해 2호는 4개의 array를 사용

할 수 있으며, 1개의 array에는 6개의 에어건으로 구성하여 최대 4,578 in3의 용

량을 사용 할 수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500, 290, 195, 125, 90, 54, in3를 조합

한 1,254 in3의 용량을 사용하였다 (그림 5-1-6-1). 압축공기의 압력은 2,000 

psi에서 발파가 이루어진다. Digicourse사의 버드/컴퍼스 시스템은 스트리머에 부

착하여 스트리머를 일정한 심도로 유지하고, 장착되어 있는 컴퍼스 (compass)를 

이용하여 스트리머의 정확한 위치 및 형태를 파악하는데 이용된다.

그림 5-1-6-1. 1,254 in3의 에어건 배열 모식도. 



- 1032 -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취득 변수는 표 5-1-6-1과 같다. 그룹간격 12.5 

m의 12채널을 구성하고 있는 스트리머를 연결하여 600 m (48 채널)의 스트리머

를 사용하였고, 음원의 발파간격은 25 m로 설정하였으며, 1 msec 샘플링 간격으

로 심부 6초까지 탄성파 자료를 기록하였다. 

에어건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의 장비배열은 음원의 중심(COS; center of 

source)을 탐사선의 기준점(Ref)과 일직선상으로 위치하게 하며 탐사측선(분홍점

선)을 기준으로 좌현(port)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었으며, 스트리머는 탐사측선

(분홍점선)에서 우현(starboard)방향으로 3 m 오프셋을 주어 예인하여 탐사측선

에 정확하게 공통중심점(CMP)이 위치하도록 설정하였다 (그림 5-1-6-2). 음원

은 심부 및 천부지질구조파악을 위하여 1,254 in3의 용량을 사용하였으며, 에어건 

배열 (airgun array) 한 줄을 탐사선의 중앙에서 오프셋 없이 견인하였다. 음원배

열의 중심과 스트리머의 첫 번째 수진기 그룹간의 오프셋(Center source to near 

trace)은 수심이 얕은 연안에서 수심이 깊은 외해를 이동하는 동-서 방향의 주측

선을 탐사시에는 직접파(direct wave)가 수심이 얕은 해저면의 반사파와 겹치지 

않도록 45 m를 설정하였으며, 수심이 깊은 지역의 검측선 및 추가측선을 탐사시에

는 55 m로 설정하여 탐사지역에 맞게 유동적으로 설정하였다. 

스트리머에는 스트리머의 형태 및 심도를 측정하기 위하여 Digicourse사의 컴파

스 버드 (compass bird) 4개를 장착하였으며, 스트리머 위치 정보를 위해 스트리

머 후미에는 Seatrack RGPS를 장착한 테일부이를 연결하여 견인하였다. 다른 물

리탐사 장비의 위치는 탐사선의 위치측정에 이용한 GPS 기준점 위치로부터 상하좌

우 오프셋을 측정하여 계산하였다. 탐사자료는 자료의 기록과 동시에 실시간 품질

관리를 위하여 eSQC-Pro 시스템을 이용하여 1번 채널의 단면도를 도시하여 분석

하였다 (그림 5-1-6-3).

연구지역에 발달한 심부 및 천부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하여 한 줄의 스트리머 

(streamer)와 한 줄의 음원배열 (airgun array)을 이용한 2차원 다중채널 탄성파 

반사법 탐사 (2D multi-channel seismic reflection survey)를 그림 5-1-6-4

와 같이 수행하였다. 또한, 연구지역의 탐사측선을 따라 탄성파탐사와 함께 Chirp

을 이용한 천부지층탐사, 멀티빔을 이용한 해저지형탐사, 음향측심, 중력 및 자력 

탐사도 병행하여 수행하였다. 탄성파탐사를 수행하면서 발파점 (shot point)은 측

선의 방향에 관계없이 1001부터 시작하며, 25 m의 등간격으로 발파시마다 1씩 증

가하도록 설정하는 것이 기본설정이며, 탐사환경에 따라서 한 측선을 종료하고 다

음측선 시작 전 발파시작번호(First Shot Point)는 조절될 수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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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ACQUISITION WORK ORDER (Airgun)

Streamer Parameters

 Type of streamer:  Sentinel (solid type)

 Number of streamers:  1

 Streamer length(active) :  600 m

 No. of channels :  48 ch

 Group interval:  12.5 m

 Offset(Center source to near trace)  45 / 55 m

 Streamer depth:  6 ± 1 m

Recording Parameters

 Instrument type  Seal

 Record length  6 sec

 Sample rate:  1 ms

 Recording filter: Hi-cut  8N_LIN
 Recording filter: Low-cut

   digital frequency

   section analog frequency

   combined -3dB frequency

 yes / 3.0

 3 Hz

 4.7 Hz
 File format:  SEG-D

Source Parameters

 Source type:  Bolt Long Life Air Guns

 Number of array  1

 Volume per source:  1,254 in3

 Source depth:  5 m

 Source pressure:  2,000 psi

 Source length  15 m

 Shot point interval per shot  25 m

표 5-1-6-1.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탄성파 탐사에 사용된 매개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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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2. 탐해2호에 설치된 물리탐사장비의 오프셋(offset) 도면.

그림 5-1-6-3. 1번 수신기의 탄성파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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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4. 에어건 음원을 이용한 다중채널 탄성파탐사 자료취득 모식도. 

서해에 분포하는 연안지질 위험요소를 연구하기 위하여 덕적도 연안해역 일대를 

탐해2호를 이용하여 탄성파 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취득하였다. 2차에 걸쳐 탄성

파 탐사를 실시하였으며 에어건 음원을 이용하여 취득한 자료는 총 18개 측선으로 

탐사거리는 약 645 L-km이다 (그림 5-1-6-5). 연구지역은 연안으로 모래사퇴

가 발달하고 있고 수심이 얕아 어망, 어구와 같은 해상 장애물이 많이 분포하고 있

어 수심 50 m 이내로 진입하여 탐사하기가 불가능하여 현장상황에 따라 유동적으

로 조정하면서 탐사를 수행하였다. 해저물리탐사 수행이 완료된 후에는 천부지층 

시료채취를 위하여 피스톤코어 작업이 이루어졌다. 취득한 항측자료는 재처리 과정

을 거쳐 UKOOA P1/90 형식으로 작성된 최종 항측자료를 생성하였으며, 이 자료

를 이용하여 Standard Mercator 도법으로 연구지역의 탐사항적도 (track chart)

를 작성하였다. 



- 1036 -

그림 5-1-6-5. 2016년도 조사지역 탄성파 탐사 측선도.  

(나) 자료처리

2차에 걸쳐 덕적도 서쪽 해역과 백령도 서쪽 해역에 대한 에어건 탐사를 수행하

고 총 18개 측선에서 약 645 L-km의 탄성파자료를 취득하였다 (그림 

5-1-6-5). 에어건 음원은 1,254 in3 볼륨을 사용하였으며 샷 간격은 25 m이다. 

신호의 기록은 채널그룹 간의 간격이 12.5 m인 스트리머 600 m를 이용하여 6 초 

까지 기록하였으며 샘플링 간격은 1 ms 이다. 표 5-1-6-2는 측선별 자료 취득 

정보를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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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 Line Name
Shooting

Direction

First

Shotpoint

Last

Shotpoint

Line Length 

(m)

Channel 

No.

airgun 

volume(in3)

1 16HZT1-101 270° 971 1895 36,025 48 1,254

2 16HZT1-102 090° 1501 4081 64,525 48 1,254

3 16HZT1-103 270° 3351 5241 47,275 48 1,254

4 16HZT1-104 090° 1501 2721 30,525 48 1,254

5 16HZT1-104A 090° 3041 3391 8,775 48 1,254

6 16HZT1-105A 270° 2301 4051 43,775 48 1,254

7 16HZT1-106 270° 1091 3421 58,275 48 1,254

8 16HZT1-107 270° 954 3961 75,200 48 1,254

9 16HZT1-108 270° 971 1895 23,125 48 1,254

10 16HZT1-108B 270° 2341 3365 25,625 48 1,254

11 16HZT1-109 270° 1251 2775 38,125 48 1,254

12 16HZT1-110 090° 1001 1160 4,000 48 1,254

13 16HZT1-110A 090° 1551 2250 17,500 48 1,254

14 16HZT1-302 000° 2871 3898 25,700 48 1,254

15 16HZT2-301 180° 1050 4046 74,925 48 1,254

16 16HZT2-302 320° 1001 1885 22,125 48 1,254

17 16HZT2-101 90° 1001 2270 31,750 48 1,254

18 16HZT2-102 90° 800 1510 17,775 48 1,254

표 5-1-6-2. 측선별 자료취득 정보. 

현장에서 실시간으로 확인된 저급 중합 단면과 기록 자료의 신호 품질을 검토하

고 관측기록을 제작한다. 탄성파 자료 처리를 위해서는 현장에서 취득된 원시 음원 

모음들을 샷별로 기록한 SEGD 형태의 파일과 현장에서 편집된 UKOOA 포맷의 

항측자료가 필요하며, 신호 기록 중 나타날 수 있는 이벤트성 잡음이나 현장 환경

에 대해 기록해 놓은 각종 로그 자료를 참고한다. 자료처리는 Halliburton사의 

ProMAX 2D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수행하였다. 현장 원시 자료와 항측 자료는 

소프트웨어에서 지원하는 데이터베이스로 저장하고 탐사 지역의 지층특성을 고려하

여 다양한 전산처리 모듈들을 적용하고 비교한 뒤 선택된 최적의 처리 흐름을 거쳐 

최종적으로 구조보정이 수행된 단면도를 출력하였다.

연구지역인 서해는 최대 수심 124 m, 평균 수심 44 m 이며 연구지역의 경우 서

측으로 갈수록 수심이 줄어들어 100 ~ 20 m 범위를 보인다. 해양 탄성파 탐사의 

특성상 해저에서 반사되어온 반사 신호가 해수면에 다시 반사되면서 나타나는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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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 다중반사파가 빈번히 나타난다. 특히 연구지역의 경우 음향기반암이 왕복주시 

1000 ms 이하에서 나타나는 얕은 퇴적층이 주를 이루기 때문에 관심 영역 대부분

에서 강하게 기록되어 있는 해저면 다중 반사파가 실제 반사 신호와 같이 기록되어 

있다. 얕은 수심의 특성상 음원과 수진기 그룹의 오프셋 조절로는 해결되지 않는 

강한 직접파 또한 천부의 지층 반사면 기록들과 섞여 있어, 실제 지층 반사 신호만

을 구분해 내는데 어려움이 있어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힘들다. 위와 같은 이유로 

본 자료 처리 과정에서는 반복 잡음 감소를 위한 예측 디컨볼루션과 해저면 다중 

반사파 제거를 위해 SRWEMR (Surface Related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을 선별 적용하여 효과적으로 다중반사파들을 감쇠시키고 자료의 품질을 

향상시켰다. 전산처리 과정은 SEGD 입력, 지형자료 입력, 탄성파자료와 지형정보

의 일치, 발파지연 보정, 트레이스 편집, 주파수 필터링, 실 진폭 보정, 속도분석, 

SRME, SRWEMR, 중합, 구조보정 순으로 실시하였다 (그림 5-1-6-6). 

그림 5-1-6-6. 탄성파 자료처리 흐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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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원시 자료 및 항측 자료 입력 (Raw data & Geometry Input)

현장에서 가져온 탄성파 기록 자료는 한 shot 마다 하나의 SEGD 파일로 저장이 

되어 각 측선마다 수천 개의 SEGD 파일로 구성되어있다. 자료 입력을 용이하게 하

기 위해 이러한 수천 개의 SEGD 파일들을‘cat’명령어를 이용하여 하나의 파일

로 합친 후, ProMAX의 원시자료 입력 모듈인 SEGD Input 모듈을 이용하여 

ProMAX 데이타 형식으로 입력하였다. 입력된 자료는 필드파일번호, 탐사년도, 기

록날짜, 채널 수 등의 헤더 정보를 확인하여 자료의 이상 유무를 확인한다. 항측자

료의 경우  선박, 음원, 공통중간점, 각 수진기의 위치정보를 포함하고 있다. 이러한 

지형정보를 ProMAX의 지형정보 입력 모듈인 2D marine geometry spreadsheet

를 이용하여 시스템에 입력하였다. 본 자료는 25 m 간격으로 음원을 발파하여 

12.5 m 간격으로 배열되어 있는 48 채널 스트리머로 취득된 자료이므로, 취득 변

수들로 결정되는 공통중심점(CDP) 간격은 6.25 m 이고, 12개의 중합수(CDP 

fold)를 가진다. 항측 자료의 입력을 마치면 ‘Setup’ 창에서 채널 간격과 샷 간

격, 음원과 스트리머의 심도를 입력하고 ‘Source’창에서 샷 번호, FFID, 탐사 

방위각등을 추가로 입력 한다 (그림 5-1-6-7). 입력된 지형정보는 Database 

Tool을 통하여 확인이 가능하다. 그림 5-1-6-7 B와 C는 공통중심점 중합수 

(CDP fold)와 공심점의 위치를 도시하고 있으며, 중합수가 12 fold에 고르게 분포

되어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중합수가 12 fold 보다 작거나 많은 경우는 탐사

라인을 이탈하거나, 조류에 의한 스트리머의 휘어짐으로 공통중심점 간격이 맞지 

않아서 발생하는 현상으로 중합수가 크게 빈 구간이 없기 때문에 자료 처리에 큰 

영향을 주지는 않는다. 

탄성파 기록자료의 트레이스 헤더에는 음원, 채널 번호, FFID, 발파년도

(YEAR_SHOT), 날짜(DAY_SHOT) 및 시간(TIM_SHOT)에 관한 정보만 기록되

어 있어 자료처리에 필요한 모든 정보를 구축한 지형정보 데이터베이스와 일치시키

는 과정이 필요하다. 본 자료는 날짜(DAY_SHOT)와 시간 정보(TIM_SHOT)를 이

용하여 ±3초의 허용오차를 주고 지형정보와 각 트레이스 간에 일치시킨 후 자료를 

출력하였다. 그림 5-1-6-8는 지형정보와 헤더를 일치시키기 전후의 탄성파 헤더

를 비교한 것이다. 각 헤더에 주요정보들이 정확하게 입력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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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7. (A) 취득한 UKKOOA P1/90 지형정보, (B) 공통중심점(CDP) 

중합수, (C) 공통중심점(CDP) XY 위치와 중합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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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8. 지형정보를 입력하기 전(A)과 후(B)의 탄성파 샷 모음과 트레이

스 기록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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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탄성파 탐사 설정시 음원에서 첫 번째 수진기와의 거리는 45 m로 설정 하였다. 

해수의 속도를 1480 m/s로 가정 할 때, 탄성파 신호가 첫 번째 수진기에 직접 도

달하는 직접파의 주시는 약 30 ms이다. 그림 5-1-6-9는 음원 발파 후 첫 번째 

수진기에서 받은 탄성파 기록 모음이다. 보정 전의 직접파 주시는 약 130 msec에 

기록이 되어 있어서 이 값을 30 msec에 기록되도록 헤더 값을 100 msec 만큼 

보정해 주었다.

그림 5-1-6-9. (A) 정보정 전의 1번 채널 모음, (B) 정보정 후의 1번 채널 모

음. 

③ 트레이스 편집 (Trace Edit)

자료취득 시 어구 및 어선 등의 해상 장애물 또는 탐사장비의 기계적 결함, 기상

악화 등과 같은 이유로 발생한 잡음들이 탄성파 자료에 기록될 수가 있다. 이렇게 

기록된 잡음들은 탄성파 자료품질에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제거하는 과정이 필요하

다. 취득된 자료는 일부구간에 걸쳐 불량 트레이스들이 기록되어 해저 반사파 기록

들을 저해하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잡음들을 Trace Kill 모듈과 트레이스 통계 

(Trace Statistics) 모듈을 사용하여 각 trace들의 통계적 값들을 구해 선별적으로 

불량 트레이스들을 제거한다. 일반적으로 트레이스 속성 중 기본적으로 TRCAMP, 

SPIKES 2개의 속성 값을 선택하여 불량 트레이스를 제거하는 기준으로 사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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④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해상에서 획득된 자료는 탐사과정에서 우리가 원하는 반사파 뿐 아니라, 여러 가

지 원인에 의한 다양하고 무질서한 잡음 (random noise)들이 섞여서 취득하게 된

다. 이러한 잡음들을 제거하기 위하여 진폭 스펙트럼을 분석하여 진폭과 주파수 대

역에서 저주파 및 고주파 대역의 잡음을 제거하였다. 반사파 신호들은 전반적으로 

20 Hz 에서 110 Hz 사이에 분포 하고 있으며, 천부의 고주파수 대역을 고려하여 

8-12-110-160 Hz 의 대역 통과 필터 (bandpass filter)를 적용시켰다 (그림 

5-1-6-10). 선형의 저속도 잡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파수-파수 필터를 적

용하였다. 필터는 주파수-파수 영역에서 다각형 형태의 윈도우를 디자인하여 잡음 

영역을 선택하고 선택된 다각형 영역의 값들이 제거 된다 (그림 5-1-6-11).  

그림 5-1-6-10. (A) 원시자료 샷 모음. (B) 샷 모음(A)의 진폭스펙트럼. (C) 

대역폭통과 필터 적용 후의 샷모음. (D) 샷 모음(C)의 진폭스펙트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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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1. F-K 필터 적용 전(A), 후(B) 의 샷 모음과 주파수-파수 영역 

스펙트럼.  

⑤ 이득 조정 (Gain Recovery)

구형 발산하는 탄성파의 에너지는 파가 진행하면서 거리에 따른 진폭의 감소, 흡

수, 산란 등으로 실제 진폭보다 감쇠된 진폭으로 기록된다. 이러한 진폭을 보정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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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여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모듈 중에서 속도 값을 이용하는 

구형 발산 보정(Spherical Divergence Correction)을 수행하였다. 탄성파의 이동

시간과 속도 값에 대한 진폭보정으로 심부의 에너지가 보상되어 반사파 이벤트가 

잘 관찰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1-6-12).

