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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lynomorphs including spores, pollen and organic- walled microfossils and 

calcareous microfossils such as ostracods, charophytes and gastropods were studied 

for the biostratigraphic work of Kachi - 1 and IIH - lXa wells. Kachi - 1 well is composed 

of Early to Late Cretaceous strata with overlying Middle Miocene and younger ones 

in which seven palynomorph assemblages can be discemed. On the contrary, IIH- 1Xa 

well includes Late Cretaceous, Paleocene, Eocene, Miocene and Pliocene strata which 

can be divided into eight palynomorphs assemblages. All the microfossils yielded 

from two wells indicate nonmarine environment ranging from shallow lacustrine 

to fluvial one. The paleoc1imates have been fluctuated between subtropical and cool 

temperate with arid가mmid altemating conditions. 

The fluvial sandstone of the interval between 2017 m and 2021 m could be a 

potential reservoir rock in the well Kachi - l. The sandstone from 1587 m to 1592 

could be also a potential reservoir rock even if further study is necessary for the 

cap rock 

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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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ent of organic matter is very low and the type is compared to III in the 

section penetrated by the above two wells. Thermal maturity might reach top of 

oil window at depth about 1200 m by Tmax and about 1300 m by biomarker analysis 

in the Kachi -1 well. On the basis of illite crystallinity, the top of oil generation 

zone could be located at the depth 1600 m. The thermal maturity could not be determined 

in the IIH -lXa well, because of the extremely low organic matter content or bad 

state of samples. Hydrocarbon genetic potential is almost null in the both well except 

for a few sample in the thermally immature interval. 

Analysis of approximately 3,300 Line- km of multichannel seismic data 

integrated with 3 well data provides an insight of structural evolution of 

the western part of the Yellow Sea Basin. The structure is characterized 

by a series of half-grabens and tilted fault blocks bounded by listric faults. 

Most half-grabens and tilted fault blocks developed in the direction of 

NNW -SSE. The transfer faulting developed in NE-SW direction divided 

the basin into several small subbasins isolated each other. Tectonics of the 

rifting phase have been established on the basis of structural and stratigraphic 

analyses of depositional sequences and their seismic expressions. Based 

on available well data , the rifting probably began in the Cretaceous time 

had continued until Paleocene. 

It is considered that compressional force immediately after rifting event 

deformed sedimentary sections. During the period of Paleocene to middle 

Miocene , the sediments were deposited in stable environment without 

particular tectonic even t. At middle Miocene, the regional erosion occurred 

in most areas , causing regional unconformity and the erosion eroded Paleocene , 

Eocene , Oligocene , and early Miocene sedimentary sections in the basement 

high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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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言

군산분지의 석유자원 부존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연구가 올해부터 2년에 걸쳐 수 

행되고 있으며. 이번 연구에서는 군산분지의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를 수행하 

였다. 군산분지의 서부지역에서는 Kachi-1 공， IIH-1Xa공， Haema-1공 등 3 개 공 

의 시추가 이루어진 바 있으나 석유나 가스의 징후가 확인되지 않았다 CTable 

1-1).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분석이 미진하였 

던 Kachi-1공 및 IIH-1Xa공의 시추 시료에 대한 고생물， 암석학， 지화학 분석을 

수행한 결과와 검층자료 그리고 탄성파 탐사 자료를 사용하여 군산분지 전체의 

분지 발달사， 층서， 퇴적환경 및 석유의 생성 및 집적 가능성 평가를 위한 부분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생물 연구에 의한 생층서 해석결과를 기초로 탄성파 탐사자료， 물리검층 

자료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층서 분대와 대비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물상 

Cbio-facies) , 암상 Oitho-facies) , 탄성 파상 C seismic -facies) 및 물 리 검 층상 

Oog-facies)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물리검층 자료의 

분석과 퇴적암석학적 연구 결과를 시권스 층서 분석 개념에 연관시켜 잠재 

저류층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지화학적 연구에서는 유기물의 함량， 타이프， 열적 

성숙도 등을 분석하여 다른 연구 결과와 종합적으로 검토함으로써 근원암의 발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이 보고서에는 전술한 바와 같은 연구 결과로 얻은 잠정적인 결과들을 수록하 

였고， 군산분지 전체에 대한 최종 결과는 1998년도에 동부지역 연구 후에 수록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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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rilling inforrnation on the exploratory wells in the western part 
of the Kunsan Basin 

Well Spudded Completed Water Total 
Coordinates Block Operator Depth D(empt)h Result Name Date Date (m) 

Kachi-1 350 18'23"N IV 91. 5. 4 91. 6. 13 Maratho 73.5 2726.3 Dη7 1230 20 ’45"E n 

IIH-1Xa 35030'32"N ]DZ 73. 3. 11 73. 6 10 Gulf 83 4486 Dry 1240 06 ’12"E 

Haema-1 360 10 ’30"N ]DZ 91. 8. 29 91. 9. 20 Pedoc 76 2541.76 Dry 1230 43 ’15"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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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廣域地質

우리 나라 황해 지역에는 크게 두 개의 퇴적 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즉， 북쪽에 

는 군산분지가 위치하며， 남쪽에는 흑산분지가 분포되어 있다 (Fig. 2-1). 이들 퇴 

적 분지의 명칭은 연구자에 따라 여러 가지로 명명되었다. 한 예로 군산 분지는 

황해중부 분지로 흑산분지는 황해남부 분지로 불리기도 하였다 (PEDCO , 1991). 

또한 중국 측에 서 는 군산 분지 를 남황해 북부분지 (Northem South Yellow Sea 

Basin)로， 흑산 분지 를 남황해 남부분지 (Southem South Yellow Sea Basin)로 

부르기도 한다 (Zhang et. , al., 1989). 군산 분지는 한국 대륙붕 제 제 I광구와 II 

를 점하고 있으며， 흑산분지는 대룩붕 제III광구에 발달되어 있다. 

군산분지는 분지 중앙에 발달된 융기부와 단층에 의하여 남서 소분지， 중앙 소 

분지 및 북동 소분지로 나뉘어 진다. 금년도 연구 지역인 남서 소분지에는 

Kachi-1공과 IIH-1Xa공이 시추되었다 (Fig. 2-1). 중앙 소분지에는 IIC-1X공， 

Haema-1공 및 Inga-1공이 위치하고 있다. 그리고 북동 소분지는 대륙붕 제I광구 

의 대부분을 점하고 있다. 

군산 분지는 중국의 동부와 한반도 사이에 위치하며 남중국 지괴 (South 

China Block)에 속하는 양자 준탁상지 (Yangzhe Paraplatform) 상에 발달된 중생 

대 백 악기 (Cretaceous) - 제3기 (Tertiary) 퇴 적 분지 이 다. 

