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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A 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distribution of gas hydrates
around a sea mound cluster on the southwestern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where the gas hydrates
were first recovered by gravity coring in 2016. Reflections with reversed polarity were discovered on
the continental slope of the acquired seismic sections. The depths of the lower bound of the gas hydrate
stability zone calculated from the heat flow data and the water temperature at the seafloor were used
to confirm that these reflections were gas hydrate related bottom simulating reflections (BSRs). This
implies that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gas hydrates in the southwestern continental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is being reported for the first time based on geophysical data. The proposed
distribution map of the BSRs related to the gas hydrates is expected to be used as significant
information for future gas hydrate surveys in the Chukchi Sea.
Key words : Arctic Ocean, bottom simulating reflection, gas hydrates, gas hydrate stability zone,
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

요약
2016년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최초로 채취되었던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해저산
군집지역을 중심으로 그 주변에 대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규명하기 위한 단일채널 탄성파 탐
사가 수행되었다. 탄성파 단면에서는 대륙사면 지역에 나타나는 반전된 위상을 가진 강한 반사 신
호를 확인할 수 있었다. 해저 지열류량과 해저면 수온을 기반으로 계산한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
영역 하부경계와의 비교를 통해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반전된 위상을 가진 강한 반사 신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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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에 따른 해저면 모방 반사면임을 확인하였다. 이는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서
부 대륙사면 지역에 대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지구물리학적 자료를 기반으로 최초로 제시한
결과이다. 제안된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지시하는 해저면 모방 반사면 분포도는 향후 해당 지
역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및 연구에 중요한 기초 참고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주요어 : 북극해, 해저면 모방 반사면, 가스하이드레이트,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 단일채널
스파커 탄성파 탐사