그림 5-1-6-12. 참진폭 보정 전(A)과 후(B)의 shot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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⑥ 디컨볼루션 (Deconvolution)

탄성파 기록 자료에 나타나는 짧은 주기의 다중반사파와 반향파 등을 제거하여 

수직 해상도를 높이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는 예측 디컨볼루션 (predictive 

deconvolution)을 수행하였다. 예측 디컨볼루션은 반사파 기록의 초기 시간 정보로

부터 예측할 수 있는 다중 반사파 및 반향파를 제거하고, 파형을 압축하여 실제 지

형의 반사파를 뚜렷하게 해주는 특징을 가지고 있다. 최적의 예측 디컨볼루션 연산

자 길이 (deconvolution operator length)를 선택하기 위하여 공통중심점 모음 

(CDP gather)에서 파라미터 테스트를 실시하였다 (그림 5-1-6-13A). 파라미터 

테스트 결과 파형이 잘 분리되어 있는 120 ms를 연산자 길이로 선택하였다. 연산

자 길이를 선택한 후, 디컨볼루션 예측 거리 (operator prediction distance)를 선

정하기 위하여 파라미터 테스트를 실시한 결과 파형이 충분히 압축되어 있는 24 

ms를 최종 연산자 예측 거리로 선택하였다 (그림 5-1-6-13B). 그림 

5-1-6-14는 예측 디컨볼루션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자기상관도

(autocorrelation)로 잔향잡음이 감소한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5-1-6-13. 예측 디컨볼루션 파리미터 테스트. (A) 예측 디컨볼루션 연산

자 길이 테스트, (B) 디컨볼루션 예측거리 테스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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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4. 예측 디컨볼루션을 적용하기 전(A)과 후(B)의 자기상관도.

⑦ 다중반사파 제거 (Multiple Elimination)

연구지역은 수심이 100 m 미만으로 수심의 약 2배에 해당하는 깊이마다 해저면 

다중반사파가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다중반사파들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파동방

정식의 특성을 이용한 SRWEMR 모듈을 적용하였다. 이 과정은 중합단면도에서 해

저면의 시간 깊이값을 추출하여 트레이스 헤더에 입력시킨 후 각 트레이스 마다 시

간 깊이, 진폭 인자와 위상 각도를 분석하여, 원본 자료로 부터 해저면에 기인한 다

중반사를 예측하여 제거하게 된다 (그림 5-1-6-15). 그림 5-1-6-16은 각각 

SRWEMR을 적용하기 전과 후의 중합 단면으로서 SRWEMR의 결과 해저면에 기

인한 다중반사파가 크게 감소하였음을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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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5. SRWEMR 적용 전(A), 모델링(B), 적용 후(C)의 샷 모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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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6. SRWEMR 적용 전(A)과 후(B)의 중합 단면도.   

⑧ 속도 분석 (Velocity Analysis)

속도 분석은 해저 지층 매질의 속도를 분석하여 가장 근사치의 속도값을 유추하

여 탄성파 단면도를 제작하기에 세심한 주의가 필요하며 시간 소요가 많은 처리과

정이다. 속도 분석을 시작하기에 앞서 속도 분석을 효과적으로 할 수 있도록 

Velocity Precompute 모듈을 이용하여 인접한 9개의 공통중심점들을 하나의 슈퍼

공심점(supergather)으로 만들어서 셈블런스(semblance), 공통 옵셋 모음

(common offset gather), 슈퍼공심점(supergather) 패널을 구성하였다 (그림 

5-1-6-17). 이렇게 함으로써, S/N비를 높이고 정확한 속도값을 유추하여, 속도

분석의 효율성을 높이게 된다. 또한 속도 뷰어(velocity viewer) 모듈을 이용하여 

속도를 분석함과 동시에 중합단면도 상에 속도 분포도를 볼 수 있어서 층의 변화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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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른 좀 더 정밀한 속도 분석이 가능하였다 (그림 5-1-6-17B). 속도 분석은 측

선의 길이와 지질구조에 따라 공통중심점 간격을 달리하여 500 m 또는 1 km 마

다 실시하였다. 

그림 5-1-6-17. 속도 분석을 위한 패널(A)과 볼륨 단면도(B).   

⑨ 구조보정 (Migration)

속도 분석으로 얻은 속도 값을 이용하여 구조보정을 실시하여 지층 경사면, 단층 

등의 구조보정과 회절 현상을 최소화 하였다. 그림 5-1-6-18B는 구조보정 단면

도이며, 최종 자료처리 후 SEGY 자료로 변환하여 출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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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18. 자료처리 후 (A) 중합 단면도와 (B) 구조보정 단면도.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중력 자료는 탐사선 탐해 II호에 탑재되어 있는 Microg-LaCoste 

사의 S-118 중력계를 이용하여 취득되었다. S-118 중력계는 zero-length 스프

링을 사용하는 전형적인 빔 (beam) 형태의 불안정형 중력계로 중력계의 수평을 이

루어 주는 장치인 자이로(gyro)와 얻어지는 중력 자료에 적절한 필터를 적용하여 

잡음을 제거 시키는 SEASYS 소프트웨어에 의해 중력 자료가 기록된다. S-118 

중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01 mGal 이지만 실험실 내에서 해상 환경을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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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정밀도는 ± 0.25 mGal 정도이다. 그러나 실제 해상 환경에서의 정밀도는 이

보다 떨어지며 각종 중력 보정 과정에서 불가피하게 발생하는 오차를 감안할 때 정

밀도가 ±1 mGal 이면 매우 양호하다고 볼 수 있다. S-118 중력계의 측정 범위

는 12,000 mGal 정도로 전 세계 중력변화량을 측정할 수 있고 스프링을 사용하는 

중력계에서 불가피하게 나타나는 크립 (creep) 현상에 기인하는 기계변이 (meter 

drift)는 1개월에 3 mGal 이내로 매우 안정되어 있다 (Microg-LaCoste, 2006; 

Nettleton, 1976).

(나) 자료처리

중력자료를 이용한 지구물리학적 연구에서는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이 많이 이용된다. 이를 위하여 먼저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을 계산하였고, 주변자료를 취합한 후 최종적인 부우게 이상을 도출하였다.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 절대중력값 전이 (Absolute Gravity Value Transfer)

본 연구에 이용된 S-118 선상중력계는 상대중력계로서 관측지점의 절대중력을 

직접 측정할 수는 없다. 그러므로 취득된 중력자료는 중력이상을 구하기 위하여 절

대중력값으로 환산되어져야 한다. 이를 위해서 국제중력기준점(IGS)에서의 절대중

력값을 이용하여 선상중력계를 탑재하고 있는 탐사선이 정박한 지점의 절대중력값

을 결정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탐사선 탐해2호의 모항인 장천항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국제중력기준점 중 하나인 부산대학교 기준점(경도 : 129°04′54.8″E, 

위도 : 35° 13′50.9″N, 절대중력값 : 979759.931 mgal)으로부터 육상중력계

를 이용하여 장천항의 한 지점(경도 : 128°41′56.3″E, 위도 : 35°07′34.9″

N, 절대중력값 : 979770.793 mGal)으로 절대중력값을 전이하였다. 

㉯ 기계변이 보정 (Meter Drift Correction)

 S-118 선상중력계와 같이 합금으로 된 용수철을 이용하는 중력계에는 스프링

의 크립(creep) 현상에 기인하여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용수철의 길이가 변화하는 

기계변이가 발생하게 된다. 따라서 이에 대한 기계변이 보정이 필요하다. 보다 정확

한 기계변이 보정값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절대중력값이 전이된 장천부두에서의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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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탐해2호 내의 S-118 선상중력계가 위치하는 곳의 높이 차에 의한 영향도 고

려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출항과 입항 시 해수면의 높이와 선박의 흘수 (draft)

를 측정하여 두 지점의 높이차를 계산하였다. 상기와 같은 방법으로 계산된 기계변

이 보정값은 시간당 -0.0005 mGal 이며 이 값을 이용하여 모든 중력 측정값에 

대하여 시간에 따라 선형적으로 보정하였다.

㉰ 조석 보정 (Tid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중력값에는 지구 주위에 존재하고 있는 천체의 인력 효과

(주로 태양과 달)에 기인하는 기조력의 영향을 받게 된다. 비록 이러한 기조력에 

의한 영향은 최대 0.3 mGal 정도로 미미한 값이지만 Tamura (1982)의 프로그램

을 이용하여 보정을 하였다. 또한 지구가 완전한 강체가 아님에 의해 기인하는 지

구 변형에 의한 효과를 나타내는 G-factor는 일반적인 값인 1.2를 이용하였다.

㉱ 대기 보정 (Air Mass Correction)

최종적인 중력이상을 계산하기 위해서는 보정된 중력 자료에서 표준중력값을 빼 

주어야 한다. 이때 사용되는 표준중력값에는 지구의 대기 질량에 의한 효과가 포함

되어 있어 대기 질량의 효과가 서로 상쇄되어 존재하지 않는 선상 중력자료와 차이

를 보이게 된다. 대기보정을 위하여 1979년 국제측지학회 (I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desy)에서 발표 한 다음의 식을 이용하였다.

  ,  : 고도(m)

㉲ 에트바스 보정 (E�tv�s correction)

지구상에서 측정되는 모든 중력값은 만유인력과 원심력의 벡터합이다. 육상에서

와 달리 해상에서는 선박의 움직임에 의한 원심력의 변화가 관측되는 중력값에 영

향을 미친다. 이를 에트바스 효과라 하며 해상에서의 중력값에 가장 큰 영향을 미

치기 때문에 해상 중력 자료에 있어서 가장 큰 오차 요인으로 작용한다 

(Nettleton, 1976). 그러므로 에트바스 효과를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의 식이 사용

되었으며, 정밀한 에트바스 보정을 위해서 선박의 속도와 방향을 정확히 추적할 필

요가 있다.



- 1054 -

  cossin    

 : 선박의 속도(knot),  : 위도,  : 선박의 방위각(azimuth)

㉳ 프리에어 이상 계산 (Free-air Anomaly)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중력값은 지구가 완전한 구가 아니기 때문에 위도에 따라 

변화하며 이러한 변화는 지하 내부의 지하구조에 기인하는 것이 아니다. 따라서 프

리에어 이상을 얻기 위하여 관측된 중력값에 상기의 보정을 수행한 후 주어진 위도

에서 계산된 표준중력값을 빼주어야 한다. 주어진 위도()에서의 표준중력값은 표

준중력식을 이용하여 계산될 수 있는데 본 연구에서는 WGS84 표준중력식을 이용

하여 프리에어 이상을 계산하였다.

  sin

  sin
 ,  : 위도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 Over Error Correction)

일반적으로 관측되는 해양지구물리 탐사 자료에는 위치오차, 기기오차, 관측오차, 

해상 상태 등 다양한 원인에 기인하는 오차가 포함되어 있다. 또한 다른 여러 기관

에서 취득한 자료들 사이에도 오차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

기 위하여 FastXcorr (Kim et al., 2008) 프로그램을 이용하였다. FastXcorr은 

Hsu (1995)의 알고리듬을 기반으로 하여 교차점을 여러 구역으로 나누어 찾는 알

고리듬을 추가함으로써 빠른 교차점 보정이 가능하게 하는 장점을 가지고 있다. 프

리에어 이상의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1.14 mGal에서 0.01 

mGal로 감소하였다.

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보다 나은 심부 지질구조를 도출하기 위하여 본 연구에서 취득한 중력 자료뿐 만 

아니라 본 연구지역에 존재하고 있는 사용 가능한 모든 중력 자료를 취합하였다. 

본 연구에서 취득한 자료는 배의 진행방향으로는 매우 좋은 공간 해상도를 보이나 

측선과 측선사이의 간격이 넓으므로 자료의 밀도는 높다고 볼 수 없다. 이를 보완

하기 위하여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프리에어 이상자료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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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일반적으로 심부 지질구조를 파악하기 위해서는 프리에어 이상보다 천부의 중력 

효과를 제거한 부우게 이상이 많이 이용된다. 또한 정밀한 부우게 이상을 구하기 

위해서는 관측 지점 아래의 질량 효과를 무한 평판으로 가정하여 보정하는 단순 부

우게 이상 (simple Bouguer anomaly)에서 지형 보정까지 수행하여 얻은 정밀 부

우게 이상 (complete Bouguer anomaly)을 이용하여야 한다. 이를 위하여 계산된 

프리에어 자료, 본 연구에서 취득한 수심 자료 및 Smith and Sandwell (1997)의 

지형 자료를 이용하여 Fullea et al. (2008)가 제시한 육상과 해상에서 동시에 적

용 가능한 알고리즘을 사용하여 부우게 이상을 계산하였다.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본 연구의 자력 자료는 Marine Magnetics 사의 SeaSPY 자력계를 이용하여 취

득되었다. SeaSPY 자력계의 이상적인 정밀도는 ± 0.1 nT 이지만 실제 해상 환경

에서의 정밀도는 이보다 훨씬 떨어지며 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각종 보정과정에서 

야기되는 오차를 감안할 때 ± 10 nT 정도의 정밀도를 가지면 충분하다고 볼 수 

있다. SeaSPY 자력계의 측정 범위는 18,000 nT에서 120,000 nT까지로 이는 지

구 자기장의 전체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해저에서 자력 자료를 취

득할 때 선박에 의한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견인되는 자력계 센서의 위치는 선박 

길이의 3배 이상 떨어져서 견인되기를 권장한다. 본 탐사에서는 탐해 II호의 길이

(64 m)를 감안하여 센서는 선미로부터 200 m 정도 떨어져서 견인하였다.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 일변화 보정 (Diurnal correction)

지구상에서 관측되는 자력값은 지구 주자기장 (earth main field)와 외부 자기장 

(terrestrial magnetic field)로 나누어지는 두 가지 근원의 자기장에 영향을 받게 

된다. 외부 자기장의 변화는 지구 내부 근원에 의해 형성되는 영년변화와 외부 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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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에 의해 형성되는 과도변화 (transient varitation)로 분류 될 수 있다.

과도변화의 근원은 다양하고 복잡하며 이러한 변화의 크기는 대체로 10 nT 이하

부터 1,000 nT 이상까지의 범위를 보인다. 이러한 값은 지자기장의 2 ~ 3 % 정

도가 지구외적인 요인에 의한 것이라 할지라도 지자기장에 대한 효과는 자력이상의 

왜곡을 일으킬 수 있는 정도이다. 외부자기장에 대한 1차적인 근원은 지구 전리권

과 자기권에서 발생하는 전류이며 이러한 전류는 태양복사, 태양풍, 행성간의 자기

장 및 행성간의 복잡한 상호작용 등에 의하여 촉발된다 (Campbell, 1967). 그러나 

외부근원에 의한 대부분의 자기장 변화는 일변화 외에는 예측하기 어렵기 때문에 

자력 자료에 미치는 과도변화의 효과를 완전히 제거하기 어렵다. 따라서 본 연구에

서는 일변화의 효과만 고려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에서 가장 가까운 관측

소 중 하나인 전파연구소 제주관측소 자료를 이용하여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였다. 

㉯ 총자력이상 계산 (Total Magnetic Anomaly)

중력 자료의 처리과정에서 보정된 관측값에서 표준중력값을 빼줌으로써 중력이상

을 계산하는 것과 마찬가지로 자력 자료에서도 보정된 관측값에서 지구 전체 자기

장의 95 %를 차지하는 주자기장의 영향을 중력의 표준중력값에 해당하는 주자기장

의 영향을 제거해 주어야 총자력이상을 계산할 수 있다. 이러한 주자기장은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가정하였을 때 생성되는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나타낸 것이다. 이와 같은 구면조화함수를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표현한 것이 IGRF 

(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이며 IAGA (International 

Association of Geomagnetism and Aeronomy)에서 5년마다 새로운 계수를 발

표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00년 ~ 2010년까지의 구면조화 계수가 포함되어 

있는 IGRF-11을 이용하여 주자기장을 계산하였고 보정된 관측자력값에서 이를 제

거해줌으로 총자력이상을 계산하였다.

㉰ 교차점 오차 보정 (Cross-Over Error Correction)

중력 자료의 교차점오차 보정과 마찬가지로 FastXcorr (Kim et al., 2008)을 이

용하여 자력 자료의 교차점 오차를 보정하였다. 교차점 오차 보정 결과 rms 오차가 

보정 전의 21.5 nT에서 0.03 nT로 감소하였다.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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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자료와 마찬가지로 본 연구지역에서 사용 가능한 자력 자료를 모두 취합하

였다. 중력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국립해양조사원의 자료를 이용하여 자력이상 자료

를 취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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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금년 연구지역은 외해쪽으로 124도 30분까지, 위도 37도 00분에서 37도 30분 

사이로서 한강과 접해있는 경기만과, 북쪽으로 연평도와 경계된다. 지형적 특징으로

는 외해에서 수심 40 – 80m사이의 비교적 완만하고 평탄한 특징을 보이며, 반면에 

내해에서는 대체로 30m 이내의 수심을 보이나 섬 주변에서 매우 가파르고 복잡한 

형태를 띤다(그림 5-2-1-1). 

연구지역의 해저지형은 주로 대형 조석 사주, 그 주변의 깊고 좁은 조 수로로 대

표할 수 있다. 이러한 지형특성은 파랑의 영향보다는 조수의 영향이 큰 대조차 환

경에서 주로 형성된다. 강한 조류가 섬 주위를 통과할 때 생기는 빠른 유속에 의해 

섬 주변에 깊은 수로가 형성되고, 왕복성 조류에 의해 사질 퇴적물들이 선택적 집

적이 이루어져 거대한 조석 사주가 형성된다. 이러한 사질 조석 사주는 주로 여름

철 홍수기에 한강과 임진강에서 유입되는 퇴적물이 조류의 영향으로 재분배되면서 

더욱 성장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이러한 조석사주는 수심 킬로미터의 폭을 갖고 조류의 방향과 평행하게 외해쪽

으로 크게 발달하고 있다. 경기만 해역이 조석은 반일 주조형으로 일조부등을 나타

내며 해저지형과 경사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으나 내해로 갈수록 커져 인천항에서 

대조차가 8.6m, 소조차가 6.4m로 매우 커서 이로 인한 왕복성 조류의 세기는 창조 

시 2.1 – 3.2knot, 낙조 시 2.4 – 4.4knot로 낙조 시 더 빠른 유속을 갖는다.   