연구 지역을 포함 황해 지역은 중생대 중기 트라이아스기 CMiddle Triassic)까 

지는 큰 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고 광역적인 퇴적이 일어났던 지역으로， 안정 

된 기반 위에 해성의 탄산염암 (marine carbonate rock) 이 퇴적되었다. Kachi-1공 

의 최 하부 구간에 발달된 백운암 Cdolomite)은 이 시 기 에 형 성 된 것 이 다. 쥬라기 

CJurassic) 이 후 서 태 평 양판 (West Pacific Plate)의 서 쪽으로의 섭 입 (subduction) 

으로 인하여 황해 지역을 포함 동아시아 (eastem part of Asia) 지역은 횡압력성 

구조 운동 (compressional tectonic movement)의 영향 하에 놓이게 되었으며， 이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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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북동 - 남서 방향으로 발달된 탄루 단층 (Tanlu Fault)과 습곡대 (uplifted 

folded belts)가 형성되었다. 이 탄루 단층의 움직임 (movement)은 많은 중생대 

및 신생대 퇴적 분지가 형성하게 되는 원인을 제공하였다. 백악기에 들어서 황해 

지역은 대륙 내 열개 작용 (intra-cratonic rifting) 이 일어났다. 백악기말기 내지 

제371 초기에 일어난 인도판 (Indian Plate)과 아시아 대륙 (Asian Continent)과의 

충돌로 탄루 단층의 운동 motion은 sinistral에서 dextral하게 바뀌 게 되 었으며， 황 

해 지 역 에 많은 wrench fau1t가 형 성 되 었 다 (Zhang et al., 1989). 이 와 동시 에 태 

평양 판 (Pacific Plate) 이 아시아판 아래로 섭입 되면서 형성된 북서 - 남동 방향 

의 인장력 (extensional force)에 의하여 황해 지 역에는 수개의 열개 분지 (rift 

basin) 또는 인리형 분지 (pull apart basin) 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이때 형성된 

지 구 (graben) 또는 반지 구 (half-graben) 형 태 의 퇴 적 분지 에 는 육성 의 쇄 설 성 

퇴적물 (clastic sediments) 이 쌓이기 시작하였다. 동시에 염기성 화산암의 분출이 

동반되었다. 

신생대 팔레오세 (Paleocene)에 들어서 분지는 서서히 침강하기 시작하였으며， 

에오세 중기에 이르러 최대의 침강이 이루어졌다. 이로 인해 황해분지에서는 상대 

적으로 호수면이 상승하게 되었다. 그러나 이때까지는 뚜렷한 분지 중심 (depo

center) 이 형성되지 않았으며， 퇴적은 단지 침강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 에오세 

(Eocene) 동안 분지는 광역적이고 급격하게 침강 (rapid subsiding)을 하였으며， 

이 결과 연구 지역에는 깊은 호수 (deep lake)가 형성되었고 퇴적층이 매우 두껍 

게 발달되었다. 에오세 말 침강 속도는 줄어들었으며 호수의 수심은 낮아지게 되 

었다. 또한 이 시기에는 구조 운동에 의하여 분지는 부분적으로 융기 (uplifted) 

되었으며， 퇴적층들은 삭박 (eroded)되어 부정합면 (unconformity) 이 형성되었다. 

또한 융기부와 융기부 사이 지역은 더욱 침강하였으며 여러 개의 국지적인 퇴적 

중심이 형성되었다. 올리고세에 들어서 한국 대륙붕 제 II광구 동부와 서부 지역 

에서는 국부적인 융기가 일어나 후기 에오세에 형성된 퇴적 중심은 좁아지게 되 

” u 



었다. 제 I광구 지역의 경우에는 뚜렷한 퇴적 중심이 형성되지 못하고 퇴적층은 

분지의 경계 단층 부근에만 두껍게 형성되었다. IIH-1Xa공이 시추된 지역의 경우 

이미 에오세 말에 융기가 되어 노출된 관계로 올리고세 동안에는 퇴적작용이 일 

어나지 않았다. 초기 마이오세는 융기， 습곡 및 역단층을 수반한 압축성 구조운동 

이 일어난 시기로， Kachi-1공 지역에서는 이러한 현상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Park et al. , 1993). 이 결과로 연구 지역의 서부에 분포되었던 기존 퇴적층은 이 

때 대부분이 삭박되었다. 중기 마이오세에 분지는 다시 침강하기 시작하였으며， 

퇴적층은 초기 마이오세 말에 형성된 부정합면 상위에 평탄하게 퇴적되기 시작하 

였다. 플라이오세에는 단지 광역적인 침강에 의한 퇴적 작용만이 이루어졌으며， 

플라이스토세에는 해침으로 인하여 연구 지역을 포함 황해 전지역은 해성 환경으 

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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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古生物 昭究

第1節 昭究方法

군산분지 서부지역의 생층서 연구를 위하여 미화석 분석을 시도하였으나 연구 

대상지역의 퇴적층이 거의 육성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에 해성 미화석의 산출은 

거의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개형충， 윤조， 소형 복족류 등의 석회질 미화석 

과 화분， 포자， 조류 등의 유기질 미화석을 대상으로 연구하였다. 연구 대상 시료 

는 군산분지 서 부지 역 에 시 추된 2개 의 시 추공 (Kachi- 1 과 IIH-1Xa)의 암편 이 며 , 

대략 30m 간격으로 약 20-30 g 을 채취하었다. 

세척 및 건조과정을 거쳐 쌍안현미경 하에서 석회질 미화석을 선별하였다. 화 

분.포자화석의 경우에는 세척， 건조된 시료를 파쇄하여 20% 염산용액 (HCD과 

50% 불산 용액 (HF)에 차례로 반응시켜 무기물을 제거한 후， 잔여 무기물은 비 

중 2.0의 염화아연 비중액 (ZnC!z)으로 유기물과 분리하였다. 이렇게 농축된 식물 

질 유기물을 Schulze 용액 (KCI03 1:1 HN03)과 5% KOH 용액으로 처리하여 불 

필요한 식물질을 제거하여 최종적으로 남은 화분.포자화석을 유리 슬라이드에 접 

착하여 실체현미경 하에서 관찰하였다. 화분.포자화석의 전 처리과정에서 현생화 

분의 유입을 방지하기 위하여 증류수를 사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대부분의 분석자료는 금번에 새로이 처리하여 획득되었으나 

시료가 누락된 일부 구간의 자료는 기존의 연구자료들 (전희영 외， 1984 ; 김종수 

외， 1987 )에서 획득된 미화석 자료에 근거하여 생층서분대를 하였고 각 화석종의 

산출양상을 종합하여 각 시추공의 생층서를 설정하였다. 도판의 미화석 사진 중 

석회질 미화석은 주사전자현미경 (SEM)으로 촬영하였고 화분.포자화석은 Leitz 

Orthoplan 현미경으로 촬영하였다. 

