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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 계획의 전개과정
국제해양탐사프로그램(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 이하 IODP)은 새로운 해양시추사업을 통해 지구과학의 미해결
주제들을 해결하려는 국제과학계의 요청에 따라 2009년 초에 시작되었다. 2009년 9월 독일 브레멘에 21개 국가에서 온 약 600명의
과학자들이 “INVEST 컨퍼런스”에 모여 해양 과학시추로 해결 가능 한 과학적 의문점과 대양저의 역할에 대해 논의하였다(http://www.
marum.de/Page7894.html to download a full copy of the INVEST report). 이 회의에 이어, 과학시추 계획 편집 위원회가 구성되었다.
위원회의 위원들은 IODP에 가입된 국가의 리더급 과학자이거나 지질학, 지구물리학, 생지화학, 지구생물학, 고해양학(고기후학),
기후모델링, 지화학 분야의 최고 전문가들로 구성되었다. 이 편집 위원회는 2010년 말 초안을 제출하여 과학계의 검토를 받고 의견을
수렴하였다. 2011년 초에는 외부 심사위원들이 개정된 초안을 검토했으며 추가적인 의견과 토론을 거쳐 최종본이 완성되었다. 엄격한 전문가
검토와 우선순위를 정함으로서 보다 넓은 시야를 가지는 능력, 스스로 도전하는 능력, 그리고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는 능력을 보여주었는데
이것이 바로 국제공동연구가 가진 힘이라 하겠다.

Korea IODP(K-IODP)
우리나라는 해양지구과학 분야 국내편중의 제한된 연구에서 벗어나 대양중심 선진국형 연구로 전환할 것을 목표로 1997년 ODP(Ocean
Drilling Program) 시절부터 참여하여, 현재 26개국 IODP 회원국가와 함께 ODP의 후속프로그램인 국제공동해양탐사프로그램(IODP)에
가입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을 통해 많은 우리나라의 과학자들이 세계 저명한 전문가들과 함께 국제적인 연구활동을 수행해 오고 있다.
K-IODP는 해양수산부에서 지원하는 연구개발지원금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주관기관으로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 협동기관으로
참여하고 그 외 국내관련 대학에서도 참여하고 있다. 우리나라는 IODP와 같은 거대과학을 연구하는 국제적인 프로그램 가입을 통해서 국내
해양과학의 국제화 및 국제 전문가 양성을 목표로 함과 동시에 최첨단 선진 과학기술을 조기에 확보하고자 한다. 또한 전 세계에 우리나라의
과학위상을 높이고 국가 브랜드 가치를 향상 시킬 수 있는 기회로 삼고자 한다.
2014. 9. 역자 일동

목차
1. 발견으로 이룬 유산, 미래의 비전

6

2. 기후와 해양 변화: 과거로부터 미래를 본다

9

도전과제

9

도입

9

도전과제 1 | 지구의 기후계는 대기 중 증가한 CO2 농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1

도전과제 2 | 빙상과 해수면은 온난해지는 기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15

도전과제 3 | 무엇이 몬순 혹은 엘리뇨와 같은 지역적 강수현상을 일으키는가?
도전과제 4 | 해양은 화학적 변동에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는가?

19

참고문헌 및 추천 서적

24

3. 생물권 프런티어: 심부 생명,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의 환경 강제력

22

25

도전과제

25

도입

25

도전과제 5 | 해저지층 생물군의 기원과 조성 그리고 전지구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27

도전과제 6 | 해저지층 생물의 한계는 무엇인가?

30

도전과제 7 | 환경변화에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은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32

참고문헌 및 추천 서적

35

4. 지구연결: (지구) 심부의 작용과 그것이 지구 표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36

도전과제

36

도입

36

도전과제 8 | 지구 상부 맨틀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역학은 무엇인가?

40

도전과제 9 | 해저확장과 맨틀용융은 해양지각 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42

도전과제 10 | 해양 지각과 해수 사이의 화학적 교환작용 메커니즘과 규모 그리고 역사는 무엇인가?

44

도전과제 11 | 섭입대는 어떻게 시작되고, 화학원소들을 순환시키며, 대륙 지각을 생성하는가?

47

참고문헌 및 추천 서적

50

5. 생동하는 지구: 인류 역사를 통해 본 지구의 역동성 및 위험요소

51

도전과제

51

도입

51

도전과제 12 | 어떤 메커니즘이 대규모의 지진과 산사태 그리고 쓰나미의 발생을 일으키는가?

54

도전과제 13 | 해저에서 탄소의 저장과 흐름을 주관하는 특성과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58

도전과제 14 | 유체는 해저의 지구조상, 열역학상,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61

참고문헌 및 추천 서적

63

6. 교육 및 아웃리치: 미래를 위한 준비

64

7. 실행

68

시추 역량

68

과학계, 시추 지점 선정, 코어 보관소

78

상세한 과학 실험의 개발

82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

83

(배경)
빙산,
IODP Exp. 318 탐사
윌크스 랜드 빙하기 역사
IODP/USIO 제공
(왼쪽 삽화)
언더웨이 지구물리학 실험실에서
계속 증가하는 코어에 라벨작업을
하는 중
IODP Exp. 334 탐사
코스타리카 지진발생대(Costa
Rica Seismogenesis)
IODP/USIO 제공
(오른쪽 삽화)
IODP Exp. 334 탐사의 “샘플링
파티”로 가져갈 시료를 고르는 중
코스타리카 지질발생대(Costa
Rica Seismogenesis)
IODP/USIO 제공

종합 요약

종합 요약

지구 시스템의 모든 영역(고체지구, 대륙권, 수권, 대
기권, 빙권, 그리고 생물권)은 물질 및 에너지와 관련

- 해저를 유동하는 유체가 지리학적, 생물학적 체계
에 어떻게 영향을 주는가?

이 있다. 이 영역들 사이의 상호작용은 지구의 진화와
발전에 영향을 미쳐왔으며, 오랜 시간에 걸쳐 인간이

해양 과학시추는 국지적인 것에서부터 전 세계적인

살 수 있는 터전을 만들어왔다. 대양저에는 수백만 년

것까지 그리고 10년 단위에서 100만 년 단위의 시공

동안 지구의 기후와 생물학적, 화학적 그리고 지질학

간적 범위까지 지구 시스템 모델을 모의하고 측정하

적 역사에 대한 기록이 묻혀있다. 해양에서 과학시추

고 향상시키는 데 있어 핵심적인 역할을 할 것이다.

는 과학자들이 대양저에 묻혀있는 기록을 획득, 조사,

IODP는 과거의 성공에 더하여 더 많은 업적을 축적

분석 및 이론화하고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해주

하게 될 것이다. 또한 새로운 연구 방법론으로, 과학

며, 이를 통하여 지구가 어떻게 움직이고 있는지에 관

계의 튼튼한 후원을 받아 특유의 공동 협력 모델을 지

해 설명하도록 도와준다. 해양 과학시추는 시추공을

속적으로 발전시킴으로 현 세대와 미래 세대가 직면

활용하여 심해저 유체, 유기체, 지구물리학적, 지화학

하고 있는 지구의 도전과제들을 다루게 될 것이다.

적 자료의 수집을 가능하게 해준다. 시추공의 네트워
크를 이용하면 과학적으로 중요한 영역과 프로세스를

2013년에서 2023년까지로 계획된 본 해양 시추 과학

해결할 수 있는 생생한 실험이 가능하다. 세계 인구의

계획은 세계 경제의 약 75퍼센트를 대표하는 24개 국

점진적인 증가로 더 많은 자원을 필요로 하고 있다.

가에 있는 과학연구사업단의 요청에 따라 지구, 대양,

뿐만 아니라 지질학적 위험 요소 및 현재와 미래의 기

기후, 생명 분야의 과학자들이 대표가 되어 만들어졌

후변화에 대해 더 깊이 알아야 할 필요성도 증가하고

다. 해저 연구 수행에 대한 집념은 과학적 의문점 그

있다. 따라서 해양 과학시추에서 얻어진 자료와 시료

리고 개별적인 시추탐사 및 실험의 목표를 다루는 것

를 활용하는 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라고 하겠다.

이상으로 넓다. 또한 IODP는 다자간의 국제협력과
교육을 추진하여 지적역량을 쌓을 것이다. 이 사업은

본 과학 계획은 2013년~2023년의 약 10년 동안

지구의 과거에 대한 이해 증진을 통하여 미래를 더욱

IODP(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로

정확하게 예측하고 이해하는 것을 가능하게 해 줄 것

다자간의 국제 협력을 이끌게 된다. 이 새로운 프로젝

이다. IODP로 다루어질 주제들에 관해 깊게 이해한

트를 통해 과학계는 다음과 같은 근본적인 과학적 문

다면 오늘날 우리 사회가 직면하고 있는 가장 중요한

제를 다루게 될 것이다.

환경적 이슈에 대해 합리적인 결정을 하는 데 큰 도움

- 지구에 있는 생물의 한계는 무엇인가?

이 될 것이다.

- 생태계는 빠른 환경변화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 지구의 심부 작용이 지구의 표면에 어떤 영향을 주는가?
- 지질학적 위험 요소들의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무엇
이고, 위험을 평가하는 역량과 재앙적 사건을 예측
하는 능력을 어떻게 향상 시킬 수 있을까?

1

2

과거, 현재, 미래의 지구 조명(照明)

연구 주제들
기후와 해양 변화(climate and ocean change)는 과
IODP(International Ocean Discovery Program)는

학계의 가장 어려운 질문을 해결하려는 목표를 가지

10년 동안 4개의 주제를 집중적으로 다루게 되며 각각

고 있다. 예를 들면, ‘온실가스가 계속적으로 증가하

의 주제는 당면한 최우선순위의 과학적 목표를 망라한

는 것에 대해 기후, 해양, 빙상은 어떻게 반응하는

요약본이라 할 수 있다. 주제는 다음과 같다.

가?’ 와 같은 질문이다. 그러나, 기후변화는 10년 단
위의 기간으로도 예측하기가 힘든 것이 사실이다. 만

1.

기후와 해양 변화: 과거로부터 미래를 본다

2.	생물권 프런티어: 심부 생명, 생물의 다양성, 생태
계의 환경 강제력
3.	지구연결: (지구) 심부의 작용과 그것이 지구 표면
4.

약 누군가의 말처럼 인간이 지구의 기후계에 대해
“실험”을 하고 있는 중이라면, 이 “실험”의 일부는 사
실 이전에도 시행되어왔다. 그러나 이 실험의 존재에
대해 아는 사람은 많지 않다. 지질학적 기록들은 지

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구의 기후가 상당히 변했던 기간이 많이 있었음을 보

생동하는 지구: 인류 역사를 통해 본 지구의 역동

여주는데 때로는 기후가 내외부적 압력 때문에 돌발

성 및 위험요소

적으로 변하기도 했다. 해양시추만이 지구의 역사 속
에서 지구 기후 변화의 원인과 그 영향도를 이해할 수

(왼쪽)
그레이트 베리어 리프
해수면과 기후 역사 IODP
Exp. 325 탐사
특수 임무 시추선에
승선하여 코어 작업 중
IODP/ECORD 제공
(오른쪽)
자연감마선 코어 기록기.
물리적 성질 실험실
IODP Exp. 317 탐사
캔터베리 분지 해수면.
IODP/USIO 제공

위 연구주제들은 여러 국가에서 혹은 국제적인 연구

있도록 충분한 분포와 해상도를 가진 시료와 자료를

프로그램들의 공통된 관심사이기도 하다. 어떤 것들은

찾을 수 있도록 해준다.

해양(예: 다양한 해양 관찰 주제들, 과거 지구의 변화,

과거의 기후에 대한 복원을 전문으로 하는 과학자들은

InterRidge, InterMaRGINS)에 기반하고 있고, 또

극적으로 다른 통계적 기후 시뮬레이션에서 나타난 물

어떤 것들은 대륙(예: 국제 대륙 과학 시추 프로그램)

리학과 화학을 더욱 심도 있게 연구해야만 했다. 해양

에 중점을 두고 있다. 상호 공동연구 및 국제협력으로

시추는 고대 환경에 관한 수많은 시공간적 자료를 제

IODP는 아래에 요약된 근본적인 문제를 다루는 데 핵

공하여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역동적인 기후 체계

심역할을 하게 될 것이다.

를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생물권- 프런티어(biosphere frontier)는 광합성의 세
계와는 별개로 서식하기 어려운 환경에 살고 있는 심
해저 내의 해저생물을 탐험하는 것과 관련된다. 심해
저 생물권에 관한 연구는 초기의 기초적인 탐색작업
에서 게놈, 서식지, 생태학적 지위 그리고 대사경로에
관하여 시스템화된 광범위한 조사연구로 진전되었다.
이 연구는 DNA기술과 복합 지질 분석 등이 발전함에
따라 빠르게 진행되고 있는 중이다. 시추작업으로 환
경 강제력에 대한 생태계의 반응도 연구할 것이다. 또
한 기후와 해양의 화학성질이 상대적으로 짧은 기간
동안 돌발적으로 변했던 시기의 시료와 자료가 복원될
것이다. 아울러 시추를 통하여 각각의 미생물에서 발
생했던 사건들에서부터 인류의 진화까지 전체 생태계
에 미치는 영향을 다룰 수 있게 된다.

종합 요약

지구연결(earth connections)은 지표, 암석권, 그리고
지구 심부의 과정 사이의 관련성을 연구한다. 향상된
시추 역량은 심해저 연구를 다각적인 차원으로 확장
시키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어 지구 상부
맨틀의 깨끗한 시료를 얻을(시추 할) 수 있게 해준다.
해수와 대양저 사이에서 일어나는 반응은 지각 구조
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현재까지 잘 알려
져있지 않은 지구의 역학적 프로세스에 의존하고 있
다. 예를 들어, 해양 지각은 해수와의 반응 시 CO2를
흡수하는데, 관찰만으로는 그 속도와 장소를 아는 데
많은 제약이 있다. 이 작용은 얼마나 많은 CO2와 물
이 그 결과물을 가지고 지표면으로 돌아와 화산활동
과 열수 작용에 영향을 주는 섭입대로 흡수되었는지
를 결정한다. 결과적으로 화산 분출물은 섭입대 시작
의 모형과 대양 호상열도의 대륙지각으로의 변형을
테스트 하는 데 사용될 수 있다. 시추는 우리가 살고
있는 지구의 발전과 진화를 담당하고 있는 지질학,
지화학, 마그마와 수문학 프로세스를 파악하고 이해

한 정보를 얻어낼 수 있다. 관찰망은 실시간 모니터

하는데 필수적인 도구라고 할 수 있다.

링 및 실시간 실험 반응 관찰을 위해 육지와 케이블
로 연결될 것이다. IODP에 소속된 과학자들에 의해

생동하는 지구(earth in motion)는 인류 역사상 발생

실시되는 본 프로젝트의 4개 주제에 관한 조사연구는

해온 지진과 산사태 그리고 쓰나미를 일으키는 역동

연구체계를 확립하는 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될

적인 프로세스에 관해 다룬다. 해양 과학시추는 이러

것이며 자원개발의 기회를 놓치지 않기 위해 꼭 필요

한 사건들의 빈도, 규모, 메커니즘 및 이들의 영향력

한 지질학적 이해를 증진시키는 것을 도울 것이다.

에 대해 밝혀줄 것이다. 뿐만 아니라 단층파괴와 관

또한 정부와 학계와 산업체간 공동의 노력을 위한 플

련된 지진 순환 시 일어나는 영역의 변화도 알 수 있

랫폼을 제공하게 될 것이다.

다. 또한 이 주제는 심해 저류지에 있는 엄청난 양의
CO2의 격리 가능성과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형성 및
안정성, 그리고 해저 퇴적물과 화산 지각에서의 유체
흐름을 탐색할 것이다. ‘생동하는 지구’는 시추공에
설치된 해저표면 관측소의 연결망 및 개별적 관측망
에서 얻은 실시간 관측을 이용할 것이다. 이러한 시
스템은 화산성 해양지각에서 얻은 유체와 미생물 시
료를 얻을 수 있는 최고의 수단이다. 이 작업을 통하
여 초 단위에서 수십 년 단위로, 응력의 축적과 그 결
과로 야기된 압력, 큰 규모의 지각 운동, 또한 이러
한 프로세스와 유체 수송 사이의 관련성에 관한 중요

(왼쪽)
추출된 미생물 시료
IODP Exp. 329 탐사
남태평양 자이어
미생물학(South Pacific
Gyre Microbiology)
IODP/USIO 제공
(오른쪽)
과학자들이 라이저홀에서
채취한 코어를 검증중
IODP Exp. 319 탐사
난카이 해구 진원지역 실험
IODP/JAMSTE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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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왼쪽)
ECORD Summer
School의 대학원생과 신입
과학자들은 IODP에서
제공한 특별 시설에서
공부할 수 있음.
브레멘 코어 저장소
IODP/ECORD 제공
(중간)
5학년 학생들이 해양
과학시추에서 채취된
화석을 공부하면서
즐거워하고 있는 모습.
매사추세츠 대학교
애머스트 M. Leckie 제공
(오른쪽)
딥 어스 아카데미의
스쿨오브락은 JOIDES
Resolution 에 승선하여,
혹은 걸프 연안 코어
저장소에서 시행되는
선생님들을 위한
1~2주간의 집중
프로그램임.
IODP/USIO 제공

교육 및 아웃리치
지구 관리자 양성
교육과 아웃리치는 IODP의 매우 중요한 요소이다.

IODP는 직접 자원을 접해 볼 기회를 제공하여 교육

이 프로그램의 유형자산(예: 최첨단의 실험실을 갖

자들이 지질학, 생물학 및 관련된 학문을 학생들의

춘 선박, 3개 대륙에 있는 코어 저장소, 누구나 이용

수준에 맞게 가르칠 자료를 개발할 수 있도록 돕는

가능한 자료, 그리고 수천 명의 과학자들과 해양기술

다. 본 사업은 또한 선생님들에게 과학자들과 함께

자, 그리고 이 프로젝트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생생한 시료와 자료로 작업하는 바다 및 코어 저장소

여러 전문가들)은 세 가지 계획에 특히 중점을 두고

에서 실제 활동에 참여할 기회를 제공하여, 나중에

여러 가지 다양한 활동들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학습 현장에서 교육적인 활동을 개발 할 수 있도록
도와 줄 것이다.

차세대 과학자 양성
IODP는 승선연구의 기회와 국제 과학자 및 엔지니어

홍보 활동

로 구성된 팀과 함께 육상에서 연구할 기회를 제공함

IODP는 문서와 오디오, 비디오 등의 매체와 공공기

으로써, 신진과학자, 대학원 및 학부 학생들에게 기술

관 및 사회적 네트워크를 사용하여 지구 시스템과 생

적 및 과학적 훈련의 장을 제공할 것이다. 지구 환경이

명과학에 대해 대중에게 알리고 영향을 주며 의식을

점점 열악해 짐에 따라 전 세계의 대책이 요구되고 있

고취할 수 있도록 활기찬 소통 프로그램을 만들고 운

는 실정이다. 따라서 시추 사업 참여로 얻어진 다자간

영할 것이다.

및 국제적 훈련의 경험은 앞으로 민간부분, 학술분야,

딥어쓰 아카데미(deep earth academy)의 스쿨오브

그리고 전 세계 정부에서 일하게 될 미래 과학자들에

락은 JOIDES Resolution (이하 JR호)에 탑승하거나,

게 소중한 자산이 될 것이다.

걸프 연안 코어 저장소에서 선생님들에게 1~2주간의
집중교육을 시키는 프로그램이다.

종합 요약

실행
한 개의 플랫폼으로는 4개의 과학주제를 다루어야 하

구를 이용하게 되어 여러 가지의 플랫폼으로 구성될

는 시추 목적을 동시에 충족시킬 수 없을 것이다. 따

수 있다. 이러한 방식의 연구조사는 전문기술을 발전

라서 IODP는 시추 역량을 극대화 하기 위해서 3개의

시킬 뿐 아니라 IODP에 속한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주된 플랫폼을 사용하고 있다. 다목적 시추선인 JR

들의 경험에 상승작용을 일으킬 것이다. 그리고 해저

호, 깊은 곳을 라이저 시추할 수 있는 치큐호, 그리

에 장비를 갖춘 실험실이 설치될 것이다. 특정 시추

고 특히 어려운 환경에서 시추할 때 사용할 수 있는

탐사는 본 과학 계획의 요청에 따라 과학계가 낸 제

특수임무선(Mission Specific Platform, 이하 MSP)

안에 바탕을 두고 실시될 예정이다. 경쟁기반의 동료

등이 그것이다. 미국 선박 JR호는 이 과학 계획을 추

검토 선정 프로세스는 국제 과학 자문 위원회에 의해

진함에 있어 겪게 될 많은 어려운 점들을 해결할 수

주관되며 가장 우선순위가 높은 주제를 선정할 것이

있는 다기능적인 플랫폼으로 국제 과학계의 일꾼이

다. 많은 경험을 가진 3개의 실행기관은 미국, 일본,

다. JR호는 매년 거의 꽉 찬 스케줄로 운영 될 것이

유럽에 위치하고 있으며 시추를 주관하게 될 것이다.

다. 최첨단 심해 라이저 시추 플랫폼인 치큐호는 일

매년 본 사업 회원국 소속국가에서 온 약 200명 정도

본 선박이며, 1년에 약 5개월간 이용이 가능할 것으

의 과학자들이 시추선에 탑승하여 시추에 참여하게

로 기대된다. 치큐호는 맨틀이 놓여있는 심해 지각과

될 것이다. 채취된 코어는 이전 시추 사업에서 얻어

섭입지역 환경 그리고 그와 관련된 지진 지역까지 접

진 기존의 코어들과 함께 전 세계 3개의 코어 저장소

근이 가능하다. 또한 탄화수소가 많은 지역의 지질학

에 보관되어 전시될 것이다. 각각의 탐사에서 추출된

적, 생물학적 시스템에도 접근이 가능하다. MSP는 1

자료는 본 사업의 데이터베이스에 추가되며 누구에

년에 한 지점의 주요 작업에 참여하게 될 것으로 기

게나 공개될 것이다.

대되는데, 북극권 지역, 얕은 물 속의 암초와 같이 도
전적으로 시추환경을 개척해 나갈 것이다. 장기간 동
안 설치되어있던 시추공 관측소에는 기술과 아이디

(왼쪽)
라이저 시추 플랫폼 D/V Chikyu.
IODP/JAMSTEC 제공
(중간)
특수 임무 시추선의 예
IODP/ECORD 제공

어가 발전함에 따라 새로운 시료를 모으고 새로운 기
(오른쪽)
라이저리스 시추 플랫폼 D/V
JOIDES Resolution.
IODP/USI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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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발견으로 이룬 유산, 미래의 비전

2003년부터

과학 시추선은 과학자들이 지구에서 가장 열악한 환

향력을 가지게 되었으며 새로운 탐구의 장을 열었다

2010년까지 국제

경에 접근하여 자료뿐만 아니라 퇴적물, 암석, 유체,

(표 1.1). 해양 과학시추가 중요한 의문점을 해결하는

과학계에 제공 된

그리고 해저에 살아있는 유기체들에 대한 시료를 채

데 공헌한 주요 사례는 아래와 같다.

617,535개의 시료

집할 수 있도록 해준다. 여러 시추 탐사와 실험을 통

가운데 IODP에는 총

해 우리는 지구의 역동적인 역사와 프로세스 그리고

• 해양

과학시추를 통해 20세기 후반 지구과학에 대

2,638개의 시료가

지구의 구조에 대한 가장 근본적인 의문점을 해결할

변혁을 일으킨 판 구조이론을 테스트하고 입증할

요청되었다.

수 있었고, 이는 우리가 이제까지 지구에 대해 가졌

수 있었다.

던 생각들을 변화시켰다. 시추 과학자들과 엔지니어

• 시추를 통해 원시적인 화산 지각의 시료를 두꺼운

들은 현재 지상 및 해양의 지구과학분야 그리고 민간

해양 퇴적층 아래에서 채취할 수 있었으며, 이는

분야에서 사용되고 있는 도구와 방법론들을 개발시

지각구성 과정상 복합성을 밝히는 데 사용되었다.

켜왔다. 또한 해양 과학시추는 국제적인 협력을 공고

• 시추를 통해 지중해 바닥에 묻혀있는 넓은 범위의

하게 하였고, 여러 학문분야에 걸쳐 학생들과 차세대

염분광상을 회수하였으며, 이는 지중해가 과거에

과학자들을 교육하였으며 과학의 발견에 대한 전 세

반복적으로 증발되었다는 것을 증명해 주었다.

계의 관심을 모았다. 이러한 중요한 결실을 통해 해

• 지질연대는 고지자기 기록에 대한 연구, 방사성

양 과학시추는 여러 가지 조사연구 분야에 상당한 영

연대 및 해양 미고생물층으로 결정되기 때문에
시추를 통해 지질연대를 정하고 세분화할 수 있

표 1.1. 출판물 목록(List of publications)

었다.
• 시추를 통해 해양 퇴적물의 기록이 현재에서부터
거의 2억 년 전까지로 복원이 가능하기 때문에
엄청난 변혁과 적응기 동안 지구 역사와 생물에
관한 자료를 고해상도로 복원할 수 있었다.
All Peer-Reviewed
Publications

•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 Geology
• Geophysical Research Letters
•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 Micropaleontology
• Palaeoclimatology
• Palaeoecology
• Palaeogeography
• Paleoceanography

• 해양 시추 코어에서 수집된 시료들은 지구의 궤

1968–1974

18

14

1582

여 빙하가 얼마나 빠르게 녹았는지, 해수면 상승

1975–1981

69

124

3616

이 어떻게 전세계적으로 확산되었는지를 보여주

1982–1988

95

163

4474

었다.

1989–1995

63

415

5835

1996–2002

75

568

5840

2003–2010

117

840

5464

437

2124

26,811

Publication D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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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Nature
• Science
• Nature Geoscience*

Totals
1968–2010
* Began publication in 2008

도 변화를 장기간의 기후변화와 연결시켜주었다.
• 시추를 통해 회수된 퇴적물과 산호층 표본은 1억
년 전 일어난 지구 해수면 변화의 역사를 복원하

1. 발견으로 이룬 유산, 미래의 비전

• 해양시추는 지구 기후에 재앙적 영향력을 가져왔
을 것으로 추측되는 엄청난 용암분출이 일어났던
거대한 화성암 기원의 시료를 채취할 수 있게 해
주었다. 용암분출은 지구 심부작용에 창문과 같은
역할을 한다.
• 시추 작업은 대륙의 분열, 단층작용, 균열 및 그
밖에 이와 관련된 마그마활동에 대한 이해에 엄청
난 변화를 가져왔다.
• 해양 과학시추의 연구자들과 엔지니어들은 첫 번
째 해저표면 시추공 관측 시스템을 개발하여 과거
환경과 프로세스를 알아보기 위해 사용된 장기간

개의 장은 14개의 과학적 도전과제에 대해 서술 할

의 시료와 자료 생성을 가능하게 했다.

것이다. 이 도전과제들은 해양 과학시추위원회에서

• 해양시추는 어떤 물질이 수렴경계에서 판을 섭입

검증한 2013년에서 2023년까지 추진할 가장 중요한

하며 다시 사용되었는지에 관한 초기 진단을 가능

과제들이다. 그 주제는 변화하는 기후가 해양 생태계

하게 해주었다.

와 해수면 그리고 몬순에 어떻게 영향을 미치는 지에

• 시추는 단층대 작용 및 지구의 가장 큰 지진과 쓰

서부터 심해 미생물 생태계가 전반적인 탄소주기에

나미가 일어나는 활성판 경계에서 이와 관련된 지

어떤 역할을 주는지를 이해하는 것까지, 또한 어떻게

구조상의 작용을 밝혀주기 시작했다.

광물 자원이 형성되고 유체가 맨틀과 지각 그리고 지

• 해양 과학시추는 중앙해령(mid-ocean ridge)에

구의 표면까지 이동하는지, 해안 생태계의 생존과 안

서 심해 해구에 이르기까지 사실상 해저의 전 영

전을 위협하고 있는 대륙 경계에서의 활성 작용을 이

역에 걸쳐 있는 유체의 큰 흐름을 밝혀주었다.

해하는 것에 이르기까지 매우 광범위하다. 과학적 도

• 해양시추는 이전에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권이 해

전과제들을 논의한 후에는 과학적 목표에 진보를 이

저 1.6킬로미터 깊이에 있는 퇴적물 내에 그리고

루는 데 사용될 교육과 아웃리치 그리고 소통 노력이

해양지각의 화산 표면 내에서도 존재한다는 것을

실행 전략과 함께 이어질 것이다.

밝혀주었다.

해저 아래 있는 지구의 심부를 연구함으로써 다룰 수
있는 다양한 범위의 과학뿐 아니라 여러 기능을 갖춘
플랫폼으로 확실한 시추와 샘플링 그리고 장기간에
걸친 관측 기술을 통하여 IODP는 그 동안 쌓아온 업
적을 더욱 빛나게 할 것이며, 발견의 속도와 이해를
가속화 시켜줄 것이다. 이 사업 계획에 관해 다음 네

(왼쪽)
IODP Exp. 324 탐사 중 대규모
화성암지역 Shatsky Rise의
형성을 연구하기 위해 샘플링
테이블에서 코어 작업을 하는 중.
IODP/USIO 제공
(오른쪽)
캣워크에서 코어를 샘플링 하는
중. IODP Exp. 317 탐사, 캔터베리
분지 해수면.
IODP/USIO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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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지구 조명(照明)

Box 1.1 | 21세기를 위한 자원 2013년~2023년까지의 과학 계획
인구 증가와 전세계적인 생활수준의 향상은 특히 음식, 물, 에너지, 금

필요하다(그림 5.4).

속, 신 생화학적 화합물, 폐기물 매립지(예: 이산화탄소, 핵 폐기물 등)

셰일 가스 혹은 탄층 메탄의 해저 환경은 CO2 저장소를 위한 환경을

에 대한 엄청난 수요의 증가를 가져왔다. 에너지 안전보장과 전략적

제공할 수 있을 뿐 아니라 탄화수소를 생성하고 분해하는 미생물계

광물의 공급은 전세계 정부와 산업의 주요 관심사이다. 지구의 70%를

의 역할과 특성에 대한 이해를 제공해 준다. 해양과 해저에 있는 현무

차지하고 있는 해저는 개발이 충실하게 수행된다면 폐기물 매립지의

암과 감람암 사이의 계속되고 있는 혹은 이전의 반응을 살피는 것은

장소만 되는 것이 아니라 잠재적으로 중요한 자원의 원천이 될 것이

CO2 저장소에 대한 또 다른 접근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 해양 시추는

다. 해양 과학시추는 특별히 미개척지와 알려지지 않은 환경에 대한

과학적 궁금증에 대한 현장의 실험이지만 나중에는 산업 현장의 테스

자원 개발 기회에 필요한 연구 프레임웍을 확립하고 지질학적 이해를

트에 중요한 선구자가 될 것이다. 해저확장 중심부는 지열의 보유고

높이는 데 지속적으로 중요한 역할을 할 것이다.

를 동력원으로 활용함에 있어서는 어려움이 있지만 가능성이 있는 것

대양의 암석과 침전물에서 오늘날 일어나는 실질적 프로세스는 우리

으로 보고 있다. 해수는 맨틀 암석과 반응하여 H2를 형성하는 데 이러

가 현재 사용하는 주요 자원의 일부를 형성했던 프로세스와 유사하

한 비생물적 탄화수소는 대체 에너지 조사를 위한 목표가 된다.

