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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해 울릉분지 가스하이드레이트 지구물리탐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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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physical studies of gas hydrate in the Ulleung Basin, East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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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약: 동해 울릉분지에서 취득된 다중채널 탄성파자료 해석에 의하면 이 지역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
존가능성을 지시하는 해저모방반사면, 탄성파침니/칼럼, 음향공백대, 증폭반사면, 가스분출 구조 등을 
포함하는 5가지 탄성파 지시자가 존재한다. 가장 대표적인 지시자인 해저모방반사면은 연구지역의 남쪽
사면의 경우 연속성이 양호하고 강한 진폭을 갖는 반면, 북쪽 중앙분지에서는 상대적으로 진폭이 약하
고 연속성이 불량하다. 반사도 감소 및 속도 풀업 특징을 갖는 탄성파 침니/칼럼구조는 중앙분지와 북동
쪽해역에 주로 분포하며 가스하이드레이트 혹은 가스유체의 부존가능성을 시사해준다. 반사강도가 약화
되어 나타나는 음향공백대는 저탁류/원양성 퇴적물이 분포하는 중앙분지에 부분적으로 발달하며, 칼럼
과 연계된 음향공백대는 북동쪽 사면저부에 주로 분포한다. 해저모방반사면의 하부에 위치하는 증폭반
사면은 연구지역의 서쪽 사면에 분포하며 강한 음의 진폭특성으로 보아 자유가스를 함유한 층으로 해석
된다. 가스분출구조는 주로 쇄설성 퇴적물이 우세한 조사지역의 남쪽 대륙사면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
하며 돔구조 혹은 폭마크 등을 수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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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넓은 지역을 대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 및 분포특성 파악을 위한 연구에는 탄성

파, 해저면 측사기 또는 다중빔 음향측심기 등을 

이용한 지구물리탐사 방법을 주로 이용하고 있다. 

특히 탄성파탐사 자료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

의 부존 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해저모방

반사면(Bottom Simulating Reflector; BSR), 음

향공백대, 벤트구조 등을 확인하는 데 매우 효과

적이다1). 그중에서 해저모방반사면은 가스하이드

레이트로 포화된 일정 깊이의 퇴적층과 그 하위에 

가스 또는 물로 포화된 퇴적층의 경계면에서 탄성

파 속도 및 밀도 차이로 인하여 극성이 역전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큰 진폭의 반사면이 해저면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말한다.2) 국내해역에

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를 위하여 1996년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 의해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2000년부터 탐해2호를 이용한 광역적인 기초탐사

가 수행되었다. 이러한 기존 연구결과 울릉분지에

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해저모방반사면, 폭마크, 가스분출구조 

등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그 이후 2005

년에 가스하이드레이트 개발사업단이 설립되면서 

체계적인 탐사연구가 시작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2005년도에 취득된 다중채널 2차원 탄성파탐사자

료의 해석결과를 기초로 동해 울릉분지에 분포하

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가능성을 지시하는 

지구물리 증거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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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원 탄성파 탐사자료가 취득되었다. 자료취득을 

위한 현장탐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탐해2호

를 이용하였으며 장비는 항측시스템, 기록시스템, 

스트리머 케이블, 음원 등으로 구성된다. 항측시

스템은 DGPS를 이용하였으며 WesternGeco사의 

TRINAV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기록시스템은 항측

시스템에서 보내온 발파신호에 따라 에어건의 발

파를 유도하고 스트리머로부터 전달된 디지털 탄

성파 신호를 자기 테이프에 기록하는 장비로서 

TRIACQ 시스템이 사용되었다. 신호의 수신을 위하

여 Nessie-3 스트리머가 사용되었다. 현장탐사 시 

적용한 탐사의 주요 자료취득 변수인 그룹 간격은 

12.5 m, 채널 수는 240 채널이며, 음원용량은 

1,035 in3을 사용하였다. 

3. 연구 결과
탄성파자료 분석결과에 의하면 동해 울릉분지에

는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가능성을 시사해주는 5가

지 탄성파 지시자가 존재한다; (1)해저모방반사면

(BSR), (2)탄성파침니/칼럼 (seismic chimney/ 

column), (3)음향공백대(acoustic blanking zone), 

(4)증폭반사면(enhanced reflection), (5)가스분출

(gas seepage) 구조(Fig. 1). 