π
 ω 



第2節 Kachi-l 

1. 석회질미화석 

본 시추공의 93개 시료를 처리하였으나 화석이 산출된 시료는 35개에 불과하 

다. 산출되는 석회질 미화석은 담수 개형충， 윤조， 소형복족류등 비해성 미화석이 

주종을 이루며 최상부 층준의 시료에서 소형 이매패류 화석이 3개체 발견된다 

(Table 3-1). 그러나 이들이 산출되는 구간은 심도 1960 m까지이며， 암회색 암상 

을 보이는 1310m 까지는 비교적 흔히 산출되고 그 하부의 적색 암상의 시료에서 

는 드물게 산출된다. 주로 625 m - 1384 m 구간에서는 비해성 개형충 Cypridea 

cavernosa 와 C gigantea 가 집 중적 으로 산출된 다. 

2. 화분.포자화석 

가. 화석식물군의 특징 

Kachi- 1 공의 82개 시료에서 총 115종류의 화분.포자화석이 산출되었다. 이들은 담 

수 조류화석， 고사리류 포자화석， 나자식물 화분화석， 피자식물 화분화석 등으로 구 

성된다. 이들의 전반적인 구성비는 피자식물 화분화석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산출 

되는 가운데 피자식물 화분화석， 고사리류 포자화석과 담수조류화석이 대등하게 분 

포하는 양상을 보인다 (Appendix 3- 1). 본 시추공의 화분.포자화석군 중 가장 큰 분 

포를 보이는 피자식물 화분화석은 소나무과나 낙우송과에 속하는 구과류 화분화석 

과 Ephedripites , Cycadopites , Classopollis 등 기타 피자식물의 화분화석으로 나뉘 

어 지며， 전자가 1335m 층준의 상부에서 우세하게 산출되는 반면에 후자는 그 하부 

에서 높은 산출량을 보인다. 피자식물 화분화석은 광역 부정합면 (613m) 상부에서는 

가래 나무과 (J uglandaceae) , 참나무과 (Fagaceae) , 느릅나무과 (Ulmaceae) , 풍나무속 

(Liquidambar) , 자작나무과 (Betulaceae) 등을 주종으로 다양한 종류가 산출되 며 특 

히 초본식물의 화분화석 (non- arboreal pollen)은 이 상부 구간에 집중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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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 of calcareous microfossils from Kachi- l. Table 3- 1 

Total Bivalve Gastropod Charophyte Cypridea cavernosa 
Cypridea gigantea 

Ostracod undet. 

Depth 
(m) 

1 
2 
5 
8 
3 
5 
3 
9 
1 
1 
8 
6 
2 
7 
1 
7 
8 
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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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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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1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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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i 

3 

2 

2 
2 

l 
1 

1 

1 

479 
607 
625 
634 
652 
680 
707 
735 
753 
762 
789 
817 
없4 
899 
927 
954 
981 

1009 
1036 
1064 
1109 
1137 
1164 
1192 
1219 
1247 
1274 
1301 
1384 
1411 
1439 
1466 
1494 
1576 
1960 

반면에 하부 구간에서는 다양도가 급격히 감소하여 일부 종류의 화분화석만이 산출 

되는 양상을 보인다. 고사리류 포자화석은 광역부정합면 상부 구간에서는 고란초과 

주로 산출되며 하부 구 

간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trilete spore 들이 풍부하게 산출되고 특히 Azolla를 비롯한 

η
 

포자화석이 (Polypodiaceae)와 물고사리 속 ( Ceratopteris)의 



대형포자들이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Kachi- 1 공에서는 한국 대륙붕의 다른 시추 

공들과는 판이하게 다른 담수조류 화석군집이 발견되는데 그 다양도 (di versity)와 

풍도 (abundance)7} 월등하게 높다. 이들 중 특이한 것은 Parabohaidinia 을 비롯한 

담수 와편모조류화석이 1173 m - 1320 m 구간에서 크게 번성하는 점과 

Pediastrum, Botηococcus， Savitrina, Lanceniella 등 다양한 담수조류화석 이 많이 

산출되는 점이다. 

나. 생층서대 

Kachi- 1 공은 산출된 화분.포자화석의 층준에 따른 구성비의 변화에 의해 7개의 

화석군집으로 구분된다 (Figure 3- 1). 

Assemblage 1 (488m - 197m) : Liquidambar- Caηla， Ceratopteris- Fagus 

화분.포자 군집으로 대표되는 이 구간에서는 참나무과， 가래나무과， 자작나무과， 느 

릅나무과， 풍나무속 등의 낙엽성 활엽교목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 외에 상대적으로 

높은 산출비를 보이는 종류는 고사리류 포자 Laevigatosporites, Pinus , Tsuga , 

Rosa, Acer, Fraxinus , Asteropollis 등의 화분.포자화석 과 사초과， 벼 과， 국화과 등 

의 초본식불화분이다. 이 화석식물군의 대부분의 구성요소들은 하부 구간에서는 전 

혀 산출이 안되거나 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Assemblage II (625m - 1146m) 이 구간에서 특정적으로 많은 산출량 

을 보 이 는 종류는 Inaperturopollenites dubius , Ulmipollenites spp., Pediastrum 

borγanum， Savitrina miocenica, Lαnceniella spp. , Cyathidites spp., Azolla spp 

등으로 낙우송과， 느릅나무과 등 낙엽성 교목이 주종을 이루며 여기에 저습지 식 

물인 고사리류와 담수조류가 혼합된 식물상을 나타낸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Alnus, Plicapollis, Dψorocolpopollenites ， Sigmopollis 등 이 지 속 적 으로 산출되 는 

특정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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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Pollen diagram of Kachi-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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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age m C 1173m - 1320m) : 이 구간 화석 식 물군의 가장 큰 특정 

은 담수조류가 크게 번성하는 점이다. 특히 담수 와편모조류화석은 거의 50%에 

달하는 “bloom" 을 보이며 Bot.ηococcus 역시 많이 관찰된다. 고사리류 포자화석 

으로는 Cyathidites 가 상부 구간에 비해 조금 산출량이 감소하였지만 여전히 많 

이 산출되고 소속 불명의 대형 포자화석이 집중 분포한다. 구과류 화분화석 역시 

지속적으로 높은 산출량을 보이며 특히 Rugubivesiculites, Alisporites 등 older 

form 들이 급격히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 초본성 식물화분 CNAP 

non- arboreal pollen)의 산출은 없다. 