다. 해양시추를 통한 이런 유추의 심오한 이해가 계속되는 것은 육지

해수 암석의 상호작용은 주요한 기초원소(Cu, Zn, Pb) 및 귀금속, 준

와 해저에 있는 새로운 광물자원에 대한 성공적인 발견에 강력한 접

금속의 형성에 도움을 주는데 이러한 것들 중 일부는 이미 해양

근 방법이 될 것이다. 대체에너지, 신뢰 가능한 에너지 자원을 개발하

시추에 의해 연구된 바 있다. 해수 암석의 상호작용 속에

려는 현재의 계획에도 불구하고 탄화수소는 계속적으로 21세기에 주

서 극단적인 환경(예: 높은 온도, 높은/낮은 pH,

요한 에너지원이 될 것이다. 석유산업계와 지구조학계 모두 대륙 분

높은 염분 등)과 많은 여러 가지 해저 환경들(예:

리의 메커니즘과 탄화수소 저장고 개발 시 대양 분지 형성의 초기단

깊은 침전물 분지, 진흙 화산)은 꽤 잘 적응한 미

계에 관심이 있다.

생물계의 진화를 가져온다. 그리고 의학 및 산업

해양 과학시추는 일부 단층 주변부가 큰 화성 지대의 형성과 연관되

적 가치를 가지는 신 화학물질을 개발할 잠재성

어 있는 것과 또 일부 단층 주변부는 화산활동 없이 형성되는지를 보

을 가지고 있다.

여준다. 이러한 발견 및 과학시추계와 산업체간의 공동 노력은 에너
지 관련 회사들에 의해 채택된 탐사 전략을 계속적으로 이끌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는 가장 큰 탄화수소 보유고 중 하나이지만, 그들
의 에너지 원천으로서의 잠재력 그리고 지질위험도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이들의 형성 메커니즘과 범위 및 안정성에 관한 향상된 이해가

Photo courtesy of C. Yeats,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사진 C. Yeats, Commonwealth Scientific 및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제공

2. 기후와 해양 변화

2. 기후와 해양 변화:
과거로부터 미래를 본다

도전과제

해저퇴적물 코어는
지구시스템 프로세스를

1 | 지구의 기후계는 대기 중 증가한 CO2 농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이해하는데 필수적인 과거

2 | 빙상과 해수면은 온난해지는 기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환경과 기후조건 기록을

3 | 무엇이 몬순 혹은 엘리뇨와 같은 지역적 강수현상을 일으키는가?

제공한다.

4 | 해양은 화학적 변동에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는가?

도입
심해의 코어는 가장 중요하고 널리 분포하며 지구의

양 시추를 통해 복원되는 자료만이 백만 년에서 천만

기후역사를 연속적으로 보관하고 있다. 과학시추를 통

년 전까지 이르는 훨씬 더 오래 전 대기의 CO2 농도

해 회수된 퇴적물은 생지화학적 순환, 플럭스 그리고

에 관한 기록과 전 지구의 기온이 오늘 보다 훨씬 더

생물권, 수권, 대기권, 빙권 및 고체 지구 사이의 상호

높았었던 시기의 중요한 환경관련 정보를 제공할 수

작용을 복원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한다.

있다(예: 그림 2.1과 2.2).

과거의 해양 과학시추 연구는 지난 수억 년에 걸쳐
지구의 기후가 얼마나 극적으로 변해왔는지를 보여

과학자들은 자연적 기후 변동과 비교하여 인공적 변

주었다. 예를 들면 3백만 년 전인 플라이오세 중기는

동에 대해 기후계가 어떻게 반응할지를 예측하고자

약간 따뜻했던 시기로 영구적인 엘니뇨 같은 상태가

노력하고 있는 중이다. 해양 시추 코어에서 획득한 자

존재했었다는 증거에서부터, 4,800만 년 전에는 북

료와 미래의 기후를 예측하는 데 사용된 수치 모델을

극해가 따뜻하고 맑은 지표수로 덮여있었다는 것과

통합하고 융합시킴으로써 과학자들은 “연구·자료에

자유롭게 떠다니던 양치식물 아졸라로 덮여있었다는

의거한 복원” 실험을 수행할 수 있다. 또한 과학자들

증거에 이르기까지 여러 가지를 보여주었다.

은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 시추

과거에 일어났던 환경조건을 파악하는 것과 퇴적물

자료들은 특히 기후의 민감성과 기후의 피드백에 대

에 보존되어 있는 과거 환경에 대한 정보는 최근 진

한 특성과 강점을 이해하는 데 유용하며 급격한 기후

행된 기후변화에 대한 기기관측결과를 이해하는 데

변화를 야기하는 기준치를 예측하도록 도와준다.

매우 중요하다. 해양 퇴적물 코어로 년 단위에서 백

과거에 없었던 정교한 분석 기술의 발전은 과거 환경

만 년 단위의 연대 범위까지 기후변화의 시/공간적인

의 상태를 복원하는 우리의 역량을 급성장시켜 과거

패턴을 파악할 수 있으며 빙상코어, 호수 코어, 그리

를 복원함에 있어 불확실성이 줄어들게 되었다.

고 육상층서(land sequences)에서 나온 지상의 기록

위도, 경도, 수심을 포함하여 공간적으로 정교하게

과 함께 기초적 관측이 가능하다. 더 중요하게는 해

결합된 시추전략은 과거의 기후변동에 대해 시공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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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입자상유기물 δ13C (1996, Raymo 외)
알케논 δ13C (2009, Pagani 외)
δ11B (2009, Honisch 외)
δ11B (2010, Seki외)
스토마타 프록시 (2008, Kurschner 등)
EPICA, 빙하 코어
(2008,Luthi 등, 2005, Siegenthaler 등)

온난

플라이오세 온난기

2.80

오늘날

3.20
δ18O (‰)

그림 2.1
(A) 전지구적으로 빙하의 성장과
쇠퇴가 여러 번 순환하였음을
보여주는 54개의 심해 퇴적물
코어에서 해저 δ18 O의 변동(하늘색),
5백만 년 전부터 발생된(2005년
Lisiecki and Raymo) 대체적인
한랭 기후에 대한 장기간의 평균
트랜드(짙은 청색)
검은색 수직선은 현재 참고
해수면으로 지난 3백만 년 전이
오늘날 보다 훨씬 더 한랭한
기후였고, 3백만 년 이전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더 따뜻했다는 것을
보여줌.
(B) 과거 대기 중 CO2 농도는 4개의
"프록시" 방법에 근거한 증거들의
독립된 선으로 측정되었음.(A.
Fedorov의 그림을 수정한 것임)
검은색의 수평선은 1830년과
2011년의 CO2 농도를 보여줌.

3.60

한랭

4.00
4.40

북반구 북부
빙결의 강화

4.80

B
400

대기의 CO2 (ppmv)

10

350

Particulate or
(Raymo et al.,

2011년 대기의 CO2

Alkenone

300

δ11B (Hönisch
250

δ11B (Seki et a

1830년 대기의 CO2

Stomata prox

200
150

EPICA, ice cor
Siegenthaler,
0

1

2

3

연대 (백만 년 단위)

4

5

적으로 보다 구체적인 복원을 가능하게 한다. 시추 전

위한 국제적 공동 프로그램은 EPICA, SCAR-ACE,

략 중에는 더 길고 상세한 일정 기간의 기록이 들어있

ANDDILL 등과 통합되었다.

는 입체적인 대상표본을 만드는 것이 포함되어 있다.

지상에서는 여러 가지 노력 중에 ICDP(International

이 작업을 통해 과거 기후 변화에 대한 시공간적 모형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 Program)와 같은

을 훨씬 더 상세하게 복원 할 수 있다.

고기후 파악에 대한 공동 노력이 있다. 이러한 프로그
램들 중에 과거 심해의 더 온난하고 CO2의 농도가 높

온실가스나 기타 기후변화 강제력에 대한 기후시스템

았던 기후에 관한 연속적인 고해상도의 기록을 복원

의 반응에 대한 장기적 전망을 얻는 것은 수많은 해양

할 수 있게 해주는 최고의 프로그램이 심해 시추 프로

대기 모니터링 프로그램 뿐 아니라 IPCC(기후 변화

그램이다.

에 관한 정부간 협의체, Intergovernmental Panel
on Climate Change, 이후 IPCC), the P2C2(NSF
Paleo Perspectives on Climate Change)
program, the IGBP(International GeosphereBiosphere Programme), PAGES(Past Global
Changes) project, EPOCA(European Projecton
Ocean Acidification)등과 공유된 목표다.
또한, 빙상코어 획득과 같은 극지방 고기후 연구를

1

2. 기후와 해양 변화

도전과제 1 | 지구의 기후계는 대기 중 증가한 CO2 농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해양 과학시추는 지구가

고위도 북쪽 지역에 닥친 온난화는 최근 몇 십 년 사이에

(1) 더 높은 농도의 온실가스와 탄소순환의 일시적 변화

가속화 되었다. 이는 대기 중 CO2 농도가 상승했기 때문

에 대한 전 지구의 기후 민감성에 관한 측정값을 향상

오늘날보다 더 온난한

인데 그 결과로 여름철 북극해의 해빙이 상당히 감소 되

시킨다.

기후였던 시기를 탐색하여

었으며 그린란드와 서남극지방에 있는 극빙상도 계속 감

(2) 극지방의 온난화를 증폭시키는 근본적인 메커니즘

지구 온난화의 원인과 속도

소 되었다. 이러한 변화는 과거 예상했던 것보다 더 빠른

뿐만 아니라 빙상의 규모와 증가된 온실가스 농도로

그리고 결과에 관한 중요한

속도로 발생하고 있는데, 이는 지구 시스템의 일부 지역

인해 감소된 해빙을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교훈을 알려 준다

최근 나타난 기후모델의 분석결과보다 더 민감하고 역동

(3) CO2 농도가 높았던 시기에 열대지방의 온도, 용승지

적이라는 점을 시사한다.

역, 그리고 엘니뇨 변동성은 어떻게 작용하는지를 이

눈과 빙상 임계치 피드백이 강한 고위도에서는 기후변화

해할 수 있게 해 준다.

가 임계치를 넘어설 잠재적 가능성이 있다. 빠른 기후 변화

(4) 기후 예측 시스템 모델(Box 2.1)에서 더 분명하게 나

에 대한 위험성을 이해하려면, 점점 더 증가하는 대기중의

타나야 할 필요가 있는 핵심적인 물리적 및 화학적

온실가스가 지구에 미치는 영향을 장기적인 관점에서 파

프로세스를 파악할 수 있게 해준다.

악해야 한다. 기기관측(보통 산업혁명 이후)의 범위를 넘
어선 지질시대의 기록과 최근의 빙하시대에 기록된 빙상

해양시추에서 나온 관측결과를 설명하는 것은 기후 모

코어의 기록 및 해저 아래에 묻혀있는 지질학적 자료, 또한

델링분야 학계의 오랜 도전 과제였다. 최근 괄목할 만큼

가장 가까운 빙하시대에 관한 기록과 빙하 코어 기록뿐 아

의 상당한 진보를 이루었음에도 자료와 모델 간 풀어야

니라 대기의 CO2가 현재 농도와 유사했던 오랜 시점에 관

할 어려운 숙제가 남아있다.

한 기록은 다가올 수 십 년 내의 높은 농도의 CO2를 예측할

그 중 가장 중요한 것은 대부분의 IPCC 기후 모델이 지난

수 있게 해 준다.

1억 6천만 년 전의 고기후 지표와 비교해 볼 때 기후의 민
감성을 과소평가하고 있다는 것이다(여기에서는 CO2양이
두 배로 증가한 것과 유사한 온도의 변화를 적용하였음).

시추 및 연구전략

과거 더 온난했던 기후의 관측과 모의실험 사이와의 차이
는 극지방에서 가장 눈에 띄는 차이를 보이는데 모델들이

해양 과학시추로 지구상의 어느 곳에서도 과거 온난했

과거 프록시로 추측한 온난화를 심하게 과소평가하는 경

던 기후 조건에 관해 탐색할 수 있다. 이러한 연구는 과

향이 있기 때문이다. 이 증가된 CO2 상태에서 극지방 온

거의 환경에 대한 풍부한 정보(예, 그림 2.1)를 제공하는

도의 급격한 상승 가능성은 해빙과 영구 동토가 녹는 것

새로운 프록시 방법을 사용하여 해양의 표층과 심해의

그리고 빙상이 미래에도 안정적으로 남아있을지를 예측

온도, 해양 순환, 영양염 분포 및 해양 생산성을 복원할

하는데 중요하다.

것이다.
여러 가지 프록시를 통해 가장 오래된 빙상 코어로부터

해양 시추는 남극과 북극의 지형적 차이점(극지의 해양

과거의 CO2 농도를 복원 할 수 있는데, 우리가 다가올

vs. 극지의 대륙)을 통해 극지의 해양, 대기, 고위도에서

미래에 과거와 유사한 CO2 농도를 가질 것으로 예상되

의 지표 작용 사이의 복잡한 연결고리를 해결하는데 도

는 시기를 연구할 수 있다는 점은 매우 중요하다. 온실

움을 준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시간 상 중복

가스 내 과거 변화들에 대한 해양의 물리적, 화학적 그

되는 극에서 극까지의 시추 대상지역을 신중하게 고려

리고 생물학적 반응에 대한 기록은 다음과 같다.

한 후 고해상도의 샘플링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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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렇게 얻어진 자료로 우리는 더 자세하게 지구 시스템

이러한 자료들은 미래 온난화를 예측하는데 현재 사용되

모델을 검증할 수 있고 극지방에서는 피드백의 영향력을

는 기후모델의 신뢰성을 테스트하는데 중요하다. 4천 5

정량적으로 파악 할 수 있다. 오늘날까지 남극 주변에서

백만 년 전~6천 1백만 년 전 극도로 온난했던 시기인 에

단 몇 곳만이 시추되었고 중앙 북극 분지에 있는 세 개의

오신 후기의 점진적인 냉각 그리고 약 3천 4백만 년 전에

심해 시추지점에서(상대적으로 얕은 깊이) 코어가 채취

갑작스러운 대륙 규모의 남극 빙상의 출현 등 기후와 관

되었다.

련된 사건은 기초적인 모델로 얻어진 냉각 빙하 작용 기
준치(그림 2.2)와 더불어 대기 중 CO2 증가의 경향과 상

과거의 온난했던 시기에 극지방에서 일어난 큰 폭의 온

관관계를 갖는다.

난화는 최근의 기후모델을 분석해 본 결과 다소 과소평
가된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이 저위도에 있는 중립적인

지난 2천 5백만 년에 걸친 기후변화는 단순하게 복원된

(음성적인) 피드백을 놓칠 가능성이 있을까? 극에서 극

CO2 값으로는 설명하기 어렵다. 예를 들면, 마이오신(5백

까지 시추를 통해 다양한 과거 기후 조건과 온실가스 농

3십만 년 전~2천3백만 년 전의 CO2 농도를 알아보기 위

도 그리고 적도에서 극까지의 온도 차이뿐만 아니라 열

한 복원 작업은 다양한 프록시를 통해 이루어졌는데 당

대지방의 온도 변화의 역사를 알아볼 수 있다.

시 낮은 농도가 계속되었음을 보여준다(마치 지난 2백 6

BOX 2.1 | 모델-자료 통합
해양 시추 연구에 있어 수치화 된 기후, 해양, 빙상 그리고 지구 시스

목표는 모델과 모델/자료 측정값 모두를 반복적으로 향상 시키는 것

템 모델링은 중요한 파트너가 되고 있다. 모델들은 자료를 기반으로

이다. 궁극적으로, 기본적인 기후 시나리오 전망을 뛰어넘어 우리의

세워진 가설들을 테스트할 수 있고 관찰된 현상들에 대해 물리적인 바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전망을 추구하도록 모델을 향상시키려면 온실

탕을 둔 설명을 할 수 있으며, 시공간적 자료의 차이를 줄일 수 있다.

가스와 다른 기후 강제력 속에서 자연적인 변동이 발생했을 때, 지구

또 모델은 탐사가 성공할 수 있는 가능성을 최대화할 수 있는 시추 장

의 반응이 어떠했었는지에 관한 지식이 필요하다. 해양 시추는 오늘날

소를 찾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일어나는 대기 중 CO2 농도의 증가와 비슷한 수준의 CO2 농도 증가에

결국 시추로 얻어진 자료는 비교와 검증을 통해 모델 경계 조건을 재

대한 지구의 이전 기후반응을 탐구하는 유일한 진실된 역량을 가졌다

구성하고 모델의 성과를 평가하는 데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고 할 수 있다.

코어 데이터

수치화 모델
시추 지점 선정, 과학 목표
모델 경계 조건

프록시 데이터

모델-데이터
비교 & 테스팅

모델 산출물

더 나은 예측을 이끌어주는 모델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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십만 년 전과 유사하다). 이렇게 낮은 CO2 농도는 이 기

13

하는 데 분명 도움이 될 것이다.

간 동안 비교적 온난했던 기후와 필연적으로 궤도를 따라
움직였을 북반구 빙상이 존재하지 않았다는 사실을 이해

마지막으로 플라이오신 중기(3백만~3천3백만 년 전)의

하기 어렵게 한다.

온난화 기후처럼 몇몇의 간빙기에 현재 프록시로 복원 한

그러나 또 다른 여러 증거들은 마이오세 동안 CO2 농도

결과는 당시 대기중의 CO2 농도가 오늘날과 비슷했다는

가 더 높았다는 점을 시사하기도 한다. 이렇게 지난 2천

것을 보여준다(산업혁명 이전의 농도보다 30%이상 높음)

5백만 년에 걸쳐 CO2 농도와 기후 변동성 사이의 불일치

(그림 2.1).

는 온실가스 농도가 낮고, 상대적으로 기후가 시원하면
다른 기후 강제력에 대한 민감성이 증가됨을 암시한다고
할 수 있다(예를 들어, 지구조상 혹은 궤도상의 강제력).
예를 들면, 강한 양성적 눈/빙하 임계치 피드백과 같은
몇몇의 기후 피드백 메커니즘은 광활한 대륙의 적설지,
과거

만년설, 해빙이 존재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추운 지역에

에오신

2500

서만 나타난다. 그리고 상대적으로 온건한 강제력에 대

올리고신

미래

마이오신

한 극지방의 민감성을 훨씬 증가시킨다.
CO2와 함께, CH4와 N2O같은 다른 온실가스들 또한 중요

2000

계가 성립하여 초기 단계에서 CO2 농도가 낮을 때 CO2의
작은 변화는 큰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있다. CO2의
농도가 다가올 미래의 수치와 유사하다면 빙상이 형성되
지 않았던 시대의 기록(일반적으로 북반구나 남반구에 영

대기의 CO2 (ppmv)

하다. 우리는 CO2 농도와 복사 강제력 사이에 함수적 관
1500

1000

남극 빙결 한계점 모델

IPCC 예측 범위

구빙상이 나타나기 시작한, 그 이전의 시기)은 비교적 정
확한 CO2 농도에 관한 검증은 기후 민감성을 더 잘 파악

500

북극 빙결 한계점 모델

0

중기 마이오신
기후 적정선

1

3

4
한랭한 심해

증가하고 있는 CO2에 대한 IPCC 미래 예측치는 초기 신생대 범위와
유사하다고 전망하고 있으며, 이는 해양 시추를 통해서 밝혀낼 수 있는
장기간의 추정치이다.

25 50 75 100
미래의 연도

초기 에오신
기후 적정선

2

δ18O (‰)

그림 2.2
지난 5천만년 동안의 CO2와 기후 지표 요약
아래쪽 축에 그려진 하늘색 선은 추측된 남극과 북극의 빙상의
존재/부재이다.
해저 생물 δ18O 는 심해와 높은 고도의 표층 해양 온도를 기록하고(빨간색
선; 2001, Zachos 외), 지난 5천만 년 동안 발생한 장기간의 지구
냉각현상을 설명한다.
이 기간 동안 프록시 지표는 대기 중 CO2가 이전 3천 5백만 년 전에 1000
ppmv 를 주기적으로 초과했을지도 모른다는 것을 암시한다. 이 측정치는
심해 퇴적물 코어에서 발견된 안정적 탄소 동위원소, 알케논(alkenones)
및 붕소 동위원소 pH 복원(오픈 서클; 1999, Pearson 외)의 측정값에서
추정된 것이다. (그레이 밴드; 2005, Pagani 외)
남극대륙과 북반구의 파생된 모델 CO2-빙결 한계점(2008, DeConto 등)은
지질학적 기록과의 비교를 나타낸다.

온난한 심해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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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록시 데이터로 본 표층해수 온도 이상 현상 (3백만 년 전과 현재 비교)
그림 2.3. 최고간빙기
3,300,000-3,000,000 년전
기간동안에 평균한 연평균
표층해수 온도와(Dowsett et
al., 2010) 현재 표층해수 온도
(from Reynolds and Smith,
1995)와의 차이. 북동 대서양에서
관찰된 가장 인상적인 붉은색
부분은 오늘날보다 더 높은
표층해수 온도를 의미한다.
과거 표층해수 온도는 전지구를
대상으로 채취한 심해코어(open
circle)를 사용하여 다양한 프록시
방법으로부터 재구성 된다.

-10

-5

그러나 전 지구적인 평균 표층해수 온도는 현재보다 어느
정도 더 높다(그림 2.3). 해양시추는 지속된 엘리뇨와 같
은 상태를 닮은 동태평양의 평균적인 기후 조건으로, 따
뜻한 열대 태평양 해수면이 극쪽이나 동쪽으로 확장되었
다는 것을 보여주었다(도전과제3 참고). 고위도에서 해수
면의 온도, 특히 오늘날보다 더 따뜻했던 북 아틀란타지
역과 노르웨이 그린란드 바다는 심해 형성에 있어 매우
중요하다(그림 2.3).

시추 전략은 극 지방의 바다에서 저위도의 용승 지역까
지를 목표 지점으로 한다. 이 전략은 과거 지구 온난화 시
대에 기후의 특성을 설명하는데 필요하며 훨씬 더 신뢰
할 수 있는 프록시의 지속적 개발과 어우러져야 한다. 해
양시추 자료는 모델이 따뜻한 기후를 모의할 수 있는지를
테스트할 수 있게 하며, 위도상 혹은 지역상의 모델 편향
을 확인할 수 있게 해준다. 그리고 가까운 미래에 일어날
법 한 플라이오신 때와 같은 기후 조건을 만들어 내는 메
커니즘이 무엇인지를 파악하게 해준다.

0
°C

5

10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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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2 | 빙상과 해수면은 온난해지는 기후에 어떻게 반응하는가?
2,100년까지 평균 해수면은 0.5에서 1.5미터 정도로 상

성에 대해 우리가 잘 이해하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기

심해의 기록은 과거

승할 것으로 예상된다. 이는 해안가의 생태계와 물 공급

기관측에 의해 해수면 변화를 기록하기 시작한 것은 평

지구온난화 기간에

에 영향을 미치고 인구가 밀집된 해안가의 지역사회를

균 해수면이 불과 0.2미터 상승했었던 대략 150년 전에

빙상과 해수면이 어떻게

침수시킬 수 있다.

불과하다. 이는 앞으로 상승할 것으로 예상되는 수치에

반응했는지를 밝혀주며

지난 10년간 측정된 전세계적인 평균 해수면 상승은 대

훨씬 밑도는 수치다. 이와는 대조적으로 해수면 변화에

앞으로 수십 년간 해수면이

부분 지구 온난화에 따른 해양의 열팽창으로 야기되었

관한 지질학적 기록은 해수면 변동성에 관한 전 범위적

얼마나 많이 변할 것인가에

다. 미래에 그린란드와 남극 대륙의 빙상이 녹는 것과 64

정보를 담고 있다. 해수면 변화에 관한 기록은 사실상 빙

대한 관측도 가능하게

미터에 달하는 해수면 변화 가능성은 엄청나게 큰 위협

하가 없었던 시기, 그리고 오늘날에 비해 수십 미터나 높

한다.

이 될 것이다. 위성기반의 측정법은 빙상이 최근 가속화

았던 해수면을 특징으로 하고 있는 온난 시기에서부터

된 속도로 사라지고 있다는 것을 보여준다(그림 2.4). 빙

대륙붕을 드러내고 육교를 형성하며 빙상이 북아메리카

상의 용해는 현재의 해수면 상승에 약 반정도 기여하고

와 유럽 대부분을 덮고 있었던 시기를 포함하고 있다. 기

있지만, 만약 빠른 속도로 계속된다면 해수면 상승에 가

후 조건에 대한 전 범위를 연구함으로써 우리는 빙하의

장 크게 기여할 것이다.

역동적인 특성을 이해할 수 있다.

해수면 상승에 관해 장기적으로 전망하는 것은 여전히
불확실하다. 계속된 온난화 시기에 빙상의 역동적인 특

1.0

해수면 상승 (매년 mm)

0.5

그림 2.4
그린랜드의 평균 해수면
상승(위쪽)과 지난 30년 간
남극대륙의 빙하 감소(아래쪽)의
측정치.
각각의 표는 위성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서 나온 값으로
평균 해수면 상승의 범위를
나타낸다(각각의 색은 다양한
접근법을 나타낸다) (2010,
Bertler와 Barrett에 기술된 자료).

연간 1mm 해수면 상승

그린랜드

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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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터의 해수면을 차지한다. 따라서 12미터 이상의 측정

시추 및 연구전략

치는 해수면 52미터 가량을 포함하고 있는 훨씬 더 큰
더 온난한 기후에 관한 빙상의 반응은 최근 간빙기(빙

동남극 빙상(East Antarctic Ice Sheet)에서의 해수면이

하의 범위가 오늘날과 유사하거나 더 적었음)나 그보

올라가기에 충분한 만큼의 빙상 용해를 암시한다.

다 훨씬 더 초기 시대(3백만 년~3천4백 만년 전으로
기후가 지속적으로 오늘날 보다 몇도 더 높았음)의 퇴

해양 과학시추로 우리는 과거 해수면 변화의 규모와 비

적물에 남아 있는 기록으로 복원될 수 있다. 초기 남

율에 대해 가졌던 불확실성을 줄일 수 있다. 동남극빙상

극 빙상은 수십 미터의 해수면 변화를 가져올 만큼 거

(EAIS)의 커다란 일부에 대기 중 CO2 농도가 400 ppm

대한 빙하의 변동성을 가지고 있어 훨씬 더 역동적이

에 달했을 때 붕괴되었는가? 과거 빙하의 붕괴가 발생

었던 것처럼 보인다. 최근 복원된 해양 퇴적물 코어

했을 때의 시간 범위는 무엇이었으며, 지난 티핑포인트

는 약 4미터에 달하는 해수면 상승을 가져올 수 있는

(tipping points)를 밀어내기 위해서는 얼마나 많은 온

WAIS(West Antarctic Ice Sheet)가 특히 상대적으

도의 상승이 필요한가? 이러한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

로 약한 기후강제력(예: 몇 도 정도 해양의 온도가 높

리는 퇴적물이 빨리 퇴적되는 대륙사면 지역과 고위도

아지는 것)에 민감하다는 것과 지난 5백만 년에 걸쳐

에서 획득한 코어가 필요하다(그림 2.6). 빙하 지각 평

여러 번 붕괴되었다는 점을 시사한다(그림 2.5).

형 모델링과 더불어 회수된 코어는 해수면 상승의 시간

3백만 년 전 간빙기 동안 해수면 상승에 대한 측정치는

과 양 그리고 얼음을 녹이는 원인을 파악할 수 있게 해

훨씬 더 큰 변화의 가능성을 암시한다(현재 해수면보다

준다.

30미터 상승). 그린란드의 빙상과 WAIS는 모두 대략 12

니
모래
자갈

16

0

100

200

300

400

500

600

깊이 (mbsf)

그림 2.5
남극 주변에서 채취된 퇴적물 코어 사이의 자료 모델 비교의 예(지도상 꼭대기와 파란 점; Naish 외, 2009)와 지난 5백만 년간 남극 빙상의 모델 시뮬레이션 사진(아래쪽: Pollard와 DeConto, 2009)
퇴적물 코어에서, 규조토(노란색)는 더 온난했던, 그리고 오래된 3백만 년 전 플라이오신기(400미터 가량의 코어 깊이)에 우세하게 많았다.
시추지점에서 니사암(회색)의 분포는 중심 빙상 기준선과 오늘날과 유사한 빙상 형태를 나타낸다.
다이어믹타이트(초록색)은 최대 빙하기 동안 이 지역에 존재했던 빙상의 발전을 나타내는데, 약 20,000년 전 최후최대빙하기를 보여주며(왼쪽) 지난 900,000년간 지속되었다(코어의 위쪽 80 미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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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빙상이 따뜻한 기후 조건에서 녹는지를 예측하려

몇번의 빙기-간빙기와 관련 있는 세계 곳곳의 시추장소

는 시도를 하는 통계적 빙상 모델을 파악하기 위해 지상

를 시추하는 것은 대규모 빙상의 용해로 야기되었던 큰

의 기록과 더불어 이런 정보가 필요하다. 해양과 대기의

폭의 해수면 변화의 시기를 이해하기 위해 필요하다. 오

일반적인 순환과 더불어 이러한 모델은 기후 변화 영향

늘날까지 해빙기에 융빙수와 빙산 유입의 위치와 속도에

력에 대비하려는 계획에 직접적으로 적용이 가능하여 미

대해 확신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위도 지방에서 해수순환

래 해수면 예측에 있어 매우 중요한 자료가 될 것이다.

이 역전된 현상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어려웠다. 게다가
빙하의 질량 변화에 따른 해수면의 변화가 곳곳이 일정

빙상의 붕괴를 초래하는 프로세스와 엄청난 양의 융빙수

하지 않는데 이러한 공간적 이질성은 매우 큰 장점이 된

가 바다로 흘러 드는 시기는 터미네이션으로 알려진 제

다. 국지적인 맨틀과 지각의 작용은 육지에 비해 해수면

4기의 빙기-간빙기 전이기의 지질학적 기록을 연구함

의 위치를 변화시킬 수 있다.

으로도 파악할 수 있다(예를 들어 가장 최근 8,000년 전

대륙 빙하가 해수로 전환되는 것은 대양저(지각 평형 변

~20,000년 전, 그리고 128,000년 전~138,000년 전).

형을 통해)와 해양표면(중력의 변화를 통해)의 방향을 바

이 시기 동안 해수면은 평균 연간 8밀리미터로 거의 120

꾸어 해수면에 영향을 준다. 이러한 지각평형, 중력 작

미터까지 빠르게 상승했다. 산호초 기반의 해수면 기록

용의 규모는 다양한 지구조상 및 퇴적물 환경과 이전에

은 최근 타이티에서 해양시추로 복원되었으며 이러한 급

빙하작용을 받은 지역과 떨어진 곳에서 동일한 시기에

격한 해수면의 상승(23,000년 전 최후최대빙하기 이후

일어난 해수면 기록을 연구함으로 평가될 수 있다.

내륙빙이 녹음으로 초래 됨)은 일정한 형태로 발생한 것

예를 들어 이전에 빙상이었던 곳에서 떨어진 여러 장소

이 아님을 시사한다. 오히려 약 14,500년 전 극적으로

의 고대 산호초에서 추출한 시료는 대륙 빙하의 총량의

빠르게 상승했던(평균 1백 년에 4미터 그림 2.7) 수백 년

변화를 알아보고 빙상이 여러 대륙으로 어떤 지리학적

에 사이에 간간이 일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이렇게 엄청

원칙을 가지고 분배되었는지를 알아보는 데 필요하다.

나게 다른 속도는 빙상의 역동적인 특성 안에도 기준치

과거 빙상지대와 가까운 지역에 묻혀있는 바다 퇴적물을

가 존재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그리고 미래 해수면 상승

추가적으로 시추하면 지역적 빙하 용해의 역사와 빙하

을 예측하는 데 사용된 빙하모델에 대한 도전적인 실험

의 전진-후퇴의 시기에 관한 좀 더 직접적인 정보를 제

을 해야 할 필요성을 주고 있다.