서

론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저온 고압의 조건에서 천연가스와
물 분자가 결합하여 형성된 고체상 화합물(Sloan and Koh,
2008)이다. 최근 가스하이드레이트는 미래의 에너지 자원
(Milkov, 2004)과 해저 지질재해의 원인 및 기후변화(Kennett
et al., 2003)에 미치는 영향 등으로 큰 관심을 받고 있다. 가
스하이드레이트는 안정조건을 만족시키는 해저대륙사면
과 극지방 영구동토지역 퇴적층에 주로 분포되어있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1997년 동해 울릉분지에
서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탐사가 시작되었고, 탄성파
단면상의 해저면 모방 반사면(Bottom simulating reflection,
BSR)과 같은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 가능성을 시사하
는 지구물리학적 지시자들이 잘 발달되어 나타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Lee et al., 2005; Kang et al., 2008; Ryu et al.,
2009).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탐지할 수 있는 지구물리탐사
방법으로는 물리검층(well logging), 탄성파 탐사, 전자기
탐사(electro magnetic survey), 다중빔 해저지형 탐사(multibeam echo sounder), 천부 해저지층 탐사(sub-bottom profiler)
및 해저면 측사 탐사(side scan sonar survey)등이 있다. 이
중 탄성파 탐사는 가장 많이 사용되는 탐사 방법으로, 탄성
파 단면에 나타나는 BSR을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여부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다. BSR은 가스하이드레
이트 안정영역(Gas hydrate stability zone, GHSZ)의 하부
경계에서 가스하이드레이트층과 자유가스층이 가지는 탄
성파 속도와 밀도의 차이에 의해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난
다(Shipley et al., 1979). 일반적으로 BSR은 강한 진폭을
가지며, 해저면 반사파와 반대의 위상을 보이고 해저면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특징을 갖는다. 하지만 가스하이드레
이트 층 아래에 자유가스가 존재하지 않거나 퇴적층의 탄
성파 속도가 빠른 경우 탄성파 단면상에 BSR이 나타나지
않을 수도 있다(Kvenvolden and Barnard., 1983). 이에 따
라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과 관련된 BSR에 대해서는
추가적인 확인과 이에 대한 분석이 요구된다. 주로 탄성파
속도정보를 활용하는 방법과 지열 및 수온 구배를 이용하
여 계산한 연구지역 GHSZ을 활용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와 관련된 BSR을 판별하는 방법 등이 있다. GHSZ을 활용
하는 경우, 계산된 GHSZ 하부경계 깊이를 탄성파 단면 내
해저면 아래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을 가진 반사면의 깊이
와 비교하여 그 깊이가 같을 때 해당 반사면은 가스하이드
레이트에 의한 BSR로 판단한다(Riedel et al., 2010). BSR
과 더불어 일반적으로 알려진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을 가
리키는 탄성파 단면상의 지시자로는 음향공백대(acoustic
blanking), 침니(chimney), BSR상부에 나타나는 강한 반
사면(strong reflector)및 하부의 증폭반사면(enhanced
reflection), 폭크마크(porkmark)등이 있다(Yoo et al., 2013).
고위도 북극 지역에 부존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는 영구
동토층과 깊은 관계가 있다고 알려져 있다(Kvenvolden et
al., 1993; Collett et al., 2011). 극지방 영구동토층은 비교
적 얕은 수심의 대륙붕 지역에서도 가스하이드레이트가 형
성될 수 있는 온도-압력 조건을 만든다(Kvenvolden et al.,
1993). 현재까지 미국 알라스카(Collett et al., 2011)및 캐
나다 보퍼트해 대륙붕 지역은 영구동토층과 연관된 가스하
이드레이트가 발견 혹은 확인된 대표적인 지역이다(Carcione
and Gei, 2004; Osadetz and Chen, 2010; Riedel et al., 2017).
그린란드 Svalbard 남동쪽 Vestana Ridge에서도 가스 플
레어(gas flare), 핑고(Pingo), 진흙화산(mud volcano)등 가
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가스분출 지질구조가 다양하게
관측되었다(Hustoft et al., 2009). 이 지역에서는 최근 다중
채널 탄성파 자료와 OBS자료를 획득하고 이에 대한 정밀
분석을 통해 Vestnesa Ridge의 속도모델과 포화도모델을
제안하고, 지형과 단층에 의해 조절되는 가스하이드레이
트의 분포형태를 제시하는 등 최신 탐사 기술을 활용한 심
도 있는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연구가 활발히 수행되고
있다(Singhroha et al., 2019). 이에 반해 척치해 및 동시베
리아해 지역은 현재까지 발표된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연
구결과 및 관련 정보가 없는 미지의 영역으로 남아있다
(Fig. 1).
극지연구소에서는 2016년 그리고 2018년 두 차례에 걸
쳐 북극 공해상의 동시베리아해(East Siberian)및 척치해
(Chukchi)대륙붕 지역을 대상으로 쇄빙연구선 아라온호
를 이용한 북극 해저환경변화 및 해저자원 부존에 대한 기
초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를 수행하였다. 2016년 1차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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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는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에 존재하는 해
저산(sea mound)구조를 발견하였고, 중력 코어링을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세계 최초로 채취하였다(Jin et
al., 2017; Kim et al., 2020). 2018년 수행된 2차 척치해저
고원 탐사에서는 남서부 대륙사면 지역에 분포하는 해저산
구조와 그 주변 지역을 대상으로 탄성파 탐사를 포함한 집
중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탐
사지역 내 분포하는 총 8개의 해저산 구조를 찾았고, 이 중
2개의 해저산 구조에서 다량의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를
채취하였다(Jin et al., 2019; Kim et al., 2020). 또한, 총 15
개 측선에 대한 탄성파 자료 및 척치해저고원 대륙붕-대륙
사면 지역에 걸친 총 5개 정점에서 해저 지열류량 및
CTD(conductivity, temperature, and depth)프로파일을 확
보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탄성파 탐사자료를 기반으로 실물 가스
하이드레이트가 발견된 척치해저고원 해저산 군집지역 및
그 주변을 대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규명하기 위
한 기초연구를 수행하였다. 획득한 단일채널 스파커 탄성
파 자료를 분석하여 역전된 위상을 가진 강한 반사 구조가
해저산 군집지역을 중심으로 대륙사면 전반에 걸쳐 해저면
아래에 널리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 해당 반사 구조
가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과 관련된 BSR로 해석될 수 있
는지를 판단하기 위해, 해당 탐사 기간 중 관측한 지열 및 해
저면 수온 값을 이용하여 GHSZ의 하부경계 깊이를 계산하
고(Miles, 1995) 이를 단면상 해저면 아래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구조가 나타나는 깊이와 비교하였다. 단
면상에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구조의 깊이가
계산한 GHSZ 하부경계 깊이와 같을 때 이를 가스하이드레
이트 부존과 관련된 BSR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탄성파 탐