Assemblage IV C1347m - 1484m) : 이 구간에 서 는 전 반적 으로 화석 산출 

량이 감소한다. 조류화석으로는 와편모조류화석이 감소한 반면에 Botryococcus 는 

증가한다. 나자식물 화분화석은 여전히 많이 산출되며 특히 Ephedripites 가 급격 

히 증가하며 Classopollis 도 서서히 증가하기 시작하며 Eucommiidites 의 출현이 

시작된다. 피자식물 화분화석은 Quercus microhenrici , Ulmipollenites krempii, 

U tricostatus, tricolporate pollen 퉁이 관찰된다. 

Assemblage V C1512m - 1621m) : 이 구간은 시료당 화석 산출이 40개체 

미만인 화석 빈약대로서 식물군의 특징을 알 수 없다. 

Assemblage VI C1649m - 2252m) 본 구간은 대체로 화석의 산출이 적 

으나 몇몇 층준에서 2007n 체 이상의 화석이 산출되는 화석풍부대가 있어서 전반 

적인 식물군의 특정을 알 수 있다. 이 식물군의 특징은 나자식물이 절대적으로 우 

세한 가운데 다양한 양치류가 협재하는 양상이다. 나자식물 화분화석 중 가장 괄 

목할 만한 것 은 여 러 형 태 의 Ephedripites 와 Classopollis 가 큰 분포를 보이 는 

점 이 다. 양치 류 포자화석 은 Polycingulatisporites, Biretisporites, Leptolepidites, 

Rouseisporites, Triporoletes , Cyathidites 등 다양한 trilete spore 가 관찰된다. 

피 자식 물 화분화석 으로는 소속 불명 의 tricolporate pollen 이 비 교적 많이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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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고 Cranwellia 가 출현한다. 

Assemblage VII (228ûm - 271ûm) 이 구간은 화석산출이 거의 없거나 

극히 적은 화석빈약대이다. 그러나 최하부 층준인 dolomite 시료에서 보존이 불량 

한 대형포자 및 Chordasporis, Ricciisporites 및 Aratrisporites로 추정되는 포자 

화석이 산출되는 것은 주목할 만하다. 

3. 지질시대 및 고환경 

Assemblage 1 Middle Miocene 

이 화석식물군집은 Liquidambar- Carya, Ceratopteris-Fagus로 대표되는 중기 

마이오세의 시대를 지시한다. 이 시기에는 온대지역의 낙엽성 활엽교목이 크게 번 

성하였고 침엽수가 소량 협재되고 지상부에는 초본식물과 양치류가 자라고 저습 

지에는 담수조류가 서식하는 식생을 보이며， 이들의 화분.포자는 산록에서 충적평 

야에 이르는 하성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당시에는 아열대， 온난 및 한 

랭기후 식물들이 공존하나 대체로 온난기후 식물이 우세하였다. 

Assemblage II - III Late Cretaceous 

이 화석식물군집은 가장 풍부하고 다양한 식물상을 나타낸다. 이 구간에서는 

상부에서 나타나지 않던 새로운 종류가 처음으로 출현하기 시작하는데 이들 중 

Azolla cretacea, Cyathidites minor, Savitrina miocenica, Pediastrum boryanum, 

Ulmipollenites krempii, U tricostatus 등은 상부 백악기의 시대를 지시한다. 또 

한 이 구간에서는 상부 백악기를 지시하는 비해성 개형충 Cypridea cavernosa 와 

Cypridea gigantea 가 산출된다. 이 구간 중 화석산출이 급격히 감소하는 1û91m 

1119m 구간은 일시적인 퇴적중단의 시기로 추정되며 이 구간을 경계로 상부 

백악기의 세분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이 당시의 식생은 나자식물， 특히 침엽수가 

크게 번성한 가운데 양치류가 다양화되었고 특징적으로 다양한 종류의 담수조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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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크게 번성하였던 양상이다. 반면에 낙엽활엽교목은 다양도가 크게 떨어져 느릅 

나무과， 참나무과， 자작나무과 등의 식물이 서식하였다. 이 당시의 퇴적환경은 고 

사리류 포자화석 및 조류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저습지 환경이 

우세하였고 곳곳에 얄은 호수가 형성되었던 환경으로서 특히， Assemblage III 은 

와편모충이 “bloom" 을 일으켰던 시기로 해석된다. 이 당시의 기후는 온난/한랭이 

교차하는 습윤한 온대기후로 추정된다. 

Assemblage IV - VI Early Cretaceous 

이 화석식물군집이 상부군집과 확연히 구별되는 것은 조류화석과 피자식물 화 

분화석의 산출이 급격히 감소한 것과 나자식물 화분화석 중 Ephedripites 와 

Classopollis 의 산출이 급격 히 증가하여 구과류의 산출을 능가하는 점 이 다. 양치 

류 포자화석으로는 상부에서 미미한 분포를 보이거나 전혀 산출이 없던 

Polycingulatisporites, Rouseisporites, Crγbelosporites ， Calamospora, 

Cingutriletes , Pterisisporites 등의 trilete spore 가 산출된다. 이 러 한 화석 식 물 

상의 구성은 초기 백악기의 시대를 지시한다. 이 구간에서는 출현하는 

Eucommiidites 는 나자식물에서 피자식불로 전이하는 형태의 화분으로 알려져 

있으며， 또한 피자식물 화분화석의 산출량이 하부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는 양상， 

그리고 이곳에서 산출되는 Classopollis (= Corollina) 종들이 경상분지 산출 종들 

(Yi et al. , 1996)과 매우 유사한 점등으로 미루어 이 화석식물군의 시기를 초기 

백악기의 말기인 Aptian . - Albian으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기후는 고온 

건조한 아열대 기후로 추정된다. 

Assemblage VII : Early Cretaceous - Triassic (?) 

이 구간은 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어서 시대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나 본 시 

추공의 최하부의 dolomite 시료에서 보존이 불량한 대형포자 몇 개와 

Chordasporis, Ricciisporites 및 Aratisporites 에 대 비 될 만한 포자화석 이 산출되 

” “ 



잠 시대를 이 구간의 

Triassic 말기로 추정하였다 (Figure 3-2). 

그 시대가 연장된다. 따라서 이 들은 Triassic 말기까지 

백악기 내지 정적으로 초기 

는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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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節 IIH-IXa 

1. 석회질미화석 

IIH-1Xa 공의 137개 시료 중 단지 207R 시료에서만 화석이 산출되었으며 산출 

량도 Kachi-1 공에 비해 현저히 적다. 산출된 미화석은 개형충과 윤조화석이 대 

부분이며 복족류화석은 3개체가 발견되었다. 본 시추공에서 특이한 것은 최상부 

296 m 시 료에 서 Cibicides praecinctus로 동정 된 유공충의 산출과 332 m 시 료에 

서 소속불명의 이빨이 각각 1개체씩 발견된 것이다. 이들을 제외하면 석회질 미화 

석이 산출되는 구간은 881 m - 1666 m까지이고， 그 하부 2705 m 에서 윤조화석 

이 1개체 발견될 뿐이다 (Table 3- 2). 이들 중 구별이 가능한 개형충은 Cypridea 

cavernosa 와 C gigantea 이며 산출량이 극히 적다. 