해저모방반사면은 해저지층내에 가스하이드레

이트 부존가능성을 지시하는 대표적인 탄성파 특

징 중의 하나이며 연구해역 전반에 걸쳐 넓게 분

포한다. 이러한 해저모방반사면은 상부의 가스하

이드레이트층과 하부의 자유가스(free gas)층 사

이의 물성 차이에 의해 형성되는 강한 진폭의 반

사면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의 하부 경

계면에 해당된다.2)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해저모

방반사면은 진폭특성 및 연속성에 따라 두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우선 남쪽 대륙사면에 분포하

는 해저모방반사면은 진폭이 강하고 대체로 연속

성이 양호하다(Fig. 2). 반면, 수심이 깊은 중앙

분지로 향하면서 상대적으로 연속성이 불량하고 

진폭이 약한 특성의 해저모방반사면이 분포한다. 

울릉분지에 분포하는 해저모방반사면의 심도는 

해저면으로 부터 왕복주시 210 - 240 ms 정도이며 

수심이 깊은 중앙분지에 비하여 남쪽대륙사면에

서 10 - 20 ms 정도 깊게 나타난다.

탄성파 침니/칼럼은 퇴적층을 수직으로 가로 

지르는 굴뚝모양의 구조를 말한다(Figs. 1 and 

2). 본 연구에서는 비교적 폭이 넓고 큰 규모로 

발달한 경우를 칼럼으로 분류하고 상대적으로 좁

은 폭을 가지고 발달한 경우를 탄성파 침니로 구

분하였다. 칼럼구조의 경우 대체로 500 - 800 m의 

폭을 가지며 최대 1,000 m 이상에 달한다. 주로 

연구해역 중 북동쪽의 대륙사면 저부 및 분지에 

주로 분포한다. 반면 침니구조의 경우 폭이 400 m 

미만의 소규모로 발달하며 북쪽 분지 및 남쪽사면

에 주로 발달해 있다. 북쪽 중앙분지의 경우 층리

발달이 양호한 저탁류 퇴적층의 하부에 집중적으

로 분포한다. 조사해역에 분포하는 칼럼 및 탄성

파 침니의 내부는 음향 공백대 특징을 보여 준다. 

2차원 탄성파자료의 속도분석결과에 의하면 칼럼/

탄성파침니가 발달해 있는 지역의 경우 주변보다 

속도가 높은 특징을 갖는 반사면 풀업(pull up)특

징을 보여주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음향공백대는 탄성파단면상에서 반사강도가 감

소함에 따라 부분적으로 내부구조를 가려서 주변

에 비해 희박화(obscure) 되어 나타나는 특징을 

말한다.1) 이와 같은 현상의 주요 원인으로는 퇴적

층의 공극내부에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포함되어 

있을 경우 탄성파 단면상에서 퇴적층리구조를 희

미하게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그러나 기 연구

된 결과에 의하면 음향공백대 현상이 가스하이드

레이트의 함유에 기인하지 않고 다른 광물학적인 

혹은 퇴적학적인 특성에 의한 경우도 있는 것으로 

보고된바 있다.

탄성파 자료에 의하면 울릉분지에 분포하는 음

향공백대는 저탁류 퇴적층 및 칼럼/탄성파침니와 

연계되어 발달한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칼럼 내부

는 주변보다 낮은 반사특성을 보여준다. 이와 같

이 칼럼/탄성파침니와 연계된 음향공백대의 경우 

속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변보다 높은 속도 값

을 보여주며, 기존 연구에 의하면 상기 특성을 갖

는 내부 반사층은 풀업 구조를 보여주고 있어 주

변보다 속도가 높은 물질의 포함 가능성을 시사해

주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도 실

제로 구간속도를 계산한 결과 1710-1760 m/s 정도

로 산출되었으며 주변 속도 1500-1510 m/s 보다 

약 250 m/s 정도 높게 나타났다.3)