공할 수 있다. 결국 이러한 자료와 모델링 기법의 조합을

북극

열대

용융

용융

만년빙하

그린랜드 빙상

퇴적물
4000 m

서남극 빙상

산호로 덮인
해산(海山)

coral-

sea mount
90°N

남극

온난
극순환
심해수

퇴적물

기반암
80°N

기반암
17°S

18°S

70°S

80°S

그림 2.6
극에서 극까지의 제안된 시추 전략은 지질 시대에 관한 기후, 빙상 그리고 해수면 역사에 관한 기록을 수집하기 위해 IODP 시추 플랫폼을 사용한다. 이 기록에서 나온 기후 역사는 수치화된 빙하기후 모델의 성과를 측정하고 검증하기 위해 사용된다. 그리하여 미래 해수면 상승을 전망할 역량을 향상시킨다. 빙하와 산호에 남아있는 기록은 지난 100,000년 동안 가장 잘 보존이 되었고, 남극
빙핵은 850,000년을 거슬러 올라가며, 퇴적물 기록은 수천 만년 전으로 확장된다. 빨간색 화살표는 최근 서남극의 빙하 손실을 가속화 시키는 데 핵심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진 유빙 하의
따뜻한 물을 나타낸다. 이 그림은 Schoof(2010년)에서 나온 값을 바탕으로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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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확하게 집어낼 수 있게 된다. 또한 좀더 현실적인 시나
리오로 예측 모델을 테스트 하여 빙상의 특징을 더 명확
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된다.

16

17

18

19

기온(°C)

B

N

YD

A

hgIH

그림 2.7.
상대적인 해수면(m)의
재구성은 타이티의 마지막
퇴빙기에 곡선으로 표현된다(P.
Deschamps, CEREGE, pers.
comm., 2011).
IODP 310 탐사에서 채취된
2개의 암초 코어의 U-시리즈
연대결정은 14,650~14,600년
전의 Meltwater Pulse 1A(진한
파랑색)과 Bølling- Allerød(B,
A) 온난 기간의 시작과
관련된 극히 높은 고도의
온난화가 동시발생했음을
나타낸다(그린랜드의 NGRIP
빙핵에서 나온 공기 온도 자료).
빙핵에 기록된 구
드라이아스기(OD)와 신
드라이아스기(YD) 발생 또한
나타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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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대적 해수면(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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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3 | 무엇이 몬순 혹은 엘리뇨와 같은 지역적 강수현상을 일으키는가?
엘니뇨라고 불리는 동부 열대 지방 태평양의 해수 온도

역의 남쪽으로의 확장되어 나타난 현상임: 그림 2.8의 위

연중 기후변화는 일반적인

상승 현상은 어떤 지역에 치명적인 홍수를 가져오기도

아래 패널을 비교해 볼 것).

현상이지만 어떤 해는
조금 더 습하기도 하고,

하고 또 어떤 지역에는 가뭄을 가져오기도 한다. 이 현상
은 해수 온도의 작은 변화에 대한 수계의 취약성을 나타

만약 이러한 변화가 다시 일어난다면 이는 수문학적, 경

어떤 해는 조금 더

낸다. 또한 엘리뇨와 같은 강수현상은 어떤 요소가 범지

제적, 사회적으로 심각한 영향을 줄 것이다(그림 2.9). 해

건조하기도 하며, 더

구적인 물의 순환을 조절하는지 알아야 할 사회적 필요

양시추를 통해 복원된 것과 유사한 역동적인 메커니즘은

따뜻하거나 더 시원하기도

성도 가중시킨다. 아시아, 인도, 아프리카에 살고 있는

아직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한 기후 모델을 통해 허리

하다. 지구온난화 중에도

40억의 인구가 정기적으로 몬순 순환 변화를 겪고 있지

케인 빈도가 증가함에 따라(그림 2.10) 수직적 혼합이 증

장기적인 관점에서 기후는

만 증가하고 있는 온실가스 농도와 지구의 온도가 이 순

가되고 더 큰 태평양 웜풀(warm pool) 영역과 증가된 극

변하고 있다.

환을 막을 지 혹은 증폭시킬지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다.

쪽 지역의 열 이동을 추측할 수 있다. 이 가설은 시추에
의해 검증될 것이며 보다 정확한 모델과 미래의 지구변
화를 파악하기 위한 시료를 얻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

시추 및 연구전략

해양 퇴적물 코어(그림 2.11), 빙상코어 그리고 석순(동굴
석순과 종유석)을 사용함으로써 과학자들은 각 지역의

지구의 평균 온도가 높아지거나 낮아질 때에도 온도변화

표층 온도와 강수량에 대해 백만 년 단위로 그 변동성을

는 그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다. 온도 차이는 대기와

확인할 수 있다. 기후가 바뀌는 현상은 대체로 당시 기후

해양 순환의 변화, 절대 습도 그리고 강우 패턴뿐만 아니

의 연 중 변동성과 관련이 있고 몇 년 에서 수백 년에 걸

라 적도에서 극 그리고 육지에서 바다까지의 온도 차이

쳐 비교적 빠르게 일어난다. 해양 과학시추로 고기후 관

를 만들어 내는 지역적 복합성을 가지고 있다.

CO2의 농도가 오늘날과 유사했던 플라이오신 초중기(약

40°N

해양 과학시추는 과거 온난기 동안 예를 들면, 대기 중

3~5백만 년 전)의 기후 변화에 관한 시료를 획득할 수
있게 해 준다. 당시 따뜻한 열대 태평양의 표층수는 극지

40°N 40°S

그림 2.8. 1998년 1월 동안에 해수표층 온도(위; Locarnini
et al., 2010), 엘리뇨 사건(중간; Carton and Giese, 2008),
그리고 플라이오세 연평균 해수표층 온도 (아래)와의 비교.
플라이오세기(-4,600,000-3,000,000) 동안의 해수표층 온도
재구성한 것은 동-서와 남-북 방향에서 오늘날에 비해
확장한 태평양 열대 난수역을 보이는 엘니뇨 사건과 유사함.
플라이오세 자료는 해양시추 정점으로 부터 구한 자료임(아래
그림에서 둥근점으로 표시된 것; see Dekens et al., 2007).
Courtesy of C. Ravelo,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40°S

방에 영구적으로 존재했었다(온수가 페루 원근 용승 지

40°N 40°S

방 까지 확장되었고 엘리뇨와 같은 강수 현상이 적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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련 기록도 획득이 가능하다. 고기후에 관한 기록은 기후

아니라 사이클론 형성 및 강화의 주된 결정요소이다. 이

가 바뀌는 현상이 방사성 강제력의 작은 변화(예: 태양 순

러한 대양의 기록은 전 세계적으로 해양 순환이 천년 단

환, 온실가스 등)에 의해 야기된 것인지 아니면 해양 기후

위로 기후 변화를 만들어내고 이어져오는 데 있어 중요한

시스템의 내재적인 변동성과 관련 있는지를 파악할 수 있

역할을 하고 있다는 것을 검증하기 위해 사용될 수 있다.

게 한다.
세 번째로 해양시추로 다양한 평균 기후 조건, 태양열 강
이 시추 전략은 세 개의 구성요소를 가지고 있다. 첫 번째

제, 온실 가스를 갖는 여러 시간대에 걸쳐 지역적 기후 변

로 해양 퇴적물과 섞여 강을 통해 이동되어 육지의 물질

화의 특성을 연구할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다양한 범

을 함유하고 있는 대륙 주변 퇴적물을 시추함으로써, 대

위의 역동적인 기후 조건과 강제력을 나타내는 자료를 통

륙과 해양의 변화를 시간에 따라 지속적으로 기록하고 있

해 수문학적 변화에 대한 원인결과적 이해가 가능하다.

는 자료 획득이 가능하다. 새로운 대륙의 프록시는 지상

또한 이 자료들은 다가올 미래의 수문학적 순환에 대한

의 강우 패턴과 초목의 변화에 관한 상세한 정보 획득을

소중한 시사점을 제공해 줄 것이다.

가능하게 해 준다. 연간 층리(layering)작용을 기록한 혹

그림 2.9.
심해 퇴적물 코어로 얻어진
여름과 겨울에 북아메리카의
강수량(mm/day)(위쪽
패널)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아시아(아래쪽 패널)에서
채취된 플라이오신기의(~4.6~3
백만 전) 해수표층 온도
차이 감소에 대한 영향도
해수표층 온도는 최신식의
수치화된 기후모델에 대입되어
사용되었다. 그리고 해수표층
온도는 플라이오신기에
나타난 것과 유사한 온건한
지구온난화의 수문학적 순환에
관한 가능성 있는 결과를
예측한다(예, 그림 2.1)Brierley 와
Fedorov(2010) 이후.

은 계절 마다 혹은 연중 기후 변동성을 기록한 고대 산호

마지막으로 과학시추는 지구 시스템 역사에서 지구조-

초와 퇴적물을 시추하는 것은 장기간의 맥락에서 전지구

기후 상호작용이 수행했던 역할이 무엇인지 탐색할 것이

적 기후 변화의 관측을 가능하게 할 것이다. 두 번째로 대

다. 지구조상 산맥의 융기는 제트 기류의 위치를 바꾸고

양 어느 지점을 시추하는 것은 과거 표층수의 온도 구배

육지와 바다의 온도 경사를 심화 시키며 일부 지역에서는

에 대한 변화를 복원 하는 데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역적

몬순의 강도와 계절성을 증가시키고 또 어떤 지역에서는

혹은 자오선에 따른 온도 패턴은 기후대의 크기와 위치뿐

레인 셰도 효과(비그늘, 산으로 막혀 강수량이 적은 지역)

여름

겨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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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0
플라이오신기의 온난기(4백만 년 전을 나타냄) 열대 사이클론 분포 및 강도의 모델 예측이 약간 더 온난했던 세계의 열대 사이클론
의 지리학적 범위와 수에 있어서의 증가를 보여준다. 각각의 색은 열대성 저기압(TD, 파란색)에서 열대 폭풍우(TS, 암녹색) 그리고
카테고리 5의 사이클론(빨간색)까지 허리케인 강도를 표시한다.
플라이오신 모델 시뮬레이션은 복원 시 심해 퇴적물을 사용하여 감소된 자오선상(meridional)의 지역적인 열대 해수표층 온도 차이
를 사용했다 (예: 그림 2.9; Fedorov외 2010).

가 발달하여 가뭄을 증가시키는 것으로 대기의 순환과 대

적물에 남아 있는 물리적, 화학적 풍화 기록에 대한 복원

륙성 기후에 영향을 줄 수 있다.

이 필요하다.

가파른 지형이 심한 산악성의 강수와 결합되면 자연적
으로 기계적인 침식의 발생비율을 증가시킨다. 이는 결
과적으로 더 큰 규모의 화학적 풍화작용을 일으키고 대
기 중의 CO2를 소모시키며, 지구 냉각화를 초래하게 된
다. 냉각이 산 위의 빙하를 더욱 확장시킴에 따라 침식과
풍화는 더욱 심화되며 부가적인 결과로 매몰된 것이 노
출되거나 지각 평형 변화가 일어나기도 한다. 결국 기후
는 산맥과 상호 영향을 주고 받는다고 할 수 있다. 화학
적 풍화작용은 용존 영양염이 많아짐에 따라 피드백 현
상을 일으키게 되는데 그 현상이 바로 생물의 번성이다.
수백만 년의 연대 범위에서 지역적 몬순 시스템의 변동
성은 지구조작용과 짝을 이루었다. 아시아 혹은 인도 몬
순의 역사에 대한 연구를 하려면 근해 연안 및 선상지 퇴

그림 2.11
대륙 분지 주변의 해양 분지에 있는 매년 쌓인 퇴적물을
사용하여(연층이라고 부름), 예를 들어 베네수엘라의 카리아코
분지는 고기후와 해양역학에 대한 매우 상세한 연구가 가능하다.
카리아코 분지에서의 해양시추는 엘리뇨 사건의 강도와 빈도 같은
강우의 분명한 변화의 지침이 되어 지역적 거주가능성 및 마야
문명에 영향을 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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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4 | 해양은 화학적 변동에 얼마나 회복력을 가지는가?
해양 과학시추는

인간 활동은 대기와 해양의 화석연료에서 나온 탄소

해양 화학 관련 생태계 안에서 단기간 동안 일어나는

과거 지구온난화의

와 비료를 엄청나게 유입되게 했으며, 이는 환경에

일시적인 특성을 확인할 수 있지만 퇴적물 코어는 지

기간에 산성화 및

대한 심각한 그리고 쉽게 측정 가능한 화학적 변화를

구 시스템의 장기간에 걸친 특히 오늘날 보다 따뜻했

저산소화(데드존:

불러왔다. 해양이 CO2를 흡수하면 해수가 산성화되

던 온난기의 특성을 파악하는 데 필요하다.

산소가 충분하지 않아

고 이는 산호초나 해안 용승 지역 등 경제적으로 중

생물이 살 수 없는

요한 해양 생태계에 위협이 된다. 지질학적 시간으

지역)현상에 대한

로는 순식간에 발생한 CO2의 해양 탄소 체계로의 유

해양의 반응을 알게

입을 중화시키는 데에는 수 만 년의 세월이 걸리지만

해 준다. 이를 통해

해양의 산성화가 해양의 유기체들을 석화시키는 데

갑작스러운 대기중의 CO2 농도 증가가 해양의 산성

현재와 미래의 해양이

에는 비교적 짧은 시간이 소요된다.

화 및 온난화가 동시에 발생했을 때, 지질학적 기록

앞으로 얼마나 건강할

마찬가지로 질소가 해양으로 더 많이 흘러가게 되

에는 몇 개의 시간적 간격이 포함된다(그림 2.12). 과

지 예측할 수 있다.

면 부영양염화와 데드존 혹은 저산소화층를 초래하

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에 대한 연구는 어떻게

게 된다.어류 및 갑각류는 특히 낮은 O2 농도에 민감

개별적인 종 및 전체의 해양 생태계가 여러 가지 사

한 경향이 있어 저 산소지대가 확장되거나 재 출현하

건들로 동요되었는지를 밝혀줄 수 있다. 이는 실험실

게 되면 바닷속 생물들에게 치명적인 영향을 줄 수

에서 수행하기에 너무 긴 기간일 뿐 아니라 지화학적

있다. 이와 같이 작은 화학적 변화에 대한 해양의 생

으로도 복잡한 일이다. 해양 산성화 및 저산소화에

물학적 반응은 대기의 온실가스 농도 및 기후에 영향

대한 장기간의 생물학적 반응은 생태계의 적응력(생

을 주고 또 다시 생물학적 및 기후 변화를 야기한다

물분포에 있어서의 변화)과 멸종을 통한 생물다양성

(피드백 현상). 자료 측정값이나 실시간 관측을 통해

감소와 관련이 있다.

시추 및 연구전략

여러 번의 저산소 발생- 지중해, 0~3백만 년 전

두께(cm)
전 지구의 해양 산성화 발생 - 남 대서양, ~5천 5백 90만 년 전

두께(cm)
그림 2.12
심해 코어는 전지구적, 지역적 해양 산화와 저산소화를 기록한다. 저산소화 또는 수층 산화의 뚜렷한 감소는 부니(유기물이 풍부한 침전물)를 만드는 유기 물질 보존의 극적인 증가로 나타난다.
부패 유기물로 이루어진 연니(軟泥)
이러한 지중해(위쪽, ODP 지점 964에서 채취한 코어) 부니(sapropel)는 태양을 도는 지구 괘도의 미묘한 변화로, 갑작스러운 표층해수의 온난화 및 담수화가 뚜렸한 지역적 순환의 변화를 초래하여
형성되었다.
남대서양 ODP 코어 1262(아래쪽)에서 보이는 붉은 색의 점토가 풍부한 퇴적층을 만들어내는 해저 탄소의 극적인 용해는 팔레오신-에오신 경계인 5천 5백 90만 년 전에 발생했던 전지구적 사건이었
다. 이러한 전지구적 대양의 산화 발생은 대양 온난화 발생 후에 해양 메탄 수소의 열해리 때문에 탄소 수천 톤의 방출로 야기된 것으로 믿어진다. 해양 시추의 다음 단계는 퇴적 비율이 해양에서 산
화나 저산소 발달을 어디서 어떻게 이루었는지에 관한 세부사항을 보존할 만큼 충분히 높은 지역을 목표로 삼아야 할 것이다.

2. 기후와 해양 변화

게다가 여기서 얻은 지질학적 기록을 통해 우리는 과

과학시추는 심한 화산 폭발이나 폭발 화구의 충돌

거 여러 가지 사건이 발생 했을 때 현대의 실험을 통

과 같은 해양의 화학작용과 지표면에 발생하는 극도

해 예견되었던 생리학적 그리고 생태학적 변화(생태

의 내외부 강제력 사이의 연관성을 이해하는 데 사용

계 구조의 기형 및 변화와 같은)가 있었는지 알아볼

될 것이다. 대형 화성암기원 혹은 LIP(Large Igneous

수 있다. 이러한 방식으로 해양 퇴적물에 기록된 지

Provinces)는 수백만 년 사이에 화성암이 대규모로

질학적 사건들은 과거에 일어났던 지질학적 사건에서

분출되었다(도전과제 9 참고). LIP는 CO2, H2S, SO2

어떻게 해양계가 지구의 변화에 적응하고 있는지를

와 같은 많은 양의 미량금속이나 가스를 해양 대기 시

기록하며 실험실의 실험을 보완해 주고 있다.

스템에 방출하여 생화학적 기후 피드백의 연속반응을
일으킨다. 이러한 과거의 거대한 지질학적 사건은 해

해양 탄소화학 연구에서 가장 중요한 것 중 하나는 얼

양 화학물질이 주요한 환경적 변동성에 어떻게 반응했

마나 빨리 해양이 대기중의 과도한 CO2를 중화시키

는지 이해하는 데 훌륭한 사례 연구 자료를 제공한다.

는 지를 수량화 하는 것이다. 과거 지구 온난화와 산
성화 사건 발생기에 대기중의 CO2 농도의 증가, 해양
의 pH 변화 그리고 지구 시스템 회복은 CO2 유입의
원인, 규모, 장소에 따라 다르다(예: 극심한 화산 활
동, 지상 생물권의 크기의 변화, 해양 순환의 변화 혹
은 메탄 하이드레이트 해리).

예를 들어, 5천 5백 만년 전 플라이오신-에오신 경계
에서 대규모로 탄소가 방출되었던 사건은 10만 년 간
지속되었던 지구 온난화와 해양 산성화를 야기했던
엄청난 탄소 방출(약 3조~6조 톤)과 관련되었다. 이
사건은 지구 온난화와 해양의 산성화를 야기했으며
10만 년 넘게 지속되었다. 놀랍게도 팔레오신-에오
신 최고온기(PETM)의 시작점에서의 지구 변화의 속
도는 현대의 지구 변화 속도와 유사할 지 모른다. 당
시의 해양 기후 체계는 오늘 날과는 달랐지만 해양의
지화학 및 생태계에 그렇게 급격한 변화가 일어났을
때 어떤 영향을 미치는 지에 관하여는 배울 만 하다.
인류가 탄소를 배출하고 있는 기간이 지질학적으로는
매우 짧기 때문에 그 영향력은 지금까지 관찰된 화석
기록에 남아있는 유사 시스템 내의 여러 생태계에 비
해 영향력이 더 클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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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생물권 프런티어
심부 생명, 생물의 다양성, 생태계의 환경 강제력
도전과제

해양시추로 회수된 시료는
지구의 대규모 생태계에

5| 해저지층 생물군의 기원과 조성 그리고 전지구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관한 연구를 할 수 있도록

6| 해저지층 생물의 한계는 무엇인가?

해준다. 또한 회수된

7| 환경변화에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은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시료로 과거 환경변화의
시기에 심해 생물권의 기원
및 한계점 그리고 해양

도입

소형생물군의 진화에 대해
알 수 있고 나아가 인류의

지구의 생물권은 퇴적물이나 심해 암석내부 등 지표면

스러운 해양 조건의 변화가 해양 생태계의 건강과 다

기원에 대한 시사점도 얻을

훨씬 아래까지 뻗어있다(그림 3.1). 이 심해 생물권은

양성에 어떻게 영향을 미쳤는지 배울 수 있다. 해양 화

수 있다.

지구상에 존재하는 전 범위의 생물량, 혹은 바이오매

석은 또한 각각의 종의 이동(회유), 멸종, 그리고 진화

스(biomass)에 중요한 영역을 차지한다. 해양시추는

등 여러 가지 환경적 어려움에 어떻게 대응하였는지에

심해 생물권에 접근하여 그 기원과 진화, 서식지, 다

대한 전반적인 기록도 담고 있다.

양성, 생지화학에 관한 모든 것을 밝히게 될 것이다.
심해 생물권내에 사는 많은 미생물들은 매우 느리게
해양시추는 상세한 기후관련 기록을 생성하며 인간

성장한다. 큰 규모의 바이오매스에서 낮은 신진대사

을 포함한 육지 생물의 진화에 대한 통찰력을 제공한

활동을 한다는 것은 심해 생물권 연구에서 가장 어려

다. 해양 생물권은 전지구적 기후에 매우 중요한 역할

운 점이다. 그러나 이 미생물들은 해저표면 생물의 생

을 한다. 해양 미생물(예: 해조류(藻類), 박테리아, 고

리학적 역량과 생지화학적 영향력에 대한 기초적인 이

세균류)은 많은 양의 산소를 발생시키고 죽어서는 해

해를 돕는다. 퇴적물 속에 깊숙이 묻혀있는 어떤 미생

양의 심연으로 가라 앉으며 탄소를 흡수하거나 분리한

물군은 암석의 풍화작용으로 매몰되는 반면 어떤 미생

다. 이 해조류의 잔류물에 남아있는 탄소의 양에 따라

물군은 자연적인 방사성 물 분해를 통해 배출된 수소

대기 중에 있는 CO2의 양이 다르며 나아가 온실화의

로 에너지를 얻는다. 둘 중 어느 것이든 미생물은 광

범위가 달라진다. 결국 심해 퇴적물에 묻히게 된 해수

합성 작용과는 독립적이다. 오랜 기간 묻혀 있는 유기

표층에서 만들어진 유기탄소는 탄화수소의 원천이 된

물과 마그마 열의 열 저하작용으로 공급된 에너지는

다. 해양 생태계의 역동성을 이해하려면 광합성 작용

가장 깊은 곳에 묻혀있는 퇴적물 속 미생물군에게 도

혹은 광합성에 의한 생물 생산에 대한 지식이 필요하

움이 될 것이다. 반면에 해양의 화성암 지각에 살고

다. 또한 어떻게 해양의 먹이 사슬 중 하위에 위치한

있는 미생물은 물과 미생물을 지각을 통해 재빠르게

유기체가 과거의 환경적 변화에 영향을 미쳤는지에 대

실어 나르는 적극적인 수문학적 시스템을 통해 해양과

해 이해할 필요도 있다. 해양의 미생물화석 및 미생물

잘 연결이 되어있을 것이다. 이러한 모든 발견들은 최

화합물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장기간 혹은 갑작

근에 이루어 진 것이므로 우리가 지구의 생물권에 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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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mbsf )

투광층(透光層)
생물군

산호초 생물군

열수(熱水) 분출공
생물군
냉용수 생물군
바닥에 서식하고 있는
생물군

퇴적층 내의
미생물

표면층의 미생물

그림 3.1
심해 생물권의 존재와 규모는 우리가 아직 파악하지 못한 방법으로 지구계에 영향을 주고 있을 지 모른다.
열수분출공, 이화산(泥火山)과 같은 극한 환경에 있는 미생물들과 심해 탄화수소 누출은 태양에너지 없이 유기적 탄소 생산이 가능하다. 이러한 화학 합성의 미생물들은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지만
전반적인 탄소나 다른 순환에 있어서의 역할은 양적으로 얼마만큼인지 불확실한 상황이다.
사진 : 바닥 서식 생물군: Ross(2007; 그림 3); 열수(熱水) 분출공: Devey 외.(2007, 그림 2); 표면층의 미생물: Orcutt 외.(2010); 투광층 생물군: M. Montresor, SZN/Alfred Wegener Institute; 냉용수 생물군:
Vanreusel 외.(2009, 그림 6A); 퇴적층 내의 미생물: 그림 3.2B; 산호초 생물군: 산호 질병 워킹 그룹(2007; 그림 2).

해 가진 지식이 아직은 불완전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악해야 한다. 또한 퇴적물과 암석의 변화, 지각의 수
문학적 생지화학적 순환 속에서 해저표면 생물권의

심해 생물권의 기원과 진화론적인 역사 그리고 미생

역할에 대해 평가해야 한다. 이러한 연구들은 과학 시

물 성장을 재촉하는 메커니즘 또한 해저표면 환경내

추와 ICDP(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의 변화가 어떻게 그들의 부흥에 영향을 미치는지에

Drilling Program) 및 미생물학적 모집단을 연구하

대한 이해는 지구상에 존재했던 고대 생물의 진화에

도록 조직된 기관과 육지에서 수행되는 해저표면 실

대한 통찰력을 제공할 것이다. 그리고 우리가 살고 있

험 등 육지에서 수행되고 있는 프로젝트와의 공동 협

는 태양계 어딘가에 존재할지 모르는 생물에 대한 정

력을 통해 상승작용이 더 크게 일어날 것이다. 또한

보를 줄 수 있다. 이렇게 독특한 환경 속에 사는 생물

해양 과학시추는 Deep Carbon Observatory와 같이

의 특성을 조사하고 더 잘 이해하기 위해 우리는 화석

심해 생물권에 대한 큰 꿈을 가지고 있는 국제적 연구

뿐만 아니라 살아있는 모집단을 채취할 필요가 있고

단체를 도울 것이다.

신진 대사 활동을 측정해야 하며 생리적 적응력을 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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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5 | 해저지층 생물군의 기원과 조성 그리고 전지구적인 중요성은 무엇인가?
해양과 육지의 시추 연구는 해저면 밑 생물권이 넓은 범

리고 저류층 및 퇴적층 내에 있는 탄화수소의 생산과 붕

심부지층 생물권은 지구상

위로 존재하고 있고 그 규모가 크며 유전학적으로 또한

괴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가장 큰 규모의 생태계

지화학적으로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예, 그림 3.2).

지구상에서 살아남은 미생물들의 전략을 이해하는 것과

중 하나이며, 해양 화학,

또한 초기 연구는 해저 퇴적물과 지각에 살고 있는 미생

풍부한 생물의 다양성을 수치화 하는 것은 과거 심해 뿐

전지구적 탄소 순환 그리고

물이 유전학적으로 지구의 표면에 살고 있는 미생물들과

아니라 또 다른 행성에 존재 할 지 모르는 생물의 존재에

퇴적물과 암석의 변화에

다르다는 것을 암시한다. 또한 현재까지 연구된 해저면

관해 예측을 할 수 있도록 해 준다. 이러한 관점에서 깊

영향을 미치는 해저지층의

밑 미생물군에서 채취한 유전자 서열의 약 85퍼센트는

이 묻혀있는 화학무기물 생물군은 그 동안 접근할 수 없

지화학적 프로세스를

알려지지 않은 대사경로를 가지고 있어 미확인된 그룹에

었던 비광합성 생물의 모델을 시간과 공간의 제약 없이

이끈다.

속해있다. 다음과 같은 내용들이 주요한 미지의 정보들

제공해 준다.

이다.

1) 대체적인 해저지층 생태계의 구성과 다양성

시추 및 연구전략

2) 해저지층 생태계가 어떤 과정에 의해 형성되었는가
3) 해저지층 생태계를 구성하고 있는 미생물들은 새로운
자원을 어떻게 쉽게 찾고 퍼트리는지
4) 해저지층 생태계가 지표면 생물권에서부터 얻은 에너
지와 지구의 내부에서 얻은 에너지 사이의 균형

해양 과학시추 및 관련된 샘플링, 측정 그리고 실험은 심
해 및 해저지층의 생태계에 영향을 미치는 근본적인 생
태학적, 물리적 그리고 역사적 요소에 대한 연구를 가능
하게 한다. 다양한 해양 환경 속에 있는 전체 퇴적층에
대한 코어링을 통해 해저 퇴적층에 존재하는 생태계가

해저에 묻혀있는 미생물군의 광범위성과 그 활동 특성은

전형적으로 해저지층 및 저류층에 묻혀있던 미생물들로

미생물군이 전지구적 생지화학적 순환, 광물의 변성 그

구성된 것인지, 아니면 그 생태계가 계속된 화학적 변화

그림 3.2
낮은 에너지와 영양염 플럭스
해저지층 환경을 위한 플로스루법 바이오 생물 반응 장치
시스템을 사용한 해저 퇴적층
미생물의 배양
(A) 혐기성 바이오 생물 장치
시스템. 위상차(位相差) 현미경의
고세균 고립자의 이미지
(B) 메타노박테리움 종 그리고
(D) 메타노사르시나 종,
그리고 박테리아 고립자 (C)
녹만균류(Chloroflexi) 종 그리고
(E)Sedimentibacter 종
4개의 흔적 모두 일본의
시모키타 탐사중 C9001 지점에서
추출된 퇴적코어에서 분리되었다.
혁신적인 배양 기술은 해저지층
생물의 해양 과학시추가 유전적,
신진대사적 진화적 특징을 이해
하는데 도움이 될 것이다.
Imach 외 에서 수정 (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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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반응하여 퇴적물로 이동한 것인지를 파악할 수 있다.

미생물들이 암석 내 혹은 위에 있는 퇴적물에 이미 존재

해저지층 환경 내의 미생물에 대한 연구는 일반적으로 해

하고 있든 생물군의 길을 따라 이동하는 것인지를 파악

양 미생물군에 대한 이해를 향상시킬 것이다. 예를 들면,

할 수 있다. 수문학적 연구를 미생물적 그리고 생지화학

산화 퇴적물 내의 혐기성 미생물과 차가운 퇴적물 내의

적 실험과 통합하는 것(Box 5.1 참고)은 해저 아래 암석

호열성(好熱性) 생물에 대한 연구는 미생물들의 생존 전

에 대량 서식하는 유기체의 종류를 확인할 수 있게 해 주

략 및 해양에서의 미생물군의 분포에 대한 이해를 증가시

고, 미생물들이 생존을 위해(두 지역간 온도기압 등의 화

킨다. 그리고 어떻게 미생물군이 위 수층에 모이게 되었

학적 구배) 광물을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확인할 수 있도

는지에 관해 알게 해 준다.

록 해준다.

미생물군은 해양 지각을 구성하는 현무암에서도 발견되

해양 과학시추는 질산염과 황산염의 환원, 생물기원 탄

었다(Box 3.1). 해수면 아래 유체의 이동로를 따라 여러

화수소, 광물의 생산 및 붕괴 그리고 광물의 산화 및 환원

장소를 시추함으로써 우리는 암석 균열 부위로 흘러가는

등 미생물군과 다양한 해저지층의 생지화학적 과정 사의

해수가 해저지층 미생물들을 만나게 되는 것인지 아니면

관계를 조사할 만한 수단을 제공한다. 시추는 또한 미생

BOX 3.1 | 생물의 연속성 - 고대와 현대의 해저표면 생물
화산 글라스(glass)에 남아있는 독특한 특징은 해저면하 생물의 흔적

해양 시추코어에서 나타난 이러한 흔적들을 미생물학, 분자 생물학,

화석으로 해석되어왔다. 미생물 활동이 화산 글라스(glass)를 녹여 복

지화학, 수문학, 광물학을 포함한 여러 분야의 학문에 나누어 그들의

잡한 관 형태의 모양을 만들어 내고, 유리 내(A와 B)에서 광물을 침

기원에 대한 테스트를 진행 할 것이며, 시추공 실험(Box5.1과 그림 5.5

전 시킬 것이라고 생각했던 것이다. 이와 같은 특징은 호주(C) Pilbara

참고)도 수행 할 것이다. 이는 현대의 심해 생물권에 대한 우리의 이해

의 Greenston Belt의 35억 년 된 변성 글라스(glass)와 남태평양 자이어

를 지구상의 생물의 역사로까지 확장시켜줄 것이며 다른 행성에의 생

(Gyre)의 1억 년 된 현무암질의 글라스(glass)에서(D) 그리고 1억 2천 2

명체를 찾는데 도움을 줄 것이다.

백만 년 된 Ontong Java 대지(E와 F)의 현무암질 유리에서 발견되었다.

3. 생물권 프런티어

물의 생리학적 적응과 생물군간의 상호작용을 검증하도

림 3.3).