사 구간 내 확인된 모든 BSR의 위치를 지도에 표시함으로
써 연구지역에 부존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지구물
리학적 근거 및 분포정보를 최초로 제시하였다.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지역 해저산
구조에서 발견된 가스하이드레이트
2016년 8월 25일부터 9월 10일, 그리고 2018년 8월 29일
부터 9월 20일까지 두 차례에 걸쳐 한국해양과학기술원 부
설 극지연구소에서는 쇄빙연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하여 북
극 척치해 척치해저고원 지역을 대상으로 급격한 기후변화
에 따른 해저 환경변화의 관측과 해저자원에 대한 기초조
사를 위한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했다. 2016년 탐사에서는
다중빔 해저지형 탐사기, 천부 해저지층 탐사기 그리고 단
일빔 수중음향 측심기 등을 활용한 해저지형탐사를 수행하
였다(Jin et al., 2017). 그 결과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
면에 발달한 높이 약 10 m 정도의 해저산 구조를 최초 발견
하였고, 해저산 정상부에서 중력 코어링을 실시하여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료 채취에 성공하였다(Jin et al., 2017). 이
는 현재까지 공식적으로 알려진 사례가 없었던 북극 척치
해저고원 지역에 부존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에 대한 새로
운 발견이다(Chuvilin et al., 2020).
Fig. 1에는 우리나라 동해 울릉분지를 비롯하여 일본의
난카이 트러프, 인도의 뱅갈만 해역 분지, 미국의 멕시코만
및 Blake Ridge, 그리고 극지방인 미국 알라스카 및 캐나다
보퍼트해 대륙붕-대륙사면 지역, 그린란드 해역, 남극 로스
해 등 현재까지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이 확인된 전 세계
모든 지역이 표시된 지도를 제시하였다. 지도 내에는 가스
하이드레이트 시추가 진행되어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가

Fig. 1. The map of global occurrences of gas hydrates (Waite et al., 20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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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된 지역(빨간색 점, Known hydrate)과 탄성파 단면상
의 BSR과 같은 간접적 가스하이드레이트 증거가 나타나
는 지역(노란색 점, Inferred hydrate)을 구분하여 표시하였
다(Waite et al., 2020). 2016년과 2018년 가스하이드레이
트를 대상으로 지구물리탐사 및 정점조사가 수행된 지역은
Fig. 1 내 검은 사각형으로 표시하였다.
Fig. 2에는 2016년 그리고 2018년에 걸쳐 획득한 다중빔
해저지형 탐사자료를 바탕으로 작성한 척치해저고원 남서
부 해저 대륙사면 지역에 대한 3차원 정밀 해저지형도를 제
시하였다. 해저지형도 가운데 검은색 박스로 표시된 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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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총 8개의 해저산 구조가 발달 되어 있음을 확인할 수 있
다. Kim et al.(2020)은 다중빔 해저지형 탐사를 통해 발견
한 총 8개의 해저산 구조를 아라온 마운드(Araon Mounds,
AM01~08)로 명명하였다. Fig. 3에서는 해저산 구조(AM01~
08)를 모두 지나는 천부 해저지층 단면과 함께 2018년 탐사
에서 중력코어링을 통해 확보한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 시
료의 사진을 제시하였다. 천부 해저지층 단면 내 붉은색으
로 표시된 ‘AM03’ 그리고 ‘AM06’ 해저산 구조는 사진으로
제시된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가 채취되었던 해저산
구조를 나타낸다.

Fig. 2. Three-dimensional bathymetry map of eight sea-mound structures found on the western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Arctic
Ocean (modified from Jin et al., 2019).

Fig. 3. Sub-bottom profiling (SBP)image for the Araon mounds structures, and the pictures for the gas hydrate samples acquired by
gravity coring for the sea-mound structures (modified from Ji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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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규명을 위한 단일채널
스파커(고주파수)탄성파 탐사

파 음원은 5,000J의 전기에너지 용량을 가지는 스파커 음
원 발생기(SIG Plus L5)로부터 생성된 고압의 전기에너지
가 선미 갑판 끝단에서 50 m 떨어진 위치의 해수면 아래 설
치된 전극(ELP100)을 통해 순간적으로 방출되어 생성된
다. 탄성파 음원은 3초의 간격으로 발생되도록 설정하였다.
음원으로부터 발생된 탄성파는 수층을 거쳐 해저 지층을
맞고 반사되어 48개 하이드로폰이 1 m 간격으로 배열되어
신호를 기록하도록 설계된 스트리머에 기록된다. 스트리
머 내 각각의 하이드로폰에 기록된 탄성파 신호는 신호대
잡음비(singal-noise ratio, S/N ratio)의 향상을 위해 다시
하나의 신호로 중합되어 운용 컴퓨터에 전송, SEG-Y 포멧
으로 저장된다. 탄성파 신호를 기록하는 수신부에는 하이
드로폰 총 48개로 구성된 스트리머 48 m, 선 내 탄성파 기록
장치 및 선미 갑판과 신호 수신부를 연결하는 lead-in 케이