해저모방반사면하부에 위치하는 증폭반사면은 

주변에 비해 강한 진폭 특성을 보여주는 탄성파 

지시자이다. 연구지역의 서쪽지역 중 급경사의 대

륙사면이 끝나고 해저면 기복이 평탄한 지역으로 

전이하는 사면저부에 분포한다. 이러한 증폭반사

면은 해저모방반사면하부에 자유가스가 존재할 

때 나타나는 현상으로 강한 음의 진폭 및 저주파

수 특성으로 나타나며 상부쪽 끝단은 가스하이드

레이트 안정영역의 하부경계면에 해당된다. 이와 

같은 증폭반사면은 퇴적층의 층리를 따라 분포하

는 경향을 보여주고 있어 가스 혹은 유체의 이동

에 유리한 공극 혹은 투수율이 양호한 층리면을 

따라 이동하면서 나타나는 특징이다. 실제 연구지

역의 경우도 퇴적층리의 발달이 양호한 퇴적층 내

에서 층리면을 따라 증폭반사면이 분포하는 것을 

볼 수 있다. 또한 탄성파 자료 트레이스 복소분석

에 의한 탄성파 속성분석 결과에 의하면 증폭반사

면 특성이 나타나는 해저모방반사면하부에서 강

한 진폭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해저모방반사면

하부에 자유가스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

다. 외국의 연구에서도 해저모방반사면하부의 강

한 진폭을 갖는 부분에 자유가스가 존재하는 사실

이 보고된바 있다.3)

해저면에 나타나는 가스분출 구조는 탄성파 단

면상에서 음의 진폭 및 위로 오목한 쌍곡선 모양

을 보인다(Fig. 1). 이러한 가스분출구조는 다중

채널 탄성파 자료에서도 인지되지만 단일빔 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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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에서는 더욱 뚜렷하게 관찰된다. 울릉분지의 경

우 가스분출 구조는 주로 조사지역의 남쪽 대륙사

면지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북쪽 심해분지에

서는 인지하기 어렵다. 고해상 탄성파자료(chirp) 

및 단일빔 자료의 해석에 의하면 가스분출구조가 

우세하게 분포하는 남쪽사면 지역에는 가스분출

과 연계된 다양한 규모의 돔구조와 폭마크 등이 

다수 존재한다.

4. 토의 및 결론
탄성파자료 해석결과에 의하면 북쪽을 향하면

서 수심이 점차 증가하는 남쪽사면은 쇄설류 퇴적

층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는 지역으로 해저면에

는 가스분출구조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고해상 탄

성파 자료 및 단일빔 자료 분석에 의하면 가스분

출구조와 함께 돔구조 및 폭마크도 많이 발달해 

있어 해수중으로 다량의 가스가 방출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지역에는 연속성이 양호하고 진폭

이 강한 해저모방반사면 또한 넓게 분포한다

(Figs. 1 and 2). 해저모방반사면의 하부에는 자

유가스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주는 증폭반사면

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직 상부에는 부분적으로 

음향공백대 특성을 보여주고 있으며, 속도분석 결

과에 의하면 주변보다 높은 속도 값을 보여주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같은 높은 속도 값을 갖는 물

질의 존재 가능성을 시사해 주고 있다. 남쪽 대륙

사면 상부에서 취득된 일부 탄성파 단면의 경우 

퇴적층리를 수평으로 자르는 기둥모양의 칼럼이 

발달해 있으며 칼럼 내부에는 부분적으로 음향공

백대 특성을 갖는다. 칼럼 주변에는 단층 혹은 다

양한 규모의 단층을 수반하고 있어 가스 혹은 유

체의 이동가능성을 시사해주고 있으며 칼럼구조

가 해저면 근처까지 발달하고 있어 가스하이드레

이트 부존 가능성을 시사해준다.

서쪽 대륙사면 지역은 동쪽으로 향하면서 수심

이 급격히 증가하는 대륙사면의 저부에 해당되며, 

저탁류와 쇄설류퇴적물이 주로 분포한다. 이 지역

의 가장 큰 특징은 가스분출구조와 함께 해저모방

반사면 하부에 강한 증폭반사면이 존재한다는 사

실이다. 경사가 완만해지는 사면 저부에서 취득된 

탄성파 단면에 의하면 강한 해저모방반사면이 존

재하고 그 하부로 강한 진폭의 증폭반사면이 위치

하고 있다(Fig. 1). 특히 증폭반사면이 일정 층리

면을 따라 집중적으로 분포한 특성을 갖고 있어, 

교호하는 퇴적층 중에서 가스 혹은 유체의 이동이 

수월한 투수율 및 공극이 양호한 부분을 따라 이

동하기에 유리한 조건을 갖추고 있다고 해석된다. 