록 해준다. 또한 해양 주변의 퇴적물을 시추함으로써 우

최근 분자 생물학자에 의해 개발된 기술만이 신진대사 활

리는 어떻게 유기체가 해양 및 지상의 탄화수소 저류층

동과 개별 세포의 유전적 구성을 확인하는 데 사용될 수

(석탄, 토탄)의 형성과 파괴에 연관되는 지에 관한 이해를

있다. 위에 기술한 대로 해저지층 프로세스를 담당하고

증진시킬 수 있다. 활성 사문석화지대에서 이러한 프로

있는 핵심 유기체를 확인하는 것에 주된 노력이 필요하

세스가 어느 정도로 해수면 아래의 생물들이 광합성에 독

다. 이러한 노력은 메탄유전자 분석 및 단세포 연구를 위

립하여 작용하도록 지지하는지 혹은 지지하지 않는지도

한 빠른 기술 개발을 촉진할 것이다.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Box 4.2).
유기 탄소가 풍부한 무산소 퇴적지(예: 용승지역) 그리고
유기 탄소가 거의 없는 퇴적지(예: 중부 태평양 환류)에
서 시추는 광물의 감소나 광물의 산성화가 해저지층 생물
을 어느 정도 돕는지에 관한 이해를 증진 시킬 것이다. 마
지막으로 해양 과학 시추는 메탄 유전자(metagenomics)
와 같은 빠르게 발전하는 분야를 활용할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한다. 그리고 당시의 환경에서 채취된 전체 생물군의
DNA와 RNA의 서열 작업 및 분석을 할 수 있게 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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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지구상의 세 가지 알려진 생물
군의 계통수(고세균류 (古細菌
類),박테리아, 진핵생물류 (眞
核生物類) )
이 계통수는 해양시추로 채취
된 시료에서 발견된 시퀀스를
포함하여 리보솜의 RNA 유전
자의 작은 서브유니트로 만들
어졌다(2010년 Inagaki). 빨간
색과 파란색으로 표시된 나뭇
가지는 각각 고세균과 박테리
아의 광합성 그룹을 대표하고
종종 해저 퇴적물에서 발견된
다. 대부분의 해저지층 종들은
해수표면의 종들과 구별된다.
이 해저지층 종의 생리, 분포,
생태학에 관해서는 아직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미래의 해
양시추를 통해 밝혀질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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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6 | 해저지층 생물의 한계는 무엇인가?
해양 과학시추는

생물은 지구상 거의 모든 자연 환경에 존재함에도 불

소를 얻을 확률이 극도로 낮은 상태가 지속되는 곳에

오늘날 지구상의

구하고 생명을 위협하는 잠재적 요소인 높은 온도

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진화론적 적응능력을 연구

생물의 한계점을

와 압력,극도의 pH농도 그리고 불충분한 영양염, 탄

함으로써 우리는 다른 행성에 생물의 거주와 진화의

풀어가는 데 도움을

소, 에너지 등도 함께 존재한다(예: 불충분한 먹이[전

가능성을 심각하게 고려해 볼 수 있다.

준다. 그리고 지구

자 도너] 혹은 산성화[전자 억셉터]). 주된 미해결 과

또는 태양계의 어느

제 중 하나는 지질 시간 내에서 미생물군이 극한환경

곳에 살고 있는 생명의

속에 살아가는 데 필요한 충분한 에너지를 어떻게 사

탄생에 우호적이었을

용하는가 하는 것이다. 해수면 아래의 미생물군은 아

지 모르는 환경과

마 에너지와 영양염이 거의 없는 곳에서 장기간 생존

생명의 한계를 시추하고 조사하는 연구는 현재 실험

프로세스를 파악하도록

할 수 있는 특별한 적응 능력을 가지고 있을 지도 모

실의 “기록 보유자”로 일컬어지며 연구되어왔다. 즉

도와준다.

른다. 해수면 아래의 미생물의 신진대사율은 지표면

생화학적 “종점”(브레이킹 포인트)에 놓인 에너지가

퇴적물속에 있는 미생물과 미생물 배양체에서 관찰된

제한되지 않은 순수한 배양균은 파라미터 값이 최적

신진대사율보다 더 낮다. 이러한 차이점은 어디에서

화 된 채로 실험되었다. 많은 연구가 의심의 여지가

어떻게 생물이 존재할 수 있는지 그리고 무엇을 일반

없을 만큼 유용함에도 불구하고 자연상태의 복잡성을

적으로 생명이라고 정의하는지에 관한 우리의 이해를

설명하지는 못한다. 결과에 대해 완전히 이해하려면

의심스럽게 한다.

우리는 유기체가 여러 가지 요소에 의해 어쩔 수 없이

또한 한 생물의 반응 생성물(反應生成物)위에 한 생물

도전을 받고 있는 자연 환경 및 공생의 관계가 적응과

이 사는 등 서로 다른 에너지 원을 사용하는 해저지층

생존을 도와줄 수 있는 곳에서의 자연 환경으로 모집

공동체가 함께 존재한다. 미생물이 에너지와 영양염

단을 분배하여 살펴볼 필요가 있다.

시추 및 연구전략

해양 시추는 “외곽”(fringe)에 사는 해저지층 생물체
를 탐색함으로써 서식가능성의 한계에 대한 기초적
인 정보를 제공한다. 해저지층의 환경적 구배의 범위
는 영양염 획득 가능성, 먹이 획득 가능성(예: 유기물,
환원된 금속, 용존 수소) 산성화 가능성(예: 산소, 황
산염, 산성화 금속), 온도, 염분, 공극률, pH 그리고
해수면 아래 유체 저류층과의 연결성 등의 다양한 범
위에 걸쳐 있다. 시추에 의해 회수된 코어 시료는 여
러 환경적 조합에 의해 만들어진 다양한 서식지에 적
응한 미생물 모집단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그림 3.3). 코어 물질 내의 생명을 파악하고 수치화
하는 작업을 통하여 우리는 지구 심부 환경 내의 서
식 가능한 지역에 대한 한계점을 파악할 수 있다(그림
그림 3.4
자연 형광에 의해 원자외선을 사용한 생물 탐지 기술
미생물 세포는 A 산화철, B 현무암, C 현무암 조각(출처: Lo’ihi Seamount)의 원자외선 자연형광, 그림에서 주
황색으로 보인다.
사진은 가시적인, 천연 원자외선 형광 이미지를 겹쳐놓은 것이다. 막대그래프에서 A~C까지의 크기 변화를
주목할 것.
그림은 Bhartia 2010에서 수정 발췌함.

3.4,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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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 3

눈금

빨간색 형광

10 2

10 1

해저지층
미생물세포
10 0

10 0

10 1

10 2

10 3

초록색 형광
그림 3.5
해양시추를 통한 해저지층 생물에 관한 미생물학적 연구를 촉진시킬 새로운
기술의 예.
해저 퇴적물속의 미생물 세포는 자동적으로 감지될 수 있고, 그들의 생물량은
자동화된 유동 세포 분석법을 사용하여 측정될 수 있다(Morono 등, 2009). 미
생물들은 그림에서 오른쪽에 있는 빨간색으로 표시된다. 아래의 왼쪽에 화려한
색은 퇴적물 속 광물에서 나타나는 형광물질 때문이다.

그림 3.6
활성화된 열수지역에서의 시추공 실험
이동가능한 현장 시추공 유체 샘플러 “칸다타”가 IODP 탐사 331에서 오키나와 해수 열수지역에
설치되었다.
D/V 치큐로 시추 후에 시추공은 해저 40미터까지 케이싱 되었고 250°C 이상의 고온의 열수지역
유체는 시추공 끝 부분에서부터 배출되기 시작했다.
삽화: 케이싱되고 밀봉된 시추공에서 칸타타 작업의 도식화 된 그림
유체 샘플러는 ROV HyperDolphin에 의해 시추공에 있는 와이어라인에 연결되었다. 시추공
유체는 유체-미네랄의 상호작용, 온도, 유속이 열수지역의 서식에 영향을 어떻게 미치는 지
이해하기 위해 채취되었다.
그림: K. Takai, JAMSTEC 제공

다음 두 가지는 해양 과학 시추로 생물의 한계점에 대

생명계의 구조, 이러한 유기체가 다른 해저지층 환경

한 이해를 강화할 수 있는 사례이다. 첫째, 해저지층

에 얼마나 서식하는지는 모두 알려지지 않았다. 다양

깊이에 따른 온도의 증가를 측정하면서 동시에 세계

한 환경에서 채취한 코어에서 회수된 미생물군에 관한

곳곳에 다양한 지역의 퇴적물 시료를 채취한다면 다양

연구는 보통 시추선 위에서 시행된다. 회수된 유기체

한 조건 하에서 생명이 살아가도록 하는 적응력을 알

에 관한 세포 생화학 연구(그림 3.6, 5.5)는 해저지층

아볼 수 있을 것이다. 유기물에 풍부한 퇴적물을 연속

현장에서나 육상 실험실에서 이루어 지는데 모두 생물

적으로 시추함으로써 유기 연료로 살아가는 생물의 열

의 한계점에 대한 새로운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

적 한계를 탐색하고 이해할 수 있다. 마그마 작용으로
온난화된 대수층을 시추하는 것 그리고 유기물을 거의
가지고 있지 않은 깊고 뜨거운 퇴적물을 시추하는 것
은 암석 변형 혹은 방사선이나 자연적인 물 분해작용
으로 나온 수소를 연료로 살아가는 유기체의 열적 한
계를 이해하게 해 줄 것이다.
둘째, 유기물로 살아가는 해저지층 생물이 오랜 기간
동안 극도로 적은 에너지의 유입 속에서도 살아남을
수 있다는 증거가 많아지고 있다. 이렇게 천천히 살아
가는 유기체가 현장에서 재생산하고 진화하는 정도,
그들의 장기간에 걸친 생존을 위한 세포작용의 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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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7 | 환경변화에 생태계와 생물의 다양성은 얼마나 민감한 반응을 보이는가?
해양은 지구에서 가장

해양 생태계는 기후변화, 온도상승, 저산소, 산성화, 어

심해 코어에 대한 분석을 통해 ‘태양 주변의 지구 궤도 속

큰 규모의 생태계를

류 남획 등 많은 환경적 스트레스 요인에 의해 바뀌고

의 움직임’이라고 일컫는 천문학적 메트로놈이 지구에

주관한다. 그리고 해양

있다. 변화하는 환경 조건으로 야기된 종(Species)의 이

존재하는 생물의 번성과 다양성에 근본적인 영향을 주었

속에 화석을 포함하는

동 그리고 뒤따른 고유종과 이주종 사이의 경쟁은 새로

을 것이라는 가정을 점점 더 명확하게 하고 있다. 지구의

퇴적물은 해양과

운 적응력의 발달과 종 형성을 초래한다. 또 어떤 경우

생물학적 생산성과 종의 변화에 오랜 기간에 걸친 순환

기후 그리고 생명의

에는 생존하던 종과 수 많은 종을 멸종하게 만들기도

이 있는지를 알아보기 위해서는 손쉽게 연대 결정이 가

다양성에 대한 변화를

한다. 전지구적으로 생태계 내에서의 갑작스러운 변화

능한 수백만 년 전의 코어 시퀀스에 대한 복원이 필요하

가장 잘 기록하고

는 빠른 환경적 변화에 대한 반응으로 일어날 수 있다

다. 이 코어 시퀀스는 심해에만 존재하는 기록을 보유하

있다.

는 것을 보여준다. 이 도전과제는 가까운 미래에 티핑

고 있다. 정확한 연대 결정은 과거의 사건과 전지구적 영

포인트(작은 변화들이 어느 정도 기간을 두고 쌓여 이

향력에 연결이 될 수 있게 한다. 즉 중요한 시간대에서

제 작은 변화가 하나만 더 일어나도 갑자기 큰 영향을

추출한 완전한 기록을 끼워 맞출 때 가능하다. 시추를 통

초래할 수 있는 상태가 된 단계)가 언제 어디서 일어날

해 얻을 수 있는 해양 화석 속의 기록은 멸종의 시기 및

지 파악하기 위함이다.

종 형성 속도에 관한 연구와 기후 변화에 따른 해양의 장
거리 이동 속도, 그리고 생태계 속의 한계점 이동의 속도
등에 관한 연구를 할 수 있게 해 준다.

시추 및 연구전략

이러한 관측으로 우리는 미래 기후 변화에 대한 생태계
의 역동적인 반응을 예측하고 평가할 준비가 될 것이다.

환경 변화와 생물의 다양성 사이의 관계뿐 아니라 생물

또한 적응, 종 형성, 이주 및 멸종과 관련된 근본적인 생

의 다양성에 관한 역사(종의 기원, 멸종, 종의 순환과 정

태계 이론을 테스트 할 수 있는 더 나은 준비가 될 것이

체율 등)는 화석에 나타난 기록을 통해 알아볼 수 있다

다. 또한 생태계가 지구 궤도 변동성에 반응하여 일사량

(그림 3.7). 해양 퇴적물은 연 단위에서 수십 년 단위의

에 있어서 어떤 변화를 초래하였는지에 대한 기록을 얻

해상도로 생물 및 환경의 변화에 대한 기록을 보존하고

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해양 무산소환경, 높은 기온 사건,

있어 수천만 년 전으로도 거슬러 올라갈 수 있다(그림

남극 빙결 및 극도로 빠른 빙하 터미네이션 등 특별히 해

2.12).

양 생태계와 관련하여 과거의 빠른 기후 변화가 일어났

이러한 기록은 갑작스러운 기후변화의 속도와 증폭을 파

던 시기의 사건들을 복원 할 수 있게 해 준다. 더불어 지

악하는 데 점차 중요해 지고 있을 뿐 아니라 현재 해양에

화학적, 퇴적학적 그리고 고생물학적으로 퇴적물과 미화

서 진행되고 있는 변화를 포함하여 다양한 환경 변동성

석에 대한 연구를 통해 우리는 온도, 염분, pH, 탄산염

에 대한 생태계의 민감성을 알아보는 데에도 중요해 지

포화도, 산소량 등과 같은 환경적 변수 등과 같은 환경적

고 있다. 예를 들면 따뜻한 플라이오신(약 3~5백만 년

파라미터로부터 과거 해양의 조건을 복원할 수 있다.

전)의 연구는 지구가 오늘날 보다 불과 몇도 더 따뜻했을
때 해양 생태계가 어떻게 변했는지, 전지구적인 해수면

생물의 진화와 전반적인 기후 체계 사이의 상호작용을

이 얼마나 더 높았었는지, 대기 중의 CO2 농도가 현대의

이해하기 위해서는 침강속도가 높은 곳을 시추지점으로

수치와 비슷했는지에 대한 시사점을 제공할 것이다(그림

해야 할 것이다. 높은 퇴적률을 보였던 지역에서는 우수

2.1).

한 연대 결정 물질의 채취가 가능하다. 퇴적물이 쌓였을
때의 환경조건에 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 코어

3. 생물권 프런티어

과거 생태계의 환경적 강제력

고 생태계

땅
주요 생산자
(예: 육지 식물)

해양
단세포의 플랑크톤
(예: 유공충)

해양
주요 생산자
(예: 규조류돌말)

작은 동물
(예: 새우와 비슷한
오스트라코다)

큰 동물
(예: 물고기)

현 생태계

미래 환경 변화와 생태계 반응

그림 3.7
풍부한 바다 화석 기록(위쪽 열)을 가지고 있는 화석의 예와 화석(아래쪽 열)을 생산하는 유기체의 예.
왼쪽부터 오른쪽: 꽃가루(육지 식물), 규조류돌말(광합성 조류), 유공충(단세포 종속 영양 생물), 오스타라코다(작은 저생 동물), 어류.
이 화석의 다양성과 풍부함은 모든 단계의 먹이 사슬을 나타내고, 해양 생태계의 상세한 재현을 가능하게 하며 육지 생태계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제공한다. 게다가 화석의
화학적 구성은 해수 온도, 염분, 해양 생산성 등 환경 조건에 관해 직접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제공: (위쪽, 왼쪽) Iwai et al. (2001); (위쪽, 왼쪽에서 두 번 째) Courtesy of J. Barron, USGS; (위쪽 중간) Olsson et al. (1999); (아래쪽, 왼쪽에서 두 번째) from http://
arch.ced.berkeley.edu/hiddenecologies/?page_id=170; (아래쪽, 가운데) 제공 H. Spero, University of California, Davis.

물질을 분석하는 데에는 많은 방법이 사용될 것이다. 해

어떻게 인간 사회가 과거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견디

양의 성층과 순환에 관한 상세한 정보를 얻기 위해서는

며 살아왔는지 이해하기 위해서는 페르시아만, 지중해,

기후 분석가와 함께 기후적으로 민감한 지역에서 깊이에

남아메리카, 동남 아시아 지역의 인간 사회 발달 중심지

따른 시추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근처에서 채취한 코어가 필요하다. 해양 시추는 우리 인
류의 진화와 몇몇 고대 사회의 부흥과 몰락을 이끈 요소

마지막으로 인간의 진화와 고대 사회의 발전은 과거 기

들을 이해하는 전반적인 환경적 프레임웍을 제공할 수

후 변화와 밀접하게 관련 되어있다(Box 3.2). 인류 기원

있다.

에 대한 지식을 향상 시키기 위해서 아프리카 대륙 주변
과 아시아, 호주, 그리고 남태평양의 해양 주변으로 인류
가 이주했던 길을 따라 시추 지역을 정할 필요가 있다. 심
해 코어에 있는 꽃가루, 먼지 그리고 다른 육지에서 나온
물질들은 근처 대륙에서 일어난 생태계와 환경 변화에 대
한 기록을 제공한다(그림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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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3.2 | 인류의 진화
인류의 진화에 관한 화석의 기록은 오늘날의 우리와 매우 유사한 형태

기록은 이 기간 동안 일어났던 아프리카의 기후에 눈에 띄는 변화를

를 형성한 두 개의 사건에 의해 강조된다. 이 사건들은 호모 혈통계의

보여준다. 이 기록은 지속적으로 습한 몬순성 순환(패널 B)과 건조 경

출현과 고대 혈통의 멸종, 그리고 석기의 출현과 개조, 육고기의 처리

향이 300만 년 전~250만 년 전에 동아프리카에서 시작되었고 2백만

방식, 또한 뇌의 크기의 현저한 증가 등이 해당되며 280만 년전~180

년~150만 년 사이에는 가장 건조하고 가장 개방된 조건이 되었던 것

만 년 전에 주로 발생했다(패널 A, 초록색 수직 그래프). 동물의 진화

(패널 D, E)을 보여준다. 또한 영양(그리고 다른 유제류)들과 같은 우리

와 관련된 환경학적인 가정은 기후 변화가 결국에는 종 형성 및 멸종

의 선조들과 함께 살았던 다른 포유류들도 이 시기에 두드러지게 진화

의 사건을 야기한 생물학적 도태압력을 만들어 낸 것이라고 주장한다.

하고 적응했다는 것을 보여준다(패널 F).

해양 시추를 통해 복원된 아프리카의 고기후 변화에 관한 해양 퇴적물

호미닌 진화
A

H. sa
sapiens

더 넓은 식생

C

D

E

F

Site 231 Plant Wax Biomarkers

NE African Soil Carbonate

Omo Basin Fossil Bovids

Paranthropus

2

3

Australopithecus

Deep Lakes

4

Sapropels

Age (Ma)

B

Homo
H

0

1

우기/건기 순환

-28

-26
δ13C (‰)

-24

-10

-8

-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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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0

5

10
15
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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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구연결
(지구) 심부의 작용과 그것이 지구 표면의 환경에 미치는 영향
해양 분지를 생성하고

도전과제

파괴하는 역동적
프로세스는 대륙의 위치를

8 | 지구 상부 맨틀의 구성과 구조 그리고 역학은 무엇인가?

바꾸고 화산을 만들어낸다.

9 | 해저확장과 맨틀용융은 해양지각 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그리고 지진은 지구의
중심에서 대기로 분출되며

10| 해양 지각과 해수 사이의 화학적 교환작용의 메커니즘과 규모 그리고 역사는 무엇인가?
11| 섭입대는 어떻게 시작되고, 화학원소들을 순환시키며, 대륙 지각을 생성하는가?

지구의 진화라는 맥락에서
전반적인 변화를 이해하는

도입

기초가 된다.

긴 지구 역사에 걸쳐 고체지구, 해양, 대기간의 지화학

빛을 보지 못한 증거가 있다. 이러한 사건은 지표면에

적 변화는 지표면 환경에 영향을 주었다. 전지구적 저

서 폭발하기 위해 뜨거운 맨틀이 심부에서부터 빠르게

장소간 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은 지구의 구조와 조성

올라올 때, 해양대지 및 대륙의 현무암지대(소위 화성

에 장기간에 걸친 변화를 야기한다. 또한 화산활동과

암기원 혹은 LIP라고 부르는)를 형성하면서 발생할 수

지각변동을 야기하며 생물의 진화와 발전에 호의적인

도 있다. 이러한 큰 규모의 마그마작용의 원인과 환경

환경을 만든다. 맨틀의 장기적 상승 흐름, 감압 용융

적인 영향은 의문점으로 남아있다. 마찬가지로 지구의

(decompression melting), 마그마의 분출과 관입이 대

역동성 중 1순위 문제로 새로운 판이 시작되는 과정은

양 지각을 만들어 지표면의 3분의 2를 차지하게 된다.

제대로 이해되지 못하고 있다. 예를 들어 비록 새로운

새로운 지각은 해수와의 화학적 교류로 수백만 년 동안

발산판 경계를 형성하는 대륙 열개가 작은 마그마 활

변하고 있다. 변질된 해양 지각의 탈수작용과 섭입작용

동으로 일어날 수 있지만 이 과정은 가장 흔하게 광범

은 화산호를 형성하고 용융과 마그마작용을 자극하는

위한 화산활동과 관련이 되어있으며, 강한 맨틀 영향

데 이는 점도를 떨어뜨려 맨틀의 순환을 일으키는 원동

력을 암시한다. 비슷하게 수렴판경계에서 섭입대의 시

력이 된다. 좀 더 얕은 깊이에서는 섭입하는 판에서 빠

작과 화산호의 형성은 의문으로 남아있다.

져나온 액체는 수렴판 경계에서의 사면붕괴와 지진활
동에 영향을 준다. 맨틀은 지구에서 가장 큰 지화학적

대류는 맨틀에만 국한되어 발생하는 것이 아니라 지구

저장소이지만 직접적인 시료채취의 부족으로 아직 맨

의 강한 자기장을 만들어내면서 액체금속인 외핵에서

틀의 구성에 대한 정확한 파악을 하지 못하고 있다.

도 일어난다. 화산암과 퇴적물에 남아있는 기록은 장
단기적인 자기장의 변화를 기록한다. 이는 행성 작용

심부에서 일어난 방사선 붕괴로 생성된 열과 섭입대에

의 시기와 속도에 관한 양적 제약을 제공하여 어떻게

서 지구조판이 맨틀로 다시 하강하는 것과의 결합을

지오다이나모(geodynamo)가 작용하는지에 대한 중

통해 오랜시간에 걸쳐 상부 맨틀의 대류를 만들어낸

요한 시사점을 제공한다(Box 4.1). 자기이상과 지구역

다. 그러나 오늘날 관찰된 판구조 작용은 작은 지역에

사상 거대한 화산작용이 동시 발생하는 것은 인과관계

서 괴상의 마그마 분출사건에 의해 지구역사에서 가끔

적 연관성이 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여전히 이 가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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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실험을 통하여 증명되어야 한다. 대양의 암석권에

부 생물군계 사이에서 탄소와 영양염의 이동에 결정적

관한 연구, 즉 우리 지구의 단단한 외층에 관한 연구는

이다. 시추는 이 고체 지구계 발전과 진화의 원인이 되

지각 및 상부 맨틀의 단단한 부분과 관련이 있으며, 얕

는 지질학적, 지화학적, 마그마적, 수문학적 과정을 이

은 지구환경 속 심부 과정에 관한 영향력을 이해하는

해하고 해결하는 필수적인 도구이다. 지구연결(earth

데 필수적이다. 원칙적으로 대양저 산맥에서 만들어진

connection) 테마는 수십억 년 동안 우리 행성의 모양

해양 지각은 맨틀 위에서 얇은 층을 형성하고 해저 산

을 만들어낸 조건과 과정을 오늘날과 연결시킨다. 기후

맥이나 화산섬, 해저 대지 및 호상열도 같은 거대한 구

와 해양 변화는 대양저 확장 속도 및 맨틀과 암석권의

조물을 포함한다(그림 4.1).

탈 가스현상 그리고 산맥 형성과 관련된 지형의 구조에
직접적으로 달려있다. 지구의 초기 생물 중 몇몇은 암

이러한 특징을 나타내게 하는 용융 작용은 맨틀의 열적

석과 열, 유체가 혼합된 곳에서 발전되었을 가능성이

상태와 구성에 관한 개략적인 기록을 제공한다. 변질된

높다. 이 초기 유기체와 비슷한 유전상의 후예는 오늘

해양지각은 해양과의 축적된 지화학적 변화를 기록한

날에도 유사한 환경에서 발견된다.

다(그림 4.2). 지구 내부와 지표면 저장소 사이의 계속
된 물의 재순환은 우리 지구의 모양을 생성하고 뚜렷한

“지구연결(earth connection)”에서 그려지는 내용

대륙 및 해양의 영역을 유지하도록 도우며 천부 및 심

은 현대 사회에 필수적인 광물 자원의 개발 및 중요

그림 4.1
해양에 물이 말랐을 때 나타날 수
있는 풍부한 지형학적 특색을 그린
전세계 해저에 관한 지도.
해양 바닥의 수심과 해양
지각의 지구물리적, 지화학적
특성은 암석권과 지구의 단단한
외부 지각에 영향을 미치는
지구조적, 마그마적 과정에 관한
2억년간에 관한 기록을 제공한다.
ridge나 rise라고 표시된 곳은
해저확장중심이며, 새로운 해양의
암석권이 만들어진 곳이다.
trench라고 표시된 곳은 섭입대로
하나의 판이 다른 판 아래로
내려가서 다시 맨틀로 재순환되는
곳이다.
이 그림에서 분명하게 보이는 곳은
해저산맥과 대규모 화성암지역,
둘 다 지구 내부의 깊은 곳에
있는 풀룸의 상승으로 나온 열과
관련된 마그마 활동인 것으로
생각된다. 지구의 해저 지형에
관한 위성 사진은 W. Smith과
D. Sandwell가 제공하였으며,
http://www.ngdc.noaa.gov/mgg/
image/seafloor.html.에서 확인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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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질 재해를 다룰 것이다. 이 체계와 과정의 근본
적인 중요성 때문에 각 국가 및 국제적인 연구 조사 프
로그램들의 관심사가 한 곳에 모이게 된다. ICDP(The
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
Program)는 주로 지상에 관한 의문점들을 탐색할 것
이다. InterRidge 프로그램은 대양저 확장과 진화
와 관련된 프로젝트의 계획을 돕고 the Deep Carbon
Observatory는 지구내의 탄소 처리과정의 특성을 이
해하려고 할 것이다. InterMARGINS는 대륙과 관련된
나머지 연구들에 집중한다. 예를 들면, 열개 작용의 특
성과 퇴적물의 순환 그리고 섭입대에서의 유체를 이해
하는 것 그리고 이와 관련된 지질재해가 그 연구 분야
이다. 이 모든 프로그램과 또 다른 여러 가지 프로그램
들은 해저 깊은 곳에서 양질의 시료와 자료를 획득하기
위해 또 다양한 지구의 프로세스에 대해 이해하는데 도
움이 될 수 있는 센서와 샘플링 시스템을 효율적으로
이용하고 발전시키기 위해 해양 과학시추에 의존한다.

그림 4.2
Satanic Mills Chimney Field, PACMAN US Site,
Bismarck Sea, Papua New Guinea에서 나온 고열
유체를 품어내는 섬세한 굴뚝 구조는 고체 지구와
해양 사이의 화학물질과 에너지의 흐름에 관한 놀라운
사례를 제공한다. 그리고 어떻게 열수 시스템이
다양하고 놀라운 생태계를 유지시키는가에 관해서도
알 수 있게 해준다. 도관 지름은 약 10밀리미터 이다.
일본 신카이 6500 수중 카메라에서 찍은 사진. the
Commonwealth Scientific and Industrial Research
Organisation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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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4.1 | 자기장과 지오다이나모
자기장은 물리학적 측면의 지구에 있어 가장 미해결된 특성 중 하나이다.

0

0

δ18O (‰) EPICA δD (‰)
0

RPI

끊임없이 변하지만 지구의 중심에 있는 막대자석에 가까워 짐에 따라 놀랍
100

게도 안정적이다.

5

자기장은 대략 북쪽을 가리키며 가이드와 같은 역할을 수행하기도 하고 우

1

Age (ka)

400

11

이제 편위운동과 관련된 원시강도에 관해 최근 밝혀진 기록은 연대층서학

300

3

400

13

자료에 추가될 수 있으며, 균등자기 극성의 간격 내에서 해양 및 아이스 코

200

9

이다. 극성 반전의 타이밍은 수년간 지질 연대의 중추적인 역할을 해 왔다.

2

BRUNHES

는 빠르게 행로를 이탈한다는 점과 지속적으로 그 강도를 변화시킨다는 점

Age (Ma)

놀라운 특성은 “반전”시에는 극성을 완전히 바꾸고, “편위(偏位) 운동”시에

7

200

주의 방사선에서 우리를 보호하는 우산과도 같은 역할을 한다. 그러나 더

500

어 방사선 연대 기록(위 그림)과 관련될 수 있다.
15

이러한 자기장에 관한 전반적인 특성에 관한 보정 시기는(천문연대학의 힘

600

4

600

을 사용하여) 해양 시추를 통해 적절하게 수행될 수 있는 중요한 과제로 남
있어서 큰 도전과제 중 하나이며 기후계의 지역적 변동성을 해석하는 데
있어 필수적이다.
지자기장에 관한 변화하는 특성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중심에 위치한 막대
자석과 평균을 이룬다는 사실은 수 년 동안 판 구조론의 재구성에 있어 중
심이 되어왔다. 그러나 이런 문제가 전에 생각했던 만큼 간단하지 않다. 재
구성은 전통적으로 “열점”이라고 불리는 좌표계와

17

700

아있다. 층서학과의 정확한 관련성은 어려운 문제로 남아있고 고해양학에
5

왼쪽:지자기극은 5백만 년간을 기록한다.(검은색: 정자기, 하얀색: 역자기)
오른쪽: Dome C 남극 빙핵에서(Jouzel 등, 2007) 나온 듀테륨 동위원소 자료와
듀테름 방사성 자료와 비교한 지난 75만 년간 상대적 고지자기 강도(RPI) 및 2σ
error를 가지고 있는 심해 퇴적물에서 나온 산소 동위원소 자료(δ18O) (Channell외.,
2009)
화살표는 RPI 최소값과 관련된 자기장의 움직임을 기록한 것을 나타낸다. 해양
동위원소 단계는 숫자로 표시됨.

연관이 되어있다. 이 좌표계는 하와이, 라인섬, 아이
슬란드의 근원지 등 같은 화산 활동이 지속 되는 곳
의 위치를 연결하여 만들어졌다.
이러한 화산활동의 근원지들이 맨틀에 고정되어 있

a

b

c

지 않고 서로의 면과 지구의 스핀 축(중간 그림)에
따라 움직이고 있다는 사실이 점점 더 분명해 지고
있다. 이러한 움직임들은 지구 깊은 곳에서의 역학
운동에 대한 필수적인 증거들이지만 거의 증명 된
바가 없다. 지구 자기장의 근원을 이해하는 것은 어
려운 연구 분야로 남아있다. 이용 가능한 컴퓨터들
은 수치화된 모델들을 생산하려고 안간힘을 쓰지만
(맨 밑 그림), 컴퓨터의 속도는 실제 시뮬레이션에

열점(hot spot) 플룸과 오버라이딩 판운동 그림
(a) 플룸이 고정되어있어서 맨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음
(b) 플룸 바닥에 고정되어있으나 상승하는 동안에는 맨틀의 흐름에 영향을 받지 않음
(c) 플룸이 바닥에 고정되어있지 않고 맨틀의 흐름에 영향을 받음
(출처: Stock (2003))

적합하지 않다. 자기장의 특성에 관한 풍부한 기록
을 제공하는 것으로 최근에 밝혀진 지구의 높은 퇴
적률의 지층에서 나온 실제 자료로 수치화된 시뮬
레이션을 검증하는 작업이 절대적으로 필요하다.