2018년 탐사에서는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가 채취
된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해저산 구조들과 그 주
변 지역에 대한 지하 지질구조 및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
확인을 위해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였다. 탐사는 고압의 전
기에너지를 음파로 전환시킴으로서 수층에서 고주파수 영
역대의 탄성파 음원을 발생시키는 스파커 음원(seismic
sparker source)과 단일채널 수신기(single-channel receiver)
로 구성된 탐사 시스템을 활용하였다. Fig. 4(a)에는 2018
년 스파커 탄성파 탐사에서 활용한 탐사 시스템을 구성하
는 각각의 구성 장비와 이들 간의 연결정보를 상세히 제공
하는 탐사 시스템 모식도를 제시하였다. 탐사를 위한 탄성

(a)

(b)
Fig. 4. Schematic diagram of the seismic sparker survey: (a) diagram for the seismic system with connecting information including the
seismic sparker source, single channel receiver, recording and control parts, and (b) geometry information of the seismic survey for the
source and receiver par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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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극해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블 71 m, 스트리머 앞 그리고 뒷부분에서 작용하는 인장력
의 흡수를 위해 배치된 스트레칭 튜브 18 m, 그리고 맨 끝단
에 배치된 tail buoy 등으로 구성된다(Fig. 4(b)). 탐사 중 신
호는 2.5초 동안 0.25 ms 간격으로 기록하도록 설정하여 탐
사를 진행했다. 자료획득 시 항속 4.5에서 5노트를 유지하
며 계획된 측선을 따라 탐사를 진행하였고, 돌발적인 해빙
의 출현에는 해빙을 피해가면서 탐사를 진행했다(Jin et al.,
2019). 따라서 이로 인한 잡음이 탄성파 자료 내 포함되어
나타나는 경우가 있다.

Fig. 5. Pictures of the fieldwork for the 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 in the southwestern slope of Chukchi Plateau,
Arctic Ocean (modified from Jin et al., 20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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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에는 단일채널 스파커 탄성파 탐사 기간 중 아라온
호 후갑판에서 수신부인 스트리머를 바다로 내리는 작업
중 촬영한 사진과 탐사 진행 중 측선과 측선 사이 이동 구간
에서 전극을 정비하는 사진 그리고 탐사 진행 중 바닷물 속
전극에서 스파크가 생기며 음원을 생성시키는 장면이 담긴
현장사진을 각각 제시하였다. Fig. 6에는 모든 탄성파 측선
을 해저지형도를 배경으로 도시하였다. 해당 측선도에는
지열탐침을 통한 지열류량 관측 정점과 발견된 총 8개의 해
저산 구조의 위치, 그리고 가스하이드레이트 실물이 채취
된 위치도 함께 표시하였다. 탄성파 탐사에 대한 세부적인
정보(각 측선의 시작과 끝점 위치 및 자료획득 시간, 측선
길이, 측선 별 핑의 갯수 등)는 현장에서 기록한 야장을 바
탕으로 정리하여 Table 1에 제시하였다(Jin et al., 2019).
단일채널 탄성파 자료는 다중채널 탄성파 자료와 달리
그 특성상 탄성파 속도분석 과정을 활용하여 탐사지역 지
하 속도구조를 추정해 낼 수 없다. 또한 자료의 중합 혹은 구
조보정과 같은 탄성파 단면 작성을 위한 별도의 자료처리
과정이 필요 없다. 이번 탐사자료는 단일채널 자료로 정보
정(Static correction), 탐사 지오메트리(geometry)입력과
같이 탐사 위치 및 배열, 지형정보 등의 입력 과정과 대역통
과 주파수 필터링, 디콘볼루션 과정과 같은 자료 내 포함된
잡음을 제거하는 최소한의 과정만을 활용하여 해석을 위한
최종 탄성파 단면을 작성하였다.
Fig. 7에는 해저산 구조를 모두 지나는 북-남 방향의 탄성
파 측선 ‘ES_SP004’, 그리고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
가 채취된 해저산 구조(AM06)및 해저대륙사면을 서-동 방
향으로 지나는 탄성파 측선 ‘ES_SP007’에 대한 최종 탄성
파 단면을 제시하였다. Fig. 7(a)에 제시된 측선 ‘ES_SP004’

Fig. 6. Track-chart of the 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 on the southwestern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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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tailed information based on the field-log for each line of the single-channel sparker seismic survey in 2018 including
date, time, location of start and endpoint of the survey lines, the number of the total shot, and length of the seismic survey lines
(Jin et al., 2019)
Start of Line
Line Name
ES_SP001
ES_SP002
ES_SP003
ES_SP004
ES_SP005-1
ES_SP005-2
ES_SP006
ES_SP007
ES_SP008
ES_SP009
ES_SP010
ES_SP010T
ES_SP011
ES_SP012-1
ES_SP012-2
ES_SP013
ES_SP014
ES_SP015