그림 5-2-1-1. 연구지역의 광역 해저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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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특이 지형

지난 20여년간 고해상 멀티빔 장비의 발달로, 광폭의 해저면 맵핑이 가능해짐으

로서 멀티빔으로 획득한 고해상 해저지형 자료는 해양에서 일어난 지질학적 과정를 

이해하는데 많은 도움을 준다. 예를 들어, 멀티빔에서 나타난 단층/습곡형태의 지형

은 화산이나 지진활동의 흔적을, 이동하는 측면구조(bedform)은 쇄설성 입자의 이

동을, 가파른 경사나 협곡지형은 경사침식의 결과를, 그리고 사태흔적(landslide 

scars)은 퇴적물체의 이동과 failure와 같은 지질학적인 결과를 반영한다(Chiocci 

and Ridente, 2011). 

LGM이후 해침과정에서 황해의 해저면은 많은 침식을 겪어 왔고 강한 조류의 영

향으로 수심에 따라 다양한 형태의 모래파, 연흔을 기록하고 있다. 금번 지역에서는 

특이한 지형으로는 주로 외해쪽에 발달한 수로 형태의 지형이 많은 곳에서 발견되

고 있다. 이러한 수로는 주로 북서-남동, 북-남 방향이 우세하고 주변과 5-7m의 

높이 차이를 보인다(그림 5-2-1-2).

NO 위, 경도(DMS) 해저지형 특성 기타

1
37-49-31.03

124-18-07.77
경계면

2
37-15-07.52

124-40-54.71
수로

3
37-45-00.59

124-20-26.26
경계면

그림 5-2-1-2 연구지역에서 나타나는 주요 특이지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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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퇴적물 특성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6HZT-P01

수심 74.0 m에서 채취한 16HZT-P01 코어의 총 길이는 약 190 cm이다. 퇴적

물의 색은 심도 0~60 cm에서 very dark gray(5Y 3/1), 103~107 cm에서 dark 

olive gray(5Y 3/2), 106~109 cm에서 very dark gray(5Y 3/1)를 보인다. 전체

적으로 균질한 사질(homogenious sand) 퇴적물로 확인되며 106~109 cm, 180 

cm에서 일부 패각편(shell fragments)이 나타난다. 또한 164~190cm 구간에서는 

높은 함수율을 띤다. 습윤밀도는 1.9~2.2 g/㎤, 입자밀도는 2.5~2.9 g/㎤, 공극률

은 36.0~46.3%, 함수율은 17.4~24.2%의 범위를 보인다 (표 5-2-2-1). 

평균입도는 2.40~4.44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zS, mS 순으로 우세하게 나

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48~2.64로 상부에서 90cm 구간은 중간(Moderately  

Sorted) 정도의 분급도를 나머지 구간에서는 불량한(Poorly Sorted) 분급도를 보

인다(표 5-2-2-2) 

전단응력은 0.6~6.4 kPa이다(표 5-2-2-23, 그림 5-2-2-1).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7 2.56 2.69 37.34 19.18

10 2.05 2.83 2.70 38.66 20.01

30 2.02 2.77 2.68 39.69 20.85

50 2.14 2.10 2.80 37.17 18.46

70 2.02 2.62 2.58 36.07 18.97

90 2.20 2.58 2.86 36.03 17.41

116 2.01 2.79 2.66 39.98 21.13

130 2.14 2.62 2.89 40.33 20.01

150 1.88 2.61 2.50 41.55 23.41

170 2.04 2.60 2.91 46.31 24.15

187 1.90 2.74 2.57 43.11 24.05

표 5-2-2-1. 16HZT-P0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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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08 0.97 4.04 32.19 0.00 97.39 1.72 0.89 S

10 2.57 1.00 4.59 35.13 0.00 97.34 1.80 0.85 S

30 2.42 0.48 -0.42 4.93 0.00 100.00 0.00 0.00 S

50 2.49 0.81 5.67 56.12 0.00 98.41 1.07 0.53 S

70 2.40 0.66 4.72 57.69 0.00 99.22 0.54 0.24 S

90 2.42 0.86 5.10 45.23 0.00 98.24 1.19 0.56 S

116 2.45 1.23 4.42 27.96 0.00 95.90 2.64 1.46 S

130 2.87 1.78 2.94 12.20 0.00 88.46 8.09 3.46 zS

150 4.27 2.64 1.39 3.98 0.00 61.87 26.53 11.60 zS

170 4.44 2.61 1.29 3.75 0.00 58.43 29.66 11.91 zS

187 4.13 2.63 1.53 4.26 0.00 67.33 21.03 11.64 mS

표 5-2-2-2. 16HZT-P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그림 5-2-2-1. 16HZT-P01 코어의 물리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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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16HZT-P02

수심 68.4 m에서 채취한 16HZT-P02 코어의 총 길이는 약 297 cm이다. 퇴적

물의 색은 심도 0~148 cm에서 olive gray(5Y 4/2), 148~215 cm에서 dark 

greenish olive(10Y 4/2), 215~297 cm에서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를 보인다. 코어전체에  패각편들이 산재하며 코어 절개면 일부분이 비어있

었다. 대부분이 균질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되며 225~275cm 구간은 비교적 조립

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된다. 습윤밀도는 2.0~2.2 g/㎤, 입자밀도는 2.5~2.9 g/㎤, 

공극률은 34.7~41.3%, 함수율은 18.0~21.7%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3). 

평균입도는 1.67~3.98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S, (g)mS 순으로 우세하

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45~2.67로 상부에서 110cm 까지는 양호(Well 

Sorted) 또는 중간양호(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나머지 구간에서는 

불량한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4). 

전단응력은 1.7~12.5 kPa이다(표 5-2-2-23, 그림 5-2-2-2).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9 2.24 2.66 40.70 21.66

10 2.03 2.81 2.70 39.62 20.68

23 2.06 2.46 2.75 40.08 20.66

50 2.01 2.74 2.65 39.02 20.57

70 2.12 2.60 2.87 40.52 20.28

90 2.01 2.72 2.57 36.40 19.25

110 2.13 2.55 2.83 38.46 19.13

130 2.07 2.86 2.72 38.11 19.53

150 2.14 2.62 2.89 40.55 20.16

170 2.07 2.94 2.78 40.26 20.63

190 2.13 2.59 2.88 40.38 20.11

210 2.01 2.73 2.62 37.90 19.99

228 2.19 2.61 2.89 37.20 18.00

250 2.09 2.80 2.70 36.71 18.67

270 2.09 2.56 2.84 41.34 20.99

287 1.97 2.58 2.46 34.66 18.72

297 2.10 2.41 2.71 35.92 18.14

표 5-2-2-3. 16HZT-P02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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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3.02 1.05 4.23 26.17 0.00 96.56 2.22 1.22 S

10 3.19 0.90 4.78 39.77 0.00 97.08 2.07 0.85 S

23 2.95 0.95 5.02 38.53 0.00 97.15 1.94 0.91 S

50 3.26 0.94 4.03 29.65 0.00 94.52 4.60 0.88 S

70 3.19 0.88 4.66 39.77 0.00 97.07 2.19 0.73 S

90 2.72 0.84 5.67 50.49 0.00 97.36 2.01 0.63 S

110 2.64 0.45 0.52 4.23 0.00 100.00 0.00 0.00 S

130 2.88 1.11 4.45 29.13 0.00 94.81 3.93 1.27 S

150 2.63 0.57 -0.95 8.76 0.04 99.96 0.00 0.00 (g)S

170 2.97 1.43 3.51 18.46 0.00 93.34 4.34 2.32 S

190 3.00 1.39 3.55 17.43 0.00 93.61 4.13 2.27 S

210 2.74 1.13 4.27 28.69 0.00 95.62 3.12 1.26 S

228 2.61 1.27 2.55 18.97 0.00 96.37 2.48 1.15 S

250 2.19 1.89 1.15 8.20 2.54 92.17 3.50 1.79 (g)S

270 1.67 2.67 0.17 4.41 23.60 70.81 3.22 2.38 gS

287 2.51 2.47 1.42 6.59 4.85 81.37 9.00 4.78 (g)mS

297 3.98 2.58 0.18 2.21 2.77 65.91 27.77 3.55 (g)mS

표 5-2-2-4. 16HZT-P02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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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2. 16HZT-P02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③ 16HZT-P03

수심 66.4 m에서 채취한 16HZT-P03 코어의 전체 길이는 약 77 cm이다. 코어 

전 심도에서 dark greenish brown(2.5Y 4/2) 색상을 보인다. 전체적으로 균질하

며 조립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된다. 습윤밀도는 2.0~2.1 g/㎤, 입자밀도는 

2.4~2.8 g/㎤, 공극률은 33.4~37.8%, 함수율은 17.6~19.6%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5). 

평균입도는 1.73~2.27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전체적으로 사질퇴적물이 우세

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44~0.65로 중간양호(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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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단응력은 3.6~6.8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3, 그림 5-2-2-3).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2 2.69 2.60 37.14 19.55

10 2.11 2.48 2.75 37.30 18.79

30 1.95 2.48 2.41 33.36 18.16

50 2.14 2.46 2.77 36.13 17.95

70 2.06 2.64 2.60 34.17 17.58

77 2.13 2.48 2.80 37.84 18.90

표 5-2-2-5. 16HZT-P03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27 0.65 0.26 2.31 0.00 100.00 0.00 0.00 S

10 1.80 0.46 0.88 1.82 0.00 100.00 0.00 0.00 S

30 2.09 0.50 -0.28 1.31 0.00 100.00 0.00 0.00 S

50 1.78 0.47 1.20 3.26 0.00 100.00 0.00 0.00 S

70 1.73 0.44 1.42 3.76 0.00 100.00 0.00 0.00 S

77 1.75 0.45 1.31 3.42 0.00 100.00 0.00 0.00 S

표 5-2-2-6. 16HZT-P03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

(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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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3. 16HZT-P03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④ 16HZT-P04

수심 62.0 m에서 채취한 16HZT-P04 코어의 전체 길이는 약 366 cm이다. 색

상을 살펴보면 0~80 cm에서 olive brown(2.5Y 4/3), 80~310 cm에서 dark 

greenish brown(2.5Y 4/2), 310~366 cm에서 very dark greenish 

brown(2.5Y 3/2)를 보인다. 0~80 cm 구간을 살펴보면, 균질한 사질 퇴적물로써 

비교적 규모가 작은 검은색의 패치형태 퇴적물들이 군데군데 분포한다. 80~220 

cm 구간은 비교적 조립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된다. 220 cm~코어 최 하부까지는 

비교적 조립한 사질 퇴적물과 자갈들이 혼재되어 나타난다. 깊이 310 cm 이하부터 

자갈크기의 토탄(peat) 패치들이 증가한다. 습윤밀도는 2.0~2.2 g/㎤, 입자밀도는 

2.5~2.9 g/㎤, 공극률은 31.3~37.4%, 함수율은 15.8~18.5%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7). 

평균입도는 0.84~1.8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S, gS 순으로 우세하게 나

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46~2.26으로 상부에서 230cm 까지는 양호(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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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rted) 또는 중간양호(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나머지 구간에서는 

불량한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8). 

전단응력은 0.8~11.9 kPa이다(표 5-2-2-23, 그림 5-2-2-4).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8 2.70 2.61 33.08 16.85

10 2.08 2.35 2.62 33.67 17.18

30 2.06 2.71 2.58 33.25 17.11

50 2.17 2.54 2.81 35.90 17.55

70 2.10 2.61 2.59 31.25 15.77

90 2.15 2.48 2.79 36.37 17.97

110 2.02 2.64 2.53 33.47 17.56

130 2.23 2.57 2.88 35.21 16.78

150 2.06 2.64 2.57 32.81 16.91

170 2.23 2.54 2.88 34.71 16.50

190 2.08 2.76 2.67 36.11 18.47

210 2.19 2.51 2.78 33.80 16.42

230 2.00 2.60 2.49 33.42 17.72

250 2.10 2.48 2.69 35.32 17.82

270 2.02 2.62 2.54 34.46 18.12

290 2.16 2.58 2.83 37.43 18.44

310 2.00 2.61 2.49 33.61 17.86

330 2.25 2.59 2.89 34.43 16.26

350 2.09 2.63 2.66 34.52 17.51

356 2.21 2.51 2.82 34.11 16.40

표 5-2-2-7. 16HZT-P04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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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1.74 0.54 0.67 6.06 0.11 99.89 0.00 0.00 (g)S

10 1.73 0.51 1.23 5.19 0.00 100.00 0.00 0.00 S

30 1.70 0.51 0.95 5.83 0.00 100.00 0.00 0.00 S

50 1.63 0.46 1.07 7.72 0.00 100.00 0.00 0.00 S

70 1.72 0.93 5.82 50.52 0.10 97.87 1.49 0.54 (g)S

90 1.72 0.48 0.93 4.66 0.00 100.00 0.00 0.00 S

110 1.80 1.24 5.01 32.49 0.00 97.05 1.62 1.34 S

130 1.65 0.52 0.09 9.33 0.27 99.73 0.00 0.00 (g)S

150 1.68 0.62 -1.27 14.24 0.75 99.25 0.00 0.00 (g)S

170 1.66 0.47 0.80 6.80 0.04 99.96 0.00 0.00 (g)S

190 1.78 0.94 5.48 44.41 0.00 97.69 1.76 0.55 S

210 1.57 0.54 -2.25 23.20 0.79 99.21 0.00 0.00 (g)S

230 1.60 0.89 3.87 41.05 0.61 97.90 1.16 0.34 (g)S

250 1.53 1.20 1.79 18.50 3.22 94.36 1.98 0.43 (g)S

270 1.71 1.56 2.42 15.10 3.50 90.77 4.54 1.19 (g)S

290 1.79 2.19 1.63 8.31 8.82 79.83 8.78 2.57 gmS

310 1.09 1.76 0.61 8.49 15.55 81.27 2.53 0.66 gS

330 0.84 2.21 0.63 5.75 24.08 70.94 3.98 1.01 gS

350 1.04 1.61 0.22 6.73 14.68 82.97 2.04 0.30 gS

356 0.88 2.26 0.95 6.47 22.96 71.31 4.30 1.43 gS

표 5-2-2-8. 16HZT-P04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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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4. 16HZT-P04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⑤ 16HZT-P05

수심 72.8 m에서 채취한 16HZT-P05 코어는 약 75 cm이며 균질한 사질 퇴적

물로 확인된다. 크게 2가지 색상으로 구분되는데 26~36, 70~75 cm 구간대에 분

포하는 니질 패치 (mud patch) 형태는 very dark gray(GLEY1 3/N) 색상을 띠

며 그 이외의 구간들은 모두 dark greenish gray(GLEY 4/10Y) 색상이다. 습윤밀

도는 2.0~2.2 g/㎤, 입자밀도는 2.6~2.9 g/㎤, 공극률은 32.5~43.0%, 함수율은 

16.3~21.8%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9). 

평균입도는 1.08~3.08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mS, mS 순으로 우세하

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53~2.27 정도로 상부에서 중간양호

(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나머지 구간에서는 불량한 분급도를 보인다

(표 5-2-2-10). 전단응력은 0.6~8.7 kPa이다(표 5-2-2-24, 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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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5).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9 2.74 2.80 40.00 20.33

10 2.04 2.56 2.67 38.29 19.91

30 2.14 2.78 2.72 34.15 16.91

50 2.20 2.64 2.94 38.76 18.73

70 2.11 2.75 2.64 32.52 16.34

76 2.10 2.68 2.91 43.00 21.75

표 5-2-2-9. 16HZT-P05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12 0.56 -0.16 2.74 0.00 100.00 0.00 0.00 S

10 1.95 0.53 0.49 1.93 0.00 100.00 0.00 0.00 S

30 3.06 2.47 1.95 6.15 0.14 77.72 15.12 7.01 (g)mS

50 2.19 1.38 3.83 20.87 0.00 93.31 5.27 1.42 S

70 1.08 0.63 -0.25 3.80 0.61 99.39 0.00 0.00 (g)S

76 3.08 2.67 1.81 5.40 0.00 77.15 14.60 8.25 mS

표 5-2-2-10. 16HZT-P05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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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5. 16HZT-P05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⑥ 16HZT-P06

수심 51.6 m에서 채취한 16HZT-P06는 전체길이 224 cm이며 2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된다. 심도 0~3 cm 구간에서 확인되는 비교적 중립사질을 제외하고 

전체적으로 조립한 사질 퇴적물이다. 전체코어의 색상은 olive gray(5Y 4/2)로 확

인된다. 심도 147 cm에서 mud ball이 확인되었다. 습윤밀도는 1.9~2.3 g/㎤, 입

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28.9~40.7%, 함수율은 14.0~20.5%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1). 평균입도는 1.03~1.78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S 순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57~0.90으로 양호(Well 

Sorted) 또는 중간양호(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12). 

전단응력은 0.6~1.9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4, 그림 5-2-2-6).