모의된 극 역전 시 핵에서 나온 혹은 핵 내에서 일어나는 자기장 흐름선에 관해 숫자로 나타낸 모의실험
G. Glatzmaier, 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Cruz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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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화된 역량으로 해

지구에서 가장 큰 지구 화학적 저장소(약 68퍼센트에 이

지점에서 시작할 수 있는 시추는 여러 개의 시추 궤

양 지각의 완전한 단면

르는 양)가 맨틀이다. 맨틀은 암석지각의 하단에서부터

도를 따라 존재하는 상부 맨틀의 회수를 가능하게 해

(section)에 대한 시추와

금속성 물질로 되어있는 핵의 상부에 이른다. 모든 해양

줄 것이다. 이 전략은 이질성 검증을 위한 측면 샘플

Moho의 속성에 대한 파

지각과 대륙 지각의 상당량이 맨틀 암석의 부분적인 용

링을 제공하고 개개의 시추공에서 얻어진 자료 양을

악 그리고 순전한 지구 맨

융에서 비롯되었고, 그러한 맨틀의 엄청난 크기 때문에

최대화 해 줄 것이다.

틀의 시료를 회수할 수 있

맨틀을 이해하는 것은 지구의 장기간의 진화를 해석하

게 되었다. 이는 해양 과

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맨틀 구조와 기능에 대해 우리가

해양 지각을 뚫고 맨틀까지 시추를 하면 모호로비치 불

학시추의 오랜 목표이기

아는 지식은 지구물리학적 측정치 및 맨틀 암석이 지표

연속면에 접근이 가능하게 된다. 이 모호면은 오랫동안

도 했다.

면 가까이 상승되었던 곳에서 회수된 시료를 분석함으로

맨틀 용융(지각)으로부터 형성된 암석과 맨틀 이동(잔

써 추측한 것에 불과하다. 상부 맨틀이 구성상 상당히 가

여 맨틀)아래의 암석으로부터 형성된 암석 사이의 경

변적이라는 증거는 주로 섬과 대륙 화산에 의해 표면으

계를 대표한다고 여겨졌던 탄성파 속도의 단계적인 증

로 운반된 암석 조각 그리고 중앙 해령 근처에서 심부 단

가가 있는 경계다. 이 가정을 검증하고 지각 내부의 감

층에 의해 노출되고 변형된 맨틀 암석에서 주로 알 수 있

지하기 어려운 지진층을 이해하는 것은 해양 분지의 시

다. 최상위 맨틀 내의 지진이방성은 열적 상태 및 지화학

추공 관측에서 추론할 수 있는 과학자들의 능력을 매우

적 상태의 차이뿐 아니라 맨틀의 흐름으로 생긴 광물의

강화시킬 것이다. 시추는 또한 온도, 점도, 흐름 방향에

배열을 나타낸다. 마그마를 만들어내고 대양저 확장 중

대한 맨틀의 기본적인 성질을 수치화 하는 데 사용 될

심에서 지각을 형성하는 용융과정을 설명하는 유일한 방

모델에 대한 핵심 제약조건을 제공할 것이다. 맨틀 물

법 그리고 변형되지 않은 성분과 맨틀 암석의 변동성을

질에의 접근은 연구자들이 맨틀 용융의 이상화된 모델

측정하는 유일한 방법은 한 장소에서 지각을 뚫고 상부

이상의 것을 생각하도록 하고 다양한 맨틀 작용과 용

맨틀까지 내려가서 시추를 해보는 방법이 유일하다.

해 암석 작용이 얼마나 많이 일어나게 되는지 검증하도

Ocean

4 km of 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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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0

sediment

록 해 준다. 용암 내의 단일광물들에 포획된 용융 포유

lavas

물은 구성상 놀라운 다양성을 보여주는데, 다양한 용융
dikes

시추 및 연구전략

gabbro

Crust

2

4

성분으로 초기에 생성되었으나 분출 되기 전에 마그마
방(magma chamber)이나 렌즈(lense, 병반)상에서 균

해양시추과학위원회는 현재 해양 지각과 상부 맨틀,

일화된다는 것을 시사한다. 손상되지 않은 맨틀 시료의

그리고 그 하부의 맨틀을 시추하여 시료를 채취할 준

회수는 광물학적 그리고 지화학적 맨틀 과정의 역사를

비를 하고 있다(그림 4.3). 이 작업에 요구되는 기술

알 수 있게 해 주고 나아가 지구의 조성 및 장기간에 걸

은 사실 만만하지 않다(7장). 그러나 과학계의 주된

친 지구의 진화에 대해 구체적으로 알 수 있도록 해 준

목표는 시추공학이 서로 협력하는 단계적인 접근법

다(그림 4.4).

을 사용할 때 성취될 것이다. 지각 하단 부근 적절한
맨틀을 시추하는 장소를 선택하는 기준은 일반적으로

Moho

Mantle

6
peridotite

그림 4.3
동적도 태평양에 있는 1256D ODP/IODP 홀 주변에 알려진 혹은 추측된
동적도를 보여주는 그림. 빠르게 확장되는 동태평양 상승의 동쪽 측면.
해양 시추에 의한 침투의 깊이는 검은색으로 보인다. 회색으로 보이는 홀은
해양지각이나 최상층 맨틀로의 완전한 침투를 하기 위해 필요한 추가적으로
시추해야 할 깊이를 표시한다. 그림에서는 시추선이 100배 축소되었다는
것을 참고할 것.

5~7킬로미터의 두께의 지각 구조, 지진파로 잘 정의된
모호로비치치 불연속면 구조(그림 4.5), 하부 맨틀내에서
의 확실한 지진 이방성, 판 내부 화산작용이 원인이 되는
복잡한 것으로부터 멀리까지 제거된 지질 역사가 간단한
곳 등이다.

4. 지구연결

세 군데 잠재적 시추 지점이 태평양에서 확인되었다. 1)
북서 하와이 2) 중앙 아메리카 3) 바자 캘리포니아의 외
해가 그곳이다. 이 지역에 대한 추가적인 탄성파 연구는
2011~2012년으로 계획되었다. 한 지역은 2011년 현재
1.5킬로미터 깊이보다 더 깊게 시추할 예정이어서 최초
의 시범 지역이 될 것이다. 해양 지각을 뚫어 최상부 맨틀
까지 시추하는 것은 다양한 범위의 학문과 관심분야에 걸
친 연구자들을 결집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따라서 이 목
표를 달성하는 것은 매우 중요하며 깊은 맨틀 시추공을
개발한다면 많은 연관된 문제와 의문들을 함께 해결할 수
있다는 것에 아무런 이견이 없다. 맨틀 홀은 근처에서 시
추 된 몇 개의 상대적으로 깊은 지각의 시추공과 함께 단
계적으로 계획하여 깊게 뚫어야 한다(지각 상태에 대한
이해를 증진시키기 위해 필요하고 케이싱 및 시추 시스템
을 준비하기 위해 필요하므로). 이 전략은 다른 해양 시추
주제에 중요한 목표 달성과 다자간 협력을 위한 기회를

그림 4.4
간섭 파장 빛에서 관측된 심부 해양 지각
에서 나온 관입암석의 현미경 사진
밝은 색의 감람석은 최상의 미량원소,
동위원소, 가스 분석으로 그려질 수 있는
심부 지각과 맨틀 작용에 대한 기록을 보
존한다.
사진은 지름 20밀리미터이다. Benoit
Ildefonse, Universite Monpellier 제공

제공할 것이다. 결국에 이 노력은 행성 지질학자, 컴퓨터
광물학자, 실험 암석학자 그리고 우주 생물학자 등을 포
함하여 각 학계의 참여를 유도할 것이다.

그림 4.5
지진파 모호로비치 이미지를 가진 태평
양 판의 빠르게 확장되는 중앙 해령에서
형성된 지각을 보여주는 탄성파 반사면.
지진파 경계는 맨틀과 지각이 분리되는
곳이다. 이 같은 지역에서 지각을 통과하
면 모호로비치면과 상부 맨틀 암석 아래
까지 뻗어나갈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
깊이는 전파속도에 근거한 대략적인 값
이다. S. Kodaira, JAMSTEC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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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9 | 해저확장과 맨틀용융은 해양지각 구조와 어떤 연관성이 있는가?
해저탐험을 통해

해양 과학시추 및 해양시추는 해저 매핑, 지구물리학적

빠르게 확장하는 지각과 상당히 다른 양상을 보인다. 느

해양지각이 모든

실험, 수치 모델링 연구와 연합하여 어떻게 해양지각이

린 속도로 확장하는 해령에서 맨틀 용융은 빠른 속도로

곳에서 동일한

대양저 산맥에서 생성 되었는지에 관한 우리의 관점을

확장하여 형성된 지각에서 관찰되는 층상 연속층을 형

모양으로 층을 형성한

급격하게 바꾸어 놓았다. 우리는 이제 마그마와 지구조

성하기에 불충분한 마그마를 생산한다. 그러나 지각 규

것이 아님을 알 수

작용이 여러 가지 방식으로 상호작용한다는 것과 여러

모의 단층 작용은 훨씬 더 흔하고, 해저표면에서 맨틀 암

있었다. 노출된 심부

개의 메커니즘이 새로운 해양 지각을 만들어 낸다는 사

석을 노출시킨다(그림 4.6). 낮은 속도로 형성된 해령에

지각의 단면과 느린

실을 알고 있다. 해양지각 모델의 초기 교과서는 오피올

서 노출된 암석의 25%는 맨틀 암석으로 추정된다. 이러

속도로 확장하는

라이트(해수면 위에 노출된 과거 해양 지각의 조각)에 대

한 암석은 해수에 꽤 민감한 반응작용을 보이고 리튬이

해령에서 시추를 통해

한 관찰에 영향을 받았다. 그리고 상부 해양 지각을 일관

나 붕소와 같은 요소의 지화학적 순환에 중요한 역할을

지각의 형성에 대한

된 형태를 가진 것으로 층이 연속된 현무암 용암과 암맥

한다. 게다가 열수(熱水)작용으로 변화된 맨틀 암석(사문

입체적 모형을 알아볼

그리고 반려암으로 구성된 하부 관입지각으로 설명했었

암)은 탐색되지 않은 주요한 탄소 저장소로 추측된다. 이

수 있다.

다. 태평양에서 보통의 속도에서부터 빠른 속도로 확장

는 전체적인 탄소 순환을 이해하는 핵심 요소이다(Box

하는 해령으로 형성된 1.5~2킬로미터의 상부 해양지각

4.2 그리고 5.3). 또한 암석권 작용 및 마그마와 지구조

을 시추하여 얻어낸 결과는 오피올라이트 모델과 광범위

작용은 해양 분지의 또 다른 부분에 있는 지각 구조에 영

하게 일치한다(두께와 상부 지각층의 변형에 있어 상당

향을 준다. 대륙이 새로운 해양 분지를 형성하기 위해 서

한 변동성을 가지고 있음). 그러나 하부 지각은 거의 시

로 분리 될 때, 대륙지각에서 해양지각으로 변화(화산 단

료획득을 하지 못하고 있다.

층 주변부)를 수반하는 광범위한 화산작용을 하거나 맨
틀암석의 약화 그리고 맨틀 암석의 변질을 초래하는 화

반면에 상대적으로 느린속도로 확장하는 중심에서 형성

산 작용은 거의 없으나 광범위한 지각 변동(비화산 단층

된 지각은 전반적인 대양저 산맥 시스템의 주요부분을

주변부)을 하게 된다.

구성하고 있는데 조성과 구
조에 있어서

판 경계 및 판 내부에서 발달된 극도로 활성화된 화산 시
스템이 있는데 간헐적으로 엄청난 양의 용암을 비교적

N

짧은 기간(열점(hot spot)) 내에 분출한다. 많은

확장 방
향

해양분지에 관입한 많은 LIP는 상
부 혹은 하부 맨틀에서

해저면 아래의 깊이(km)

나온 플룸과 관련이

1
5

분리

맨틀
감람
암

30

km

용암
및
반려 암맥
암

단층

그림 4.6
북위 23도에 있는 중부 대서양 완곡 해령의 구획에 대한 3차
의
원 입체도이다. 이 그림은 분리 단층을 따라 큰 규모의 운동이 어
해령
떻게 해저에 있는 맨틀암석 블록(감람암)를 드러냈는지 보여준다. 그 후
맨틀 암석은 보통 해수와 반응하여 사문암으로 바뀐다. 그림에서 보여진 돔
모양의 위로 올려진 블록은 3킬로미터가 넘는 수직적인 범위(따뜻한 색에서 차
가운 색으로 단계적 변화로 나타남)로 되어있다.

축

4. 지구연결

있고 이 관입 화성암은 전 지구 기후변화의 기간에 빠르

대상표본지를 시추함으로써 다루어질 수 있다. 느린속도

게 기여했을지도 모른다.

로 확장하는 환경에서의 단층작용으로 노출된 변질된 맨
틀 암석으로의 접근을 통해 사문석화 작용과 관련된 화
학적 교환 및 생물학적 프로세스를 나타낼 수 있다(Box

시추 및 연구전략

4.2).

해저 확장, 맨틀 용융, 해양 지각구조 사이의 관련성을 이

얕은 지각이 단층작용에 의해 제거되거나 처음부터 형

해하려면 해양 과학시추로 암석과 시추공 자료를 회수

성된 적이 없는 곳에서 더 깊게 지각을 시추하는 것은

할 필요가 있다. 도전과제 8에 기술하였듯이, 화산작용으

모호로비치면이 암석작용인지, 변질인지, 지구조상의

로 분출된 용암에서 모호로비치까지 IODP는 빠르게 확

경계인지를 알 수 있게 하고 어떻게 시간과 장소에 따

장하는 해양지각의 완전한 시료를 채취할 계획을 가지고

라 특성이 변하는지를 파악할 수 있게 해 준다. 해양 과

있다. 빠른 속도로 형성된 지각은 상대적으로 일정한 모

학시추는 또한 대륙 열개와 지역화, LIP의 형성을 야기

양이기 때문에 하나의 깊은 홀을 통해 지난 2억년간 지

했던 지속적인 용암 분출을 야기하는 과정을 파악하는

표면의 3분의 2의 길을 만들어 온 과정에 대한 이해를 향

데 매우 중요하다. 이는 대륙분리에서부터 지속적 상태

상 시킬 수 있다. 이 샘플링을 통해 연구자들은 해양 지각

의 해저 확장까지의 변화가 묻혀있는 대륙 주변에서의

의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조성을 정량화 할 수 있으

두꺼운 퇴적물을 뚫고 들어가는 유일한 기회를 제공한

며 해저에서 그리고 해저 주변에서 추출된 것과 맨틀에서

다. 코어 시료를 사용하여 개발된 지질학적 역사와 다른

나온 용해물 사이의 화학적 연결고리를 파악할 수 있으며

땅속의 정보는 해양분지 형성 모델을 측정하고 모의하

마그마 첨가물의 완성모델을 모의할 수 있다.

는 데 사용될 수 있다. LIP 시추와 열점(hot spot) 트랙
그리고 집중된 마그마활동에 의해 만들어진 다른 특징

시추의 부가적인 장점은 용해된 용매제와 열수 유체의 측

들은 이 시스템의 분배와 시기, 단장기적 마그마 활동기

정을 가능하게 해준다는 점과 국지적 지진 발생 측정, 해

간, 그리고 맨틀 이질성 및 큰 규모의 맨틀 대류 프로세

양 자기편차의 기원에 대한 정의 그리고 좀더 정확한 수

스의 특성을 밝혀줄 것이다.

렴형 경계의 화학적 유입물의 맨틀로의 유입을 측정 할
수 있다는 점이다. 느린 속도로 확장하는 해령에서의 과
정 및 조성, 구조를 정확히 이해하기 위해 깊은 곳에 한
개의 시추 홀을 내면, “지구조 창(tectonic window)”을 통
한 시추로 보완을 해야만 한다. “지구조 창”이란 단층작
용이 심부 지각과 맨틀을 드러내는 초저속 및 저속 확장
지각내를 시추하는 것이다. 이 시추 전략은 지진학적 조
사와 노두암석의 대양저 맵핑을 통해 만들어진 대양지각
의 3차원적 모델을 테스트 할 것이다. 천부 코어링은 맨
틀 용융과 고갈, 풍부함 그리고 용해물과 맨틀 흐름의 기
하학적 구조와 관련한 중요한 의문점을 다룰 것이다. 지
역간 맨틀 이질성은 큰 맨틀 노출에 걸쳐있는 상쇄 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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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현재, 미래의 지구 조명(照明)

도전과제 10 | 해양 지각과 해수 사이의 화학적 교환작용 메커니즘과 규모 그리고 역사는 무엇인가?
해양 과학시추는

해수의 화학적 동위원소 성분은 담수 유입, 암석권 유체

채취는 시기, 지속기간 그리고 해수-암석 교환의 양을

열수작업 도중 혹은

의 교환, 그리고 생물학적 순환에 의해 지배된 플럭스

나타내고 스트론튬, 마그네슘, 포타슘, 탄소와 같은 주요

열수과정이 전반적인

(fluxe) 사이의 역학적 균형을 반영한다. 이 플럭스들은

성분의 지화학 순환에도 기여한다. 해수-암석의 교환은

지구화학적 작용에

해저확장설, 암석권의 냉각, 조산운동, 기후변화 그리고

열수구의 고온(>300도)에서 발생한다. 이 시스템은 마그

기여하는 동안 해수와

생물의 진화와 같은 전지구의 지질학적인 과정에 달려있

마로부터 열에너지를 얻기 때문에 관련상호작용은 주로

해양지각의 상호작용에

다. 35년 전 해저확장 중앙부분의 고온 열수구멍의 발견

해령 중앙의 확산되는 부분의 젊은 지각에서 발생하고,

관한 지구 화학적

으로 해수에서 파생된 많은 양의 유체가 암석과 해수사

해령 측면의 열점 화산활동과 관련된다. 고온의 열수순

영향정도를 이해하는

이에서 질량과 열을 전달하고 해저지각을 통해 순환함을

환동안의 유량과 지화학 플럭스는 천부용암과 암맥의 시

데 도움을 줄 것이다.

확인하였다. 차후 연구는 훨씬 낮은 온도 였지만 중앙해

추와 시료채취에 의해 추정될 수 있고 독립적인 추정치

령 해양지각의 측면을 따른 더 큰 양의 유체의 흐름을 보

인 시료와 자료의 비교는 해저와 수계 연구로부터 이루

여주었다. 총괄적으로 이러한 시스템은 암석권 냉각과

어진다.

관련된 열의 3분의 1만큼 얻는다. 유체와 암석순환의 화
학적 교환은 지질학적 시간에 따른 해양화학의 변화를

해수와 현무암의 교환은 마그네슘, 이산화탄소와 철,

완충시켜주었다. 또한 맨틀 마그마 섭입을 통한 해양지

유리질 광물 그리고 점토광물, 산화철, 탄산염과 같은

각의 진화와 성질에서 영향을 주었다. 실질적으로 열수

이차적인 형성광물과 같은 많은 지화학 추적자가 상대

작용과 함께 심부맨틀로 돌아가는 순환이 이루어진다.

적으로 낮은 온도(<100도)에서 형성되게 된다. 이런 낮
은 온도변화는 해령측면의 해양지각과 같이 어느 곳에

비록 각각의 유체-암석간 상호작용의 본질은 해양지각

서나 가능하고 심지어 두꺼운 퇴적물 아래 파묻힌 지각

의 열수변화에 따른 발생이 일반적인 이론이지만, 화학

이라 할지라도 그곳이 충분히 높은 지각 투수성과 기

적 교환 작용의 규모와 분포는 잘 정량화되어 있지 않고

반암 노출지역 사이의 측면 원동력이 있다면 가능하다

고온과 저온의 유체 흐름과 해저 연령의 범위에서 일어

(예: 해저산이나 균열지역). 예상되는 암석권 냉각곡선

나는 화학반응의 다양성 사이의 균형에서 나타난다. 게

은 평균적으로 해령 측면 흐름이 적어도 6천5백만 년

다가 느리게 확장하는 중앙 해령에서 확장을 만드는 최

전 기반암으로부터의 열의 이류가 뚜렷한 흐름을 나타

근에 규명된 메커니즘은 심부 지각과 상부 맨틀 암석의

낸다.

거대한 부분이 해수에 노출된다는 것이다. 이는 사문석

하지만 많은 연구에서 열수, 화학 그리고 생물적 유체

화와 같은 프로세스가 해수 화학 작용, 지화학 작용, 생

의 재분배 교환은 지각 안에 100만 년 이상 지속될 수 있

지화학 순환에 영향을 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Box

게 해준다고 알려져 있다(그림 4.7). 저온 교환의 규모와

4.2).

시기를 정량화하기 위해서는 분출하는 화산지역(300500미터)을 잘 관통할만한 시추공이 필요하다. 현재는 2
천-7천만 년 전의 기반암 시료의 일부가 있고 열과 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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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학 분야의 중요한 과도기이다. 시추는 지각 연령뿐
만 아니라 지각 변질을 기반으로 과거 해수 화학성분인

유체는 화학물질, 동위원소의 변화, 대체광물의 형성 그

조사를 위해 더 나은 연령대의 해상도를 알 수 있도록 필

리고 다양한 암석권 물성의 변화를 통해 해수-암석의 교

수적인 정보를 제공한다. 궁극적인 목적은 판구조 흐름

환 기록을 남긴다. 다양한 연대의 해양지각 시추와 시료

곡선에 따라 나이가 ‘0’인 중앙해령 중심으로부터 1억 년

4. 지구연결

인 지각인 바깥부분까지 해양 분지를 횡단하여 연속적인

의 주의깊은 분석방법은 독립적인 비율, 규모, 해양지각

시추를 하는데에 있다. 이런 횡단은 해저확장율과 지구

에서의 화학적 변화 자료를 제공할 것이고 암석권 변화의

조, 지자기 방식의 범위를 따라 계획되어야 한다. 시추코

영향은 해양 화학적 시간에 따라 진행된다.

어, 시추공 로그와 결부된 지질연대와 해저지질도 작성

BOX 4.2 | 사문암 바다

느린속도로 확장하는 중앙해령에서의 심부 단층 작용은 해저 근처에

는데 기여한다. 사문석화 작용은 수소와 비생물적인 메탄을 생성하는

서 맨틀 암석을 노출시켜 해수와의 상호작용을 하게 한다. 그 결과로

데 이것들은 열대 지방의 먹이사슬과 아세트산염, 포름산염 그리고 알

나타난 사문석화는 건조하고 치밀하며, 물리적으로 강하며 자력은 거

칼리성 액체를 구성하는 기본적인 영양분이다. 이러한 알칼리성 액체

의 없는 맨틀 감람암을 낮은 밀도의 약하고 꽤 자력을 가진 암석으로

가 바닷물과 섞이면 탄산염의 침전이라는 결과로 나타난다. 대서양 중

바꾼다(>10퍼센트 미만). 약한 사문석화는 해양의 암석권이 약해지게

앙해령에 있는 the Lost City springs와 같은 커다란 탄산염 구조물은

만들어서 해수와 작용할 수 있는 더 많은 맨틀 암석을 노출시키게 된

해양 암석권의 육지 부분(오피올라이트라고 불림)에 있는 맨틀 암석

다. 사문석화는 대륙 분열에서 판 섭입에 이르는 판 구조 순환 작용에

속의 방해석 광상과 유사하고 이산화탄소를 격리하는데 대한 새로운

서 발생한다. 사문석화된 맨틀 감람암은 느린속도의 해령에서 그리고

접근을 가능하게 해 준다. 사문암화된 맨틀 주변의 미생물 군락은 초

해령과 변환단층에서 대양저의 중요한 부분을 구성한다. 감람암에서

창기 지구의 조건과 비슷한 조건에 적응하게 될 것이다.

사문암으로의 변화는 발열적이고 낮은 온도의 열수 시스템을 유지하

그림의 오른쪽에서 보이는 것은 오래된 시프 (seep) 탄
산염의 잔존물이 남아있는 사문암 기반암(어두운 흑갈
색)으로, 대서양의 Lost City 열수지역에서 거의 수직과
가까운 사문암 벽에서 자라고 있다. 왼쪽에서 보이는
것은 수 미터 높이의 탄산염 봉우리로, 더 큰 열하(裂
强)에서 자라고 있다. 파란색의 목이 잘린 장어(고유종)
이 그림의 위쪽 가운데에 보인다. D. Kelley, University
of Washington, the 2005 Lost City Team, NOAA,URIIAO, IFE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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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중앙해령의 측면을 도식으로 나타낸 그림으로 단층, 해산, 기저 지형학 그리고 해양에서 지각을 격리시키는 불투수 퇴적물과 같은 열수순환 방식과 강도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파라미터를
그리고 있다. 화살표는 열(빨간색)과 유체(파란색)의 흐름을 나타낸다. 노란색의 파선은 해양 지각이 해령정부에서 떨어져나오면서 형성되는 120도 등온선의 가설적 경로이다. R. Coggon,
Imperial College London, D. Teagle, University of Southampton, and K. Nakamura, AIST에서 제공한 그림에서 수정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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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11 | 섭입대는 어떻게 시작되고, 화학원소들을 순환시키며, 대륙 지각을 생성하는가?
섭입대는 지표면의 물질이 지구 내부로 재순환되는 주요

휘발물질은 지구의 외부로 돌아와 위에 놓이는 판에 새

수렴하는 판 경계에서,

장소이다. 해양의 암석권은 물과 CO2가 포함되어 있는

로운 지각을 만들어 낸다(그림 4.8). 원래 해저 및 호상열

해양의 암석권이

데 열과 압력이 휘발성 구성물질(중요하지만 잘 알려지

도 화산의 형태인 이러한 초기 지각은 결국 대륙으로 성

(ocean lithosphere)

지 않은)의 일부를 방출하는 심해 해구에서 맨틀로 섭입

숙한다. 이 과정은 독특하고 지구상에서 오래 전부터 발

섭입되어 휘발성물질의

된다. 이러한 휘발물질은 섭입판 상부의 맨틀에서 용융

생하고 있으며 지상 생태계의 발전에 필수적이다.

방출과 맨틀의 융해가
발생한다. 이러한

을 자극하고 마그마의 상승과 결정화, 가스제거 및 분출
을 초래한다. 지구상 가장 폭발적인 분출은 섭입대와 관

균열대의 판 충돌 후 나타난 섭입점프나 극성반전 혹은

사건은 또한 세계에서

련이 있다.

전지구 판 재편성과 관련된 응력의 추가와 같은 이미 존

가장 폭발력 있는 화산

섭입대는 인근에 거주하는 인구와 생태계에 직접적인 위

재하고 있었던 약한 지역을 따라 해양 암석권의 자연적

분출, 지진과 쓰나미를

협을 줄 뿐만 아니라, 지구 내부에서 나오는 물, 가스, 마

인 침몰 등 섭입이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설명하기 위

초래한다.

그마의 격렬한 폭발을 야기한다. 그리하여 재순환하는

한 몇몇 모델이 제시 되었다. 기존에 제시된 바와 같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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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주요 인풋과 아웃풋, 유체와 용융물질의 통로 그리고 호 모양의 지각 구조
해양 지각은 두꺼운 해양 퇴적물로 덮여있고, 미생물 반응 및 비생물적 반응 등 수백 년간의 열수 순환으로 대규모로 변하였다.
외부 상승 단층은 빠져 나온 맨틀 암석을 수화시켜 사문암이 섭입지대로 유입되는 주요 수원이 되게한다. 퇴적물에서 나온 유체(H20와 CO2)와 변질된 화
산암은 섭입시에 부가대와 상부 판, 맨틀 웨지로 빠져나와 전호에서는 냉용수의 형성, 잠긴 지진파 지대 내의 거대한 지진 및 화산호 아래 맨틀 용융을
유도한다. 물이 유입된 맨틀 웨지에서 생성된 마그마는 더 이상 움직이지 않고 냉각되어 차후 대륙지각을 만들어내거나 폭발적으로 분출하여 재순환과
지각 형성과정에 대한 기록을 제공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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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떤 섭입대가 효율적으로 작용하는지는 인류가 거주할

천 유입의 다양한 경로, 섭입된 구성물에 있어서의 변

수 있는 우리의 지구를 지속시키는 데 있어 매우 중요하

화, 또한 상부의 판 플레이트와 다양한 범위에서 야기

다. 만약에 섭입된 물의 상당부분이 지표로 돌아가지 않

된 뚜렷한 지화학적 경향을 확인했다.

는다면 우리 행성은 매우 척박해질 것이다. 마찬가지로
해양 퇴적물과 해양 지각 속의 탄산염의 섭입으로 지표

섭입대에서 나온 물과 탄소의 전반적인 순환은 시간이

영역의 CO2가 제거된다. 만약 이 탄소가 화산활동을 통

갈수록 해양지각에서 형성되는 탄산염과 수소 교대 국

해 대기 중으로 전달되지 않는다면, 온실 가스의 순수 양

면에서 나온 요인과 함께 정확하게 이해되지 못하고 있

은 오랜 시간동안에 걸쳐 변화할 것이다. 그리하여 섭입

다. 이런 물질이 섭입대의 유입을 파악하는 것은 과학

은 지구의 화산과 기후 순환을 연결한다. 대륙 지각의 대

시추 연구의 핵심 목표이다. 최근 해구의 바깥쪽에 위

략적인 안산암질(중급 이산화규소) 조성은 지각 유형이

치한 단층을 깊게 굴착함으로써 발견된 것은 때때로 점

아크형(Arc) 마그마 활동에 의해 생성된 것이라는 증거로

점 내려가는 판 아래 맨틀의 비정상적인 저 탄성파 속

오랫동안 알려져 왔다. 아크는 현재 안산암질이 상당한

도와 관련이 있는데 맨틀 속에 우리가 이전에 알았던

양으로 생성되는 유일한 지구조적 장소이다. 고해상도

것보다 더 많은 맨틀의 수화(水和)(작용) 및 변화가 있

탄성파 이미지는 화산호의 중부 지각의 많은 양이 안산암

었을 지 모른다는 가능성이 제기되었다. 마리아나 전방

질과 일치하는 물리적인 영역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암시

호(그림 4.9)의 활성 사문암 니질화산의 존재는 사문석

한다. 그러나 이 같은 아크는 다양한 양의 대량 구성물질

화 작용이 깊은 곳에서 중요한 작용이라는 것을 시사한

을 가지고 있는 마그마를 생산한다. 이 관측은 폭발성 화

다. 시추는 알려지지 않은 지역 혹은 추측하고 있는 사

산활동의 패턴과 그런 유형을 야기한 용융과 마그마작용

문석화 작용에서 유체와 시료를 회수하는 유일한 수단

에 대해 중요한 의문점을 제기한다.

이다. 그리고 시추와 샘플링, 실험 모니터링을 통해 깊
게 뚫어진 단층작용이 얼마나 유체를 깊숙이 끌어내릴
수 있는지를 수량화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섭입과 호 화

시추 및 연구전략

산작용 그리고 대륙 지각 형성 사이에 대한 이해는 활
성화된 고대 퇴적체계, 화산체계 그리고 지각 체계를

섭입대 시작에 대한 모델을 테스트하는 것은 섭입이 막

통한 측선상에서의 시추를 요구한다.