Date/Time
(UTC)
2018.09.03.
00:37:28
2018.09.04.
00:33:05
2018.09.04.
03:30:25
2018.09.04.
15:56:08
2018.09.04.
18:04:00
2018.09.04.
18:50:54
2018.09.04.
19:03:12
2018.09.04.
19:26:50
2018.09.04.
22:11:06
2018.09.06.
02:32:06
2018.09.07.
02:15:44
2018.09.07.
06:16:27
2018.09.07.
06:48:48
2018.09.07.
16:35:40
2018.09.07.
18:55:10
2018.09.07.
19:31:21
2018.09.07.
22:05:42
2018.09.07.
22:31:41

End of Line

Latitude

Longitude

75°37.2213'N

170°04.3958'W

75°43.7019'N

170°20.4213'W

75°52.1405'N

169°36.1948'W

75°43.2909'N

169°49.1720'W

75°33.8511'N

169°46.3236'W

75°36.0008'N

169°59.0038'W

75°36.5507'N

170°02.1833'W

75°38.2226'N

170°04.7484'W

75°44.3855'N

169°23.8198'W

75°47.6650'N

169°47.0390'W

75°39.3552'N

170°09.0379'W

75°47.9340'N

169°01.0611'W

75°50.3288'N

169°00.6917'W

75°35.5221'N

169°31.5694'W

75°45.1615'N

169°32.9479'W

75°47.4123'N

169°38.0193'W

75°37.0887'N

169°49.4684'W

75°37.1690'N

169°41.5459'W

에 대한 탄성파 단면에서는 총 8개의 해저산 구조들, 그리
고 이들과 함께 동반되어 나타나는 음향공백대가 관측된
다. 또한 해저산 구조 및 그 주변지역의 해저면 아래 1.0초
부터 1.2초(two-way travel time, TWTT)사이 구간에서 불
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호를 확
인할 수 있다. 이는 Fig. 7(a) 우측에 제시된 확대된 그림을
통해 상세한 확인(해저면 신호와 비교하여 역전된 반사면
한국자원공학회지

Date/Time
(UTC)
2018.09.03.
02:25:35
2018.09.04.
03:30:17
2018.09.04.
06:08:26
2018.09.04.
17:59:20
2018.09.04.
18:50:15
2018.09.04.
19:03:02
2018.09.04.
19:26:39
2018.09.04.
21:56:34
2018.09.05.
00:33:54
2018.09.06.
04:17:44
2018.09.07.
06:13:04
2018.09.07.
06:43:42
2018.09.07.
09:46:16
2018.09.07.
18:08:36
2018.09.07.
19:25:57
2018.09.07.
22:03:27
2018.09.07.
22:27:45
2018.09.08.
01:33:50

No. of Length
Shots
(km)

Latitude

Longitude

75°41.5006'N

169°30.6148'W

1923

17.50

75°52.1469'N

169°36.1645'W

3039

24.85

75°45.0061'N

170°18.0729'W

2710

22.12

75°34.0290'N

169°45.3396'W

2113

18.12

75°35.9702'N

169°58.8419'W

794

7.02

75°36.5393'N

170°02.1602'W

209

1.78

75°38.2179'N

170°04.7751'W

403

3.39

75°43.4757'N

169°22.3147'W

2568

21.85

75°39.4305'N

170°03.7949'W

2449

20.57

75°43.6501'N

170°14.6720'W

1814

14.72

75°47.6861'N

169°01.6219'W

4068

34.79

75°50.1377'N

169°00.0503'W

469

4.13

75°44.3641'N

169°51.4692'W

3043

25.81

75°42.8493'N

169°32.4383'W

1859

13.70

75°47.2750'N

169°36.8911'W

627

4.33

75°37.2048'N

169°49.9111'W

3043

22.49

75°36.9908'N

169°42.4873'W

441

3.24

75°50.8190'N

169°57.9046'W

3644

27.01

의 위상 등)이 가능하다. ‘ES_SP004’ 측선은 가스하이드
레이트 시료가 해저면에서 직접 채취되었던 해저산 2개를
포함하고 있기에 단면상에 관측되는 음향공백대와 해저산
주변 지역의 해저면 아래에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호의 경우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연관이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볼 수 있다.
Fig. 7(b)에서는 실물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가 해저면에

북극해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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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Fig. 7. Seismic images including the strong reflections with reversed polarity and acoustic blanking under the sea-mound structures:
(a)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04”, which includes the total 8 sea-mound structures, and (b)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07” which contains ‘AM6’ sea-mound structure with the seismic traces for showing the polarity reversed reflection under
the seafloor.