- 1072 -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4 2.56 2.47 36.57 20.03

10 2.09 2.14 2.69 36.04 18.30

30 2.00 2.79 2.61 38.67 20.54

50 2.14 2.67 2.91 40.71 20.20

70 2.09 2.82 2.64 34.50 17.56

90 2.15 2.63 2.87 39.17 19.37

110 2.03 2.76 2.57 34.90 18.23

130 2.06 2.46 2.61 35.06 18.09

150 2.05 2.79 2.59 34.69 17.99

170 2.25 2.73 2.96 36.66 17.29

190 1.99 2.63 2.45 32.35 17.25

210 2.23 2.65 2.89 35.35 16.81

221 2.19 2.81 2.66 28.85 14.01

표 5-2-2-11. 16HZT-P06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1.78 0.70 0.11 3.19 0.00 100.00 0.00 0.00 S

10 1.54 0.67 0.00 3.51 0.00 100.00 0.00 0.00 S

30 1.66 0.57 0.24 3.94 0.00 100.00 0.00 0.00 S

50 1.70 0.59 -0.26 4.91 0.21 99.79 0.00 0.00 (g)S

70 1.47 0.59 0.02 3.71 0.00 100.00 0.00 0.00 S

90 1.43 0.62 0.11 3.12 0.00 100.00 0.00 0.00 S

110 1.39 0.69 -0.20 3.61 0.21 99.79 0.00 0.00 (g)S

130 1.28 0.75 -0.38 3.96 0.73 99.27 0.00 0.00 (g)S

150 1.27 0.77 -0.38 3.78 0.74 99.26 0.00 0.00 (g)S

170 1.14 0.76 -0.34 3.67 0.84 99.16 0.00 0.00 (g)S

190 1.11 0.80 -0.45 3.51 0.89 99.11 0.00 0.00 (g)S

210 1.04 0.90 -0.74 4.30 2.68 97.32 0.00 0.00 (g)S

221 1.03 0.90 -1.02 5.13 3.23 96.77 0.00 0.00 (g)S

표 5-2-2-12. 16HZT-P06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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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6. 16HZT-P06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⑦ 16HZT-P07

수심 58.4 m에서 채취한 16HZT-P07 코어는 전체 길이 195 cm이다. 심도 

0~48 cm 구간은 greenish brown(2.5Y 5/2), 3, 7 cm에 분포하는 사질의 패치

형태 부분은 very dark greenish gray(2.5Y 3/2)이다. 심도 53 cm에서는 olive 

brown(2.5Y 3/2)를 나타내며 50~55 cm에서는 gray(2.5Y 5/1), 110~126 cm

에서는 dark greenish brown(2.5Y 4/2) 색상을 띤다. 30~42, 55~110 cm구간

에서는 함수율이 높고 퇴적물이 일부 비어있는 형태를 보인다. 12, 25 cm에서는 

사질이 일부 포함된 자갈 패치(sandy gravel patch)들이 나타나며 135~140, 

143 cm에서는 니질 패치(mud patch)들이 불규칙하게 분포한다. 160~195 cm 구

간에서는 함수율이 높고 조립한 사질 퇴적물과 세립한 점토(clay), 자갈(gravel)들

이 혼재되어 분포한다. 전체적으로 하향조립(downward coarse)한 양상을 나타낸

다. 습윤밀도는 1.8~2.1 g/㎤, 입자밀도는 2.5~3.1 g/㎤, 공극률은 34.9~55.8%, 

함수율은 18.3~30.8%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3). 평균입도는 2.0~8.84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g)M, (g)S, gM 순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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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도는 1.37~4.42 정도로 대체로 매우불량(Very Poorly Sorted)한 분급도 보인

다(표 5-2-2-14). 

전단응력은 1.9~20.0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4, 그림 5-2-2-7).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3 2.57 2.75 47.33 25.99

10 1.92 2.84 2.66 44.90 24.79

27 1.95 2.78 3.08 54.76 29.77

50 1.79 2.71 2.50 48.31 28.71

111 1.93 2.71 3.06 55.83 30.78

130 2.03 2.72 2.57 34.89 18.27

150 2.08 2.45 2.71 37.63 19.24

177 1.97 2.99 2.81 47.01 25.32

190 2.00 2.69 3.03 51.21 27.16

212 1.83 2.71 2.56 47.66 27.64

표 5-2-2-13. 16HZT-P07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5.20 4.16 -0.38 2.32 14.61 13.28 46.74 25.37 gM

10 6.42 3.78 0.13 1.50 0.59 40.86 19.73 38.82 (g)sM

27 8.84 2.93 -1.12 3.78 0.99 6.54 27.30 65.17 (g)M

50 7.35 2.52 0.34 1.92 0.00 3.27 60.36 36.37 M

111 8.35 2.79 -0.41 2.07 0.18 5.09 39.41 55.32 (g)M

130 2.13 1.37 4.01 22.77 0.08 94.26 4.18 1.48 (g)S

150 2.00 1.84 2.58 13.03 2.72 88.53 6.25 2.50 (g)S

177 4.63 4.22 -0.10 1.99 14.81 25.71 35.83 23.65 gM

190 4.27 3.87 0.27 2.16 8.55 40.09 32.66 18.70 gM

212 3.75 3.92 0.34 2.22 12.88 40.98 29.99 16.14 gM

표 5-2-2-14. 16HZT-P07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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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7. 16HZT-P07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⑧ 16HZT-P08

수심 62.8 m에서 채취한 16HZT-P08 코어는 3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고 

전체 길이는 321 cm이다. 심도 0~31, 52~84 cm에서 dark reddish gray(2.5YR 

3/1), 31~52 cm에서 dark grayish brown(10YR 4/2),  83~321 cm에서 dark 

brown(7.5YR 3/2)의 색상을 띤다. 0~83 cm에서는 대부분이 사질 퇴적물로 확인

되며 31~52 cm에서는 자갈과 조립한 사질 퇴적물이 혼재되어 분포한다. 83~178 

cm 구간을 살펴보면, 전체적으로 균질한 조립의 사질 퇴적물과 자갈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향조립의 양상을 보인다. 마지막으로 178~321 cm 구간은 상당히 조립

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되며 전체적으로 극조립사 크기의 퇴적물과 자갈크기의 퇴적

물들이 불규칙하게 혼재되어 나타나는데 자갈의 크기는 직경 약 2 cm 이내이다. 

습윤밀도는 1.9~2.3 g/㎤, 입자밀도는 2.5~3.0 g/㎤, 공극률은 30.0~46.9%, 함수

율은 13.7~24.2%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5). 

평균입도는 -1.77~2.57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S, gS, sG, msG 순으

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1.24~3.33 정도로 대체로 불량 (Poorly 

Sorted)하거나 매우 불량한(Very Poorly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 (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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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16). 전단응력은 1.1~10.8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4, 그림 

5-2-2-8).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91 2.50 2.56 42.26 23.50

10 2.09 2.77 2.87 42.40 21.59

30 2.08 2.64 2.75 38.56 19.65

50 2.32 2.79 2.88 29.97 13.71

70 2.01 2.67 2.78 43.75 23.11

90 2.05 2.88 2.96 46.85 24.25

110 1.98 2.57 2.66 41.26 22.10

130 2.17 2.77 2.89 38.36 18.75

150 2.05 2.61 2.74 40.07 20.72

170 2.19 2.79 2.87 37.17 18.05

190 1.98 2.43 2.51 36.00 19.34

210 2.31 2.81 2.89 30.82 14.14

230 2.10 2.68 2.76 37.99 19.21

250 2.19 2.80 2.92 38.43 18.60

270 2.02 2.56 2.64 38.73 20.39

290 2.17 2.82 2.87 37.82 18.47

310 1.99 2.43 2.56 37.38 19.97

321 2.14 2.70 2.79 36.65 18.18

표 5-2-2-15. 16HZT-P08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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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57 1.87 3.03 12.97 0.00 90.31 6.02 3.67 S

10 2.30 2.30 2.24 8.43 2.05 85.22 7.89 4.84 (g)mS

30 1.78 2.23 2.36 9.90 2.59 88.51 5.12 3.78 (g)S

50 -0.96 2.77 2.28 8.41 70.32 23.43 3.92 2.32 msG

70 1.85 2.50 2.15 7.83 3.77 83.84 7.44 4.95 (g)mS

90 0.36 2.10 2.22 11.36 17.02 78.85 2.34 1.80 gS

110 0.09 1.96 2.69 13.38 23.81 71.93 2.82 1.44 gS

130 -0.27 2.38 2.63 11.45 48.61 46.34 2.74 2.31 sG

150 -0.40 2.23 2.47 11.21 52.58 43.39 2.39 1.64 sG

170 -0.13 3.33 2.01 6.45 58.64 29.84 6.29 5.24 msG

190 -0.69 2.56 2.57 10.64 60.61 33.68 3.24 2.46 msG

210 -1.33 1.43 1.21 3.62 68.53 31.47 0.00 0.00 sG

230 -1.26 1.47 1.13 3.34 67.52 32.48 0.00 0.00 sG

250 -1.24 1.93 3.23 17.67 70.24 27.71 0.96 1.09 sG

270 -1.77 1.24 1.86 5.87 80.37 19.63 0.00 0.00 G

290 -1.22 2.10 3.08 14.96 71.19 25.44 2.11 1.26 msG

310 -0.56 1.84 0.71 2.41 50.00 50.00 0.00 0.00 sG

321 -0.63 2.37 2.34 10.08 56.26 38.96 3.03 1.74 msG

표 5-2-2-16. 16HZT-P08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

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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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8. 16HZT-P08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⑨ 16HZT-P09

수심 78.4 m에서 채취한 16HZT-P09 코어는 3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되고 

전체 길이는 262 cm이다. 퇴적물의 색은 코어 전체적으로 dark gray(5Y 4/1) 이

다. 0~92 cm 에서는 비교적 균질한 니질 퇴적물로 확인되며 전반적으로 크고 작

은 균열(cracks)들이 분포한다. 92~96 cm구간은 함수율이 높은 중립사퇴적물로 

확인된다. 96~170cm 구간은 균질한 사질 퇴적물로 나타나며 96~148cm 구간에

서도 균열들과 비어있는 부분들이 확인된다. 170~262 cm 구간은 비교적 균질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된다. 습윤밀도는 1.9~2.3 g/㎤, 입자밀도는 2.5~3.0 g/㎤, 공

극률은 29.9~49.5%, 함수율은 15.0~27.8%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7). 

평균입도는 2.22~8.02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M, sM, S 순으로 우세하게 나

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46~2.97 정도로 상부에서 90cm 까지는 매우불량한

(Very Poorly Sorted) 분급도를 나머지 구간에서는 양호한(Well Sorted, 

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18). 

전단응력은 2.8~11.7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5, 그림 5-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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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1.87 2.63 2.57 45.28 25.73

17 1.89 2.39 2.74 49.51 27.77

35 1.92 2.61 2.52 39.97 22.07

50 2.15 2.50 2.83 37.83 18.72

70 1.94 2.82 2.74 46.90 25.73

90 2.19 2.63 3.00 40.97 19.83

110 2.10 2.68 2.61 31.99 16.18

130 2.18 2.55 2.83 36.29 17.70

150 2.20 2.86 2.72 31.02 14.99

170 2.22 2.53 2.84 34.03 16.27

190 2.11 2.82 2.71 35.71 17.98

210 2.25 2.65 2.93 35.79 16.89

230 2.13 2.81 2.69 33.65 16.77

250 2.31 2.65 2.95 33.16 15.22

262 2.11 2.46 2.57 29.90 15.07

표 5-2-2-17. 16HZT-P09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7.22 2.57 0.38 1.89 0.00 4.47 60.20 35.34 M

17 8.02 2.43 0.03 1.71 0.00 0.66 51.36 47.98 M

35 6.36 2.65 0.62 2.18 0.00 20.53 52.93 26.54 sM

50 6.43 2.97 0.45 1.86 0.00 24.18 44.98 30.84 sM

70 7.46 2.71 0.14 1.67 0.00 7.68 50.80 41.52 M

90 5.07 2.75 1.02 2.94 0.00 48.75 33.97 17.28 sM

110 2.63 0.48 0.37 3.91 0.00 100.00 0.00 0.00 S

130 2.64 0.46 0.47 3.92 0.00 100.00 0.00 0.00 S

150 2.47 0.52 -0.04 3.64 0.00 100.00 0.00 0.00 S

170 2.52 0.58 0.00 2.93 0.00 100.00 0.00 0.00 S

190 2.96 0.60 -0.62 2.45 0.00 100.00 0.00 0.00 S

210 2.52 0.54 0.02 3.48 0.00 100.00 0.00 0.00 S

230 2.49 0.53 -0.01 3.49 0.00 100.00 0.00 0.00 S

250 2.22 0.60 0.20 2.42 0.00 100.00 0.00 0.00 S

262 2.23 0.61 0.24 2.39 0.00 100.00 0.00 0.00 S

표 5-2-2-18. 16HZT-P09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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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9. 16HZT-P09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⑩ 16HZT-V01

수심 81.6 m에서 채취한 16HZT-V01코어는 진동식 시추방식인 바이브로코어

(Vibro corer)를 이용하여 획득한 주상시료로써 전체 길이 154 cm이다. 퇴적물의 

색은 전 구간에 걸쳐 very dark gray(GLEY1 3/N) 이다. 24~49 cm에서 다수의 

패각편들과 니질 패치들이 나타나며 60~130 cm에서는 니질이 일부 포함된 사질

우세의 층리(muddy sand layers)들이 다수 분포한다. 100 cm에서는 작은 크기의 

토탄(peat)이 확인되는데 코어전체에 걸쳐 니질이 우세한 층리가 다수 관찰된다. 

습윤밀도는 1.9~2.2 g/㎤, 입자밀도는 2.6~2.9 g/㎤, 공극률은 33.3~50.3%, 함수

율은 17.2~28.7%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19). 

평균입도는 2.20~4.06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g)S, S, (g)S, zS, S 순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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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26~2.64 정도로 상부에서 70cm 구간은 

불량 또는 매우불량한(Poorly Sorted, Very Poorly Sorted) 분급도를 나머지 구

간에서는 중간양호한(Moderately Well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20). 전단응력은 1.9~10.0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5, 그림 

5-2-2-10).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2 2.56 2.62 37.42 19.63

10 2.13 2.73 2.78 36.71 18.27

30 1.91 2.50 2.58 42.74 23.72

50 2.05 2.39 2.64 36.08 18.64

70 1.86 2.86 2.70 50.25 28.71

90 2.16 2.62 2.90 39.56 19.45

110 1.98 2.80 2.65 41.39 22.21

130 2.15 2.61 2.86 38.86 19.20

154 2.05 2.66 2.56 33.28 17.22

표 5-2-2-19. 16HZT-V01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도

(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62 1.47 5.00 29.56 0.14 97.02 0.01 2.83 (g)S

10 2.30 1.11 4.85 35.42 0.00 97.34 1.59 1.07 S

30 3.53 2.64 1.47 4.71 1.25 73.55 16.46 8.75 (g)mS

50 2.82 1.40 4.00 21.65 0.09 93.33 4.36 2.22 (g)S

70 4.06 2.39 1.64 4.96 0.00 64.95 26.51 8.55 zS

90 2.51 0.26 0.33 14.40 0.00 100.00 0.00 0.00 S

110 2.95 1.61 3.49 15.57 0.00 89.83 7.07 3.10 zS

130 2.20 0.49 -0.56 2.27 0.00 100.00 0.00 0.00 S

154 2.22 0.48 -0.53 2.32 0.00 100.00 0.00 0.00 S

표 5-2-2-20. 16HZT-V01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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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0. 16HZT-V01 코어의 물리적 성질

⑪ 16HZT-V01A

수심 83.2 m에서 채취한 16HZT-V01A 코어는 전체 길이 214 cm이며 3개의 

절개된 코어로 구성된다. 코어전체의 색상은 전 구간에 걸쳐 very dark greenish 

gray(GLEY1 3/10Y) 이다. 균질한 사질 퇴적물로 확인되며 10 cm에 토탄(peat)

이 존재한다. 20~50 cm 구간은 비교적 함수율이 높으며 25, 40~55 cm에서 패각

편들이 분산되어 분포한다. 78, 84, 89, 97, 105, 107 cm에서 니질사 층리면

(muddy sand layers)들이 다수 확인된다. 120~214 cm 구간에서는 사질층리면

과 니질사 층리면들이 교차되면서 분포하며 176 cm에서는 토탄층(peat layer)이 

확인된다. 전반적으로 일정 간격의 니질이 포함된 사질 퇴적층들이 교차하면서 분

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습윤밀도는 1.7~2.1 g/㎤, 입자밀도는 2.5~2.8 g/㎤, 공극

률은 35.5~53.5%, 함수율은 18.3~32.7%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1). 

평균입도는 2.14~4.53 Φ 범위로 퇴적물 유형은 S, (g)S, zS, mS 순으로 우세

하게 나타난다. 퇴적물의 분급도는 0.18~2.74 정도로 대체적으로 불량 또는 매우

불량한(Poorly Sorted, Very Poorly Sorted) 분급도를 보인다(표 5-2-2-22). 



- 1083 -

전단응력은 1.5~10.0 kPa의 범위를 보인다(표 5-2-2-25, 그림 5-2-2-11).