시작되거나, 초기 활성 단계에 있는 지역에서의 시추
지점에 대한 다자간 접근과 신중한 선택이 요구되며,

많은 인산암질 아크지각에 대한 개발을 이끌어 내는 심

섭입과 해구 형성 그리고 아크형 화산활동의 가장 초기

부 마그마 작용을 확인하는 데 마그마 생산물에 대한

단계를 기록하는 지질학적 물질에 대한 회수도 필요하

일시적 기록은 매우 중요하다. 왜냐하면 이 산출물을

다. 많은 경우에 있어 시추는 해양과 아크에서 파생된

동반하는 결정체 수송은 그 유전적 유산을 가지고 있기

퇴적물의 두꺼운 퇴적층에서 이루어져야 한다. 아크 구

때문이다. 회수된 물질은 섭입된 해양 암석권의 맨틀과

성물과 인접한 지점에서 회수된 코어를 통해 초기 아크

퇴적물질 일부, 화성물질 일부 잔여 맨틀의 아크에 대

생성에서 성숙부터 화산활동이 마무리 될 때까지, 지화

한 상대적인 공헌도를 알려 줄 것이다. 그리고 대륙지

학적 진화에 대한 연표를 알 수 있다. 미량 분석에 관

각 형성 모델을 테스트할 수 있도록 도울 것이다.

한 발전을 통해 암석학자들은 화산유리 파편의 작은 조
각을 통해 지화학적, 동위원소의 특징과 절대 연도를
파악할 수 있게 되었으며 화산호의 시간상의 진화도 판
독할 수 있게 되었다. 예를 들면, 최근 서태평양 아크
를 시추하면서 회수된 화산재를 연구하면서 마그마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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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9.
(A) 사문암 이화산의 형성을 보여주는 마리아나 전호의 단면도. 하강 슬래브 상부의 마리아나 판의 깊게 자리잡은 단층은 심부에서의 빠른 유체의 상승을 가져와 탈수 반응을 초래
한다. 상승하는 유체는 위에 놓여있는 맨틀과 반응하여 사문암질의 수소, 그리고 알카린 유체를 생산해 낸다. 원래의 반응된 물질은 해저로 상승하여 사문함 이화산을 형성한다.
(B) 남 차모로 해산은 사문화된 전호 맨틀암석과 슬래이브에서 유래된 편암으로 이루어져있고, 해구에서부터 85킬로미터 떨어진 곳과 섭입판 꼭대기 25킬로미터에 위치하고 있다.
(C) 알카린 성분이 강한(pH 12.2) 황산염 및 메탄이 풍부한 유체가 South Chamorro의 ODP Hole 1200C 해산에서 오래된 시추공 관측소에서 뿜어 나온다. Wheat(2010)에서 수정
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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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생동하는 지구:
인류 역사를 통해 본 지구의 역동성 및 위험요소
도전과제

주요한 지리학적 위험과도
관련이 많은 기초적인 지구

도전과제 12| 어떤 메커니즘이 대규모의 지진과 산사태 그리고 쓰나미의 발생을 일으키는가?

시스템 프로세스는 매 순간

도전과제 13| 해저에서 탄소의 저장과 흐름을 주관하는 특성과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일어나기도 하고, 장기간에

도전과제 14| 유체는 해저의 지구조상, 열역학상,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걸쳐 일어나기도 한다.
따라서 새로운 시료와 다운
홀 측정기법, 모니터링 및

도입

적극적인 실험적 접근이
요구된다.

시간과 공간을 초월하여 지구의 암석권에서는 역동적

속도와 패턴을 알아볼 수 있기 때문에 시추, 코어링

인 프로세스가 진행 중이다. 예를 들어, 퇴적작용, 지

그리고 샘플링에 새로운 차원을 더해준다. 해저면 아

진과 산사태, 쓰나미를 일으키는 압력 방출 현상에서

래에서의 지속적인 관찰을 통해, 유체 흐름의 속도와

해저 퇴적물속과 화성암 지각에서 탄소의 저장과 순

미생물 활동에서부터 해저표면(상부) 저장소에 있는

환까지 그리고 해양과 심해저 영역권 사이의 열과 용

잠재적인 탄소의 저장과 격리의 효율성에 이르기까지

질 그리고 미생물의 흐름과 같은 것이다. 유체는 장소

여러 가지 프로세스를 이해하기 위해 신중하게 고안

와 규모 그리고 화산 활동에 영향을 주고 해저 내외에

된 실험을 완성할 수 있다. 라이저 기반의 시추에 의

서 물질과 에너지의 집중적인 이동, 발달, 퇴적, 탄소

해 도입된 최근 시추 역량은 단층지역과 같은 지구조

의 움직임, 거대한 해저표면(상부) 생물권의 확립 및

상 활성환경 내의 암석과 퇴적물 그리고 유체에 훨씬

유지 등과 관련이 있는 많은 여러 프로세스에 필수적

향상된 접근성을 갖출 수 있게 하였다(그림 5.1). 이

이다. 이러한 역동적인 상호작용은 지구 역사상 늘 발

러한 역량에 대한 발전은 해양 시추 작업 중 과학계의

생하였으며 과학 시추와 시추공 실험은 다양한 환경

의문에 대한 본질을 바꾼다. 시추 작업 중 회수된 암

에서 직접적인 관찰이 가능하기 때문에 가장 적합한

석 기록을 확인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어떤 프로세스

수단이다.

가 발생하고 활동하고 있는지를 측정할 수 있는 것이
다. 새로운 실험 장비가 도입되고 사용됨에 따라 해양

최근 다운 홀 측정 도구의 발전과 장기간의 시추공 관

시추 작업 투자에 대한 결실도 더 늘어날 것이므로 장

찰 시스템의 개발은 암석권-수권-생물권 연결에 관

기간에 걸친 연구로 확립된 해저지층 시추공은 현재와

해 우리가 가졌던 생각을 바꾸어 주었다. 또한 연속적

미래 세대를 위한 소중한 유산이 될 것이다.

인 고주파 모니터링과 유효한 실험이 가능하게 된 것
도 큰 의미가 있다(Box 5.1).

이 장에서 다루어진 최근 생겨난 다양한 조사 방
법은 해양에서부터 대륙에 이르기까지 확장되어,

시계열 관찰은 현장 상태의 역동성을 수치화 할 수 있

ESONET(the European Seafloor Observing

고 자연적이거나 유도된 변동성에 대한 시스템 반응의

Network), DONET(Dense Oceanfloor Netwo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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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1 | 해저 지층에서 여러 학문 분야에 걸친 실험과 모니터링
수문학적, 열적, 생물학적, 지구 역학적 측정을 한꺼번에 할 수 있는 결

적인 지진파에 대한 지각의 한 지점에서의 시추공 압력이 그려져 있다

합된 시추공 관측소는 관련된 암석권 시스템, 수문 지질학적 시스템,

(상단 왼쪽 시계 방향). 또한 지화학적 및 열적 기록은 아래 위의 유체

그리고 미생물 시스템을 탐구할 강력한 도구로 새로 부상 중이다. 북

흐름의 역동성과 지각교환 현상(Wheat 등, 2010)을 보여주고 있다. 또

동 태평양에서 활동적인 변동성에 대한 실험과 지속적이고 빈도 높은

한 지각의 한 지점에서 기반암의 작용으로부터 변동성에 대한 수문학

모니터링이 진행 중이다. 비슷한 연구가 수렴형 경계 연안의 일본과

적 반응을 보여주는 데 이는 2.4킬로미터 떨어진 또 다른 지각의 한 지

코스타리카를 포함한 세계의 다른 곳에서도 계획 및 착수 중에 있다.

점에서 장기간 압력반응이 있음을 보여준다(Fisher 등, 2008).

하나의 사례가 NEPTUNE 캐나다 케이블 관측망을 보여주는 만화에

시추공 관측소 실험들의 추가적인 사례들은 이번 장을 통해서 강조된

잘 나타나 있다. 확장 중심지(Davis 등, 2001)에서 떨어진 곳에서 연속

다(지도와 네트웍 기하학 배경 그림: 제공 NEPTUNE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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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r Earthquakes and Tsunamis) 그리고
EarthScope 등 다른 연구 프로그램 계획과 관련
된다. 이와 유사하게 해양 과학시추는 상호 보완적
목표, 즉 각 국가의 프로그램과 국제적 프로그램
을 통해 개발되고 있는 장비와 전문 기술에 영향력
을 미치며 지구의 탄소 저장소의 공동 연구에 중요
한 역할을 하고 있다. 실시간 기술의 발달은 원조
와 계몽을 위한 혁신적인 기회를 제공한다. 이러한
체계는 연구자, 학생, 일반인 그리고 이 연구의 이
해관계자들까지 그들의 사무실과 집에서부터 해저
표면 상부의 실제와 다름 없는 가상 현실을 경험하
게 해 줄 것이다. 머지않아 이 작업은 인류 역사 상
발생하는 지질 재해와 또 다른 지구 과정의 복잡한
역동성을 이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게 될 것이다.

그림 5.1.
2009년 Nankai Trough
Seismogenic Experiment
(NanTroSEIZE)에서 치큐 작업동
안 라이저를 조작하는 그림
일본 동해안 난카이 섭입 지대
는 대략 120년 마다 발생하는 규
모 8의 지진에 대한 1400년 간
의 기록을 담고 있다. 라이저 시
추는 공극 압력과 응력을 측정
가능하게 해 주었다. 또한 불안
정한 지층을 깊게 침투하여 활
성 단층 지대에 관한 샘플링을
가능하게 해주는 등 해양시추에
대한 새로운 발전을 이끌었다.
이러한 측정은 지구 과학자들
이 어떻게, 언제, 왜 대규모의 지
진이 발생하는가에 관한 이해를
도울 것이다.
Kyoto University, Y. Kano,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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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12 | 어떤 메커니즘이 대규모의 지진과 산사태 그리고 쓰나미의 발생을 일으키는가?
언제, 어디서, 어떻게

2004년 12월에 인도네시아와 최근 2011년 3월 일본에서

를 관할하는 근본적인 메커니즘은 해명되지 않은 채로

지진이 일어나는지

발생한 비극이 보여줬듯이 땅의 진동과 쓰나미를 일으

남아있다. 어떠한 가설은 공극수 압력과 암석 마찰 특성

좀더 정확하게

키는 지진은 인구가 밀집한 해안 지역에 심각한 피해를

변화가 아마 지진 사이클에 기초적인 제어를 담당할 것

이해하는 것은 현대

줄 수 있다. 큰 규모의 섭입대 지진은 지구의 지진 에너

이라고 주장한다. 그러나 현재까지 이러한 영역은 적절

지구과학이 당면한

지 방출의 90퍼센트 이상을 차지하고 주요 해안 인구 밀

한 장소에서의 시추공이 부족했기 때문에 사실상 측정된

가장 시급하고 어려운

집지역에 엄청난 자연 재해를 가져온다. 해저의 산사태

바가 없었다. 해저 산사태와 화산 폭발의 시기와 규모,

과제 중 하나이다.

와 치명적인 화산 측면 붕괴(그리고 이에 따른 쓰나미)는

본질, 효과에 관련된 제어를 이해하는 것은 관련 위험을

해안가에 거주하는 인구와 해저 인프라에 심각한 위험

파악하는 데 있어서도 중요하다. 지진과 화산은 사면 파

이 되고 있다. 또한 이러한 프로세스는 단기간의 예측방

괴를 유발한다(그림 5.3).

법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유일하게 큰 규모의 자연재
해이다. 지진 핵 형성과 지진의 진행 그리고 에너지 수지

해양 연변의 유체역학은 파괴와 관련된 어떤 시스템을

(收支)를 관할하는 과정과 암석 물성은 미해결 문제로 남

전제 조건으로 하고 있는지 아니면 인위적인 충격이 파

아있다. 특히 암석 물성, 단층 지대 구조와 현 상태에서

괴를 가져오는 것인지 혹은 기후 때문에 발생한 메탄 하

의 조성 그리고 단층 이동 사이의 관계는 잘 알려지지 않

이드레이트의 해리가 산사태를 유발하는지, 또는 공극

았다. 따라서 우리는 왜 어떤 지진은 보기 드문 큰 재해

내 압력과 응력 발생의 내적인 역동성에 의해 산사태가

를 발생시키는 지(예: 규모 9의 2004년 수마트라와 2011

자연적으로 일어나는 지에 관해 정확하게 알려진 바는

년 일본), 또 왜 어떤 지진은 유사한 지역에서 훨씬 더 작

없다. 최근 열도와 후열도 분지의 해저 탐사는 엄청난 폭

은 규모로 발생하는지, 또한 왜 어떤 지진은 해저를갈라

발력을 가지고 붕괴되는 화산 칼데라를 밝혀냈으나 화산

놓는것과 같은 지진파 선상의 이동을 만들어 파괴적인

과 쓰나미의 상호 관련된 위험성을 파악하지는 못했다.

쓰나미를 일으키는지에 대해 알지 못한다.

비록 어떤 환경에서의 모니터링 결과, 공극 내 압력 상

시추 및 연구전략

태와 단층 그리고 벽암투수성, 공극률 그리고 탄성계수
는 모두 지진 직후와 지진이 일어나지 않는 기간에 체계

해양 과학시추는 계속적인 실시간 모니터링을 포함하여

적으로 또한 여러 모양으로 나타날 수 있지만 관측이 사

활동적인 시스템 내에서 현장 상태의 측정과 직접적인

실상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으며, 이 현상에 대한 우리

샘플링을 통하여 지진과 단층 프로세스를 밝히는 데 안

의 기초적인 이해도 무척 부족한 상황이다. 측지학적, 지

성맞춤이다(Box 5.2). 특별한 관심 사 중 하나는 파열(破

진학적 네트워크에서 나온 최근 자료는 암석권 판 경계

裂)에 근접하고 있는 혹은 최근에 파열된 단층 및 힘을

에서의 압력 방출 현상은 이전에 인지되었던 것 보다 지

받고 있는 단층을 관찰할 수 있는 지점과 시간 등 지진

각 이동 속도에서 년-월 단위(느린 이동)까지 또는 일 단

순환의 영역을 알아내는 것이다. 또한 지질 위험을 야기

위-주 단위(가끔씩 발생하는 미진과 이동)에서 낮은 빈

하는 프로세스를 이해하는 것은 장기간의 지구조상, 지

도로 발생하는 지진까지, 또는 초 단위에서 분 단위로 지

화학상 대양저의 진화를 밝혀준다. 예를 들어, 지각 지진

속되는(그림 5.2) 정상적인 지진까지 이동속도가 훨씬 더

활동도는 해양 암석권의 수화(水和) 및 사문암화와 관련

다양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이동의 본질뿐 아니라 왜 판

이 있을지 모른다(Box 4.2). 이는 차후에 섭입대의 지구

경계를 따라 그렇게 훨씬 더 다양한 움직임이 있었는지

조와 지진 특성 및 탄소의 전반적인 순환에 영향을 준다

5. 생동하는 지구

(Box 5.3). 유사하게, 단위시간당 질량과 지화학적 진화

를 밝혀냄으로써, 단층 이동이 발생하는 깊이에서 사면

를 통제하는 프로세스와 호상열도 구조는 화산 폭발과 영

파괴와 지진원 단층으로 코어를 채취하고, 물리 검층과

역 붕괴위험에 영향을 준다. 케이블과 부표, 위성 그리고

샘플링을 하는 작업이 확대될 것이다. 특정 사건 퇴적층

다른 의사소통 수단과 관련된 해저지층 상부의 지질 위험

과 화산재를 샘플링하고 연대를 추적하는 것은 과거 지

관측망의 개발은(Box 5.1, 5.2) 갑작스럽게 변하는 지구

질 위험의 시기와 규모를 알아내 결과적으로 지진과 산

체계 프로세스에 적응하고 해결하는 기회를 줄 것이다.

사태의 재발생 간격을 알아내는 것에 도움을 줄 것이다.
물리검층 측정은 공극 내 압력, 온도, 응력을 포함한 암

해양시추와 실험은 재료를 채취하고 물성을 측정하며,

석 붕괴를 제어하는 현장 상태를 정량화 할 것이다. 시

해저면 밑의 상태를 모니터하기 위해 해저지층(상부)에

추공 관찰은 지진 순환을 통하여 압력, 공극 유체 압력,

접근을 가능하게 함으로써 지질 위험에 대한 본질과 시

지진 활동도를 모니터 하기 위해 설치 될 것이다. 이러

기 규모에 대한 우리의 이해를 넓혀줄 것이다. 지진과

한 측정은 단층 이동과 사면 파괴를 야기하고 초기 단계

쓰나미가 일으키는 단층 및 파괴된 표면의 조성과 구조

를 제어하는 과정을 해결하는 데 도움을 주고 잠재적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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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섭입 메가 스러스트를 따라 관찰되는 지진 변위의 다양한 스타일과 장소를 보여주는 섭입지대의 단면도
저속 슬립과 locked 지진원 지대(주황색과 하얀색 표시)의 외곽에 위치한 얕은 섭입지대에서 매우 자주 발생하는 지진(VLFE)은 상부 판 내의 주요한 스플
레이 단층의 발생과 일관성을 가진다(Ito와 Obara, 2006, Obana와 Kodaira, 2009). 이 스플레이 단층은 해저면에 있는 냉용수와 관련이 있으며(사진, 왼쪽
상단), 유체가 슬립현상에 있어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음을 암시한다. 얕은 저속 슬립과 지진(VLFE)의 원천 지역은 등진파선상(노란색 선) 미끄러지는 메
가쓰러스트가 가장 얕게 일어나는 곳을 따라 존재하며, 해양 시추의 범위 내에 있을 법 하다. 섭입 접점을 따라 일어나는 심부의 슬립현상은 저속 슬립현
상(오렌지색 원) 뿐 아니라 간헐적인 미진과 슬립현상과 관련이 있다. 시추공에서의 지진활동도와 유체 상태에 관한 모니터링(파란색으로 도해식으로 보
이는 곳)은 이렇게 새로 발견된 현상에 관한 특징을 파악하고 이해하는 데 필수적인 구성요소이다.
(위쪽 사진 Ogawa 등(1996); Saffer와 Tobin에서 인용한 도해식 다이어그램(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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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조 현상을 확인하며 이동과 파괴 후 복원의 역학을 이

추가적인 프로그램이 지질위험이 높은 또 다른 지역에

해하는 것과 더불어 화산과 지진위험 사이의 연관성을

서 개발될 것이다.

특징짓는 것을 도울 것이다(Box 5.2).

시추공 측정은 또한 단층 이동 작용의 스펙트럼을 파악
하도록 할 것이며 지진에 의한 힘의 누적지를 파악할 것
이다. 시추공 관측을 케이블로 연결된 해저 네트워크에
연결시키는 것은 해저면하 자료를 실시간으로 획득하게
해 주고, 프로세스가 진행됨에 따라 평가와 분석을 가능
하도록 해 준다. 이와 같은 장기간에 걸친 다자간 연구
는 해저면하 시추의 초기 단계에 시작되었고 특히 일본
과 서부 북미의 근해에서 시작되었다(예 Box 5.1). 이러
한 지역에 대한 연구는 지진, 산사태, 쓰나미에 관련된
과정을 파악하는 데 계속적으로 중요할 것이다. 그리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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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A) 상부 스토레가 슬라이드의 중심부의 음영기복 측심, 노르웨이 연안에 주요한 쓰나미를 일으킨 거대
한 산사태
(B) 슬라이드에 관한 심부 프로필
Masson 외.(2010), 그림 1. Springer Science+Business Media에서 허가를 얻은 후 인쇄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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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5.2 | 지진단층을 청진기로 진단하기
여기서 기술된 것들처럼 NanTroSEIZE(Nankai Trough Seismogenic

종적으로는 언제, 어떻게 그리고 왜 압력이 축적되고 풀리는 현상이

Zone Experiment)의 일부로 국제공동해양시추계획에 의해 추진되고

발생하는지 정의하도록 도와준다.

있는 시추공 관찰은 섭입 지진과 쓰나미의 근원지대에 걸쳐 시추공 관

이 지속적이고 빈도 높은 모니터링은 실시간 해저 자료 네트워크와 연

측소는 깊은 곳의 현재 상태를 모니터링할 수 있게 해 준다.

결되었을 때 훨씬 더 강력해 진다(마치 일본의(DONET) 케이블 연결

측정치에는 변형률, 지진파, 공극 유체 압력, 유체 성분, 온도를 포함하

관측소처럼). 기존의 혹은 앞으로의 케이블 해저 네트워크(ESONET)

며 작은 지진과 일시적인 현상에 대해 상세하게 파악되도록 한다.

는 시추공 관측소 설치와 연결되어있고, 지진 연구에 대한 새로운 접

시추공 관찰은 먼 육지 기반 혹은 심지어 해저 모니터링보다 더 분명

근 방법을 대표한다. 해양 과학시추는 이러한 노력에 매우 필수적이

하게 지진과 변형률에 대한 관측을 가능하게 한다. 또한 신뢰할 수 있

며, 지진의 초기 경고 시스템에 직접적으로 공헌하고 있다(319 과학 탐

는 현장 상태의 측정값을 제공하고 시간단위로 변동성을 보여주며 최

사에서 삽입됨).

Node B

Node A
5 km

Node E
C0009

C0002
C0001
C0010

C0006/7

Borehole
monitoring system
Plug and
sensors
Screens

Fault zone

150

Node

Node C
C0011

km

vatory
Borehole Observatory

C0012

57

58

13
과거, 현재, 미래의 지구 조명(照明)

도전과제 13 | 해저에서 탄소의 저장과 흐름을 주관하는 특성과 프로세스는 무엇인가?
해저의 탄소 흐름과

퇴적작용, 변형, 탄화수소 생성 및 누적, 사면안정, 지

화물 매장층은 압력과 온도 그리고 깊은 곳에서의 탄소

저장은 광범위한

각(地殼)의 탄화 및 복잡한 생물학적 생태계는 전 해

의 흐름에 꽤 역동적이고 민감하다. 과거에 하이드레이

시간과 공간의 범위에

양에 걸쳐 복잡하게 얽혀있다. 이러한 관련성은 획득

트 해리는 엄청난 양의 메탄을 해양과 대기로 방출했고

걸쳐 기후 및 생물,

가능한 자원에 대한 늘어나는 수요에 대처하는데 사

갑작스러운 기후 변화를 초래했을 것이다. 급격한 하이

고체 지구 그리고 위험

면불안정지에 있는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영향을 이해

드레이트 해리는 대륙 연안을 따라 지역적인 사면붕괴

연구와 관련이 있다.

하는데 그리고 대기에 전달되는 과도한 CO2의 영향을

를 야기할 지도 모른다(그림 5.3). 과학 시추는 가스 하이

수치화 하는 데 근간이 된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의

드레이트 시스템을 통하여 탄소의 흐름을 해결하고 코어

해 나타난 범위와 자원 잠재성 그리고 위험은 인구와

물질을 채취하며 현장의 하이드레이트 분포를 파악하는

중요한 생태계에 전반적인 영향력을 가진다. 이러한

데(그림 5.4), 또한 시간에 따라 변화하는 특성과 상태를

분야에서 진보를 만들어 내는 것은 다양한 형태로 해

모니터링 하는 데 있어서 매우 중요하다. 대기 중에 과잉

저에 묻혀있는 탄소의 양을 파악하는 것과 해저에서

CO2를 제거하는 방법을 개발하는 것과 지질학적 저장소

안팎으로 이동하는 탄소의 속도를 파악하는 것 그리

에 그것을 매장하는 것(탄소 격리라고 알려진 지질 공학

고 대륙 연변과 심해저에 탄소 격리의 가능성이 있는

의 형태임)에 대한 관심이 증가하고 있다.

지 등의 평가가 필요하다. 이러한 연구는 해저면하에
서 발생하는 수문학적, 기계적, 생지화학적 프로세스

이러한 접근은 탄소를 배출하지 않는 에너지 원천으로의

에 관한 기초적인 정보를 제공할 것이다.

즉각적이고 효과적인 이동이 있다고 하더라도, 지난 150
년 이상 대기와 해양에 방출된 과도한 탄소로부터 영향

가스 하이드레이트 저류층은 기존에 알려진 탄화수소

력을 제한하기 위해 필요할 지 모른다. 육지 곳곳에서 실

(기름, 가스 그리고 석탄과 섞인)의 범위를 벗어난 것이

험적 연구가 현재 진행 중이나 연구자들은 해저면하에

며 여러 가지 환경 문제를 야기할 것이라고 여겨진다. 수

탄소에 대한 잠재성을 평가하고 있는 중이다. 몇 가지 종

그림 5.4
해양의 퇴적물에서의 가스 하이드레이트의 분포를 측정하기 위해 새로운 도구가 개발 중이다.
(A) 패널들은 열 이상현상(적외선 카메라로 감지됨)이 어떻게 코어 물질의 회수 직후에 하이드레이트 집중지역을 확인하기위해 사용되는 지 보여준다. 부표본은 수집된 후, 센티미터 단위로 존
재하는 하이드레이트의 양을 측정하기 위해 또 이 분포를 조절하는 것이 무엇인지 이해하기 위해 분리되어 분석되었다. 이와 같은 연구는 해저면하 하이드레이트에서부터 그 위 해양에까지
가스의 큰 이동이 왜, 어디서 발생하는지를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 Torres 외(2008).
(B) 북극해에서 발췌한 이 수층 음향이미지는 따뜻한 저층수의 결과로 해저면 하이드레이트 저류층에서 나온 메탄 가스의 분출을 보여준다. 시추, 샘플링, 실험은 왜, 어디서, 어떻게 유사한 프
로세스가 급속하게 발생하는지 파악하는 것을 도울 수 있다.
Westbrook 등(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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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의 해저 저장소에는 고갈된 기름과 가스전, 염분 대수

광범위하고 넓게 연결된 지역을 포함하는 것으로 알려져

층 그리고 다양한 해양 지각 층 등 큰 규모의 CO2 저장소

있으며 다소 두껍고 낮은 투수율을 가진 퇴적물로 덮여

의 존재에 관한 가능성을 시사한다. 이 해양 지각속의 탄

있으며 해양에서 떨어져 있어 특히 주목된다. 그리고 장

소 저장소의 존재에 대한 가능성은 높은 투수율을 가진

기간에 걸친 화학적 물리적 은닉처(trapping)의 역할

BOX 5.3 | 해저지층에 이산화탄소의 포집과 저장 기술
현재 해양 과학시추로 가능해진 현장관측과 변동성 실험은 퇴적암층

이 투수성 지각(파란색 화살표)으로 들어오게 된다. 해양 시추는 탄산

(panel A)과 화성암 지각(panel B)에서의 이산화탄소의 지질학적 포집

염을 만드는 유체와 현무암이나 혹은 감람암의 반응을 토대로 한 탄소

및 저장에 관한 근본적인 조사에 대한 기회를 제공한다.

포집과 처리 계획을 평가할 방법과 시간에 걸친 풀룸의 이동과 유체

시추공 실험은 해저표면하에 대한 물리영역의 측정을 필요로 하는데,

의 지화학적 진화를 관측할 방법 그리고 자연적인 탄산화를 향상시킬

이 영역은 유체 이동, 특히 투수율, 공극률, 단열 밀도와 방향 그리고

가능성을 측정할 방법을 제공한다. 적극적인 시추공 실험은 작은 규모

저장 압력 영역을 관할한다(그림 5.6). 샘플링과 모니터링을 통한 지속

의 이산화탄소 주입의 국지적 영향력을 평가하기 위해 필요할 것이다.

적인 접근으로 미생물 프로세스와 유기-암석 상호과정의 범위, 분포,

결국 전체 스케일의 시도가 필요할 것인데 실질적 임계(臨界) 초과의

속도를 평가할 것이다. 이 상호과정은 자연적인 이산화탄소/유기체 반

이산화탄소 저장의 특성에 관한 획득 가능한 관측상의 자료의 범위를

응 시스템을 통해 성공적으로 탄소격리에 기여하는 것으로 여겨진다.

확장시켜 지구의 환경과 지속적인 천연자원을 관리하는데 중요한 편

판넬 A에서 보여주는 시추공 관측소는 주입과 모니터링을 위해 봉쇄

익을 가져다 준다(House 등, 2006; Goldberg 등. 2008; Kelemen and

되어있다. 판넬 B에서 보여주는 몇몇 관측소들은 개방되어있는데 시

Matter, 2008. 참고). F. Inagaki, JAMSTEC. 그림 제공

추 과정에서 만들어진 열수 작용의 ‘사이펀’에 의해 해저의 차가운 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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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했을 법 한 광화작용과 빠른 탄화작용에 대한 잠재
성을 제공한다.

사실, 큰 규모의 사문석화 작용과 다른 형태의 탄산염
화 작용은 대양의 암석권에서 자연적으로 일어나고 과
거에 지질학적으로 전반적인 탄소 순환에 있어 주요한
역할을 했을 법하다(Box 4.2). 해양 과학시추는 각 국
가와 협력하고 다른 국제적인 프로그램과 공조할 때
해저면하의 탄소 격리에 대한 최초 연구를 비교적 쉽
게 수행할 수 있게 될 것이다. 그리하여 투수성 네트
워크의 특성, 광물화와 트래핑 범위 및 속도, 그리고
CO2 저장소에서 해저표면 미생물계의 영향을 해결하
는 것을 돕는다(Box 5.3).

가스 하이드레이트, 사문석화 작용 그리고 CO2 격리
에 대한 연구는 해저 관측시설과 이 시스템의 자료와
전력 통신망 연결로 많은 혜택을 보았다. 시추공 관측
은 장기간에 걸친 계속적인 샘플링을 할 수 있도록 해
주었고 모니터링과 실제적인 실험에 대한 기회를 제공
하였다. 예를 들면, 최근 시추공 관측소에서의 모니터
링을 통해 예상치 못한 지화학적, 수문학적 현상에 대
해 발견할 수 있었고 어떻게 암석권의 압력과 수압의
신호가 긴 거리로 전송되는지 그리고 어떻게 압력 불
균형이 깊이에 따라 분포되는지에 대해 새로운 시각을
가질 수 있었다.

또한 연구자들은 통제된 변동성 실험에 착수하여 지층
의 반응을 모니터링 했다. 이러한 종류의 실제적인 실
험은 시공간적 관측 범위에 대한 통제를 가능하게 하
였다. 동시에 여러 가지 종류의 장비와 기술을 집중적
으로 사용하는 것은 시스템 기반의 프로세스와 복잡한
역동성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한다. 이러한 실제적
실험은 해저 아래 수문학적 구획화, 이방성 그리고 해
저 아래 측방 연속성 및 생지화학과 미생물의 특징과
관련된 변칙성에 대한 평가를 가능하게 해 준다. 결과
적으로 이 실험을 통해 저장소에서 탄화 수소의 범위
를 평가 할 수 있으며, 해저 저장소에서 발생한 큰 규
모의 격리가 어떤 의미인지를 판단하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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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전과제 14 | 유체는 해저의 지구조상, 열역학상, 생지화학적 프로세스와 어떤 관련이 있는가?
유체는 고체 지구, 광물 퇴적, 인구 밀집 지역에서 압력

수문학적 순환에 있어 잘 알려지지 않은 분야이다. 이러

대양의 암석권은 지구상

누적과 방출(지진, 산사태) 그리고 연안 해역에서 탄소

한 유체-중재 시스템과 프로세스를 이해하고 수치화 하

가장 큰 대수층으로

와 영양염 순환 등 많은 지구의 프로세스에 기초적인 역

는 것은 자연적이거나 인위적인 변동에 대한 시스템 반

모든 빙원 및 빙하에

할을 한다. 흐르는 유체는 해저의 생물군계(Box 3.1)와

응의 시계열적 측정을 포함하여 퇴적물과 암석 그리고

저장되어있는 양과 동일한

먼 곳의 해저 생물군계(그림 4.2)를 돕고, 지진 활동과 지

유체 시료와 현장 상태의 측정치 등의 수집이 필요할 것

양의 유체를 포함하고

각의 분열과 냉각에 기여하며 암석권 변질의 패턴을 관

이다.

있다.