서 직접 채취된 해저산 구조 ‘AM06’을 서-동 방향으로 지나
는 탄성파 측선 ‘ES_SP007’에 대한 최종 탄성파 단면과 해
저면 아래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면의 존재를 확인할 수
있는 탄성파 트레이스가 포함된 일부 구간에 대한 확대 단면
을 제시하였다. 단면 가운데에 해저산 구조 ‘AM06’가 위치
하며 이를 기준으로 좌·우측에서는 해저면 아래에 잘 발달

된 퇴적층과 함께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위상이 반전된 강
한 반사 신호가 관측된다. 해저산 구조 ‘AM06’ 아래에는
Fig. 7(a)에 제시된 해저산 구조에서 보였었던 경우와 같이
주변 해저지층구조를 지워내는 음향공백대가 관측된다.
‘ES_SP007’ 측선 역시 가스하이드레이트 시료가 해저면에
서 직접 채취되었던 해저산 ‘AM06’을 포함하고 있기에 관
제58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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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되는 음향공백대 그리고 해저산 주변 지역 해저면 아래에
불연속적으로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호의 경
우 또한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연관이 있을 수 있다고 볼 수
있다. 하지만, 자료 내 포함된 다량의 잡음으로 인해 해저면
아래 반사 구조에 대한 분명한 해석이 육안상으로 힘든 경우
혹은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호들이 출현하는 깊이가 근
거리 내에서 유의미한 차이를 보이는 경우 이에 대해 객관적
인 과학적 자료에 근거한 명확한 구분이 요구된다.

가스하이드레이트 안정영역(GHSZ)과의 비교분석
저온 고압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 조건을 만족시키는
구간 내에서 탄성파 단면에 위상이 역전된 강한 반사면이
해저 퇴적층에서 해저면과 평행하게 나타난 경우, 탄성파
구간속도를 확인하거나 혹은 GHSZ의 하부경계 깊이와의
직접적인 비교를 통한 추가적인 검증을 바탕으로 해당 반
사 신호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BSR임을 확인하는
절차가 요구된다. BSR은 가스하이드레이트로 채워진 해
저 퇴적층과 그 아래 가스로 채워진 퇴적층 사이 각 매질의
밀도 그리고 탄성파 속도 값의 차이에 기인하여 탄성파 단
면상에 나타나는 강한 진폭을 동반한 위상이 역전된 반사
면이다. 따라서 BSR로 의심되는 탄성파 반사 신호가 나타
나는 구간에 대해 정밀 속도분석을 통해 해당 구간 내 지하
속도 값이 일반 퇴적지층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가스하이드
레이트가 포함된 해저 퇴적지층과 그 아래 상대적으로 낮
은 속도 값을 가지는 가스가 포함된 퇴적지층이 차례로 함
께 존재하고 있는지를 확인하고, 이를 탄성파 속도값을 통
해 구분해 냄으로써 단면상의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
호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것임을 확인할 수 있다
(Yoo et al., 2013). 또는, 해당 지역에 대한 지열구배도, 가
스하이드레이트의 평형조건, 그리고 수온구배도 등을 이
용하여 하이드레이트가 해리되지 않고 고체상으로 안정하
게 부존될 수 있는 구간인 GHSZ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하
부 경계면의 깊이를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해저면과
평행하며 역전된 위상을 가지는 강한 반사 신호가 나타나
는 깊이와 직접 비교하여 해당 신호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연관된 BSR임을 증명하는 방법이 있다.
2018년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 자료는 단일채널 자료로 탄성파 속도분석을 이용한
가스하이드레이트 및 가스층에 대한 탄성파 속도의 확인이
불가능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탐사지역에 대한 GHSZ
을 계산하고, 이에 대한 하부 경계면의 깊이를 단일채널 탄
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을 가지는 강한 반사
신호가 나타나는 깊이와 직접 비교하여 가스하이드레이트
와 관련된 BSR임을 확인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2018년 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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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Bathymetric map for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Chukchi Plateau with the marked locations for five heat-flow
measurement stations during the 2018 Arctic expedition.
Table 2. The geothermal gradient based on the values for the
heat-flow measurement (mK/m) and water depth (m)on the
southwestern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Water Depth (m)
Geothermal Gradient (mK/m)