Table 3- 2 Occurrence of ca1careous microfossils from IIH -lXa. 

D(empt)h Cypridea cavemosa Charophyte Gastropod Foram. Total 
CypriOdesatra gciogdan utenad 

et. Tooth 

296 
332 1 
881 3 5 
917 1 1 2 
933 2 2 

1012 1 2 
1048 1 
1085 3 3 
1115 3 3 
1152 2 2 
1243 1 2 14 17 
1263 1 1 
1318 1 
1483 2 2 
1501 1 2 6 9 
1538 3 3 
1593 
1629 1 2 
1666 1 
2705 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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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화분.포자화석 

가. 화석식물군의 특정 

IIH-1Xa 공의 84개 시료에서 총 115 종류의 화분.포자화석이 산출되었다. 이들 

은 Kachi-1고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담수조류화석， 고사리류 포자화석， 나자식물 

화분화석， 피자식물 화분화석 등으로 구성된다. 그러나 이들의 전반적인 구성비는 

Kachi-1 공의 경우와는 현저하게 다르다. 즉， 이 화석식물군에서는 초본식물을 포 

함한 피자식물 화분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분포하며 여기에 나자식물 화분화석 

이 소량 협재되고 양치류 포자화석과 조류화석의 산출이 미약한 양상을 보인다 

(Appendix 3- 2). 가장 큰 분포를 보이는 피자식물 화분화석은 낙엽성 활엽교목과 

초본식물의 화분화석으로 구별되며， 초본식물 화분화석이 470m 층준을 경계로 상 

부에 집중 분포하는 반면에 교목의 화분화석은 주로 그 하부 (470m - 815m)에 

집 중되 어 있고 참나무과 (Fagaceae) , 느릅나무과 (Ulmaceae), 풍나무속 

(Liquidαmbar) ，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 자작나무과 (Betulaceae)등의 온대성 

식물로 구성되어 있다. 한편 수생식물인 마름속 (Trapa)은 교목의 화분화석과 분 

포구간이 유사하다. 나자식물 화분화석은 상부 구간에서는 소나무과 (Pinaceae)화 

분화석이， 중부 구간에서는 낙우송과 (Taxodiaceae)화분화석이， 그리고 하부 구간 

에서는 Classopollis 화분화석이 각각 우세하게 분포하는 특정을 보인다. 양치류 

포자화석의 경우에도 상부로부터 우점종이 고란초과 (Polypodiaceae), 물고사리속 

(Ceratopteris ), Cyathidite 등으로 변해 가는 경향을 보인다. 조류화석의 경우에 

는 상부 구간보다 중부 구간에서 높은 분포 비를 보이며 하부 구간에서는 거의 

산출이 없다. 

나 생층서대 

IIH- 1Xa 공은 산출된 화분.포자화석의 층준에 따른 구성비의 변화에 의해 8개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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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화석군집으로 구분된다 (Figure 3- 3). 

Assemblage 1 (259m - 460m) : 이 화석식물군집은 Gramineae-Artemis띠 

-Persicaria로 대표되는 초본식물 우세 군집이다. 이 구간의 대부분의 시료에서 초본 

식물 화분화석은 20% 이상의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이들 외에 흔히 관찰되는 종류 

는 Ulmipollenites undulosus, Quercus , Betula 등의 목본식 물의 화분화석 이 며 고사 

리 류 포자화석 인 Laevigatosporites 와 조류화석 인 Micrhystridium complex 

(Leiosphaeridia + Micrhystridium) 이 하부 군집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며， 

담수조류인 Botrγococcus 화석은 이 구간에 집중 분포한다. 

Assemblage II (478m - 716m) 이 화석식물군집을 대표하는 종류는 

Liquidambar- CarγQ 의 온난 기후 활엽교목군집과 Trapa- Ceratopteris 의 수생식 

물군집， 그리고 형태속인 Asteropollis 이다. 이들 중 활엽교목군집은 10- 20% 의 

높은 점 유율은 보이 며 Trapa , Ceratopteris , Asteropollis 는 상대 적 으로 산출 량은 

적지만 이 구간에 집중되는 특정을 보인다 이 군집에서는 낙엽성 활엽교목이 크 

게 번성하여 다양한 종류가 관찰되는 반면에 초본식물은 다양도 (diversity)와 풍 

도 (abundance)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나자식물 화분화석은 다소 산 

출량이 증가하였으며 소나무과와 낙우송과의 화분화석이 유사한 분포 비를 나타 

낸다. 

Assemblage III (735m - 808m) 이 군집의 상한을 경계로 초본식물 화 

분화석의 산출이 또 한차례 감소하여 미미한 분포를 보인다. 이 군집에서는 특히 

자작나무속 (Betula) 이 크게 번성하여 최대 26.5% 까지 높은 산출비를 보이며 소 

나무속 (Pinus) 역시 층준에 따라 20% 이상의 점유율을 나타낸다. 낙엽활엽교목 

은 상부 군집에 비해 다소 산출비가 감소하였으나 여전히 주요 구성요소이며 물 

고사리속 ( Ceratopteris)의 산출이 지속된다. 

Assemblage IV (826m - 1446m) 이 군집은 상부의 군집들과 구성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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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구성비에서 큰 차이를 보인다. 전반적으로 나자식물의 화분화석이 크게 증가한 

반면에 피자식물의 화분화석은 급격히 감소하였고 양치류 포자화석과 조류화석은 

경계로 산출이 군집의 상한을 다양화되었고 산출량도 증가한 양상을 보인다. 이 

;ζ 
--L-(Trapa) 및 종류는 물고사리속 ( Ceratopteris) , 마름속 절멸된 끝나거나 거의 

본식물 (NAP)의 화분포자화석이고， 이와 반대로 처음 출현하거나 급격한 증가를 

Rugubivesiculites, 나자식물인 Cyathidites, 포자화석인 양치류 류
 

7 종
 

보이는 

피자식물로는 등이며 Cα'lassoφlfJol띠llis Ephedripites, lnaperturopollenites, 

M omipites, Ulmipollenites krempii 및 Cyrillaceoipollenites 등이 처 음 출현한다. 

와편모조류화석과 유사한 종류들이 산 조류화석으로는 LancenieUα， Savitrina 및 

출된다. 