깊이(cm) 습윤밀도 건조밀도 입자밀도 공극률 함수율

0 2.07 2.52 2.79 40.73 20.88

10 2.05 2.59 2.69 38.12 19.70

30 1.74 2.45 2.56 53.48 32.68

50 1.86 2.51 2.58 46.10 26.28

70 1.97 2.49 2.57 38.99 21.03

90 2.03 2.76 2.79 43.21 22.61

110 2.07 2.55 2.64 35.55 18.25

130 2.05 2.67 2.77 41.41 21.49

143 1.91 2.33 2.45 38.32 21.35

170 1.98 2.75 2.83 47.13 25.26

190 1.93 2.39 2.48 37.69 20.74

210 2.11 2.75 2.82 39.47 19.85

229 2.01 2.50 2.64 39.08 20.67

표 5-2-2-21. 16HZT-V01A 코어의 습윤밀도(g/㎤), 건조밀도(g/㎤), 입자밀

도(g/㎤), 공극률(%), 함수율(%)

Depth
(cm)

Mz Sd Sk K
Content Sediment

TypeGravel Sand Silt Clay

0 2.45 0.36 -1.71 14.59 0.00 100.00 0.00 0.00 S

10 2.14 0.58 -1.51 8.12 0.27 99.73 0.00 0.00 (g)S

30 4.18 2.74 1.33 3.57 0.00 66.21 21.52 12.27 mS

50 3.21 2.39 1.68 6.53 2.02 80.30 10.98 6.70 (g)mS

70 3.43 1.98 2.52 9.13 0.00 80.15 14.90 4.95 zS

90 2.57 0.27 2.90 11.71 0.00 100.00 0.00 0.00 S

110 2.51 0.18 1.89 29.21 0.00 100.00 0.00 0.00 S

130 3.85 2.37 1.84 5.57 0.00 70.07 21.81 8.13 zS

143 3.46 1.96 2.47 8.69 0.00 82.71 12.18 5.11 zS

170 4.53 2.58 1.28 3.66 0.00 58.64 29.21 12.14 zS

190 3.11 1.65 3.47 15.31 0.00 89.37 7.14 3.49 zS

210 3.18 2.09 2.21 7.80 0.00 79.94 15.32 4.74 zS

229 3.28 2.57 1.84 5.50 0.00 79.63 12.07 8.31 mS

표 5-2-2-22. 16HZT-V01A 코어의 깊이구간에 따른 입도(Mz), 분급도(Sd), 

왜도(Sk), 첨도(K) 및 조직별 함량(%)과 퇴적물 유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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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1. 16HZT-V01A 코어의 물리적 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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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HZT-P01 16HZT-P02 16HZT-P03 16HZT-P04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2.55 5 4.89 5 3.61 5 3.19
15 5.31 15 4.89 15 5.74 15 3.19
25 4.89 25 4.89 25 6.80 25 3.82
35 4.89 35 5.74 35 5.10 35 5.74
45 6.37 45 1.70 45 4.67 45 4.04
55 5.74 55 10.20 55 4.46 55 4.46
65 4.46 65 5.52 65 5.31 65 4.04
75 4.46 75 7.22 75 3.82 75 2.97
85 6.16 85 6.80 85 0.85
95 1.49 95 9.56 95 1.06
105 3.19 105 8.71 105 1.06
115 0.85 115 11.05 115 1.06
125 0.64 125 9.35 125 1.06
135 0.64 135 9.35 135 1.49
145 0.64 145 8.92 145 1.27
155 1.27 155 6.16 155 1.49
165 　- 165 6.59 165 1.70
175 0.64 175 8.92 175 1.91
185 0.64 185 8.92 185 1.91

195 8.07 195 1.70
205 8.92 205 2.12
215 9.56 215 2.12
225 9.99 225 2.12
235 5.31 235 2.12
245 12.53 245 2.12
255 11.47 255 2.12
265 11.05 265 2.12
275 7.44 275 2.12
285 6.37 285 2.12

295 2.12
305 4.89
315 4.25
325 9.77
335 10.20
345 11.90
355 9.99
365 1.06

표 5-2-2-23. 16HZT-P01 ~ 16HZT-P04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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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HZT-P05 16HZT-P06 16HZT-P07 16HZT-P08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0.64 5 0.85 5 -　 5 2.55

15 0.85 15 1.06 15 19.12 15 2.97

25 1.06 25 1.27 25 7.01 25 2.76

35 8.71 35 1.49 35 　- 35 10.83

45 1.06 45 1.91 45 　- 45 8.29

55 1.27 55 1.70 55 19.97 55 7.01

65 1.27 65 1.49 65 　- 65 6.59

75 2.34 75 1.27 75 　- 75 2.76

85 1.27 85 - 85 -

95 1.27 95 - 95 -

105 1.06 105 - 105 -

115 1.06 115 - 115 -

125 1.06 125 10.41 125 -

135 1.06 135 4.25 135 -

145 1.06 145 3.19 145 1.06

155 1.06 155 2.76 155 -

165 0.85 165 1.91 165 -

175 0.64 175 4.89 175 1.06

185 1.06 185 　-

195 1.06

205 1.49

215 1.06

표 5-2-2-24. 16HZT-P05 ~ 16HZT-P08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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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HZT-P09 16HZT-V01 16HZT-V01A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깊이

(cm)
전단응력

5 2.76 5 6.80 5 2.97

15 3.40 15 8.71 15 1.70

25 3.61 25 1.91 25 　-

35 4.04 35 2.12 35 1.70

45 5.10 45 4.89 45 3.82

55 3.82 55 9.35 55 1.49

65 5.31 65 9.14 65 8.71

75 4.25 75 5.31 75 5.10

85 4.25 85 9.99 85 8.92

95 4.25 95 5.95 95 9.56

105 7.65 105 9.77 105 9.99

115 8.29 115 11.26 115 5.95

125 8.92 125 5.95 125 7.65

135 8.92 135 9.56 135 4.25

145 7.86 145 8.71 145 8.50

155 8.71 155 8.07

165 9.14 165 7.65

175 7.22 175 8.07

185 7.44 185 7.65

195 6.59 195 7.65

205 9.35 205 　-

215 9.77 215 5.74

225 9.35 225 5.74

235 11.68

245 9.35

255 8.92

표 5-2-2-25. 16HZT-P09 ~ 16HZT-V01A 시추 코어의 전단응력(kPa)

(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모든 획득코어에 대해 수직방향과 수평방향의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를 20 cm 

간격으로 분석하였으며, 매질의 특성상 시료의 성형상태가 좋지 않은 사질의 함량

이 높은 구간은 측정이 불가하였다.



- 1088 -

① 16HZT-P01

16HZT-P01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1,662.45~1,774.43 m/s 범

위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668.44~1,793.91 m/s 범위이다(그림 

5-2-2-12, 표 5-2-2-26).

② 16HZT-P02

16HZT-P02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1,776.76~1,748.84 m/s 범

위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713.24~1,753.78 m/s범위이다(그림 

5-2-2-12, 표 5-2-2-27).

③ 16HZT-P05

16HZT-P05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측정불가이며 수평 음파전달속

도값은 30 cm 깊이에서 1,763.60 m/s로 측정되었다(그림 5-2-2-13, 표 

5-2-2-28).

④ 16HZT-P07

16HZT-P07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1,550.65~1,695.97 m/s 범

위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566.30~1,701.48 m/s범위이다(그림 

5-2-2-13, 표 5-2-2-29).

⑤ 16HZT-P08

16HZT-P08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70 cm 깊이에서 1,735.75 

m/s 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30 cm에서 1,659.71 m/s, 70 cm에서 

1,736.54 m/s이다. 나머지 구간에서는 측정불가이다(그림 5-2-2-14, 표 

5-2-2-30).

⑥ 16HZT-P09

16HZT-P09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1,549.69~1,663.75 m/s 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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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543.78~1,670.92 m/s범위이다. 90 cm 이상의 

깊이는 측정이 불가하였다(그림 5-2-2-14, 표 5-2-2-31).

⑦ 16HZT-V01

16HZT-V01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30~110cm 까지 

1,518.39~1,736.60 m/s 범위이고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505.43~1,726.56 

m/s범위이며 타구간은 측정불가 하였다(그림 5-2-2-15, 표 5-2-2-32).

⑧ 16HZT-V01A

16HZT-V01A 코어의 경우 수직 음파전달속도값은 1,666.22~1,793.11m/s 범

위이며 수평 음파전달속도값은 1,685.67~1,786.84 m/s범위이다(그림 

5-2-2-15, 표 5-2-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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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2.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6HZT-P01 코어, 우: 

16HZT-P02 코어)



- 1091 -

    

그림 5-2-2-13.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6HZT-P05 코어, 우: 

16HZT-P07 코어)



- 1092 -

    

그림 5-2-2-14.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6HZT-P08 코어, 우: 

16HZT-P09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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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2-15. 음파전달속도와 음파감쇠(좌: 16HZT-V01 코어, 우: 

16HZT-V01A 코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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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1,745.11 1,744.99 1.50 1.50

30 1,662.45 1,668.44 0.79 0.15

50 1,733.06 1,729.19 1.50 1.50

70 1,739.37 1,740.21 1.50 1.48

90 1,728.26 1,713.24 1.50 1.50

116 1,721.54 1,731.93 1.50 1.50

130 1,770.82 1,793.91 1.50 1.34

150 1,774.43 1,762.88 1.50 1.20

170 1,758.55 1,746.72 1.50 1.03

187 1,745.30 1,730.47 0.80 0.85

표 5-2-2-26. 16HZT-P0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1,721.29 1,751.66 1.50 1.50

23 1,729.76 1,746.01 1.50 1.50

50 1,735.42 1,724.82 1.50 1.50

70 1,741.77 1,729.06 1.50 1.50

90 1,722.00 1,749.54 1.50 1.50

110 1,730.47 1,715.64 1.50 1.50

130 1,721.29 1,745.30 1.50 1.50

150 1,746.01 1,723.41 1.50 1.50

170 1,724.11 1,753.78 1.50 1.50

190 1,735.42 1,722.70 1.50 1.50

210 1,724.82 1,737.53 1.50 1.50

228 1,740.36 1,727.65 1.50 1.50

250 1,748.84 1,723.41 1.50 1.50

270 - - - -

287 1,717.76 1,713.24 1.50 1.50

297 - - - -

표 5-2-2-27. 16HZT-P02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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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 - - -

30 - 1,763.60 - 1.50

50 - - - -

70 - - - -

76 - - - -

표 5-2-2-28. 16HZT-P05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1,593.31 1,605.08 0.32 0.49

27 1,566.40 1,566.40 1.33 0.84

50 1,601.12 1,586.14 1.28 1.44

111 1,550.65 1,566.30 0.46 0.17

130 1,621.52 1,623.49 1.50 1.50

150 - - - -

177 1,695.97 1,701.48 1.46 1.50

190 1,659.64 - 1.49 -

212 - - - -

표 5-2-2-29. 16HZT-P07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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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 - - -
30 - 1,659.71 - 1.50
50 - - - -
70 1,737.75 1,736.54 1.50 1.50
90 - - - -
110 - - - -
130 - - - -
150 - - - -
170 - - - -
190 - - - -
210 - - - -
230 - - - -
250 - - - -
270 - - - -
290 - - - -
310 - - - -
321 - - - -

표 5-2-2-30. 16HZT-P08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7 1,549.69 1,543.78 0.07 0.09

35 1,663.75 1,657.21 0.90 0.92

50 1,663.29 1,670.92 0.66 0.68

70 1,573.64 1,574.59 0.82 1.04

90 - - - -

110 - - - -

130 - - - -

150 - - - -

170 - - - -

190 - - - -

210 - - - -

230 - - - -

250 - - - -

262 - - - -

표 5-2-2-31. 16HZT-P09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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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 - - -

30 1,518.39 1,505.43 0.29 0.40

50 1,736.60 1,726.56 1.50 1.50

70 1,654.45 1,647.28 1.50 1.50

90 - - - -

110 - 1,658.08 - 1.50

130 - - - -

154 - - - -

표 5-2-2-32. 16HZT-V01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깊이
(cm)

Vpv 
수직방향음파전달속도

Vph 
수평방향음파전달속도

Kpv 
수직방향음파감쇠

Kph 
수평방향음파감쇠

0 - - - -

10 1,793.11 1,786.84 1.50 1.50

30 - 1,721.84 - 1.17

50 - - - -

70 1,712.46 1,726.05 1.50 1.50

90 1,745.95 - 1.50 -

110 - - - -

130 - 1,705.92 - 1.50

143 1,719.32 1,711.63 1.50 1.50

170 1,666.22 1,686.54 1.50 1.25

190 1,683.04 1,685.67 1.38 1.50

210 1,708.40 1,696.64 1.50 1.50

229 1,709.47 1,732.61 1.47 1.50

표 5-2-2-33. 16HZT-V01A 코어 음파전달속도(m/s), 음파감쇠(dB/m/k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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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천부가스 특성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은 2016년 시추한 1개 코어 (16HZT-01) 총 1개 

시료에 대해서 실시하였다. 공기층 가스 성분 분석 결과, 분석한  메탄 농도는 22 

ppm이하로 검출되었고 에탄 이상의 탄화수소 가스는 검출되지 않았다 (표 

5-2-2-34). 이러한 결과는 분석한 코어 퇴적물내들이 탄화수소 가스를 매우 

낮게 함유하고 있다는 것을 지시한다. 

Sample No. Depth (mbsf)
Headspace 

volume (ml)
시료 부피 (ml) CH4 (ppm)

16HZT-01 Top 0 25 3 21.6

표 5-2-2-34. 공기층 가스 분석 결과

해저면 아래 퇴적물에서는 산화환원환경 조건에 따라 순차적으로 미생물들에 의

한 환원작용에 의해 유기물들이 분해된다. 일반적으로 이산화탄소를 이용한 미생물

의 메탄 생성작용 (methanogenesis)은 주로 공극수내 황산염 이온의 소모가 끝나

는 심도 (sulfate-methane transition, SMTZ)에서 시작되어 이 심도하부에서 메

탄의 함량이 급격히 증가한다 (Canfield and Thamdrup, 2009). 2016년에 채취

한 코어 16HZT-01 퇴적물내 공극수를 채취하여 황산염 이온 농도를 분석하기 않

았기 때문에  미생물의 이산화탄소 환원작용에 의해 메탄이 생성되는 SMTZ를 정

확하게 확인할 수 없다. 그러나 분석한 공기층 가스내 메탄 가스 함유량이 매우 낮

기 때문에,  코어 16HZT-01의 공기층 가스 분석 심도에서는 메탄을 생성할 수 

있는 메탄 생성작용 단계에 도달하지 못하였다.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일반적인 음향상 분류체계는 대륙사면과 분지평원을 포함하는 심해 퇴적환경에 
적합하게 고안되었다. 심해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음파가 
깊이 투과된다. 이로 인해 음향상 분류 시 표층반사파와 해저면 하부반사파의 음향
특성을 고려한 음향상을 구분하였다(예, Damuth and Hayes, 1977; Chough et al., 
1985; Pratson and Laine, 1989). 이에 비해 천부 퇴적물은 얕은 수심과 우세한 파



- 1099 -

랑 및 조류 작용에 의해 다양한 표면 구조 및 층면 구조가 발달한다. 또한, 홀로세 
동안 일어난 해수면 상승에 의해 조립질 퇴적물이 해저 표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
여, 음파가 깊이 투과하지 못한다. 따라서, 천부퇴적 환경에서는 해저면의 지형 특
성, 층면 구조의 발달여부 그리고 최상부 음향층의 특성에 기초로 음향상을 구분한
다. 본 조사에서 사용된 음향상 분류는 인접해역에서 실시된 국립해양조사원 ‘국가
해양기본도’ 사업의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기준을 참조하였다. 본 조사 해역에서 취
득된 탄성파 자료 분석에 의하면 총 6개의 음향상으로 구분된다(그림 5-2-3-1, 
표 5-2-3-1).

그림 5-2-3-1. 조사해역 음향상 분포도.



- 1100 -

음향상 

1-2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표면반사파가 뚜렷하며 하부반

사파가 발달하였는데, 희미한 층리를 보이거나 분산 되었고, 

부분적으로 변형되었거나 경사져 있다.

해석

음향상 1-1에 비해 해저면 하부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것은 

음파에너지가 깊은 곳까지 투과할 수 있기 때문이고 이는 표

층퇴적물이 상대적으로 세립지로 구성되어 있거나 덜 고화되

었음을 지시한다. 표면 하부의 서로 특성이 다른 반사파들은 

형성된 시기와 기원(퇴적작용)이 다른 여러 층의 중첩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1-3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고, 해저면 바로 아래에 판상의 투

명한 층이 넓게 분포한다. 해저면 바로 수로충진 형태의 반사

파가 놓여 있다.

해석

내부반사파가 나타나지 않는 판상의 음향투명층과 하부층

과는 강한 반사면에 의해 구분된다. 이러한 음향투명층은 해

침시 하부퇴적체의 삭박과 더불어 재동된 퇴적물이 판상의 

형태로 퇴적되어 형성되었거나 현생의 환경에서 주변해역에

서 공급된 니질퇴적물의 퇴적에 의해 형성되기도 한다.

1-8

기술 해저면은 대체로 평탄하며, 하부에 음향혼탁층이 나타난다.

해석

퇴적물내의 가스는 음파의 속도를 떨어뜨릴 뿐 아니라 많

은 음파의 산란을 야기하므로, 퇴적물내의 함유된 가스로 인

해 음향 혼탁층(acoustic turbidity)이 나타난다.

4-2

기술

해저면은 상부가 평탄한 구릉형태를 보이며, 연흔형 층면

구조가 나타나기도 함. 하부반사파들은 해저면에 평행하거나 

기울어져 발달함.

해석

구릉 상부의 평탄한 지형은 수심이 낮아 조류의 영향을 매

우 강하게 받은 것으로 해석되며, 하부에 발달한 반사파가의 

특성으로 보아 사질층과 니질층이 교호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6

기술
해저면이 전반적으로 큰 기복이 없이 평탄하지만, 작은 규

모의 골 형태가 널리 발달한다.

해석

음향상 6은 해저수로부근에서 소규모의 골 형태로 나타난다. 

이러한 음향특성은 강한 조류에 의해 침식이 일어나 형성된 국

지적인 침식지형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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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기술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크고 작은 기복의 구릉과 골로 이루

어져 있다. 뚜렷한 표면반사파의 특성을 보이며, 하부반사파

는 분산되어 있거나 희미한 층리가 관찰된다.

해석

해저면이 불규칙하고 고도차이가 크므로 퇴적물의 이동, 

퇴적에 의해 형성된 지형이 아니고, 침식작용에 의해 유래한 

것으로 해석된다. 