St.01
2,283
56.5

St.03
820
36.2

St.08
814
42.5

사에서 관측했던 해저 지열류량(Heat flow)관측값을 기반
으로 연구지역 지열구배도(Geothermal gradient, mK/m)
를 계산했다(Table 2). 총 5개의 지열 정점 중 이번 연구에
서는 서로 겹쳐지는 수심 영역을 제외한 3개 정점(St.01,
St.03, St.08)에 대한 지열구배 값을 사용하였다. 이와 함께
CTD를 통해 각 정점에서 측정한 해저면 수온 값을 활용하
여 Miles(1995)가 제안한 GHSZ 계산 방법에 적용, 탐사지
역에 대한 GHSZ의 두께를 계산하였다. Fig. 8에는 2018년
북극 척치해저고원 탐사 기간 중 관측했던 해저 지열류량
및 해저면 수온 측정 정점이 표시된 해저지형도를 제시하
였으며, Table 2에는 Fig. 8에 표시된 관측 정점 중 본 연구
에서 활용한 3개의 정점에 대한 수심과 지열탐침을 통해 관
측한 지열류량을 바탕으로 계산한 각 정점별 지열구배도를
표로 제시하였다.
Fig. 9에는 정점별 지열구배 값, 해저면 수온 측정 값 그리
고 이들을 활용하여 계산한 연구지역 GHSZ의 두께를 각각
Fig. 8에 제시된 해저지형도에 외삽(extrapolation)하여 작
성한 분포 지도를 제시하였다. Fig. 9(a)에는 연구지역에 대
한 지열구배 분포를 제시하였고, Fig. 9(b)에서는 연구지역
해저면 수온 분포도를 제시하였다. Fig. 9(c)에는 연구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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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대한 GHSZ의 두께(하부경계 깊이)에 대한 분포를 제시
하였다.
연구지역에 대한 GHSZ의 두께, 즉 하부경계의 깊이는
각 탄성파 단면상에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면
의 출현 깊이와 비교하여 해당 반사면이 가스하이드레이트
와 연관된 BSR인지를 검토하였다. Fig. 10에는 본 연구지
역에 대해 계산한 GHSZ 두께가 반영된 탄성파 단면들을
제시하였다. 이를 통해 해저면 아래 역전된 위상을 가지는
강한 반사구조가 나타나는 깊이와 GHSZ의 하부경계를 단
면상에서 직접적으로 비교할 수 있다. Fig. 10(a)는 GHSZ
하부경계가 표시된 탄성파 측선 ‘ES_SP004’에 대한 탄성
파 단면으로, 단면상 회색 실선으로 표시된 GHSZ 하부경
계는 1.3초에서 0.9초 사이에 나타나고 있다. 해저산 구조
들 사이 지역에서 불연속적으로 관찰되는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사 신호의 경우 회색 실선으로 표시된 GHSZ 하부
경계 깊이와 비슷한 깊이를 가지는 것으로 보인다. Fig.
10(b)에서는 GHSZ 하부경계가 표시된 측선 ‘ES_SP007’
에 대한 탄성파 단면을 제시하였다. 해당 탄성파 단면 중앙
에는 해저산 구조 ‘AM06’가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좌·우
측에는 해저면 아래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사 신호가 관측
되었다. 이는 회색 실선으로 표시한 GHSZ의 하부경계의
깊이와 비교하였고 그 깊이가 서로 일치하게 나타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c)에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실
물이 채취한 해저산 구조 ‘AM03’을 지나는 탄성파 측선
‘ES_SP010’에 대한 탄성파 단면에 GHSZ 하부경계를 함
께 표시하여 제시하였다. 단면 내 좌측에서 약 1/3지점(핑
번호 1,400지점)에는 해저산 구조 ‘AM03’이 보이며, 이를
기준으로 좌·우측에는 해저면 아래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
사 신호가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대부분 회
색 실선으로 표시한 GHSZ 하부경계 깊이와 일치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마지막 Fig. 10d에는 탐사지역 중앙부에
위치하며 남서부 대륙사면의 중간부를 가로지르는 측선
‘ES_SP015’의 탄성파 단면에 GHSZ의 하부경계 깊이를
도시하여 제시했다. 해당 탄성파 단면에서도 역시 해저면
아래 나타나는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사 신호가 불연속적
으로 다량 분포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었고, 그 깊이가 회
색 실선으로 표시된 GHSZ의 하부경계와 잘 일치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이번 연구에서 다뤄진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
면 지역에서 획득한 탄성파 자료의 경우 이미 탐사지역 내
에서 중력 코어링을 통해 해저산 구조 표면에서 가스하이
드레이트 실물이 채취되었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 내 널리
분포되어 나타나는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사 신호는 기본
적으로 가스하이드레이트와 연관성 높다고 볼 수 있다. 하
지만 해당 반사 신호의 출현 깊이가 동일 측선 내 근거리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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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Fig. 9. Maps of the (a) geothermal gradient, (b) bottom water
temperature, and (c) estimated thickness of the gas hydrate
stability zone for the Chukchi Plateau, Arctic Oc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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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c)

(d)
Fig. 10. Single-channel seismic images, including confirmed gas hydrate related BSRs: (a)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04”, (b)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07”, (c)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10”, and (d) seismic
image for the survey line “ES_SP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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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The distribution map of the BSR for the southwestern slope of the Chukchi- Plateau.