Assemblage V (1483m - 2522m) 이 구간은 시료당 화석산출이 10개체 

미만이 화석빈약대이며 나자식물 화분화석이 간간이 관찰된다. 

화석의 전반적으로 구간에서는 2815m) 이 Assemblage VI (2559m -

적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군집의 가장 큰 특정은 Classopollis 가 크 산출량이 

게 번성하여 최대 50% 까지 차지하는 점이다. 그러나 이 화분화석은 재퇴적이 흔 

일부 구간에 집중적으로 나타나는 점등으로 보아 현지성 이루어지는 종류이며 히 

À. 
{ 

-, 

양 

관찰되 는 종류는 낙우송과 (Taxodiaceae)에 

관찰되며 하는 화분화석들이다. 피자식물 화분화석은 비록 소량이지만 꾸준히 

치류 포자화석과 조류화석의 산출은 거의 없다. 

흔히 여부는 불투명하다. 이 외에 

Azolla 대형포자 군집은 이 3144m) (2850m VII Assemblage 

cretacea 가 출현하며 양치류 포자화석이 다시 다양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나자식 

Classopollis, 1 naperturopollenites, 특히， 종류이며 흔한 가장 화분화석은 물
 

높은 점유율을 보인다. 피자식물의 화분화석은 다양도와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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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age VIII (3181m - 3400m) : 이 구간에서는 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다. 

3. 지질시대 및 고환경 

Assemblage 1 (259m - 460m) : Pliocene 

이 구간은 벼과 (Gramineae) , 여뀌속 (Persicar따)， 국화과 ( Compositae, 특히 

Artemisia)를 위 시 하여 사초과 (Cyperaceae) , 명 아주과 (Chenopodiaceae) , 사초과 

(Cyperaceae)등 다양한 종류의 초본식물 화분화석이 20% 이상을 점유하는 플라 

이오세의 식물군집으로 대표되는 구간이다. 이들 초본식물 외에 느릅나무과， 참나 

무과， 자작나무과에 속하는 온대성 활엽수들이 소량의 침엽수들과 혼합된 가운데 

일부 고사리류와 조류가 협재되는 양상으로 보아 해안에 인접한 저지대의 환경으 

로 유추된다. 이 구간 최상부 층준의 시료에서 발견된 유공충 1개체와 소속불명의 

이빨은 시추공의 상부 퇴적물로부터 유입된 것으로 보이며 이러한 사실은 이 지 

역이 플라이오세 이후 점차 침강하여 해침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 이 당시의 기 

후는 다소 한랭 건조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ssemblage II (478m - 716m) : Middle Miocene 

이 화석식물군집은 Liquidambar- o:zηla， Ceratopteris- Fagus , Trapa로 대표되는 

중기 마이오세의 시대를 지시한다. 이 군집이 Kachi- l의 동시기 군집과 달리 수 

생식물인 마름속 (Trapa) 화분을 포함하는 것은 환경적인 차이로 해석된다. 이 시 

기에는 온대지역의 낙엽성 활엽교목이 크게 번성하였고 침엽수가 소량 협재되고 

지상부에는 초본식물과 양치류가 자라고 저습지에는 담수식물이 서식하는 식생을 

보이며， 이들의 화분.포자는 산록에서 충적평야에 이르는 하성환경에서 퇴적된 것 

으로 추정되며， Kachi- l 지역보다 소택지와 같은 저습지 환경이 더 발달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는 아열대， 온난 및 한랭기후 식물들이 공존하나 대체로 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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난기후 식물이 우세한 온난 습윤기후로 추정된다. 

Assemblage III (735m - 808m) : Early Miocene 

이 구간은 초본식물의 감소 Ceratopteris 의 지속적인 산출， 자작나무속 

(Betula)과 소나무속 (Pinus)의 번성 등으로 미루어 초기 마이오세의 시대를 지시 

한다. 이들의 퇴적지는 상부 구간보다 다소 지대가 높았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 

의 식생은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합된 북방형 옹대 혼합수림대의 특징을 보이는 

다소 건조한 한랭기후로 추정된다. 

Assemblage IV (826m - 1446m) : Eocene 

이 구간의 식생은 상부 구간들과 큰 차이를 보이며 따라서 상부 구간과는 큰 시 

간적 차이가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즉， 이 구간에서는 물고사리속， 마름속， 초본 

식물 등 신저:1371 의 요소들이 나타나지 않으며 나자식물이 크게 증가하였고 양치 

식물과 조류가 다양화되었을 뿐 아니라 우점종들이 바뀌었다. 이 군집의 주요 요 

소 인 lnaperturopollenites dubius , 1. hiatus, Cycadopites , Ephedripites spp. , 

M omipites, Myrica , Cyrillaceoipollenites 등은 에 오세 의 시 기 를 지 시 한다. 이 

시기의 하한은 시료가 결핍되어 알 수 없으며 이 구간에서 산출되는 개형충들은 

상부 백악기 요소들이나 산출량이 미약하고 또한 일부 구간에 집중되어 있어 재 

동되었을 가능성이 크다. 이 당시의 퇴적환경은 양치식물 및 담수조류의 화석들이 

다양하게 산출되는 점과 낙우송과 화분화석이 큰 비중을 차지하는 점등으로 미루 

어 곳곳에 담수환경이 조성된 저지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이 당시의 기후 

는 Ephedripites 가 빈번히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아열대 기후이며 습도는 습윤/ 

건조기후가 교호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Assemblage V (l483m - 2522m) : Paleocene - Eocene 

이 구간은 시료당 화석 산출이 10개체 미만으로 극히 적을 뿐만 아니라 1774 m 

- 1552 m 사이는 시료 사용이 불가능하였다. 그러나 이 구간은 이전의 자료 (전 

희영외， 1984)에 근거하면 자작나무과 (Betulaceae)의 화분이 주로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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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ssemblage VI (2559 m - 2815 m) : Paleocene 

비교적 화석의 산출이 적은 이 구간에서 특징적인 종류는 나자식물인 

Classopollis로서 일부 구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이는 점이다， Triassic 말부터 백 

악기 말까지 주로 번성하였던 이 화분화석은 재퇴적에 의해 후기 퇴적층에 흔히 

나타나는 종류이기 때문에 층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다. 이 외에 주로 관찰되는 종 

류는 낙우송과 (J naperturopolleni tes spp，)와 마황속 (Ephedripites)의 화분화석 이 

며 신생대 요소인 가래나무과 (Caηa， Engelhardtia)의 화분화석이 소량이지만 이 

구간까지 연장 산출된다. 따라서 이 구간의 시기는 Paleocene으로 볼 수 있다. 한 

편 이 시기의 상한도 시료의 결핍으로 알 수 없다. 이 당시의 퇴적환경은 양치식 

물과 조류의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저지대는 아니었을 것이며 

당시의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기후로 추정된다. 

