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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극 로스해 대륙사면-대륙대에 남아있는 퇴적환경변화의 기록은 신생대 후기 빙하기와 간빙기의 반복에 

따른 남극 빙상의 진화 및 저층 해류의 발달에 대한 유용한 증거를 제시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로스해 북서부 외대륙 경계부에 위치한 JOIDES 해곡과 센트럴 분지 인근 지역에 발달된 퇴적층에 대한 

탄성파 층서 및 토모그래피 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결과는 중기 마이오세 동안 센트럴 분지를 채우는 

중력 퇴적작용이 지배적이었으며, 후기 마이오세와 제 4기를 지나며 경사면 하부로의 퇴적물 공급량이 

점진적으로 감소하였음을 지시한다. 이는 기후변화에 따라 차가워진 빙상하부의 침식성 감소와 관련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후기 플라이오세 이후, JOIDES 해곡의 입구에 형성된 전진구축 퇴적체와 센트럴 

분지에서 상부대륙사면으로의 퇴적중심부 이동 경향이 관찰된다. 이를 통해 남극 빙상이 대륙붕단에 

도달하여 빙하퇴적물을 상부대륙사면에 지속적으로 공급한 것으로 유추할 수 있다. 탄성파 특성을 통해 

구분된 등수심 퇴적체(contourites)는 중기 마이오세부터 센트럴 분지를 둘러싼 해저고지대(topographic 

high)를 따라 발달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경사면에 평행한 지속적인 저층 해류에 의한 퇴적작용을 

지시할 수 있다. 후기 플라이오세를 지나며, JOIDES 해곡 인근지역에 발달된 등수심 퇴적체 상부에 

빙하쇄설류에 의한 퇴적체가 형성되었으며, 이는 빙하환경 변화에 따라 경사면에 평행한 퇴적 작용이 

빙상에 인근한 대륙사면에서 감소한 것을 나타낸다. 탄성파 토모그래피분석 결과, 상-중부 대륙사면의 

퇴적층보다 높은 탄성파 속도를 보이는 외대륙붕에서의 퇴적층은 빙상의 진출에 의해 초과 압축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후기 플라이오세 층서 경계면 상부 퇴적층에서 관찰되는 전반적으로 낮은 탄성파 

속도는 JOIDES 해곡에서의 퇴적률 증가 및 빙하근접환경으로의 변화와 관련된 것으로 보여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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