서 일정하지 않게 불규칙적으로 나타나는 구간이 있었고,
자료 내 포함된 강한 잡음으로 단면상에서 육안상으로 신
호의 식별이 힘든 구간이 존재했다. 이에 대해 추가적인 확
인이 필요했고, 모든 탄성파 측선에 대해 단면상의 해저면
아래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의 반사 신호 중 계산된 해당 연
구지역 GHSZ의 하부경계와 그 깊이가 일치하는 부분만을
확인하여 이를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과 관련된 BSR로
해석하였다. 이로써 연구지역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관
련 BSR을 재차 확인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연구지역
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간접적으로 제시할 수 있는
지구물리학적 기초 근거를 마련할 수 있었다.

북극해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지역
BSR 분포
탄성파 단면에서 해저면 아래 나타나는 역전된 위상을
가진 강한 반사 신호는 GHSZ의 하부경계와의 비교를 통해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부존과 관련된 BSR인지를 확인하는
과정을 거쳤다. 그 결과 탐사지역 내 대륙사면 구간에 분포
되어 나타나는 대부분의 역전된 위상의 강한 반사 신호가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BSR임이 확인되었다. 반면
수심이 낮은 대륙붕 구간에서는 위상이 반전된 강한 반사

신호가 없거나, 간혹 관찰되는 반사면의 경우에는 GHSZ
의 하부경계와 큰 오차가 있는 것이 확인되어 가스하이드
레이트와 관련된 탄성파 신호가 아님을 확인했다. Fig. 11
에는 GHSZ 하부경계와의 비교를 통해 확인된 가스하이드
레이트와 관련된 BSR의 분포를 탄성파 측선도에 주황색
으로 표시하였다. 이는 북극 척치고원 남서부 해저대륙사
면에서의 가스하이드레이트 분포를 탄성파 자료, 지열구
배 및 수온 분포에 따른 종합적 분석을 통해 제시하는 최초
의 척치고원 지역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에 대한 연구결과
로 향후 해당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 탐
사 및 관련 연구에서 기초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
대하고 있다.

결

론

북극 척치해를 대상으로 기후변화에 따른 해저환경변화
와 공해상 해저자원에 대한 기초자료 수집을 위해 쇄빙연
구선 아라온호를 이용한 해저지질/지구물리 탐사가 수행
되었다. 2016년에는 척치해저고원 대륙사면 지역을 대상
으로 해저지형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척치해저고원
남서부 대륙사면 중앙부에서 최초로 해저산 구조를 발견하
였으며, 이로부터 중력 코어링을 통해 실물 가스하이드레
제58권 제5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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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 시료의 획득에 성공하였다. 이어진 2018년 2차 척치
해저고원 지질 및 지구물리 탐사에서는 발견된 해저산 구
조를 중심으로 정밀 다중빔 해저지형 및 천부지층 탐사와
함께 주변 지역에 대한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분포와 그 특
성을 확인하기 위한 단일채널 스파커 탄성파 탐사가 수행
되었다. 이로써 총 8개의 해저산 구조를 발견하였고 탄성파
자료에 대한 분석을 통해 단면상의 해저면 아래 역전된 위
상을 가지는 강한 반사구조가 해저대륙사면 구간 내 해저
산 구조를 중심으로 널리 분포하고 있음을 확인했다. 해당
반사 구조가 연구지역 내 가스하이드레이트 부존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될 수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지열 및 해저면
수온 값을 이용하여 계산한 연구지역에 대한 GHSZ 하부경
계 깊이와 비교하였다. 탄성파 단면 내 해저면 아래 나타나
는 역전된 위상의 반사 신호 중 GHSZ의 하부경계와 그 깊
이가 일치하는 것만을 선정하여 이를 가스하이드레이트 부
존과 관련된 BSR로 해석하였다. 이에 모든 탄성파 측선에
대해 가스하이드레이트와 관련된 BSR의 위치를 확인하고
이를 탄성파 측선도에 표시함으로써 북극 척치해저고원 남
서부 해저사면에 부존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제
시할 수 있었다. 이는 기존에 보고된 적 없었던 북극 척치해
저고원 해저대륙사면 지역에 부존하는 가스하이드레이트
에 대한 최초의 지구물리자료 기반 연구 결과로, 향후 해당
연구지역에서의 심층적인 가스하이드레이트 연구 및 탐사
활동에 기초적인 지구물리학적 근거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라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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