Assemblage VII (2850m - 3144m) : Late Cretaceous 

이 군집에서는 후기 백악기를 지시하는 대형포자 Azolla cretacea 가 처음 출현 

한다. 양치식물이 다시 다양해졌으며 lnaperturopollenites , Classopollis, 

Ephedripites 등의 나자식 물 화분화석 이 주종을 이 루며 피 자식 물 화분화석 은 소 

량이 관찰된다. 이 구간에서논 Mesochara, Porochara, Clavator 등 명백한 후기 

백악기의 윤조화석이 산출된 바 있다 (김종수외， 1987), 이 당시에도 일부 지역에 

저습지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되며 당시의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내지 옹난기 

후가 우세하였을 것으로 해석된다. 

Assemblage VIII (3181m - 3400m) 이 구간의 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어서 

지질시대 및 고환경을 알 수 없다. 

이와 같이 IIH-1Xa 공의 총심도까지의 퇴적층은 백악기 말 혹은 그 이전부터 

형성되어 플라이오세까지는 다양한 형태의 육성환경에서 퇴적되었고， 고제37] 와 

신저1]37] 사이에 큰 퇴적중단이 있었으며 아열대에서 한랭기후까지 기후 변동이 

있었으나 전반적으로 한랭화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ure 3-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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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S 

PLA TE 3- 1 to 3- 13 : Photomicrographs of Palynomorphs 

[ In the figure explanations, the taxon name is followed by the slide 

number (the serial number stored in KIGAM) , the location on the slide and 

the sampling depth of the studies Wells. Magnification of the all figures are 

x 1000.] 

PLATE 3- 14 to 3- 16 : Photomicrographs of Ca1careous Microfossils 

[ Ostracods, Charophytes, Foraminifer, Tooth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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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 

1. Parabohaidinia 2337a 114.3:43.1 Kachi-1 1173 m 

2. Algae (psilate- type) 2268b 96.9:25.5 IIH- 1Xa 1170 m 

3. Spirogyra 2324a 103.9:29.8 Kachi-1 817 m 

4. Pediastrum boryanum 2328b 112.6:46.0 Kachi- 1 927 m 

5. Botryococcus 2314a 100.7:31 .1 Kachi- 1 542 m 

6. Micrhystridium 2249b 114.3:45.5 IIH- 1Xa 661 m 

7. Pseudoschizaea 2270a 107.6:41.8 IIH- 1Xa 1225 m 

8. Algal (reticulate- type) 2248a 110.0:29.5 IIH- 1Xa 643 m 

9. Sigmopollis 2333a 114.1 :25.9 Kachi- 1 1064 m 

10. Leiosphaeridia 2240a 113.8:40.5 IIH-1Xa 497 m 

11. Algae (radiate- type) 2235a 113.1:36.2 IIH- 1Xa 4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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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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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2 

1. Lanceniella triplidiscuus 2261a 107.2:45.5 IIH- 1Xa 930 m 

2. Lanceniella multigonatus 2261b 94.9:31.9 IIH- 1Xa 930 m 

3. Savitrina (group) 2322a 100.2:32.2 Kachi- 1 762 m 

4. Savitrina miocenica 2232a 105.8:31.4 Kachi- 1 332 m 

5. Savitrina microcircularis 2319a 110.5:37.2 Kachi- 1 680 m 

6. Savitfina sp. 2261a 112.0:31.9 IIH- 1Xa 930 m 

% 



PLATE 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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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3 

1. Laevigatosporites ovatus 2241a 102.8:44.0 IIH- 1Xa 515 m 

2. Polypodiisporites 2252a 99.0:44.7 IIH- 1Xa 716 m 

3. Polypodiisporites 2312b 109.8:45.8 Kachi- 1 488 m 

4. Cyathidites minor 2375a 102.1 :37.5 Kachi- 1 2225 m 

5. Cyathidites minor 2257a 113.4:25.7 IIH- 1Xa 808 m 

6. Sphagnum 2323a 112.2:36.9 Kachi- 1 789 m 

7. Sphagnum 2318a 104.9:45.5 Kachi- 1 652 m 

8. Calamospora (?) 2354a 112.1:33.5 Kachi- 1 1649 m 

9. Osmunda regalites 2239a 110.5:36.5 IIH- 1Xa 478 m 

10. Clavatisporites 2341a 104.5:46.0 Kachi- 1 128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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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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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4 

l. Cyathidites australis 2322a 100.2:33.4 Kachi - 1 762 m 

2. Cyathidites sp ‘ 2325a 110.2:39.1 Kachi - 1 844 m 

3. Trilete spore undet. 2258a 107.2:33.2 IIH- 1Xa 826 m 

4. Dictyophyllidites (?) 2372b 106.9:33.6 Kachi - 1 2143 m 

5. Trilete spore 2375a 114.8:33.9 Kachi- 1 2225 m 

6. Pteris 2247a 113.1:26.4 IIH- 1Xa 625 m 

7. Triporoletes undet. 2322a 109.2:39.9 Kachi - 1 76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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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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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5 

1. Polycingulatisporites 2371b 107.1 :44.6 Kachi - 1 2115 m 

2. Cingutriletes (?) 2344a 107.9:48.5 Kachi- 1 1375 m 

3. Multinodisporites 2356b 113.8:27.2 Kachi- 1 1704 m 

4. cf. Ricciisporites tuberculatus 2393a 107.3:25.8 Kachi- 1 2710 m 

5. Leptolepidites 2318a 108.8:44.3 Kachi - 1 652 m 

6. Kulkisporites 2321a 107.9:43.5 Kachi- 1 735 m 

7. Rousisporites 2357a 113.7:45.4 Kachi- 1 1731 m 

8. Cingutriletes 2375b 101.3:45.1 Kachi- 1 2225 m 

9. Pemphixpollenites (?) 2363a 103.6:27.0 Kachi- 1 1896 m 

10. Dictyophyllidites (?) 2298a 114.2:29.2 IIH- 1Xa 2925 m 

11. Zlivisporites 2298b 109.9:33.0 IIH- 1Xa 29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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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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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6 

1. Ceratopteris 2246b 105.8:39.8 IIH- 1Xa 606 m 

2. Cicatricosisporites 2359b 113.5:38.9 Kachi- 1 1786 m 

3. Azolla cretacea 2298a 99.9:32.5 IIH- 1Xa 2925 m 

4. Azolla sp. 2318a 101 .5:27.5 Kachi- 1 652 m 

5. Azolla sp. 2326a 99.8:41.9 Kachi- 1 872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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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6 