또한 해저모방반사면 상부 쪽에는 가스하이드레

이트 부존가능성을 간접적으로 지시하는 음향공

백대가 분포하며, 속도 분석결과에서도 해저모방

반사면 상부에서 높은 속도 값을 가지는 것으로 

보아 가스하이드레이트 함유가능성이 높을 것으

로 해석된다.

북쪽 중앙분지 지역은 수심이 2000 m 이상으로 

연구지역중 가장 깊은 지역에 해당되며 해저면은 

특정 지형기복 없이 평탄한 특징을 갖는다. 이 지

역 대부분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평행층리 발달이 

매우 양호한 저탁류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중

앙분지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가능성 측

면에서 볼때 저탁류 퇴적층과 연계된 음향공백대

가 특징적이며 부분적으로 다양한 칼럼 혹은 침니

구조가 발달해 있다. 분지의 북서쪽에서 취득한 

단면에서는 강한 해저모방반사면과 부분적으로 

음향공백대 특성을 갖는 배사구조가 발달해 있다. 

특히 북동쪽 해역과 유사하게 다양한 규모의 단층

이 다수 발달해 있어 가스 혹은 유체의 통로 역할

을 하기에 적당한 구조를 가지고 있다. 또한 탄성

파 속도분석 결과에서도 음향공백대 특징 및 칼럼

/침니구조 내부에서 주변보다 높은 속도 값을 가

진다. 이러한 결과는 기존의 연구에서도 언급한 

바와 같이 높은 속도 값을 보여주며 음향공백대 

특성을 갖는 부분에 지역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가능성이 매우 높을 것으로 해석된다. 실제

로 위에서 언급한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2007년도

에 수행한 심부시추에 의하면 주변보다 높은 탄성

파속도 값을 갖는 풀업 구조를 보여주며 음향공백

대 및 탄성파 침니 특징을 갖는 구간에 가스하이

드레이트가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Fig. 

3).

북동쪽 대륙사면 지역은 독도 남쪽에 위치하며 

대륙사면의 경사가 완만해 지면서 평탄한 해저면

을 구성하는 대륙사면의 저부에 해당된다. 이지역

의 경우 탄성파 지시자 특성 중 대표적인 것으로

는 다양한 규모를 갖는 칼럼을 들 수 있다. 대체

로 400-800 m 규모를 가지며 부분적으로 1 km이상

으로 발달해 있다. 이러한 칼럼의 경우 앞에서 설

명한 바와 같이 내부에 음향공백대 특징을 보여주

며 속도분석 결과에 의하면 주변보다 높은 속도 

값을 갖는 풀업구조가 잘 발달해 있다. 본 연구에

서 수행한 구간속도 분석 결과에 의하면 

1710-1760 m/s 정도로 산출되었으며 주변 속도 

1500-1510 m/s 보다 약 250 m/s 정도 높게 나타났

다. 기존의 연구 결과에 의하면 이러한 칼럼 구조

에 가스 및 유체의 이동이 집적되어 가스하이드레

이트를 발견한 사례가 여러 지역에서 보고되었

다.4)  또한 이지역의 경우 가스 및 유체의 이동 통

로 역할을 할 수 있는 단층 및 fracture가 우세하

게 발달하고 있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

성을 강하게 시사해준다.

사 사
본 연구는 지식경제부와 가스하이드레이트개발 

사업단의 연구비지원에 의해 수행된 “가스하이

드레이트 지구물리탐사 연구”사업결과의 일부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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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Five seismic indicators that imply 
the probability for the occurrence of gas hy-
drate in the Ulleung Basin. A; Bottom 
Simulating Reflector(BSR), B; Seismic chim-
ney/column, C; Acoustic blanking, D; Gas seep-
age, E; Enhanced reflections, SP; seepage.

Fig. 2. Selected seismic profile collected 

from the southern slope showing some 

seismic indicators including BSR, 

acoustic blanking, seismic chimney and 

enhanced reflections. 

Fig. 3. Gas hydrate samples recovered from the 

Ulleu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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