할한다(그림 4.7). 그리고 섭입대로 오가는 휘발성 물질
을 이동시키는 데 기여한다(그림 4.8). 해저의 수문 지질

시추는 중요한 시료와 자료를 수집하고 공간적 시간

학적 순환은 또한 대륙 주변부에 걸쳐 지상과 해성 영역

적 범위를 통합하며 해저면하의 수문학 영역 내의 장기

사이에 거대한 흐름을 포함하여 지상의 지하수 시스템과

간 관찰을 하는데 유일하게 이용 가능한 수단이다(그림

연결 되어있다. 대륙붕까지 뻗은 해안의 대수층은 전 세

5.5). 최근 해령 가장자리 부근의 해양시추 실험에서 얻

계 주요 인구 밀집지역을 지원하나 많은 경우에 이러한

은 자료는 지진이나 암맥 관입(dike intrusion)과 같은 지

자원은 해수면이 낮을 때 관입(貫入)되어 인류 역사에 있

역적 압력 발생에 반응하여 지층 유체압력, 온도, 조성의

어서 절대적으로 재생 불가하게 되어버린다. 남아있는

변화를 사실 그대로 기록하였다(Box 5.1). 그래서 이질성

염분성 유체는 조수 및 다른 프로세스에 의해 해저로 오

(異質性)과 규모 의존성 그리고 지각의 유체 저장소의 역

가며 펌핑되기도 한다. 퇴적물과 대륙 주변부의 암석, 섭

동적인 특성에 대한 인식이 향상되었다. 장기간의 해저

입지대 그리고 대양 지각에서의 유체의 흐름은 전체적인

면하 관측소에서 얻은 자료를 포함하여 섭입대의 판 경

Pressure
monitoring

그림 5.5
장기간 해저면하 관측소를 보여주는 도해(CORK, 왼
쪽; Fisher, 외, 2011b)와 시스템 서비스의 예(오른쪽 상
단) 그리고 실험(오른쪽 하단).
해저와 해저면하 기구는 관측소가 처음으로 시추선
에 의해 만들어졌을 때, 설치되었고 ROV 사용하여 회
수되거나 교체될 수 있다(오른쪽 상단; Woods Hole
Oceanographic Institution 사진 제공).
well head에 설치되어 있는 벨브, 샘플러, 자료 기록
기는 자료 다운로드와 시료를 수집한다.
다운홀 장치는 장기간 유체 샘플링과 해저면하 미생
물 군집을 위해 설치되었으며(오른쪽 하단) 이 멀리
떨어진 생물군계에서 상대적으로 깨끗한 군집의 수집
이 가능하도록 한다. 미생물과 높은 품질의 유체 시료
를 수집하는 것은 시추와 코어링 그리고 다른 운영에
대한 영향 때문에 일반적으로 관측소의 설치 없이는
불가능하다.

Fluid
sampling

Sediment

Cement
Basement

T
T

Robotic arm opening

T

Cement
Cable

T
T
T

Pressure
monitoring
Perforated
collars

Temperature
logger
Fluid
sampling

Polished
rocks

Packer
T
T
T

Fluid sampling,
microbial growth

colonization

61

1301A

1362B
1026B
1027B

Depth (mbsf )
2870
2970
3020
3070
3120
3190

Basement top

Tracer transport
(days to years)

Basement

Inferred
regional
w
direction
Tracer
detection

Sediment

N

1301B

1362A

Tracer injection (24 hours)

Depth (mbsl)

N20°E

)m( ytivitsiseR

그림 5.6
해저면 관측소의 네트워크를 사용하는 다자간의 실험
은 다양한 방향과 거리에 위치한 주변 시추공 내의 유
체 샘플링과 압력, 온도 모니터링을 통해 교차 홀 형
태의 수문 지질학 실험과 중심 시추 홀에 넣는 다양한
추적자 주입이 관련되어있다. 시료와 자료는 시추선
을 사용하여 활성 시스템 변동 시에 그리고 잠수가능
하고 원격조정이 가능한 매체로 서비스되는 장기간의
시추공 관측소를 사용하여 추후 몇 해 동안 수집될 것
이다.
교차홀, 다양한 방향의 반응에 관한 특성은 해저면 유
체 이동경로, 순환의 자연적인 패턴, 그리고 지각 체
계의 유동적, 열적, 화학적, 생물학적 구성요소들 사이
의 결합을 제공한다(Fisher, 2011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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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에서 시추공 측정값은 지진과 같은 수문학적 유체의

될 수 있다. 현 상태의 미생물학군의 특성과 비율을 수

조성과 일시적인 유속 사이의 관련성을 밝혀주었다.

치화 하고 방향성 투수 및 화학적 이동 특성(그림 5.5,

더 일반적으로는 현재 지층 유체의 비교와 퇴적과 암

5.6)을 밝혀 내기 위한 하나 혹은 여러 개의 시추공 실

석 변질에 관한 통합된 기록은 판 노화 과정의 속도와

험을 포함하여 유체 샘플링과 실제적인 테스트를 통한

위치에 대한 중요한 한계선을 제공한다. 최근 발전에

이 지역에서의 진보가 있을 예정이다. 모니터링과 실

도 불구하고, 해저면하 수문학 체계에 관한 많은 기초

제적인 실험의 일부로, 장기간의 해저면하 수문 지질

적인 질문은 거의 해결되지 않은 채로 남아있다. 예를

학의 관측은 우리의 유체-퇴적물-암석-미생물간의

들어, 유체 이동에 관한 독특한 속도와 어떻게 이 속도

상호작용에 대한 관점을 바꾸고 있는 중이다. 계속된

가 장소 및 유속 방향에 따라 다른지는 여전히 알려지

시추, 샘플링 그리고 센서 기술의 발달은 높은 온도와

지 않고 있다.

급속한 변형 속도를 경험하고 있는 더욱 도전적인 환
경에서의 자료와 시료의 수집을 도울 것이다.

유로의 측면 및 깊이 범위, 분배, 유로의 기하학 그리
고 유체 흐름 체계의 일시적인 진화는 거의 규명이 되
어있지 않다. 그 결과 수문학적, 기계적, 화학적, 생물
학적 영역과 프로세스 사이에 관련된 수치에 관해서는
거의 정보가 없다. 이러한 시스템을 모의하는 데 사용
되는 모델과 복잡한 분석기법은 측정과 검증이 필요하
다. 그래서 각 지역의 연구 결과는 전 지구적으로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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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교육 및 아웃리치
미래를 위한 준비
차세대 과학자 훈련

국제 해양탐사 프로그램은

해양 과학시추는 지질학, 물리학, 화학, 생물학, 수학, 공

차세대 과학자를 양성하고,

학이 지구 체계의 문제를 풀기 위해 통합한 모범적인 사

지구에 대한 대중의

례라고 할 수 있다. JR호, 치큐호 및 특수임무선(MSP)

전지구적 기후 변화, 에너지, 수자원, 지질학적 위험에

이해를 높여 올바른

에 승선한 과학자들은 모든 학문을 대표한다. 그리고 그

대한 도전을 하는 데는 고도의 기술적 환경과, 각 학문

결정을 내리도록 하며,

들은 공통된 과학적 목표를 성취하기 위해 함께 일한다.

간 그리고 국제적인 환경 내에서 가능할 수 있는 작업 여

환경 관리자로서의 의식을

IODP는 어떻게 지구가 움직이는지 이해하기 위한 다자

건이 필요하다. IODP는 이러한 작업장에서 활동하기 위

가지도록 할 것이다.

간의 통합된, 협력적인 접근 방법을 교육과 아웃리치 분

한 가장 적합한 훈련장이 될 것이다. 각 시추탐사는 매우

야에도 적용한다. 신기술을 갖춘 실험실이 탑재된 연구

고도화된 실험실에서 복잡한 지구 과학의 문제를 해결하

선, 세 개의 대륙에 위치한 코어 저장소, 자료개방, 그리

기 위한 다양한 자료 유형을 통합하기 위해 마련된 고도

고 수천 명의 과학자, 해양 기술, 프로그램에 적극적으로

화된 실험실에서 함께 연구하는 국제 과학자 그룹이 소

참여하고 있는 다른 분야의 전문가들은 모두 교육과 아

속되어 있다. 여러 학문분야의 팀들에서 일하는 것과 다

웃리치에 공헌할 소중한 자산들이다. 교육과 아웃리치

양한 관점을 고려하는 것은 해양 과학시추의 특징이라고

활동인 3개의 주요 계획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 계획

하겠다. 시추 탐사는 머지않아 자신들의 멘토나, 동료,

은 국가적 우선순위와 연계되어 추가적인 활동과 더불어

아마 고용주가 될 사람들에게서 직접 배우고 가깝게 일

IODP 멤버국가의 프로그램에 의해 일부 지원을 받는다.

하게 될 초급 과학자들 및 대학원생을 계속적으로 참여
시킬 것이다(그림 6.1). 대부분의 승선 과학자들은 시추
선에서 내려서도 연구를 계속하고 시추 탐사 때에 형성
된 유대관계를 계속 강화해 가고 있다.

그림 6.1
2007년 이래로 ECORD는 대학원생과 젊은 과학자들에게 IODP 연구 테마에 초점을 맞추어 여름 학기를 지원해
주고 있다.
ECORD 브레멘 여름 학기에서는 강의와 시추에 관한 상호적인 토론뿐 아니라 승선 방법학에 관한 실습을 결합
시키기 위해, 브레멘 코어 저장소에 의해 제공된 독특한 시설들을 이용할 수 있다.
고기후학을 다루는 Urbino 여름학기는 강의와 자료 조사분석, 프리젠테이션, 현장학습을 함께 하고 있다.
IODP/ECORD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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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관리자의 양성

합은 과학의 본질에 관하여 학생들을 가르칠 효과적인 수
단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있다. 지구 시스템의 프로세스

환경 관리에 대한 인식을 일깨우는 것과 과학에 대한 관

와 역사를 가르치기 위한 해양 과학시추 정보를 사용한

심에 영감을 불러일으키는 것은 교실과 집에서 시작된다.

양질의 실질적인 활동을 사용하여 가정과 교실이 연결되

IODP의 국제적 협력과 혁신적인 기술, 최첨단 탐사의 조

도록 할 것이다. IODP 웹사이트는 각 국가의 프로그램과

BOX 6.1 | 스쿨 오브 락(SCHOOL OF ROCK)
2005년부터 미국이 후원하는 Deep Earth Academy는 JR호와 Texas

으로 참여하고 있다. The Deep Earth Academy’s School of Rock은 적

A&M University에 있는 걸프 해안 저장소에서 다섯 개의 스쿨 오브 락

극적인 학습을 통해 보다 폭넓은 대중에게 과학적인 발견과 연구 자료

프로그램을 시행했다. 1주에서 2주의 집중적이고 실험적인 프로그램

를 가져다 주기 위한 하나의 모델이다.

으로 구성되었고 기숙사 제공과 실제 코어 물질 그리고 실험실 기술로

사진은 IODP/USIO 제공.

전 세계 약 15명의 교육가들이 참가하여 어
떻게 해양 시추 자료가 지구의 역사에 관한
실마리를 풀어줄 지에 대해 과학자와 함께
스쿨오브락은 실제로 전통적이고 비공식적
인 교육자들이 (1)거대한 해저 시추 데이터
베이스에서 광범위한 시료를 얻고 사용하
며 (2) 교실과 박물관을 위한 것으로 연령에
맞고 청중들을 위한 지구 시스템 과학 활동
을 개발하고 (3) 해양과학 시추의 발견이 지
구의 역사와 과정을 이해하기 위한 적절성
을 가진다는 것을 인식하기 때문에 적극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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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2
배 안의 실험실과 조타실을 포함한
치큐호 투어를 위해 일본 고베의 부
두에 방문객들이 줄을 섰다. 시추선
방문객의 숫자는 2010년까지 10만
명을 넘었다.
IODP/JAMSTEC 사진 제공

국제적인 협력을 통해 발전된 뛰어난 교육적 자료를 제

를 주기 위해 가장 흥미롭고, 연관성 있는 발견 및 기술적

공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과학 교육자들에게 전문 기

성취를 예로 사용할 것이다. 이 프로그램은 대중과 소통

술, 사진, 그래프 그리고 그 외 자료 등이 교실, 박물관이

하는 활동을 실시하고 고안하기 위해 과학-미술 박물관,

나 자연보존센터, 국립 공원과 같은 비공식적인 장소에

웹기반의 미디어, 소셜 네트워크 등과 같이 유력한 기관

서 사용할 수 있도록 새로운 자료를 개발하도록 도움을

들과 협약을 맺을 것이다. 이 소통노력의 주요한 부분은

줄 것이다.

교실과 다른 여러 장소를 시추 플랫폼과 전자적으로 연
결시킴에 있어 IODP의 연결선상에서 만들어 지는 것이

IODP는 교실, 기항지, 코어 저장소 방문관 및 공공 포럼

다(Box 6.2). 이 새로운 프로그램은 스마트폰이나 디지털

에 사용될 멀티미디어 자료를 개발할 것이다. 과거에 이

노트북을 위한 무료 어플리케이션을 제공하는 것을 통해

프로그램이 기항지에서 사람들을 시추선에 탑승시키는

국제적인 교육에 대한 존재감을 증가시킨다. 또한 새로

기항행사로 관심을 모았다(그림 6.2). 코어 저장소는 학

운 기술이 인기를 얻게 됨에 따라 또 다른 전자 미디어를

교 그룹, 워크숍 그리고 다른 교육적 활동을 위한 관람을

사용할 것이다. 21세기 기술과 통합되어 하루하루의 삶

주관한다. JR호나 코어 저장소에서 시행된 것처럼(Box

에서의 지구 환경 변화에 대한 영향을 더 많은 사람들이

6.1), 교육자들을 위한 더 종합적인 프로그램이 2주 이상

인식하고 있으며, 이는 연구, 정책, 교육의 국제적인 분

지속된다.

야에 있어 지구과학자들이 중심 무대를 차지할 기회를 제
공하고 있다. 행성을 다루는 물리학자들이지만, 지구과
학자들은 우리의 지속 가능한 미래의 경제, 보안, 웰빙 계

대중에게 알리고 인식을 고취시키기

획을 세우는 데 있어 조언을 제공하기 위해, 자원 저장량
을 측정하기 위해, 또는 지구의 신호와 경고 사인을 해석

IODP는 지구과학에 관하여 일반인들을 고취시키고 정보

하기 위해 점차 각 지역사회에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러

6. 교육 및 아웃리치

한 놀라운 기회가 가까이에 있기 때문에 IODP는 각 국가

학과 지역사회간의 중요한 연결고리를 만드는 것으로 지

간 또는 국제적 공공 참여 프로그램 마련을 통해 지구과

구와 일상 과학계를 지원할 것이다.

BOX 6.2 | 교육 플랫폼으로서 시추선
2009년부터 IODP는 Web 2.0와 시추선의 공식 웹 사이트와 연결하여

연결되어있어 대학생 및 성인들까지의 독자들도 점점 늘어나고 있는

시추선과 육지를 연결하는 비디오 방송을 통해 유익한 탐사 기반의 교

추세이다. 현재까지 200개의 쌍방향의 라이브 방송과 온라인 회의가

육 프로그램을 실시간으로 방송하여 많은 사람들에게 JR호에 대한 관

JR호와 이루어졌고, 이 프로그램의 참여자만 1만 여명 이상에 이른다.

심을 불러왔다(http://www.joidesresolution.org). 웹 사이트는 과학자의

또한 이 프로그램은 “지큐 TV” 와 치큐호“tweets” (e.g., http://www.

블로그 게임 그리고 비디오로 채워져 모든 연령대의 사람들에게 유익

jamstec.go.jp/okinawa2010/e)를 통해서 치큐호의 소재와 해양 시추 탐

하다.

사가 진행되는 동안 과학자들은 시추선에서 무엇을 하고 있는지에 대

이 웹사이트는 원래 중학생과 그의 가족들을 대상으로 제작되었으며

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소셜미디어(YouTube, TeacherTube, Flickr, Twitter, and Facebook)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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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실행
IODP는 미국, 일본, 유럽

과학계는 IODP에 대한 야심찬 계획을 가지고 있다. 복잡

현재 2.5킬로미터에서 4킬로미터 +수심에까지 라이저시

3개 국가의 컨소시엄에

한 지구 시스템의 상호작용을 연구하기 위한 탐사를 수

추가 가능한 치큐호의 개발로 이 프로그램은 제안된 실

의해 운영되는 세가지

행할 새로운 프로그램 계획은 실시간으로 지구의 프로세

험의 모든 범위를 수행하는데 필요한 시추 역량을 가질

유형의 시추 플랫폼을

스를 관찰하고 최근 부상하고 있는 생물과학 분야에 꼭

것이다. 일반적으로 유형 A의 프로젝트는 치큐호에 의해

이용하고 있다.

필요한 원본 시료를 제공하며, 예견 가능한 지구 시스템

수행될 것이고, 유형 B의 프로젝트는 JR호, 유형 C의 프

모델링을 위한 기반을 확립할 것이다. 이러한 목표를 성

로젝트는 MSP에 의해 수행될 것이다. 물론 서로 겹치는

취하기 위해서는 향상된 다양한 기능의 시추역량이 필요

영역도 있을 것이다. 여러 가지 과학 테마에 대한 연구를

하며 시추 목표, 시추공 특성, 장기간의 모니터링을 위한

위해서는 세 가지 플랫폼 모두가 필요하다(표 7.1).

사전 시추 조사 시설이 필요하다. 많은 연구자들과 과학
관련 사업에 종사하는 엔지니어들이 이렇게 정교한 실험
시설을 이용할 수 있다. 이 과학적 도전과제의 스케일을
볼 때 공조된 국제적인 노력만이 필요한 지적, 물적 자원
을 제공할 수 있다. 현재 IODP기간 동안 멤버들은 4개
대륙에 24개국까지로 증가했다. 전 세계 기관들이 참여
하는 과학자들이나 연구 시설 사용을 통해 서로 관계를
맺고 있다. 해양 시추에 관한 국제 협력의 초기 단계에
서, IODP를 위한 과학 계획을 발전 시킬 준비를 하고 있
는 참석자들에 대한 전 세계적 네트워크도 구축하였다.

시추역량
IODP는 세가지 유형의 시추, 코어링, 물리검층 기록의
도전에 직면하게 될 것이다
A. 대양저 혹은 몇 개의 제한된 위치에 있는 대륙 주변부
에 대한 심부시추(2~7킬로미터)
B. 천부(~100미터) 에서 중간 깊이(~2킬로미터)까지 시
추하는 것, 대양저에 다수의 홀을 시추하는 것으로 보
통 500미터 깊이에서 100퍼센트까지 코어 회수율을
목표로 함
C. 극한 환경, 예를 들면 100미터 이하의 얕은 물, 고위
도의 북극과 같은 지역의 시추

7. 실행

BOX 7.1 | 라이저와 라이저리스 해양시추
주요 해저 시추와 코어링은 닫힌 홀(라이저)이거나 열린 홀(라이저리

인 실험을 위해 사용되지만 대부분은 코어를 대신할 수 없다. 라이저

스) 방법으로 실행이 가능하다. 라이저 시추에서 직경이 큰 강철 파이

시추는 깊은 홀이나 획득이 어려운 지층(예: 압력을 심하게 받은 염분

프(라이저)가 라이저 안에서 작동하는 드릴 파이프와 함께 시추 플랫

층)들을 위해 필요하다. 만약 시추공이 탄화수소를 함유하고 있을 가

폼과 해저표면에 연결된다. 이수가 드릴 파이프 아래로 주입된 후, 라

능성이 있다면 라이저 기술은 폭발 방지기(Blow-out preventer)를 설

이저에 의해 드릴 파이프의 바깥으로 회수된다. 이수의 밀도는 지층

치할 것을 고려해야 한다. 심층수 라이저를 설치하는 것은 며칠에서

압력에 균형을 맞추어 홀이 붕괴되는 것을 막도록 조절된다. 또한 이

몇 주가 걸리고 날씨나 해양의 상태에 민감하다. 따라서 라이저 시스

수의 사용은 코어의 회수율을 향상시키고 시추의 일부 조각(cuttings)

템은 여러 개의 얕은 홀에는 적절하지 않다. 라이저리스시추에서 심층

을 밖으로 꺼냄으로써 깨끗하게 유지할 수 있다. 이 조각들은 과학적

수는 드릴 파이프를 통해 아래쪽으로 내려가고 열린 홀을 통해 위쪽
으로 올라가며 순환한다. 만약
필요하다면 홀을 청소하기 위해
서 드릴 파이프를 통해 이수가
주입되겠지만 플랫폼으로 꺼내
서 다시 사용할 수는 없다. 라이
저리스 홀 시추는 보통 시추 장
소에 도착하자마자, 몇 시간 내
에 혹은 하루 안에 착수된다. 라
이저와 라이저리스 모드는 기존
의 홀로 여러번 재 탐사가 가능
하다. 해양 과학시추는 다양한
라이저리스 방법으로 다양한 지
점을 2킬로미터 깊이까지 그리
고 태평양 대양 지각으로 2,111미
터의 깊이까지 성공적으로 시추
했다.

D/V JOIDES Resolution

서 대여하였고, 2013년~2023년의 기간 동안 재사용이 가
능하다. JR호의 특징은 전지구적 이동성과 시추의 효율성

2006년~2008년 사이에 국립 과학 재단은 JR호 라이저리

이어서 일반적으로 코어 채취를 하기 위해 미터당 가장 낮

스 시추 선박의 현대화에 약 1억 1천 500만 달러를 투자했

은 비용이 든다. 기능이 향상된 피스톤 코어링을 통해 심

다. 이 선박의 수명은 20년으로 2029년까지 연장될 것이

하게 석화된 퇴적물 속에서도 완벽에 가까운 코어 회수가

다(Box 7.2). JR호는 12개월 단위로 장기간 동안 산업계에

가능하다. 그리하여 매우 깊은 곳까지 신뢰도 높은 고해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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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 기록과 고기후 기록에 대한 수집이 가능하다.

상태, 대기의 상태, 수문학의 상태를 이해 하는 데 중요

라이저리스 JR호의 다기능과 운영상의 융통성 때문에 이

하다고 생각되는 지역 내에서 1킬로미터 미만의 깊이 혹

플랫폼은 얼음으로 가득 찬 고위도 지역에서도 운영이 가

은 선택된 깊이의 대상을 시추한다. 퇴적물 이동은 만약

능한 전 세계적인 시추 선박으로 선택되었다. 라이저를

고해상도의 지진 자료에 근간하여 선택된 여러 개의 홀이

요구하지 않는 ~2킬로미터까지의 해저면하 시추 신청을

시추된다면 특별히 고해상도의 샘플링 지점을 알려줄 것

위해서 JR호는 전 연구 주제에 걸쳐 시추를 계속하게 될

이다. 해양-대륙 기후계와 짝을 이룬 지역을 다루는 연

것이다(표 7.1).

구는 ICDP(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
Program)의 프레임웍 내에서 내륙 호수 연구와 연계될

JOIDES Resolution Drilling을 위한 포괄적 목표

것이다.

JR호 시추는 과학 계획의 전 주제 걸쳐있다(표 7.1). 실험

생물권 프론티어(biosphere frontiers) 심해 생물권 연

은 몇 주에서 6개월 이상의 기간이 소요 될 것으로 예상

구는 미세한 영역에서 지역적 영역에 걸친 범위까지 미생

되며 종종 가까운 지역이나 대상표본지를 따라 여러 개의

물 활동의 공간적 분포를 정량적으로 평가할 것이다. 그

홀을 뚫게 된다. 일반적으로 이 프로젝트의 수행 기간은

리고 신진대사 메커니즘, 유전체학, 미생물의 한계점 및

5년 이상의 준비기간이 요구되는 치큐호의 심해 시추보

심해 미생물의 기원을 연구할 것이다(예: 온도, 압력, 에

다는 덜 소요된다.

너지 등). 특정 진화의 사건에 대한 연구는 진화에 대한
환경적 강제력을 다룰 것이다(예: 동아프리카 환경과 인

기후와 해양 변화(climate and ocean change) 대략

류 진화; 멸종의 사건). 대양 내에서의 얕은 곳에서 2킬로

50개월이 소요되는 기후 연구조사는 북극을 제외한 모든

미터 이상의 깊이를 시추하면 넓은 범위의 다양한 시료를

지점의 해양에서 이루어 진다. 시추는 중요한 고해양의

획득할 것으로 기대된다.

THEME

MONTHS
Chikyu

JOIDES Resolution

MSP

Total

Climate and Ocean Change

5

50

10

65

Biosphere Frontiers

50

20

Earth Connections

25

25

5

55

Earth in Motion

15

25

5

45

Total

50

120

20

190

25

표 7.1. 플랫폼 시추에 대한 초기 측정값이 5개월간 상승추세
다양한 과학 계획 주제에 걸쳐 시추 탐사가 이루어진다.
목표는 1년에 12개월 전부 JR호를 운영하는 것이다. 그러나 이동 문제나 비용적 제약 때문에 8개월에서 12개월로 운영 중이다. 치큐호는 연간 5개월 정도
운영한다. 특수임무선(MSP)은 연간 평균 2개월 정도 운영될 것으로 기대된다.
각 주제와 관련된 실제 시추 시간은 시추 장소 선정 및 시추공 설치를 포함하여 각 프로젝트의 여러 가지 여건에 따라 달라질 것이다.

7. 실행

BOX 7.2 | 라이저리스 플랫폼 D/V JOIDES RESOLUTION
1985년부터 시행된 133개의 과학적 시추실험과 주요한 선박 수리작업

지고 있다.

(2006-2008) 후에 JR호는 완전히 다시 설계되고 다층화된 실험설비

이 새로운 통합 프레임은 최첨단 자료 운영 장치에 저장된 확실한 코

를 갖추었다. 이 143미터의 긴 시추선은 파나마 운하를 통과할 수 있고

어 정보를 기록한다.

75미터-8200미터까지의 수심에서 가동할 수 있다. JR호의 전반적인

JR호의 리모델링 이후, 세 가지 고해상도의 고해양 탐사는 화성기원의

개선 작업에는 시추 장치 층에 있는 구조물들의 교체와 주요 시추 및

형성 및 진화, 맨틀역학, 전지구적 해수면의 변화, 남극 빙하의 역사,

하부 기록 장치의 재정비, 업그레이드, 그리고 교체가 포함되어 있다.

해저면하 수문지질학, 미생물학에 대한 연구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

이 과학적 시스템의 주요 부분은 코어 프로세싱, 기록 그리고 탑승시

게 극적으로 다른 환경에서의 성공적인 코어링은 JR호의 다양한 코어

의 분석조사, 탑승 후의 분석조사를 위한 최첨단의 지원 시설을 제공

링 장비와의 앙상블로 가능해졌다. 탐사 시에 JR호는 458미터 깊이의

하기 위해 개조되었고 교체되었다. 분석 화학 및 미생물 실험실은 분

APC, 해양퇴적물에서 가장 깊은 과학시추 홀(해저면하 1928미터)등의

자, 원소, 그리고 이온의 구성 요소를 수치화 하기 위해서 가장 최신의

기록을 세웠다.

설비를 갖추었다. 7개의 코어 기록장치는 물리적 특성을 빠르게 그리

IODP/USIO 사진 제공

고 손상되지 않은 상태로 기록할 수 있고, 이미지를 기록하는 장치를
포함하고 있으며 초기의 역량을 훨씬 초과하는 감마선 기록장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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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연결(earth connections) 지구연결을 위해 JR호

여러 개의 시추 지점을 깊게 시추하는데 가장 효과적

에 의해 수행된 대략 25개월은 치큐호에 의해 다루어

으로 사용된다.

진 것보다 더 얕은 곳의 지각과 관련이 있을 것이다.
이 시추 장소는 중앙 해령, 대양저의 지화학, 호상열

치큐호 시추의 포괄적인 목표

도의 초기 형성, 섭입 시스템 내의 원소 순환 그리고
지오다이나믹 사건을 제한하는 지질연대학의 구조에

심부시추 프로젝트는 기술적으로 그리고 실행하기에

대한 연구를 가능하게 할 것이다. 해저 근처나 해저에

까다롭고 과학계획과 세부 시추지역 자료의 획득, 관

지구조적으로 노출된 맨틀로 시추하는 것은 치큐호로

련 공학의 개발, 시추공 디자인, 운영을 위한 준비에

지각에서 맨틀을 뚫어 심해 깊은 곳을 시추하는 것을

있어 5년 이상이 소요되기도 한다. 그리하여 치큐호

보완할 것이다. 태평양, 인도양, 북극해가 예상 시추

를 위한 미래 심해 시추 프로젝트를 위한 초기 계획

지점이다.

단계는 사실상 이미 시작되었다. 운영상의 목표는 생
동하는 지구 및 지구연결 주제 내의 2가지 주요 미

생동하는 지구(earth in motion) JR호에 의해 수행

션과 관련이 있다. 각각 (1) 현재 진행중인 Nankai

된 관측 및 지질재해에 관한 작업은 15개월 간의 치

Trough SEIZE(NanTroSEIZE) 그리고 (2) 동태평

큐호 시추와 더불어 수행될 것이다. JR호 작업은 당

양에 있는 완전히 발달된 해양지각 하부 지구의 맨틀

시의 사면 안정성, 해저 산사태를 야기한 잠재적 쓰

을 시추하는 것. SEIZE의 실행과 맨틀 시추는 40개

나미의 역사 등 다양한 환경에서의 지화학적 플럭스

월간의 시추가 소요될 것으로 추정된다(표 7.1).

와 유체이동을 다루는 수많은 해저면하 관측소를 설
립하는 것과 관련이 있다. 대이동을 만들어 낸 지진

또 다른 치큐호 목표는 라이저 시추가 필요한 환경

단층을 포함하여 지진을 초래하는 체계의 천부 부분

(예를 들면, 탄화수소 혹은 암염층)내의 미생물이 포

을 뚫고 시추하는 것 또한 고려될 것이다. 시추지점

함되어 있는 깊은 퇴적 시스템(예를 들어, 히말라야

은 태평양, 북극, 인도양 및 인근 연해가 될 것이다.

의 융기와 아시아 몬순의 발달을 기록하고 있는)과

케이블 망으로 육지로 연결된 지점은 특히 이점이다.

관련이 있다. 초기 치큐호 시추에 관한 과학적 우선
순위는 2012년~2013년 동안 개발될 필요가 있을 것
이다. 심부 맨틀 시추는 시추지역 조사에 대한 필요

D/V 치큐호

성과 4킬로미터+심해수 라이저 성능의 개발이 필요
하기 때문에 2017년까지는 시작되지 못할 것으로 예

심해 시추선 중 최고급, 치큐호(Box 7.3)는 현재 2.5

상된다.

킬로미터+수심을 라이저로 시추할 수 있는 역량을 가
지고 있다. 4킬로미터+수심까지 이 역량을 확장시키

맨틀 시추 맨틀을 시추 하고자 하는 과학계획은 2007

는 것이 일본 정부로서는 새로운 과학적 시설로 높은

년 주요 워크샵을 통해 제안되었고, 2개의 집중 워

우선순위를 차지하고 있는 주요한 공학분야의 도전과

크샵을 통해 2010년 성숙단계에 이르렀다(http://

제이다. 이 강화된 역량은 시추선이 지진가능성이 있

www.IODP.org/workshops). 그 중 하나가 Alfred

는 판경계 내부의 심부지각 시추와 지구맨틀까지 시

P. Sloan 재단에서 지원받고 있는 심해 탄소 관측소

추를 확장시킬 수 있도록 해 준다. 50개월에 걸친 치

와 함께 설립되었다. JAMSTEC은 워크샵을 통해 확

큐호의 시추 시간(표 7.1)은 행성과학 및 지진 연구에

인된 가능한 목표 지역에 대한 상세한 지진파 이미지

있어 목표를 달성하는 데 매우 필수적이다. 라이저 시

를 획득하기 위해 동태평양으로 지구물리학 연구선박

추의 특성 덕분에 치큐호는 한 지점에서 한 개 혹은

인 R/V Kairei을 배치 및 활용할 계획이다. 이와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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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3 | 라이저 플랫폼 D/V CHIKYU
길이 210미터, 무게 56,758 톤의 시추선 치큐호는 IODP를 위해

진동 모니터링 시스템은 가장 열악한 조건에서 시추를 원활하게 하기

JAMSTEC이 소유하고 CDEX에 의해 운영되는 특별히 제작된 라이저

위해 개발되고 있다. 치큐호는 JR호와 같은 코어 측정기(Box 7.2 참고)

시추선이다. 치큐호는 2005년에 완공되었고 약 200명(승무원, 시추 작

를 제공하는 최신 실험실의 세트를 구비하고 있다. 치큐호는 코어가

업자, 실험 기술자, 과학자)이 탑승 가능하며, 대략 20,000해리의 항해

작업장과 저장소로 나뉘어 보내지기 전에 코어를 3D이미지로 촬영할

능력을 가지고 있다. 70.1미터 높이의 듀얼 드릴 스트링 크레인은 12킬

수 있는 CT 스캐닝 역량과 미결정질 단계에서 원소 분석을 할 수 있는

로미터의 드릴 스트링까지 처리가 가능하다. 최근 라이저의 역량은 해

레이저 어블레이션(laser ablation) ICP-MS도 갖추고 있다. 라이저 시추

저 2.5킬로미터까지 시추가 가능하였으나, 새로운 시추 탐사에서는 4

시에 이수를 순환시키는 것을 통하여 지상으로 운반된 암석 재료의 작

킬로미터 이상까지 확장할 계획이다. 이 선박에 장착 되어 있는 6개의

은 조각(cuttings)들을 분석하고 채취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갖추고 있다.