표 5-2-3-1 덕적군도 천부해역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의 조석은 반일주조가 우세한 왕복성 조류로 규칙적으로 1일 2회의 

창조류와 낙조류가 일어나며 그 조류의 방향은 대체로 조수로의 방향과 평행한 북

동-남서 방향이 우세하다. 조사지역의 평균조석차는 5 m이며, 대조기와 소조기의 

조차는 각각 7 m, 3 m이고, 창조류와 낙조류의 최대 유속은 각각 2.2 m/s와 3.0 

m/s이다(NORI, 2004).  조사해역은 연간 1.25 × 106 ~ 7.5 × 104 ton의 퇴

적물이 한강으로부터 유입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chubel et al., 1989, Suk, 

1989).

(나) 음향상 분포 특성

본 조사해역에는 등성이 형태를 보이는 음향상 4-2가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대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음향상 4-2의 사이에는 조수로의 지형 특성을 보이며, 

음향상 1-2와 6이 북동—남서 방향으로 나타난다. 또한 조사해역의 북서부 해역에

서는 강한 조류 등에 의해 침식된 지형의 특성을 보이는 음향상 7이 분포한다(그림 

5-2-3-1). 조사해역의 서측 외곽이세는 하부에 수로 충진형태의 내부반사파가 

나타나는 음향상 1-3이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또한 음향상 4-2가 분포하는 지역에는 음향혼탁층(Acoustic Turbidity)이 넓게 

분포한다(그림 5-2-3-2~4). 이런 음향혼탁층은 퇴적층 내부에 가스나 수분 또는 

조립한 퇴적물과 같은 매질에 의해 음파가 투과하지 못하고 산란되어 나타나는 음

향특성을 의미한다. 본 조사해역에 나타나는 음향혼탁층은 퇴적물 속에 존재하는 

유기물질의 생화학적 분해 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가스(천부가스)에 기인하는 것으

로 보고되고 있다(Park et al., 1999). 

퇴적체 내의 천부가스는 전 세계적으로 많은 지역에서 관측 및 연구되고 있으며, 

이는 해상 교량 건설, 송유관 설치, 해저케이블 공사, 해저 준설 등과 같은 해양구

조물 건설과 해양 자원 탐사 및 석유 시추 등에 장애요인이 될 수 있다. 또한 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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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서 유출되는 천부가스가 지구온난화 같은 전 지구적 환경변화에 영향을 주는 

요인이 될 수 있음이 기존의 연구에 의해 알려져 있고(Garcia-Gil et al., 2002; 

Kvenvolden, 2002), 실제로 천부가스의 주성분인 메탄의 온실 효과는 화석연료의 

사용 결과, 발생하는 같은 양의 이산화탄소의 10배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Fleischer et al., 2001). 아울러 Garcia-Gil et al.(2002)은 가스 함유 퇴적물에 

의해 나타나는 음향이상의 형태와 특성이 그 지역의 퇴적상과 퇴적환경에 의해 다

르게 나타남을 보고하였다. 따라서 천부가스에 대한 관심은 공학적인 측면뿐만 아

니라 전 지구의 환경변화와 관련된 측면에서도 그 의미가 크기 때문에 우리나라에

서도 연구가 지속적으로 진행될 필요성이 있다.

 조사해역의 천부지층 분석결과 대부분의 음향상들이 조류방향과 평행하게 북동

-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음향상 4-2의 상부에는 연흔 형태의 해저면 구

조가 나타나기도 한다. 또한 음향상 4-2 사이에 나타나는 조수로에서는 침식의 특

징을 가지는 음향상이 분포하기도 한다. 이러한 특성들을 고려했을 때 본 조사지역

에 나타나는 음향 특성은 강한 조류에 의해 지배되어 나타나는 퇴적 특성으로 해석

할 수 있다.

그림 5-2-3-2.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6HZ-203). 

그림 5-2-3-3.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6HZ-2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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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4.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6HZ-205). 

본 조사해역에 가장 우세하게 분포하는 음향상 4-2는 인접한 한강으로부터 다량

의 퇴적물의 공급과 함께 강한 조류의 영향으로 형성된 거대한 조석사주(tidal 

sand ridge)로 해석된다(그림 5-2-3-5). 

이러한 조석사주의 특성을 보이는 음향상 4-2는 남서 방향으로 향하면서 급격히 

규모가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난다(그림5-2-3-6).

그림 5-2-3-5. 고해상도 탄성파 단면에 나타나는 음향상 분포 특성

(16HZ-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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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3-6. 조사해역에 발달하는 음향상 4-2의 분포 특성.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연구지역은 서해 덕적도 연안 해역이며 내해방향으로 수심이 얕고 모래사퇴가 잘 

발달되어 있다. 또한, 경도 125°00′를 중심으로 수심 50 m 이내 지역은 어장이 

많이 형성되어 있어 탐사선이 진입 가능한 경도 124°10′~ 125°00′, 위도 

37°00′~ 37°50′지역에 대하여 해저물리탐사를 실시하고 자료를 취득하였다. 

취득한 자료는 위도 5′간격으로 동-서방향의 주측선 13개와 남-북방향의 검측선 

3개 측선이며, 2015년도 탐사자료와 함께 탄성파 단면도를 바탕으로 자료해석을 

실시하였다 (그림 5-2-4-1). 탄성파 자료 해석은 퇴적층의 경계면을 상향걸침

(onlab), 하향걸침(downlab), 상부중첩(toplab), 침식면(truncation) 형태에 의해 

구분하고 내부 반사면의 음향특성을 분석하여 주요층서로 해석하였다(Mitchum et 

al., 1977). 주요층서는 기존 연구결과에서 구분한 음향기반암을 포함한 총 5개의 

주요 층서면을 기준으로 연구지역에 나타나는 층서와 대비하였고, 퇴적단위 SU-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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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U-5 중에서 군산분지 퇴적층에서 확인되는 초기 마이오세 시기와 대비되는 퇴

적층을 제외한 총 4개의 층으로 구분하여 해석하였다 (그림 5-2-4-2, 

5-2-4-3).  

그림 5-2-4-1. 연구지역의 2차원 탄성파탐사 측선도. 녹색선은 탐사측선, 파란

색 선은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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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2.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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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3. 층서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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① 음향기반암

음향기반암 (acoustic basement)은 탄성파 단면도에서 인지할 수 있는 최하부 

탄성파 반사면으로 음향기반암의 상부 반사면은 해저면과 비슷한 강한 진폭을 나타

내며, 연속성이 좋아서 쉽게 확인이 가능하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음향기반암 상

부면은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연속성이 불량하고 기복이 매우 심

한 반사면의 특징을 보인다(그림 5-2-4-2). 중생대 백악기층으로 대비되는 음향

기반암 (KIGAM 1998)은 화산암층과 함께 중첩되어 평탄하지 않고 불규칙한 반사

면을 보이며, 복잡한 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음향기반암의 깊이는 왕복주시 약 

0.07초 ~ 1.2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 북동쪽 대륙연안으로 갈수록 심도는 얕아지

며 해저면까지 융기하여 위치하고 있다(그림 5-2-4-4). 내부 반사면은 반투명 

음향상을 보여주며 얕은 수심에 의한 강한 다중반사파들이 기록되어 나타나고 있

다. 연구지역의 중부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단층을 경계로 소분지가 독립적으

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측선의 동쪽에는 음향기반암과 나란하게 발달하고 있는 광

역부정합면 하부로 급하게 경사진 층의 내부 반사신호들이 관찰된다. 이 경사진 층

은 왕복주시 1.2초까지 발달하고 있으며 분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가장자리로 해

석된다. 이러한 2개의 분지 주변으로 고기반암이 둘러싸여 있으며 수심이 깊어지는 

남서방향으로 갈수록 퇴적층은 두꺼워지고 음향기반암은 점진적으로 깊게 분포하고 

있다(그림 5-2-4-4).

그림 5-2-4-4. 음향기반암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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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탄성파 단위층 SU-1은 서해 군산분지 또는 소분지와 같이 분지가 발달하기 시

작하는 지역에 분포하며 음향기반암과 평행하게 발달하는 광역부정합면 하부에 경

사진 층으로 나타난다. 연구지역의 중부에는 북동-남서방향으로 분지경계단층이 발

달하고 있고 남쪽으로 SU-1 단위층이 경사져서 분포하고 있다. 또한 동쪽 연안으

로 분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SU-1층은 음향기반암과 광역부정합면 사이에 두

껍게 분포하고 있다. 내부 반사면은 비교적 연속성이 좋고, 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

다. 분지 중심부는 두꺼운 퇴적층을 형성하고 있으며, 동-서방향의 압축성 구조운

동에 의한 습곡작용이 나타난다. 이것은 SU-1이 퇴적된 후 강한 지구조운동에 의

한 횡압력을 받아서 융기·삭박되어 나타나는 것으로 상부 경계면은 진폭이 강한 

부정합면으로 나타난다. SU-1 단위층내에 분포하는 단층은 습곡과 함께 수반되며 

광역부정합면까지 발달하고 있다(그림 5-2-4-3).  SU-1은 연구지역의 분지 지

역에만 분포하며 상부층은 왕복주시 0.24초에서 0.40초 사이에 분포한다(그림 

5-2-4-5). 퇴적층후는 최대 0.78초의 두께를 보이며 연구지역 동쪽 연안으로 분

지가 발달하기 시작하면서 점차 두꺼워진다(그림 5-2-4-6). 퇴적층의 연대는 에

오세-올리고세층(?)으로 대비된다(KIGAM, 1998).  

그림 5-2-4-5. SU-1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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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6. SU-1의 등시층후도. 

③ 탄성파 단위층 3 (SU-3)

탄성파 단위층 SU-3은 음향기반암 상부 또는 음향기반암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는 광역부정합면 상부에 퇴적된 층으로 상하부 퇴적층과의 구분이 뚜렷하며, 불

연속적인 평행 층리를 포함하는 혼탁한 반사면으로 나타난다. 이러한 특징은 환경

변화가 심한 육상 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으로 주로 쇄설성 퇴적물이 고르게 퇴적

되었으며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나타난다. 퇴적층의 상부면은 왕복주시 

0.22초에서 0.62초까지 분포하고 있으며(그림 5-2-4-7) 연구지역의 남서방향으

로 왕복주시 0.17초의 층후를 보이며 두껍게 형성되어 있다(그림 5-2-4-8). 

SU-3층은 연안으로 갈수록 감소하여 음향기반암에 상향 걸침하고 있다 연구지역

의 북쪽으로는 음향기반암이 융기하여 SU-3층이 박층으로 존재하거나 또는 거의 

분포하지 않아 뚜렷한 경계를 찾기가 힘들다.  퇴적층의 연대는 중기 마이오세와 

대비된다.



- 1111 -

그림 5-2-4-7. SU-3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8. SU-3의 등시층후도.  

④ 탄성파 단위층 4 (SU-4)

SU-4 단위층은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떨어지고 반투명 음향상으로 나타나며 

약한 진폭의 특징을 갖는다. 퇴적층은 연구지역에 걸쳐 비교적 평탄하게 퇴적되었

으며 연안지역으로 갈수록 얇아지며 음향기반암에 상향걸침한다. 연구지역의 북쪽

지역에는 분지경계단층이 북동-남서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분지의 침강에 따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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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의 층후가 두껍게 나타난다. 남쪽지역에는 북서-남동 방향의 단층을 따라 함

몰대의 영향으로 SU-4 상부면은 왕복주시 약 0.33초의 깊이 분포를 보이고 있다 

(그림 5-2-4-9). 층후는 최대 0.24초로 남서쪽으로 두껍게 발달하고 있으며 북

쪽으로 음향기반암의 융기부에 의해 주변지역보다 층후가 얇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그림 5-2-4-10). SU-4 단위층은 마이오세 중기의 육성층에서 플라

이오세 및 제4기 퇴적층들이 쌓이는 동안 간간히 해침을 받으면서 SU-5 단위층으

로 가면서 완전히 해성층으로 전이된다. 이러한 증거는 SU-4 내부 반사면이 연속

성이 떨어지고 산란된 음향상을 가지고 있는 반면 SU-5 내부 반사면은 연속성이 

좋고 평행 내지 준 평행한 반사면들로 해양에서 퇴적된 퇴적층의 양상을 보인다. 

퇴적층의 연대는 IIC-1X 시추공에서 시료가 회수되기 시작한 심도에서 플라이오세

와 대비하여 연장 해석하였다(KIGAM, 1998). 하지만, 플라이오세 퇴적층의 상부

면을 정확히 규명할 수 없고 플라이스토세 이후 해침과 함께 해성 퇴적층이 형성되

어 아마도 플라이오세 또는 플라이스토세(?)로 추정한다. 

그림 5-2-4-9. SU-4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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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0. SU-5의 등시층후도.

⑤ 탄성파 단위층 5 (SU-5) 

SU-5 단위층은 조사지역의 최상위 퇴적층으로 내부 반사면이 연속성이 좋고 평

행 내지 준 평행한 층리를 포함하고 있으며, 진폭이 강하게 나타난다. 이는 해양에

서 퇴적된 퇴적층의 양상을 보이며, 플라이스토세 이후 해침과 함께 서해 전지역에 

해성 퇴적층이 형성된 것으로 보고 있다(KIGAM., 1998). SU-5 층은 하부의 지

층 경계에서 물성 차이 때문에 발생하는 큰 음향 임피던스로 인하여 대부분 강한 

진폭을 보이나, 부분적으로 수평 연속성이 결여되어 수평층을 연장하여 해석하였다. 

최후 빙하기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심한 침식 작용을 받은 

후에 해수면 변화에 의한 해침과 조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Chough et 

al., 2004). 해저면은 내륙으로 갈수록 SU-5 퇴적층의 두께가 얇아지면서 융기하

여 나타나는 음향기반암에 중첩된다(그림 5-2-4-11). SU-5의 층후는 서측방향

으로 두꺼워지고 있으며 왕복주시 약 0.23초의 두께를 보인다(그림 5-2-4-12). 

음향기반암에서부터 발달한 단층이 최상부 퇴적층까지도 발달하고 있으며 한반도와 

주변지역의 지구조운동으로 단층활동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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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1. 해저면의 시간구조도.  

그림 5-2-4-12. SU-5의 등시층후도.  

(나) 연구지역 단층분포

연구지역은 서해 중앙부에 발달하고 있는 군산분지와 한반도 사이의 융기대 지역

으로 서해중부 최북단에 위치한다. 최근 5년간 지진이 자주 발생한 지역으로 규모 

4.9와 5.1의 진앙지를 포함하고 있으며 단층활동이 활발한 것으로 추정된다. 음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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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암의 깊이는 외해에서 내해로 갈수록 점진적으로 얕아지며 음향기반암에서부터 

발달한 단층대가 연구지역에 광역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site 1과 2지역은 지구조 

운동에 의한 지질변형대가 관찰이 되며 경계단층들이 발달하고 있다(그림 

5-2-4-13). 단층의 주향은 북동-남서방향과 북서-남동방향이 우세하게 발달하

고 있으며 단층에 의한 소분지와 함몰대가 분포하고 있다. 연구지역은 북중국판과 

남중국판의 충돌대가 서해를 가로질러 한반도와 연결될 가능성이 높은 지역으로 알

려져 있으며, 복잡한 지구조운동에 의해 발생하는 단층을 따라 이차 또는 삼차의 

가지단층들이 분포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그림 5-2-4-13. 연구지역의 단층 분포도. 정단층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F측선의 단층굴곡부에 역단층이 나타남. 하늘색은 2016년도 탐사측선, 파란색 선

은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의 위치. 

① Site 1

site 1지역은 백령도 남쪽 40 km 지점에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

는 2개의 단층을 경계로 소분지가 독립적으로 분포하고 있다. 또한, 측선의 동쪽에

는 광역부정합면 하부로 희미하게 경사진 층이 관찰이 되며 층서를 이루고 있다. 

이 경사진 층은 분지경계단층을 따라서 왕복주시 1.2초까지 발달하고 있으며 분지

가 발달하기 시작하는 가장자리로 해석된다(그림 5-2-4-14~15). 분지는 음향기

반암 융기대 사이로 지구(graben)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소분지의 경계에는 정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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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이 발달하고 있으며, 동쪽에 위치한 분지의 경계부에서는 점완단층(listrict fault)

의 특성을 보인다. 

동-서방향의 측선(그림 5-2-4-15A)에서 나타나는 소분지의 내부 반사면은 횡

압력에 의한 단층을 수반한 습곡구조가 나타나며 상부면은 침식·삭박되어 부정합

면을 보여주고 있다. 동쪽에 위치한 분지는 진폭이 약한 경사진 내부반사파의 형태

로 관찰되며 상부면은 광역부정합면에 의해 구분된다. 소분지를 가로지르는 남-북

방향의 측선에서는(그림 5-2-4-15B and C) 단층을 경계로 남쪽에 분포하고 있

는 음향기반암이 왕복주시 약 0.2초까지 융기하여 나타나며 소분지와 상부 퇴적층

은 단층방향인 남쪽으로 경사져서 경계단층을 따라 두껍게 나타난다. 이러한 고기

반암에 의해 분리되어 비교적 규모가 작은 독립적인 형태로 발달하고 있는 소분지

는 확장성 지구조 운동(extensional tectonics)에 의해 정단층을 따라 형성된 열개

분지로 판단되며 지질구조 특성에 따라 군산분지와 비슷한 구조발달사를 가지고 있

는 것으로 보인다. 열개분지가 형성된 이후 압축성 지구조 운동에 의한 습곡작용과 

침식·삭박으로 상부면에는 광역부정합면이 생성되었으며, 광역부정합면 상부층 이

후 해저면까지 편평하게 후열개 퇴적층(post-rift sediment)이 퇴적되었다. 분지경

계단층은 열개분지가 형성된 이후에도 상부 퇴적층을 절단하면서 해저면 하부층까

지 연결되어 뚜렷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것은 최근까지도 확장성 지구조 운동에 의

한 단층활동이 활발하게 작용하고 있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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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4. Site 1지역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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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5. Site 1지역의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3 참조. 