강력한 반동 추진 엔진(thruster 은 해류에서 3 kts 그리고 23 m/s 이

마지막으로 치큐호는 라이저리스의 방법도 수행이 가능하다. 이 시추

상의 풍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고 제 위치를 유지할 수 있도록 해준다.

선은 2011년 3월 11일에 일어난 일본 대지진과 그로 인한 거대한 쓰나

또한, 103 MPa의 압력을 견뎌낼 수 있는 380톤 무게의 폭발 방지기

미로 손상되었지만 조선소에서 수리 작업 이후 2011년 중순 이후 에는

(blow-out preventer)를 장착할 수 있다. 라이저 시스템은 강한 해류의

완전 가동이 가능하다.

영향 아래 가동할 때 시스템내의 소용돌이 유도 진동을 줄이기 위해서

IODP/JAMSTEC 사진 제공

페어링(fairings)이라 불리는 장비를 장착한다. 특수한 실시간 라이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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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맨틀로의 심부 시추를 위해 설계와 관련 공학 개

특수 임무 시추선

발이 필요한데, 이에 IODP 중앙 운영 사무소는 산업
컨설턴트 회사와 계약을 체결하여 가장 효율적인 시

본 과학 계획 목표를 성취하는데 있어 중요한 몇몇의

추 기술에 대한 연구 및 맨틀 시추 프로젝트의 여러

지점은 시추하기 어렵거나 극한의 환경조건 주변지의

가지 변수에 대한 민감성(예를 들면 수심, 총 깊이,

지질지층에 위치하고 있다. 이런 곳은 MSP를 이용한

온도범위, 코어링의 양)을 연구 하도록 하고 있다.

시추가 필요하다. MSP는 특별한 수요에 따라 산업
현장에서 임대되기도 하고, 현 프로그램 내에서 EIO

지진원 지역 시추 2011년 봄, IODP는 지진 활성 섭

(European Implementing Organization, 유럽 실

입지대를 목적지로 하여 진행 중인 SEIZE 노력의 일

행 기구)에 의해 성공적으로 시추작업에 투입되었다

환으로 코스타리카, 중앙아메리카의 해안가에 라이

(예: 고위도의 북극지역, 탄산염 지대와 산호초지역,

저 시추를 진행하였다. 가능한 심해 라이저 시추를

그리고 완전하게 고화되지 않은 퇴적물을 가진 얕은

위한 계획 수립에 도움을 주고자, US 소유의 R/V

대륙붕지역).

Marcus Langseth는 이 시스템의 더 깊은 부분에 대
한 이미지를 만들기 위해 3차원 탄성파 탐사를 수행

MSP 기반한 프로젝트

하였다. 뉴질랜드의 북쪽 섬 연해의 잘 이미지화되고
아주 얕은 천부지진대 지역은 저속 슬립 지진 활동이

고위도의 북극에서 코어를 채취하는 것은 IODP의 최

라고 불리는 것으로 지진활동이 빈번하다. 따라서 이

우선 과제이다. 이러한 시료들은 해양 분지의 지구조

지역은 한정된 기간 내에 발생한 완전한 지진 순환에

역사뿐 아니라 기후 관련 연구조사에 이용된다(그림

대한 시추공 관측과 시료를 취득할 수 있는 특별한

7.1). 최소 2개의 고위도의 북극지역에 대한 시추선

기회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3월 11일 규모 9.0

탐사가 고해양학 및 지역 판구조 연구를 위해 필요할

의 지진이 일본 혼슈에서 발생하여, 전체 판 경계 구

것으로 예상된다. 북극의 소분지는 고위도의 기후가

역을 흔들었는데 그 결과 치명적인 쓰나미를 발생했

아열대에서 따뜻한 온도로 또 현재 얼음으로 덮여있

고, 그 후로도 수많은 여진을 낳았다(2011년 5월 13

는 곳으로 진화함에 따라 열을 수송하는 것과 관계된

일 452 > Mw5). 현재 시추 프로그램은 최근 파괴된

해양의 게이트웨이 의문점에 관한 답을 하는 데 중요

해저면하 지역내의 특성을 측정하고 샘플링함으로써

한 정보를 제공할 지 모른다. 게다가 넓은 북극 대륙

무엇을 배울 수 있는 가를 평가하고 마찰열의 발생

붕은 지구 온난화에 매우 민감할지 모르는 거대한 양

과 단층 지역 강도를 측정하기 위해 빠른 대응 그룹

의 천부 가스하이드레이트를 함유하고 있을 지 모른

을 만들었다. 또 다른 잠재적 관심 지역 및 예비준비

다. 이 실행 계획에서 다루고 있는 것보다 훨씬 더 많

를 해야 하는 곳은 수마트라 섭입 지역이며, 이 지역

은 탐사를 위해 과학적 사례를 만들 수 있다. 그러나

은 2004년 12월 26일에 지진이 시작되었고 일본에

반드시 어렵고 비싼 비용을 들여 진행 할 필요는 없

서 발생한 것과 유사한 규모의 지진이다. 각각의 지

을 것이다. 유럽수준에서 새로운 과학 쇄빙선 Aurora

진 지역에 대한 시추는 각각 6개월에서 18개월까지

Borealis을 건조하기 위해 토론이 진행 중이다. 그러

의 기간이 소요된다. 그리하여 2013년~2023년의 이

한 선박은 MSP가 북극을 시추할 때 사용하기 위한

과학계획의 범위 내에서 라이저 시추를 통한 연구가

큰 자산이 될 것이다. 게다가 여러 개의 쇄빙 플랫폼

1~2개 정도는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을 함께 사용한 기술도 갖추고 있다(Box 7.4). 또 다
른 추가적인 MSP 목표지점은 탄산염 지대, 해안가의
담수 저수지, 대륙의 빙하 순상지(예를 들면 남극)의
인접 기록, 해저사면 그리고 중앙 해령에 있는 젊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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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4 | 해양 과학시추에서의 특수임무선
특수임무선(MSP)는 상황별로 특별한 요구조건을 수용하기 위해, 플랫

에 획득된 자료에 비해 훨씬 더 향상된 회수율을 보였다. 어떤 경우에

폼과 과학적 서비스를 계약함으로 결집된다. 4개의 MSP탐사는 IODP

는 과거 해수 표층 온도의 연간 해상도 파악도 가능했었다. 뉴저지 대

에 의해 2004년과 2010년에 계약 체결이 되었고, 2012년에 종료되는

륙붕 천부를 시추하는 것은 3각 리프트 보트가 필요했다. 조류(밀물

것도 있다. 2004년 북극 코어링 탐사에서 2개의 지원 쇄빙선이 중앙

과 썰물)나 스웰에 영향을 받지 않고 미 고화된 대륙붕 퇴적물을 통한

북극해의 무거운 표류 빙하에서 임시적인 시추를 수행할 때 수행 쇄빙

성공적인 코어링과 물리검층이 완수되었다. 미래에 ESO는 해저 장비

선을 보호했다. 수심 1300미터 해저면 아래 400미터 이상에 묻혀있는

를 포함하여 플랫폼의 범위 및 코어링 장비를 확장시킬 것이다. 그때

코어들이 채취되었고 지금까지 탐사되지 않은 해양에 대한 탐사로 알

는 연구 선박이 운영 플랫폼으로써 사용될 것이고 날카로운 다이아몬

려지지 않은 사실을 보여주는 계기가 되었다

드 코어링 기술이 심해까지 확장할 수 있도록 할 것이다. MSP에대한

MSP를 이용한 타이티와 그레이트 배리어 리프의 얕은 암초에서의

제한된 공간 때문에 코어 및 해상의 자료에 대한 완전한 분석은 전체

코어링은 과거 해양 조건 및 후빙기 해수면의 상승에 대한 고해상

과학 분과원들에 의해 이루어지는 sampling party가 있을 브레멘 코어

도의 기록을 제공 했다. 두 경우 모두 목적에 맞는 굴착 장비를 가진

저장소에서 시행될 것이다.

DP(dynamic positioning) 시스템을 가진 시추선을 이용 하였고, 과거

IODP/ECORD 사진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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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lling Program)는 뉴저지를 가로지르는 대륙붕을

화산층 등이 있다.

시추하는 MSP 시추를 실행하는데 재정적인 지원을
하였다.

시추 플랫폼을 위한 추가적인 자금 지원

이러한 공동 작업은 멕시코 만의 Chicxulub 분화구
를 시추하는 등 미래 ICDP-IODP간 협력에 모델이 되

시추와 관련실험을 지원하기 위한 시간 및 추가적인

고 있다. 최근 자금을 지원한 NSF와 사이언스&테크놀

기금을 모으는 관련 시간 및 실험(예: 관측소 혹은 확

러지 센터는 Dark Energy Biosphere Investigations

장된 지구물리학 특정지역)은 프로젝트 단위로 추진

(C-DEBI)에 초점을 맞추어 이전의 해양시추에서 발전

될 것이다.

하였고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해저면 하에 대한 접근을

현재의 IODP는 일본의 국내 과학 프로그램에서 조달

필요로 하고 있다.

한 본 기획과 관련 없는 기금(2천만 달러)으로 금전적

해양시추와 심해 지각 시추를 위한 심해 탄소 관측소

지원을 받은 라이저 시추 계획을 포함한다.

와의 협력은 시추 프로그램에 추가적인 재정과 학문

2011년에 고든&베티무어 재단은 라이저리스 시

적인 지원을 더해줄 것이다. 가스 하이드레이트에 관

추 탐사 기획에 300만 달러를 지원하고 있다. 2009

한 연구는 다른 연구 프로그램 및 기관과의 공동적 노

년에 ICDP(International Continental Scientific

력 및 기금 조성에 관한 또 하나의 가능성 있는 영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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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1
극지방 평사도법에 그려진 북극(왼쪽)과 남극(오른쪽)지역
노란색 네모는 이전 해양 시추 지점이고, 빨간색 네모는 INVEST white papers 紙 선정에 근간한 미래 시추 지점이다.
중앙 북해(왼쪽)의 검은 점은 하나의 IODP ACEX 시추 지점이고 Ross Ice Shelf(오른쪽)의 가장자리 근처의 검은 점은 최초의 ANDRILL 프로젝트 지점, AND-1이다.

7. 실행

이라고 할 수 있다. 유럽 위원회에서 얻은 지지로 새
로운 프레임웍 프로그램 8에서 확인한 과학적 테마를
다루는 MSP 운영을 요구할 것이다.

특별한 과학적 혹은 전략적인 관심을 가진 프로젝트
에 대해 본 기획과 관련된 국가에서 얻은 보충적인 기
금은 JR호와 치큐호에 대한 추후 거대한 기금 조성을
구상 중이다. 특히 이러한 유형의 금전적 기부는 기초
연구분야와 그 지역에 있어 천연자원에 대한 잠재성
을 확인하는 데 관심을 가지고 있는 신생 경제 대국과
신규 회원 및 기존 회원들과 관련 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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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계, 시추 지점 선정, 코어 보관소
과학계는 제안서를

해양 과학탐사의 성공적은 결과는 프로그램의 멤버십 분

에는 해양 시추와 관련된 멤버십 국가가 많아서 이러한

작성하고, 시추장소를

담금 시추 플랫폼 비용과는 별도로 추가적인 과학 재원

자료 제공이 성공적으로 이루어졌다. 최근 멤버국가들이

선정하며, 시추공 작업을

에 공헌한 멤버 국가에 달려있다. 이 공헌은 많은 지역

증가하여 해양 과학시추에서 부상하고 있는 분야에 대

개발하고 해양시추사업의

의 물질적인 재원뿐 아니라 지적인 공헌도 포함한다.

한 새로운 과학적 네트워크를 형성하고 있으며 멤버 국

목표를 달성하기 위한 지적

가에 의해 이러한 종류의 비 금전적 기부가 미래의 요구

자원을 제공한다.

사항에 맞추도록 기대한다. 시추선의 운영자는 코어 핸

시추 지점 선정

들링, 물리검층, 주요 시추공 및 코어 측정과 각 탐사 당
25~30명의 승선 과학자들에 의해 제공된 문서에 대한

시추 지점과 관측소를 선정하는 것은 시추공 계획, 안전,

관리감독과 보관을 위한 초기 시추선 기반의 기술적 및

환경보호에 매우 중요하다. 또한 코어의 3차원적인 세팅

과학적 지원을 하는 스태프들을 제공한다.

과 1차원적 시추 홀에서 관측을 할 때 중요하다. 지진발
생지역인 판 경계 연구와 같은 크고 복잡한 실험을 위해

미생물학

선시추 활동에 보통 상세한 3차원 탄성파탐사가 수반된
다. 이러한 조사는 미국 기반의 R/V Marcus Langseth,

일본과 미국은 최근 해저 생물권 분야에 관한 새로운

일본의 the Japanese R/V Kairei에 의해 혹은 상업적

시추 프로그램을 지원하려는 주요 프로그램을 시작하

인 회사에 의해 행해질 수 있다(그림 7.2). 그러나 대부분

였다. 그 중 일본의 JAMSTEC과 고치 코어센터, 그리

의 시추 작업에서 2차원 탄성파 탐사 및 다른 기존의 지

고 남부 캘리포니아(Southern California) 대학교 주관

구물리학적 및 측심학 자료를 사용하여 장소를 선정하는

의 C-DEBI 네트워크가 유명하다. 이 외에 지원 기관에

것도 충분할 것이다. 그러한 자료를 수집하고 분석하는

는 덴마크 오르후스(Aarhus) 대학교의 지구미생물학 센

시설은 대부분의 시추 멤버 국가 내에서 신속하게 이용

터, 영국 카디프(Cardiff) 대학교, 독일 브레멘(Bremen)

이 가능하다. 프로그램 기금은 환경과 안전평가를 위해

대학교의 MARUM, 프랑스 브레스트(Brest)의 IUEM과

요구된 특별한 조사를 위해 사용될 것이다. 멀리 떨어져

IFREMER이 있다.

서 운영되거나 무인 수중 잠수정, 사람이 탑승한 잠수함
(예: Nautile, Alvin, Shinkai 6500) 그리고 여러 가지의

해저 관측소

해저 도면화(mapping)는 선시추 조사와 설치 그리고 시
추공 관측 서비스에 있어 매우 중요할 것이다.

해저 관찰에 참여하는 기술 및 과학계는 해양시추위원회
에서 개발되었다. 이러한 분야는 더 높은 온도와 압력을
보여주는 더 깊은 심도를 목표로 추진되었고, 유체 및 온

과학계의 자원

도 자료부터 화학, 생물활동, 변형(strain) 및 탄성파 자
료까지 포함한다. 최근 실시간 모니터링을 위해 유선 네

매년 약 200명의 과학자들이 바다에 있는 중요한 시료

트워크를 통하여 해저 관측소를 연결하려는 시도가 일본

와 자료를 얻기 위해 시추 탐사에 참여해야 한다. 육지

연안과 북아메리카 서부에서 시작되었다. 유럽과 중국

에서는 10킬로미터에 이르는 고 해상도의 연속적인 코

은 유사한 네트워크에 대한 계획을 개발하고 있다. 해저

어 스캐닝과 수천 개의 시료에서 나오는 미생물학적 처

에서 영구적 관측소를 확립하기 위한 이러한 시도는 해

리를 통해 얻은 수만 가지의 시료 분석이 필요하다. 과거

저와 관측소를 조직화할 것이다(즉, 캐나다 NEPTUNE,

7. 실행

a

그림 7.2
일본 혼슈 연안에 지진 지역과 같은 시추 목적지의 향
상된 지진파 3D 이미지(N. Bangs, University of Texas,
Austin 제공)를 얻기 위해서는 b) the US R/V Marcus
Langseth 와 (c) the Japanese R/V Kairei 급의 연구 선
박에 접근해야 한다.
3D 자료 블럭 내의 새겨진 단층 지대까지의 깊이는 대략
5~7킬로미터까지로 다양하다.

b

c

Ocean Observatory Initiative, DONET과 European

나 제공된다.

Multidisciplinary Seafloor Observatory).

IODP에 의해 획득될 새로운 코어의 길이는 약 200
킬로미터로 추정되며 코어 저장능력에서 약간 증가한

코어 저장소

정도여서 관리가 가능하다. 세계적인 코어 저장소의
운영비용은 새로운 시추 프로그램의 자금에 의해 부

해양 과학시추위원회는 세 지역에서 코어 저장소를 운영

담될 것이다.

한다(Box 7.5). 세 개의 코어 저장소에 보관된 코어의 길
이를 합하면 총 360킬로미터이다(2011년 2월 기준). 지구

자료 보관 및 정보 서비스

의 역사와 기후의 귀중한 저장소인 이러한 코어들은 40
년 동안 개발되고 유지된 엄격한 문서화 및 큐레이션 기

IODP는 지구과학 시추정보 서비스(SEDIS, Scientific

준의 대상이다. 코어의 회수와 기재에 참여하는 과학자

Earth Drilling Information Service)를 더욱 발전

들을 위한 1년 동안의 모라토륨 기간 이후, 이들은 충분

시킬 것이며 이는 공용 자료와 정보 포털로써 사용될

히 입증된 연구 계획을 제출한 세계의 어느 연구자에게

것이다. SEDIS 개념은 전지구 관측시스템(GE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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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OX 7.5 | IODP의 심해 코어 저장소
심해저시추계획(1968)부터 획득된 해양 과학시추코어는 세 지역의 코

회수된 코어는 종합 코어처리 실험실이 있는 BCR에서 기재된다. 진

어 저장소에 보관되어 있다: 텍사스 컬리지 스테이션(College Station)

보된 분석 시설은 KCC에서 이용가능하며 이는 고해상도의 XRF 스캐

의 US Gulf Coast 저장소(GCR, US Gulf Coast Repository); 독일 브레멘

닝, 질량분석기, 액체 질소 탱크에서 미생물 시료의 독특한 저장시설

(Bremen) 대학교의 브레멘 코어저장소(BCR, Bremen Core Repository);

을 포함한다. GCR 또한 고해상도의 코어 스캐닝이 가능하다. 세 저장

일본 고치(Kochi) 대학교의 고치코어센터(KCC, Kochi Core Center). 이

소에 있는 코어는 제어되는 기후 조건(온도와 습도)에서 보관되고, 큐

러한 코어 센터들은 2011년 초부터 모든 해양 분지로부터 회수된 총

레이터는 working-half 코어의 샘플링을 관리한다. 중앙관리소(Central

360킬로미터의 심해 코어를 보관하고 있다. MSP가 두 개의 주요 시추

Management Office)에 의해 선출된 상임위원회는 archive-half 코어의

플랫폼과 같은 종합 연구시설을 가지고 있지 않기 때문에 탐사로부터

사용을 관리한다.

Photos courtesy of IODP/USIO

BCR:

BremenCore Repository
Bremen,Germany
141 km of core

Photos courtesy of IODP/ECORD

GCR:

Gulf Coast Repository
College Station, TX, USA
126 km of core

KCC:

KochiCore Center
Kochi, Japan
93 km of core

Photos courtesy of IODP/JAMST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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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lobal Earth Observation System of System)과
국제 학술연합회(ICSU, International Council for
Science)의 세계 데이터시스템(WDS, World Data
System)과 같은 다국적 자료 계획과 일치한다. 이들은
OECD에 의해 제안된 장기간 보존과 자료 발행을 포
함하는 연합 시스템 자료 서비스를 지지한다.

SEDIS는 탐사에 의한 코어 기재, 코어 측정, 검층자
료 및 발행물과 향후의 탐사 자료에 접근할 수 있는 방
법을 제공한다. 세 플랫폼 제공자는 각각 자료 수집 및
중단 기간 동안 자신의 자료 시스템을 통하여 자료 관
리 활동에 대한 책임이 있다. SEDIS는 분산된 자료
세트의 검색과 브라우징을 할 수 있는 플랫폼 제공자
의 자료 시스템으로부터 메타자료를 획득한다. SEDIS
는 오픈 소스를 기반으로 하고, 메타자료와 자료에 대
한 국제기준과 프로토콜을 사용한다. 자료 세트와 발
행물은 디지털 콘텐츠식별자(doi’s, digital object
identifiers)에 의해 참조된다.

SEDIS는 자료에 대한 기준과 IODP에 대한 정보기반
의 역할을 할 것이고, 장기간 보존과 심해저 시추계획
(DSDP), 해저지각 시추프로그램(ODP)과 현재의 국제
공동해양시추사업(IODP)에 의한 자료의 유용성을 보
장할 것이다. SEDIS는 프로그램 결과를 넓고 종합적
으로 사용하도록 하는 자료 검색과 표시를 위한 웹 기
반의 서비스를 더하여 더욱 발전시킬 것이다. SEDIS
는 또한 다른 해양 시추와 관련된 육상 혹은 호수 시
추 프로그램의 자료에 대한 접근을 포함하고 WDS나
GEOSS와 같은 네트워크로의 연결을 제공할 것이다.
해저지각 시추프로그램은 시추 초기결과와 코어 기재
사항을 웹에 게재한다. 시추 초기결과의 짧고 상호 검
토된 요약문은 Scientific Drilling 지에 게재하고 이는
국제공동 대륙지각시추사업(ICDP)과 함께 출판된다.
향후의 시추 연구는 공개적으로 등록 심사 논문(Table
1.1)에 출판되고, SEDIS에 의해 추적된다. IODP는 과
학적 결과를 전파하기 위해 유사한 방법을 사용할 계
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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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세한 과학 실험의 개발
시추 제안서는 과학 계획을 어떻게 하면 더 발전시킬 수

가능한 심해 지각 라이저 시추에 대한 준비에 있어 상당

있을까 하는 것에 관해 기술하는 문서로, 중앙 관리 사무

한 활동(예를 들면 맨틀 시추, 지진원 지대)이 이미 진행

소에 개인별로 혹은 조사단별로 제출될 것이다. 이 사무

중이고 2012년~2013년에 강화될 것이다. 시추 실험은

소는 제안서를 검토하고 제안서 향상을 요구할 것이며,

더 커졌고, 더 복잡해 졌으며, 여러 학문과 관련되고 있

매년 실행을 위한 프로젝트를 추천할 독립적인 과학적

다. 또한 종종 서로 공통점이 없는 과학계와의 공통 노력

자문 체계를 주도할 것이다. 새로운 프로그램은 과학적

이 요구되기도 한다. 이 New IODP는 이렇게 복잡한 프

인 돌파구나 기회에 신속하게 대응할 것이다

로젝트 개발을 여러 학문에 걸친 다양한 프로그램의 전
문가들을 참여시킨 워크샵을 통해 지원할 것이다. 다양
한 프로그램으로는 ICDP나 ANDRILL과 같은 시추 프로
그램이나 PAGES, GeoPRISMS, EarthScope, 케이블로

제안서 개발

연결된 관측소(예: NEPTUNE Canada, DONET, Ocean
대략 75~100개의 경쟁력 있는 제안서가 10년 이상이

Observatories Initiative, European Multidisciplinary

소요되는 이 과학 계획의 목표를 알 수 있게 해준다. 현

Seafloor Observatory)와 같은 비시추 프로그램 그리고

재의 제안서는 큰 차이로 이 요구사항을 초과한다(그림

C-DEBI와 같은 미생물학 네트워크가 될 것이다.

7.3). 어떤 제안서는 25개월의 시추가 요구되는 반면(예
를 들어, 맨틀까지 시추하는 것) 대부분은 해양 작업으로
2개월 미만이 소요된다. 현재 대략 100개의 제안서들이

과학자 모집을 보장하는 것

심사 중에 있고 그 중 매년 10개 미만이 선정된다. 기존
제안서의 일부는 2011년 10월 1일을 마감일로 하여 제출

각각의 시추탐사는 보통 다양한 전문분야를 가진 30

된 새로운 제안서들과 함께 New IODP 초년도의 기본 제

명의 과학자들을 참여시킨다. 어떤 해에는 200명까지

안서가 될 것이다.

로 증가하기도 한다. 참여자들은 국가별로, 경쟁적인
추천 시스템을 통해 회원국에서 선발된다. 멤버 국가
들은 승선하는 과학자들을 위한 기금을 제공하고 이
프로그램에 중요한 공헌을 하도록 지원한다. 해양에서

35

이루어지는 시추작업에 참여하는 것은 과학자들에게

30

있어 가장 기본적이고 명예로운 프로그램 맴버십 혜택
중 하나이다. 이는 지구 및 생명 과학자들로 구성된 새

25

롭고 세계지향적인 세대를 훈련시키는 중요한 기회로
널리 인식되고 있다. CMO는 과학과 프로그램 통합 체

20

계로서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 관리에 있

15

어 PGB를 지원할 것이다.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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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3
2000~2010년까지 제출된 시추 제안서의 수
2011년 초 현재, 이 제안들에 대한 제안자의 수는 1120명 이다.

7. 실행

프로그램 관리와 운영
프로그램 운영과 관리는 과거 및 진행중인 해양과학 시

과학적 자문 구조(SAS)

추 경험을 바탕으로 의무와 역할을 가진 여러 가지 체계
를 통해 시행될 예정이다. 핵심 구조는 PGB(Program

독립적인 SAS는 각 회원국가에서 지명되고 지원된 대

Governing Board)이며, 프로그램 중앙 관리 사무소

략 100명의 과학자와 엔지니어들이 소속될 것이다.

(CMO: Central Management Office), 과학적 자문 기

SAS는 동료심사(peer review)원칙 기반으로 운영되고

관(SAS: Science Advisory Structure), 실행 조직(IOs:

이 프로그램에 제출된 모든 과학적 제안서를 심도 있게

Implementing Organizations)을 지원하는 기금 담당

심사할 책임을 가지고 있다. 성공적인 제안서에 관한

에이전시이다. CMO는 과학과 프로그램 통합 체계로서

기준은 과학적 탁월함, 과학 계획의 목표를 발전시키는

역할을 수행할 것이며 이 프로그램 관리에 있어 PGB를

데 대한 기여, 과학의 변형 가능한 특성 및 실행 가능

지원할 것이다.

성이다. SAS는 매년 장기간의 과학 실행 계획을 심사
하고 승인할 것이며 과학적 성취에 대한 평가에 관여할
것이다. 또한 확인되지 않은 최근 생겨난 연구 분야나

프로그램 관리 위원회(PGB)

잘 드러나지 않은 연구분야를 지원할 것이다.

프로그램 관리 위원회는 프로그램의 가장 높은 권력기
관이다. 이 기관은 프로그램의 전반적인 프로세스 및

미국 실행 기관(USIO)

재정적 요구사항을 관리감독하고, 회원 가입비, 자격
증 교부, 책임사항 등을 결정한다. 이 기관은 CMO에

미국 실행 기관(USIO: US Implementing Organization)

서 제출된 올바른 탐사를 포함하여 특히 프로그램의

은 JR호(Box 7.2)의 시추선에서 행해질 과학적 작

장기적인 계획의 큰 틀 내에서 매년 프로그램 계획을

업을 담당한다. TAMU(Texas A&M University)와

위한 재정 수준을 검토하고 심사할 것이다.

LDEO(Lamont Doherty Earth Observatory)와 연합
하여 Ocean Leadership 컨소시엄에서 USIO를 만든
다. USIO는 현재 US 국립 과학 재단과 시스템적인 통

중앙 관리소(CMO)

합을 통해 지원을 받고 있으며 기술적인 운영으로 JR
호 활동의 재정적 관리를 실행하기 위해 IODP-MI와

중앙관리소는 독립적인 SAS를 주최하고 행정적으로

계약을 맺고 있다.

지원할 것이다. 플랫폼 운영자(IOs), SAS, CMO와
함께 장기간의 프로그램 시나리오를 축적할 것이고,

TAMU에서 제공되는 서비스는 시추선박 및 시추 운

PGB가 고려할 수 있도록 상세한 기술적이고, 재정적

영, 시추선과 육상 과학 실험실에 대한 지원 및 유지

인 정보를 가진 연간 프로그램 계획을 만들 것이다.

보수, 자료 관리, 출판 및 GCR의 관리 등을 담당한다.

CMO는 프로그램 전반에 걸친 과학 계획, 운영, 자료

LDEO를 통해 USIO는 다운 홀 지구물리 측정(검층)

출력을 통합하는 책임을 맡고 있으며 성과 평가 및 지

서비스를 제공하고, 시추공 검층 장치의 새로운 유형

원프로그램을 담당하고 있다. 이 기관은 필요할 때 외

을 개발한다. 2011년 4월부터 USIO 내에 있는 파트너

부 검토 위원회와 SAS에서 과학 영역 및 성과에 대한

들은 1985년부터 133회의 JR호 탐사를 운영하게 되

조언을 받을 것이다.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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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심부 탐험 센터(CDEX)
CDEX(Center for Deep Earth Exploration)는
JAMSTEC에 의해 운영되며, 아시아에서 가장 큰 해
양학 센터이자, 시추선박 치큐호(Box 7.3)를 소유하
고 있다. CDEX는 2003년에 설립되었으며 2011년 4
월부터 9개의 통합 해양 시추 탐사 프로그램에서 치큐
호를 운영해왔다. CDEX는 Japan Drilling Company
와 Nippon Yusen Kabushiki Kaisha의 합작 회사인
Mantle Quest Japan과 계약을 맺었으며 이 합작 회
사는 2009년에 치큐호 운영을 위한 시추 선원 및 선박
을 제공하기 위해 설립되었다.

CDEX 내부 스태프는 기술개발, 시추 계획, 탐사 실
행 계획 및 운영, 자료 운영 및 교육과 아웃리치 활동
에 대한 책임이 있다. CDEX는 세곳의 코어 저장소 중
하나인 Kochi 코어 센터도 운영하고 있다. CDEX는
일본의 문부성에 의해 제공된 해양 시추 예산을 근간
으로 JAMSTEC을 통해 기금이 조성된다. 그리고 선
박에서의 과학 지원, 지구물리검층, 시추공 관측 개발
및 코어 큐레이션을 포함한 시추 관련 과학적 서비스
를 실행하기 위해 IODP-MI와 계약을 맺었다.

ECORD 과학 운영자
ECORD 과학 운영자(ESO)는 MSP 운영(Box 7.4)
에 대한 적합한 플랫폼에 대한 조달을 담당하고 있고
MSP 프로젝트와 관련된 지상 및 해상에서의 과학운
영을 맡고 있다. 게다가 ESO는 MSP운영시에 지상에
서 컨테이너로 수송되는 실험실과 지원 스태프 그리
고 자료 관리 및 연구 서비스를 제공한다. 3개의 ESO
파트너는 영국의 British Geological Survey, 독일의
브레멘 대학 그리고 EPS(유럽 암석물리학 콘소시엄)
이다. MARUM(해양 환경과학을 위한 브레맨 대학 기
구)는 브레맨 코어 저장소를 주관하는 데 이는 해양 과
학시추 코어 저장소 중의 하나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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