② Site 2

Site 2 지역은 규모 5.1 지진이 발생한 진앙지를 중심으로 북쪽방향으로 약 

15~20 km 떨어진 지점에서 단층대와 지질 변형대가 관찰되었다(그림 

5-2-4-16). 단층대를 포함한 지질변형대는 5개의 인접한 측선에서 관찰이 되었

으며 단층을 연결하여 방향성을 나타내었다.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그림 

5-2-4-17)에서 단층은 정단층(그림 5-2-4-17D, E and H)과 역단층의 운동

감각(그림 5-2-4-17F and G)을 보이는 단층으로 구분되며 단층의 주향은 서북

서-동남동방향으로 발달하다가 북서-남동방향으로 회전하여 발달하고 있다. 

그림 5-2-4-17D의 동-서 방향의 측선에서는 단층을 경계로 약 2 km 크기의 

함몰대가 나타난다. 함몰대의 중앙부에는 퇴적층이 두껍게 쌓여 있으며 단층을 따

라 수직변위와 경사각이 크게 나타난다. 함몰대의 경계단층은 정단층의 운동감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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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며 음향기반암에서부터 해저면 하부층까지 발달하고 있다. 경계단층을 기준으

로 같은 층준의 퇴적층은 함몰대와 아닌 지역에서 급격한 두께 변화를 보이고 있

다. SU—3 단위층은 단층으로서 활동하기 이전 퇴적층(prerift sequence)으로 보

이며 SU-4와 SU-5 단위층은 단층 활동 중에 퇴적된 지층(synrift sequence)으

로 해석된다. 단층의 이동시기는 중기마이오세 이후부터 발달하기 시작하여 최근까

지도 활동했던 단층으로 볼 수 있다. SU-5 단위층은 함몰대 내부에서 약 0.18초

의 층후를 보이며 두껍게 퇴적되어 있으며, 내부의 반사신호는 연속성이 좋고 강한 

진폭의 평행 층리로 나타난다. 하부층은 경계면에 상향걸침하고 있으며 왕복주시 

약 0.17초에 부정합면이 관찰된다. 서해에는 플라이스토세 이후 해침과 함께 연구 

지역을 포함한 전지역에 해성 퇴적층이 형성되었다. 또한, 최후 빙하기(LGM) 동안 

해수면 하강으로 대기 중에 노출되어 심한 침식 작용을 받은 후에 해수면 변화에 

의한 해침 영향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다(Chough et al., 2004). 따라서, 함몰대 내

에 나타나는 부정합면은 해수면이 최대로 하강했던 시기에 대기에 노출되어 침식·

삭박작용을 받았으며, 이후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해성층이 평탄하게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림 5-2-4-17F의 남-북 방향의 측선에서는 역단층의 운동감각을 보이는 단

층을 경계로 퇴적층이 굴곡져서 고각으로 해저면 하부층까지 융기하여 발달하고 있

다. 해저면 하부층까지 경계부분이 뚜렷하게 관찰이 되는 것이 아마도 최근까지도 

활동했던 단층으로 볼 수 있으며 함몰대 지역의 정단층과 남동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역단층이 나타나는 지역을 연결하여 주향이동단층으로 해석하였다. 

주향이동단층은 주변지역에 단층분절들이 발달하고 연결되면서 단층계단연결

(fault stepover) 또는 연결부의 단층굴곡(fault bend)을 형성하였을 가능성이 있

다. 연구지역의 단층을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이라고 가정 했을 시에 그림 5-2-4-

17D는 해방굴곡(releasing bend)에서 정단층을 포함하는 확장성 구조를 형성하며, 

그림 5-2-4-17F는 억압굴곡(restraining bend)에서 역단층을 포함하는 수축성 

구조를 형성한다. 이러한 주향이동 단층을 따라서 북서방향으로 인리형 분지

(pull-apart basin) 형태를 보이고 있으며, 남동방향으로는 급경사의 역단층이 만

들어낸 압축성 융기대(pressure ridge)가 나타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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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6. Site 2지역의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13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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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7. Site 2지역의 해석된 탄성파 단면도. 측선위치는 그림 

5-2-4-13 참조. 

(다) 중·자력 특성

그림 5-2-4-18, 19는 2016년 자료뿐 아니라 2011년~2016년 6년의 자료와 

가용한 자료를 모두 취합하여 도시한 프리에어 이상과 총자력 이상이다.

통합 프리에어 이상은 –19.40 mGal ~ 52.30 mGal 사이에서 변화를 보여주고 

있고, 총자력 이상은 약 –2640.00 ~ 4020.60 nT (도면은 –200 ~ 1000 nT) 사

이에서 변화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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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력 및 자력 자료에서 나타난 특징은 3장 5절의 모델링 결과에 상세히 기술하

였으며 결과를 검증하기 위해서는 대규모의 탄성파 탐사 자료 및 심부 시추 자료의 

추가가 필요한 것으로 사료된다.

그림 5-2-4-18. 2011~2016 연구지역의 프리에어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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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4-19. 2011~2016 연구지역의 총자력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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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연구지역에 대한 신기단층 존재여부 및 이들의 발달특성을 이해하고자, 선형구조

분석 및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였다. 이번 연구지역인 덕적도 일원은 최근 지진의 

발생빈도수가 높은 서해안과 접해 있으며, 특히 당진지역은 제4기 단층인 진관단층

과 굴업도 고준위 방폐장 조사에서 활성단층이 보고되었으며(Jang et al., 1996; 

Choi et al.,  2014), 중규모 지진이 당진지역 인근에서 발생하였다(그림 19). 연

구지역 인근에서 중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주로 주향이동단층에 의한 지진이였지

만 몇몇 지역에서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이중 주목할만한 점은 대부분 

포컬메커니즘의 nodla plane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이며, 이는 내륙에서 주로 발달

하는 선형구조와 유사하다. 

연구지역에서 발달하는 선형구조는 대부분 북북서-남남동 방향이지만 발달하는 

단층의 주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다. 덕적도에서 뚜렷한 북서-남동 방향의 선형구

조가 관찰된다. 연구지역 인근에서 중규모 지진이 발생하였고 주로 주향이동 단층

에 의한 지진이지만 몇몇 지역에서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발생하였다. 포컬 메커니

즘의 대부분의 Nodal plane은 북북동 방향이고 이것은 내륙에서 주로 발달하는 선

형구조와 유사한 방향이다. 덕적도와 대이작도에서 몇몇 역단층이 발견되었으며, 이

들은 주로 북서-남동 방향의 정단층이 재활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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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1. 한반도 주변에서 얻어진 포컬 메커니즘과 수평최대주응력 방향

(P-axis). 연구지역 인근에서 N-S방향과 NNE-SSW 방향의 단층면을 보여주

는 포컬 메커니즘 분석을 통해 NE-SW, ENE-WSW 방향의 수평최대주응력을 

도출할 수 있다 (from www.eas.slu.edu).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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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지진 (모멘트) 특성

지진자료로부터 지진발생기구를 구하기 위해서는 지진자료 초동 신호를 이용한 

단층면해 이용하는 방법과 지진파형을 모델링하는 모멘트텐서 방법이 있다. 국지적

인 범위에서 지진 신호가 뚜렷할 경우 간단한 단층면해를 이용한 방법을 통해 구할 

수 있으나, 현재는 정확한 규모 산정과 지진 특성을 함께 구할 수 있는 모멘트텐서 

역산 방법이 주로 사용되고 있다.

그림 6-2-1은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비교적 규모가 큰 주요 지진의 

지진발생기구를 나타낸 그림이다. 전명순 과 전정수(2010)의 1936년부터 2007년

까지의 28개의 지진자료, 신진수외(2014)의 2000년부터 2014년까지의 62개 지

진자료와 본 연구에서 구한 8개의 지진자료를 이용하였다. 이중 중복되는 8개 지진

을 제외한 90개 지진의 지진발생기구를 구하였으며, 서해지역에서의 단층면해를 표

시한 것이 그림 6-2-1이다. 그림에서 적샌 단층면해는 적색으로 표시하였다. 한반

도 및 인근에서 발생하는 대부분의 지진은 주향이동 단층 운동에 다소의 역단층 운

동 성분이 포함된 지진발생기구를 보여준다. 일부 역단층 및 정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발생기구도 보이나 이는 지역적인 현상으로 해석된다.

같은 유라시아판내 지역인 중국 북동부의 경우 다소의 역단층 운동이 첨가된 주

행이동 단층의 특성을 보여 주며, 주응력 방향도 서해해역에서와 매우 유사하다. 이

와 대조적으로 일본부근에서는 역단층 운동에 의한 지진이 주로 발생하며, 주응력

방향이 서북서-동남동 방향을 보여 차이를 보이고 있다. 이는 일본의 경우 유라시

아판 밑으로 침강하는 태평양판의 운동에 기인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한반도 

및 중국 북동부는 태평양 판의 침강에 의한 영향 뿐만 아니라 서남쪽에서 충돌하는 

인도 판의 영향도 받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 1127 -

그림 6-2-1. 한반도 및 인근 해역에서 발생한 1932년부터 2015까지 발생한 주

요 지진의 지진발생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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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지진 지역

최근 한반도와 주변 해상에서는 크고 작은 규모의 지진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지진은 동일본 대지진 이후로 쌓여있던 응력(stress)이 해소되면서 또 다른 지역에 

응력이 쌓이는 효과를 나타내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주변국가들을 긴장시키고 

있다. 한반도를 포함한 동아시아의 지질구조는 고생대 말부터 시작하여 신생대에 

걸쳐 여러번의 지각변동에 의해 매우 복잡한 지질구조를 형성하고 있다. 특히, 연구

지역인 서해 중부에는 후기 고생대에서 초기 중생대 시기 사이에 북중국 지괴와 남

중국 지괴의 충돌로 인해 생성된 친링-다비-수루 충돌대가 서해 퇴적분지를 가로

질러 한반도와 연결될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Ree et al., 1996;Chough et al., 

2000). 또한, 중력자료를 바탕으로 서해의 북동쪽에는 함몰대가 분포하며 동쪽 가

장자리를 따라서 주향이동단층이 존재한다고 보고하고 있다(Hao et al., 

2007;Zhang et al., 2007;Chang et al., 2012). 서해에는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

괴의 충돌과 관련하여 다양한 구조지질모델들이 제시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도 뚜렷

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고 있다.

연구지역은 서해 중부 최북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충돌대와 관련하여 복잡

한 지질구조들이 나타날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주향이동단

층에 의한 지질학적 특성은 중국 티벳의 쿤룬 단층지대에서 유사성을 찾아볼 수 있

다(그림 6-3-1).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 지배적인 영향을 받고 있는 

쿤룬 단층 지대는(Kunlun Fault Zone) 북부 티벳의 주요 지구조 경계이며, 고생대 

봉합대이다(Tapponnier et al., 2001; Bian et al., 2004). 이 단층 지대를 따라서 

지난 100년 동안 진도 7.0(M>7.0) 이상의 커다란 지진이 5차례나 발생할 정도로 

지진활동이 활발한 지역이다. Fu and Awata (2007)은 디지털 지형정보(SRTM 

DEM) 자료를 이용하여 쿤룬 단층대 주변을 해석하였으며, 좌수향 주향이동단층을 

따라서 투오수 호수 분지(Tuosu lake basin)와 마지 설산(Maji snow mountain)

이 형성되었다고 하였다.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을 경계로 단층의 해방굴곡

(releasing bend)과 억압굴곡(restraining bend)에서 인리형 분지(pull-apart 

basin)와 압축성 융기대(pressure ridge)가 발달되었음을 SRTM 음영기복도 이미

지에서 확인할 수가 있다(그림 6-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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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3-1. 주향이동단층대에서 나타나는 지질특성을 (1)연구지역과 (2)쿤룬 

단층대에서 비교. 

현재 한반도 및 주변지역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거의 수평에 가까운 압축력

이 작용하고 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인장력이 작용하고 있다(Choi et 

al.,2012;Hong and Choi, 2012). 이러한 원인은 한반도가 속해있는 유라시아 판

(Eurasian Plate) 하부로 태평양판(Pacific Plate)과 필리핀판(Phillipine sea 

Plate)이 섭입하는 수렴대와 인도판(Indian Plate)의 충돌대의 영향으로 수평 횡압

력이 작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연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들을 살펴보면 

단층의 주향은 북동-남서방향과 북서-남동방향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최대

주응력방향과 대체로 일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다. 

Hong and Choi (2012)의 단층면 분석에 의하면 서해는 주향이동단층에 의한 

지진이 대부분이며 일부 정단층에 의한 지진이 서해 중부에서 관측된다고 하였다. 

이 정단층의 주향은 주응력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북북서-남남동 방향

의 인장력에 의해서 발생한다고 해석하였다. 또한, 2014년에 발생한 규모 5.1 지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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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단층면 분석에서 정단층 성분을 포함하는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발생한 것으로 

확인이 된다(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4). 이러한 지진이 발생하는 원인으로는 서해 

연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소분지, 함몰대 및 융기대의 경계단층에서 상대적으로 

응력의 집중이 쉽게 일어나는 취약대로 작용하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한다. 연구지

역은 다른 지역보다 단층의 빈도가 매우 높고 복잡한 구조로 발달하고 있다. 또한 

연구지역 동쪽에는 분지가 발달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며, 분지를 따라서 규모가 큰 

경계단층이 분포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하지만, 위도 5분 간격의 광역적인 탐

사와 해양환경의 제약으로 한 두 측선에서 발견되는 단층들을 연결하여 방향성 및 

규모를 파악하기에는 어려운 실정이다. 따라서, 연구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단층대 

및 지질변형대를 중심으로 추가탐사를 통해 뚜렷하게 규명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림 6-3-2.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단층과 응력장을 표시한 음향기반암 상부면의 

시간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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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 달성도 및 관련 분야 기여도

제 1 절 목표 달성도

1. 연도별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구분 연구 개발 목표 연구개발 내용

1차년도
(2011)

 ․ 부안 주변 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2차년도
(2012)

 ․ 영광 주변 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3차년도
(2013)

 ․ 목포 주변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 서해 남부 도면집 발간

4차년도
(2014)

 ․ 보령 주변 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5차년도
(2015)

 ․ 태안 주변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6차년도
(2016)

 ․ 덕적도 주변해역 
   연안지질 위험요소 파악

 ․ 육상 연안 단층 및 구조선 연구
 ․ 지진 분석 및 지진원 특성 연구
 ․ 해저면 특성 연구
 ․ 천부/심부 지질구조 연구
 ․ 서해 중부 도면집 발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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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계량형 목표 달성

구분 년도 성과목표
목표치
(건)

달성치
(건)

비고

성과목표
합계

2011.05
~

2017.07

4,500km2 조사⦁관측
3000 line-km 조사⦁관측

1
1

1
1

도면작성 1 (set) 1 (set)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정책제안 (자료제공) 3 5
국내특허(출원/등록) 0/0 7/3
국제특허(출원/등록) 0/0 6/1

논문(SCI/비SCI) 3/3 4/6

1차년도
2011.05

~
2012.04

1,500km2 조사⦁관측 1 1
도면작성 1 (set) 1 (set)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정책제안 1 0

국내특허(출원/등록) 0/0 0/0
국제특허(출원/등록) 0/0 0/0

논문(SCI/비SCI) 1/1 1/1

2차년도
2012.05

~
2013.04

1,500km2 조사⦁관측 1 1
도면작성 1 (set) 1 (set)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정책제안 1 0

국내특허(출원/등록) 0/0 0/0
국제특허(출원/등록) 0/0 0/0

논문(SCI/비SCI) 1/1 2/2

3차년도
2013.05

~
2014.04

1,500km2 조사⦁관측 1 1
도면작성 1 (set) 1 (set)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정책제안(자료제공) 1 1
국내특허(출원/등록) 1/1 3/0
국제특허(출원/등록) 0/0 1/0

논문(SCI/비SCI) 1/1 0/0

4차년도
2014.05

~
2015.05

1,000 line-km 조사⦁관측 1 1
1~3차년도 종합도면 및 도면작성 1 (set) 1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자료제공 1 1

국내특허(출원/등록) 1/1 2/1
국제특허(출원/등록) 1/1 3/0

논문(SCI/비SCI) 2/5 1/0

5차년도
2015.05

~
2016.03

1,000 line-km 조사⦁관측 1 1
도면작성 1 (set) 1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자료제공 1 1

국내특허(출원/등록) 1/1 2/1
국제특허(출원/등록) 1/1 1/0

논문(SCI/비SCI) 2/5 0/2

6차년도
2016.04

~
2017.07

1,000 line-km 조사⦁관측 1 1
4~6차년도 종합도면 및 도면작성 1 (set) 1

데이터베이스 구축 1 1
자료제공 1 2

국내특허(출원/등록) 1/1 0/1
국제특허(출원/등록) 1/1 1/1

논문(SCI/비SCI) 2/5 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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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관련 분야 기여도

본 연구는 우리나라 최초의 연안에 대한 지질 위험요소에 관한 연구로 기존의 연

구가 매우 미흡한 관계로 주로 기초적인 조사 및 관측 위주로 수행되었다. 따라서 

대표적인 연구 실적은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관련 도면집 및 데이터베이스로 국

가의 기본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따라서 본 연구의 자료 및 결과는 정부의 효율적인 해양영토 관리에 필요한 주요 

정책 수립에 필요한 자료가 될 뿐만 아니라 대형 국책사업과 관련된 산업계 및 관

련 분야의 학문적 연구 등에 이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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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 성과의 활용계획

▶ 효율적인 해양영토 활용의 국가 정책 수립

그림 5-1-1은 본 연구의 대표적인 결과인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관련 도면집 

예와 및 데이터베이스를 보여주고 있다. 이는 국내 최초로 연안지역에 존재 가능한 

지질 위험요소에 집중된 결과로 해양영토의 효율적인 활용을 위한 국가 정책 수립

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1-1. 서해 연안지질 위험요소 연구 도면집 및 데이터베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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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

1995년 일본 고베 대지진 이후 1997년 우리나라에서 최초로 지진재해도가 작성

되었고, 2008년 지진재해대책법에 근거하여 국가지진위험지도가 5년마다 작성되게 

되어 2012년 최초로 국가지진위험지도가 제작되었다. 그러나 정확한 국가지진위험

지도가 작성되기 위해서는 그림 5-1-2에서 보는 바와 같이 지진목록 뿐만 아니라 

전국의 활성단층지도 및 광역시의 지반 정보가 필수적임에도 불구하고 2012년 작

성된 국가지진위험지도는 지진목록만으로 작성되어 내진설계의 기준이 되기에는 부

족한 실정이다. 

2016년 경주 지진 이후 정확한 국가지진위험지도 작성을 위한 기초자료 확보 차

원에서 육상지역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이 계획되고 있지만, 해상지역은 논의에서 

제외되고 있는 실정이다. 본 연구의 결과는 해상지역의 활성단층 지도 제작의 기초

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그림 5-1-2. 국가지진위험지도 제작에 필요한 요소.

▶ 협업기관과의 협력

우리나라 해상에서의 지구물리 연구는 1990년 초중반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

해2호, 국립해양조사원의 해양2000호, 한국해양과학기술원의 온누리호가 우리나라 

관할해역에서 활동을 시작하면서 본격화 되었다고 볼 수 있다. 지금까지 이러한 자

료들은 각 기관별로 취득, 관리 되어 중복성의 문제 등 국가 재원의 낭비를 초래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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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면도 있었다. 

향후 국가 차원에서 이러한 자료의 통합 관리는 국가적으로 매우 중요한 사안이

며 본 연구의 결과는 다른 협업기관의 자료와 비교, 검토되어 각 협업기관에 필요

한 사항을 충족시킬 뿐만 아니라 국가 차원의 자료 통합 시스템의 구축에 활용될 

수 있다.

▶ 학문적 연구

우리나라는 지질학적으로 안전한 지대에 놓여 있다고 알려져 있지만, 특히 2011

년 동일본 대지진 이후 국내 지진 규모 순위 상위 10개 중 5개가 발생하여 지질 

안정성에 대한 경각심이 부각되고 있다.

본 연구 결과 특히 지하구조 파악에 필수적인 탄성파 탐사 자료 등은 이러한 지

진의 발생 지역 및 지진의 원인 규명뿐만 아니라 한반도 전체의 지구조 연구 등에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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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연구 과정에서 수집한 해외 과학기술 정보

해당 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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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연구 개발성과의 보안등급

해당사항 없음



- 1139 -

제 8 장 국가과학기술종합정보시스템에 등록한 연구시설·장비현황

구입 

기관

연구시설/

연구장비명

규격

(모델명)
수량 구입 연월일

구입 가격

(천원)

구입처

(전화번호)

비고

(설치장소)

NTIS장비

등록 번호

지자연 해상 자력계 시스템 SeaSPY 1 2012/10/22 30,361 Marine magnetic system 탐해2호 NFEC-2013-02-175233

지자연 지오일 액티브 섹션 GeoEel 1 2014/10/27 34,009 Geometrics 탐해2호 NFEC-2014-11-193537

지자연 해저면 영상측정기 개발장비 1 2015/03/01 45,848 오션테크 탐해2호 NFEC-2015-07-204044

지자연
고해상 탄성파 

스트리머
GeoEel 2 2015/12/22 68,946 Geometrics 탐해2호

NFEC-2016-01-206970

NFEC-2016-01-207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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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연구 개발과제 수행에 따른 연구실 등의 안전 조

치 이행 실적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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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연구 개발과제의 대표적 연구 실적

번호

구분

(논문/

특허)

논문명/특허명

/기타

소속

기관명
역할

논문 게재지/

특허 국가

영향력 

지수

논문 게재일

/특허 등록일

사사
(단독/
중복)

특기 

사항

1 도면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도면집 지자연
2 DB 연안지질 위험요소 관련 데이터베이스 지자연

3 논문 Gravity and geoid model in South Korea and its vicinity by spherical 
cap harmonic analysis 지자연 주저자 Journal of 

Geodynamics 2011/09/04 중복 SCI

4 논문 퇴적암 내의 지질구조가 비탈면 안정성에 미치는 영향 : 대구 북서부 
지역의 예 부경대 주저자 The Journal of 

Engineering Geology 2012/03/19 단독 등재

5 논문 석회동굴 내 동굴생성물의 파괴특성을 이용한 고지진 연구 : 경북 울진 
성류굴의 예 부경대 주저자 지질학회지 2012/05/23 단독 등재

6 논문 Characteristics of the East Asian summer monsoon in the South Sea 
of Korea during the Little Ice Age 지자연 주저자 Quaternary 

International 2012/07/21 단독 SCI

7 특허 해상 중력 측정 자료의 처리방법 및 이를 위한 처리장치 지자연 주발명 한국 2014/07/01 단독 등록

8 특허 Coring system including tensiometer and method of deciding 
accurate coring using the same 지자연 주발명 미국 2014/04/16 단독 출원

9 특허 Method for processing marine gravity data and Processing apparatus 
therefor 지자연 주발명 미국 2014/07/23 단독 출원

10 특허 Method for processing marine magnetic data and Processing 
apparatus therefore 지자연 주발명 미국 2014/07/23 단독 출원

11 논문
Revisiting the origin of organic matter and depositional environment
of sediment in the central Ulleung Basin, East Sea since the late
Quaternary

지자연 주저자 Quaternary 
International 2014/09/02 중복 SCI

12 논문 변산반도 일원의 지질구조 분석을 통해 도출된 고응력장 변화 지자연 주저자 지질학회지 2015/03/14 단독 등재
13 특허 시추부 경사를 감안한 시추시스템 및 이를 이용한 심도 보정 방법 지자연 주발명 한국 2015/06/11 단독 등록
14 특허 수진기의 수심조절 기능을 갖는 해상 탄성파 탐사장치 지자연 주발명 한국 2016/01/28 단독 등록

15 특허 Sediment Coring Apparatus for Preventing Loss and Disturbance of 
Sample in Core 지자연 주발명 미국 2016/04/26 중복 등록

16 특허
Method and system for measuring total earth’s magnetic field for 
oceanmagnetic survey through elimination of geomagnetic 
disturbance andrecording medium therefor

지자연 주발명 호주 2016/12/07 중복 출원

17 논문 A Simple Method of Correction for Profile-Length Water-Column 
Height Variations in High-Resolution, Shallow-Water Seismic Data 부경대 주저자 Ocean Science 

Journal 2017/02/23 중복 SCI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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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기타 사항

해당사항 없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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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⑥ 12HZT-SF02H
	⑦ 12HZT-SF02L
	⑧ 12HZT-SF03H
	⑨ 12HZT-SF03L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음향상
	(나) 음향상 분포 특성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① 음향기반암
	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③ 탄성파 단위층 2 (SU-2) 
	④ 탄성파 단위층 3 (SU-3)
	⑤ 탄성파 단위층 4 (SU-4)
	⑥ 탄성파 단위층 5 (SU-5) 

	(나) 중력 특성
	(다) 자력 특성



	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나. 지진 특성
	다. 연근해의 해저지형
	라. 해저절벽
	(1) 해저절벽 주변 시추 퇴적물 특성
	(2) 해저절벽 주변의 탄성파 특성



	제 3 절 2013년 연구 내용 (목포 해역)
	1. 서 론
	2. 광역지질
	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나. 지질특성
	(1) 선캠브리아기
	(가) 편암류 (PCEjs)
	(나) 화강편마암 (PCEgrgn)

	(2) 옥천층군 (ogs)
	(3) 중생대
	(가) 쥬라기
	① 엽리상 화강암 (Jfgr)
	② 흑운모화강암 (Jbgr)

	(나) 백악기
	① 안산암 및 안산암질 응회암 (Kiv)
	② 유문암 및 유문암질 응회암 (Kav)
	③ 안산암 (Kan)
	④ 사암 및 이암 (Knas)
	⑤ 사암 및 응회암 (Knst)
	⑥ 우항리층 (Knuh)


	(4) 제4기 충적층 및 매립지 (Qa, Qr)

	다. 선형구조 분석
	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해남군 및 진도군: 내륙지역)
	(가) Site 1 (송평 해변)
	(나) Site 2 (증의 분교 주변) 
	(다) Site 3 (한자리 일대) 
	(라) Site 4 (외입리 일대) 
	(마) Site 5 (오시아노 해수욕장 주변) 
	(바) Site 6 (진도읍 해안도로)
	(사) Site 7 (원포리 해안노두)
	(아) Site 8 (의신면 금갑해변)
	(자) Site 9 (동령개 해안노두)

	(2) 중점연구지역 – 2 (신안군 일대: 도서지역)
	(가) 자은도
	(나) 암태도
	(다) 팔금도
	(라) 안좌도
	(마) 장산도
	(바) 하의도, 신의도
	(사) 도초도
	(아) 비금도


	마.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특성

	4. 지진
	가. 이동식 지진관측망 운영
	(1) 이동식 관측소 부지 선정
	(2) 관측소 설치 및 운영

	나. 자료처리 및 인공지진 식별

	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나) 소형선박 항측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나) 자료 분석
	① 입도분석
	② 물성분석
	③ 음향분석
	④ 가스 분석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① 흑산 해역
	② 장산도 해역

	(나) 자료처리
	① 포맷 변환(Format Transformation)
	② 뮤팅(Muting)
	③ 이득 조절(Gain Recovery)
	④ 필터링(Filtering)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다)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라) 발파지연 보정(Linear Moveout Correction) 
	(마) 트레이스 편집(Trace Edit)
	(바) 주파수 필터(Frequency Filter)
	(사)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WEMR)
	(아)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자) 곱풀기(Deconvolution)
	(차)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카) 구조보정 (Migration)
	(타) 자료 출력(Data Output)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②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나) 특이 지형
	(다) 장산도 해역 지형
	(라) 외연도 해저지형

	(2) 퇴적물 특성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3HZT-P01
	② 13HZT-P02-1
	③ 13HZT-P04
	④ 13HZT-P05
	⑤ 13HZT-P06

	(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① 13HZT-P01
	② 13HZT-P02-1
	③ 13HZT-P04
	④ 13HZT-P05
	⑤ 13HZT-P06

	(다) 천부가스 특성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음향상
	(나) 음향상 분포 특성

	(4) 심부 지질구조
	(가) 목포 연안 스파커 탄성파 자료 분석
	(나) 에어건 탄성파 자료 분석
	① 음향기반암
	② 탄성파 단위층 4 (SU-4)
	③ 탄성파 단위층 5 (SU-5) 

	(다) 중·자력 특성



	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나. 지진 특성
	다. 특이 해저지형의 지질학적 위험요소
	(1) 모래파
	(2) 암반 노출
	(3) 특이 해저지형과 천부가스

	라. 군산분지 경계 단층


	제 4 절 2014년 연구 내용 (보령 해역)
	1. 서 론
	2. 광역지질
	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나. 지질특성
	(1) 선캠브리아기
	(가) 준편마암
	(나) 화강암

	(2) 고생대
	(가) 변성퇴적암
	(나) 태안층군

	(3) 중생대
	(가) 섬록암
	(나) 화강암
	(다) 퇴적암류
	(라) 화산암류


	다. 선형구조 분석
	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안면도 고남면 및 안면읍 해안)
	(가) Site 1 (뒷섬 일대)
	(나) Site 2 (누동리 일대) 
	(다) Site 3 (샛별 해수욕장)

	(2) 중점연구지역 – 2 (보령 일대)
	(가) Site 1 (학성리 일대)
	① QV-1
	② QV-2
	③ QV-3
	④ QV-4

	(나) Site 2 (신보령 1, 2호기 화력발전소 인근)
	(다) Site 3 (송학리 일대)
	(라) Site 3 (채석장)

	(3) 중점연구지역 – 3 (서천군 일대)
	(가) Site 1 (마량포구 일대)
	(나) Site 2 (띠섬 일대)
	(다) Site 3 (당정리 일대)
	(라) Site 4 (월포리 일대)


	마. 연구지역의 지질구조 및 변형사

	4. 지진
	가.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활동
	(1) 백령도 지진
	(2) 외연도 (보령 앞바다) 지진


	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나) 소형선박 항측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나) 자료 분석
	① 입도분석
	② 물성분석
	③ 음향분석
	④ 가스 분석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① 보령 지역
	② 외연도 지진 지역
	③ 해저절벽 지역

	(나) 자료처리
	① 보령 지역
	② 외연도 지진 지역
	③ 해저절벽 지역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② 발파지연 보정(Linear Moveout Correction) 
	③ 트레이스 편집(Trace Edit)
	④ 주파수 필터(Frequency Filter)
	⑤ 다중반사파 제거기법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⑥ 참진폭 회복(True Amplitude Recovery)
	⑦ 곱풀기(Deconvolution)
	⑧ 속도 분석(Velocity Analysis)
	⑨ 라돈 필터 (Radon filter)
	⑩ 구조보정 (Migration)


	(7) 중력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프리에어 이상 (Free-air anomaly)
	② 프리에어 이상 자료취합 (Compilation)
	③ 부우게 이상 (Bouguer Anomaly)


	(8) 자력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총자력이상 (Total Magnetic Intensity Anomaly)
	② 자력자료 취합 (Compilation)



	나.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특성
	(1) 해저면 특성
	(가) 광역 해저지형
	(나) 특이 지형

	(2) 퇴적물 특성
	(가) 입도 및 물성 특성
	① 14HZT-P01
	② 14HZT-P02
	③ 14HZT-P03
	④ 14HZT-P05
	⑤ 14HZT-P07
	⑥ 14HZT-P09
	⑦ 14HZT-P10
	⑧ 14HZT-P11

	(나) 퇴적물의 음향특성 
	① 14HZT-P01
	② 14HZT-P02
	③ 14HZT-P03
	④ 14HZT-P05
	⑤ 14HZT-P07
	⑥ 14HZT-P09
	⑦ 14HZT-P10
	⑧ 14HZT-P11

	(다) 천부가스 특성 

	(3) 천부지층 특성
	(가) 천부지층 음향상 분류
	(나) 음향상 분포 특성
	(다) 천부 퇴적 층서
	① 퇴적단위 I (Unit I)
	② 퇴적단위 II (Unit II)
	③ 퇴적단위 III (Unit III)
	④ 퇴적단위 IV (Unit IV)
	⑤ 퇴적단위의 발달


	(4) 심부 지질구조
	(가) 탄성파 층서
	① 음향기반암
	② 탄성파 단위층 1 (SU-1)
	③ 탄성파 단위층 2 (SU-2)
	④ 탄성파 단위층 3 (SU-3)
	⑤ 탄성파 단위층 4 (SU-4)
	⑥ 탄성파 단위층 5 (SU-5) 

	(나) 중·자력 특성



	6. 연안지질 위험요소
	가. 육상지역의 신기구조운동
	나. 지진 (모멘트) 특성
	다. 해저면 위험요소
	라. 해저절벽
	(1) site 1
	(2) site 3
	(3) 스파커 자료와 멀티빔 자료
	(4) 결론

	마. 보령지진 지역
	바. 서격렬비열도 지진 지역


	제 5 절 2015년 연구 내용 (태안 해역)
	1. 서 론
	2. 광역지질
	3. 육상지질
	가. 연구방법
	나. 지질특성
	(1) 선캠브리아기
	(가) 경기편마암복합체
	(나) 서산층군

	(2) 중생대
	(가) 남포층군
	(나) 대보화강암류
	(다) 불국사관입암류

	(3) 제4기 충적층

	다. 선형구조 분석
	라. 야외지질조사
	(1) 중점연구지역 - 1 (당진시 북부 해안 및 태안군 이원반도)
	(가) Site 1 (당진시 교로리 왜목마을)
	(나) Site 2 (태안군 내리 만대항) 
	(다) Site 3 (태안군 내리 사목해변)

	(2) 중점연구지역 – 2 (태안군 지역)
	(가) Site 1 (태안군 의항리)
	① TA CH Site 2-1 
	② TA CH Site 2-2 
	③ ESR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토의 및 결론

	(나) Site 2 (태안군 모항리 어은돌항)
	(다) Site 3 (태안군 정죽리 갈음이해변)
	(라) Site 4 (태안군 도황리 황골선착장)

	(3) 중점연구지역 – 3 (안면도 북부)
	(가) Site 1 (태안군 승언리 두여해변)
	(나) Site 2 (태안군 승언리 두에기해변)


	마. 연구지역 주변 지진자료 및 지질구조 변형사

	4. 지진
	가. 2015년 서해 지역에서의 지진활동
	(1) 연평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1. 18)
	(2) 연평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4. 13)
	(3) 제주도 인근 해역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8. 3)
	(4) 익산 지진 모멘트 역산 결과 (2015. 12. 22)


	5. 해저 지질 및 지구물리
	가. 자료취득 및 처리
	(1) 항측자료
	(가) 탐해2호 항측
	(나) 소형선박 항측

	(2) 수심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3) 퇴적물자료
	(가) 자료 취득
	(나) 자료 분석
	① 물성분석
	② 입도분석
	③ 음향분석
	④ 가스 분석


	(4) 첩 (CHIRP)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자료 편집 (Editing)
	② 정보정 (Static Correction)
	③ 이득 조절 (Gain Recovery)


	(5) 스파커 (Sparker)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① 태안 지역
	② 해저절벽 지역

	(나) 자료처리
	① 태안 지역
	② 해저절벽 지역


	(6) 에어건 (Air-gun) 탄성파 자료
	(가) 자료취득
	(나) 자료처리
	① 취득자료 입력 (Geometry Input)
	② 발파지연 보정 (Linear Moveout Correction) 
	③ 트레이스 편집 (Trace Edit)
	④ 주파수 필터 (Frequency Filter)
	⑤ 참진폭 회복 (True Amplitude Recovery)
	⑥ 곱풀기 (Deconvolution)
	⑦ 다중반사파 제거기법 (Surface-Related Wave Equation Multiple Rejection)
	⑧ 속도 분석 (Velocity Analysis)
	⑨ 구조보정 (Migration)


	(7) 중력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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