45 -



PLATE 3- 7 

1. Megaspore 

2. Goshispora 

3. Megaspore 

2365a 101 .8:28.9 

2269a 95.0:41.0 

2364a 100.2: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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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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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8 

1. Pinus 2228a 111 .5:33.7 IIH- 1Xa 259 m 

2. Tsuga 2234a 108.2:43.5 IIH- 1Xa 387 m 

3. cf. Cordasporites 2393a 114.6:33.8 Kachi- 1 2710 m 

4. Alisporites 2346a 94.1 :29.8 Kachi- 1 1429 m 

5. Rugubivesiculites 2326a 97.8:41.3 Kachi- 1 872 m 

6: Rugubivesiculites 2344a 108.2:43.5 Kachi- 1 1375 m 

7. crγbelosporites (7) 2372b 103.7:41.0 Kachi- 1 2143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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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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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9 

1. Inaperturopollenites dubius 2242a 94.5:32.4 

2. lnaperturopollenites dubius 2269b 104.3:44.8 

3. M etasequoia 

4. Taxodium hiatus 

5. Cycadopites 

6. Cycadopites 

7. Cycadopites 

8. Ephedripites sp. 

9. Ephedripites multipartitus 

10. Ephedripites multipartitus 

11. Ephedripites multicostatus 

12. Ephedripites praeclarus 

13. Ephedripites praeclarus 

2266a 106.1:37.3 

2242a 107.2:42.2 

2298b 110.7:37.9 

2324a 101.1:30.4 

2328a 100.7:42.2 

2341a 98.1:26.2 

2321a 104.2:31.9 

2329a 113.6:46.1 

2327a 101.2:41.0 

2267b 106.0:32.5 

2331a 107.5:25.5 

14. Ephedrψites huanghaensus 2356a 114.8:41.5 

15. Classopollis parva 2270a 102.1:27.0 

16. Classopollis cllassoides 2363a 108.1:3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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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0 

1. Alnus vera 2306b 108.9:46.1 IIH- 1Xa 3217 m 

2. Betula claripites 2230a 111.0:30.0 IIH- 1Xa 296 m 

3. Carpinus 2236a 95.5:31.8 IIH- 1Xa 424 m 

4. Myrica 2228a 114.2:29.8 IIH- 1Xa 259 m 

5. Triatriopollenites 2363b 103.2:35.6 Kachi- 1 1896 m 

6. Extratriporopollenites 2324a 114.1:44.5 Kachi- 1 817 m 

7. Ulmipollenites krempii 2326a 101.9:36.0 Kachi- 1 872 m 

8. Ulmipollenites tricostatus 2324a 111.2:37.2 Kachi- 1 817 m 

9. Ulmipollenites undulosus 2232a 115.0:43.0 IIH- 1Xa 332 m 

10. Ulmipollenites undulosus 2228a 114.1:29.6 IIH- 1Xa 259 m 

11. Tilia 2242a 104.4:31.0 IIH- 1Xa 533 m 

12. Engelhardtia 2267a 111.9:32.0 IIH- 1Xa 1134 m 

13. caηla 2236a 104.2:41.4 IIH- 1Xa 424 m 

14. Engelhardtia 2270a 99.0:31.2 IIH- 1Xa 1225 m 

15. Juglans 2238a 100.2:37.4 IIH- 1Xa 460 m 

16. Juglans 2232a 107.2:42.8 IIH- 1Xa 332 m 

17. PterocarγQ 2235a 112.3:40.6 IIH- 1Xa 40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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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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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1 

1. Quercus 2233a 114.3:36.3 IIH- 1Xa 360 m 

2. Euphorbiaceae 2241a 110.8:27.0 IIH- 1Xa 515 m 

3. Fagus 2242a 95.8:34.8 IIH- 1Xa 533 m 

4. Salix 2328a 112.5:45.5 IIH- 1Xa 927 m 

5. Castanea 2242a 111.2:48.0 IIH- 1Xa 533 m 

6. Acer 2253a 102.8:45.5 IIH- 1Xa 735 m 

7. Acer 2312a 114.2:39.0 Kachi- 1 488 m 

8. Tricolpate pollen 2249b 108.2:24.8 IIH- 1Xa 661 m 

9. Ilex 2241a 106.8:45.8 IIH- 1Xa 515 m 

10. Rutaceae 2248b 94.3:37.5 IIH- 1Xa 643 m 

11. Tricolporate pollen 2246a 97.0:46.5 IIH- 1Xa 606 m 

12. Ligustrum 2312a 98.5:40.8 Kachi- 1 488 m 

13. Tricolporate pollen 2237a 106.0:46.5 IIH- 1Xa 442 m 

14. Rosa (?) 2249b 113.1:41.0 IIH- 1Xa 661 m 

15. Rhus 2257a 115,0:26.5 IIH- 1Xa 808 m 

16. Chrysoplenium 2237a 103.2:39.6 IIH- 1Xa 442 m 

17. Rosaceae 2241a 103.8:31 .1 IIH- 1Xa 515 m 

18. Umbelliferae 2232a 106.4:31.0 IIH- 1Xa 332 m 

19. Umbelliferae 2228a 114.0:34.5 IIH- 1Xa 259 m 

20. Eucommiidites 2348a 110.4:36.4 Kachi- 1 1484 m 

21. Cyrillaceoψollenites 2270a 110.9:35.8 IIH- 1Xa 1225 m 

22. Tricolporate pollen 2270a 104.7:31.5 IIH- 1Xa 1225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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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1 

- 55 -



PLATE 3- 12 

1. Lonicera 

2. 아Teigela 

3. Symplocos 

4. Liquidambar styrac떠ua 

5. R etimultiporopollenites 

6. Persicaria 

7. Liquidambar sp. 

8. Viburnum 

9. Linguliflorae 

10. Chenopodium 

11. Gramineae 

12. Callistopollenites 

13. Liliaceae 

2246b 113.0:45.5 

2232a 109.2:43.2 

2247a 113.3:27.3 

2229a 111 .8:29.0 

2233a 114.5:43.3 

2236a 98.3:40.5 

2233a 113.0:39.3 

2236a 109.2:37.3 

2233a 113.0:35.8 

2246b 107.8:41.2 

2249b 113.2:40.8 

2356a 96.2:30.0 

2347b 103.7:3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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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 1Xa 

IIH- 1Xa 

IIH- 1Xa 

IIH- 1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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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 1Xa 

IIH- 1Xa 

IIH- 1Xa 

Kachi- 1 

Kachi- 1 

606 m 

332 m 

625 m 

277 m 

360 m 

424 m 

360 m 

424 m 

360 m 

606 m 

661 m 

1704 m 

1457 m 



PLATE 3-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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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3 

1. Trapa Oarge type) 

2. Trapa (medium type) 

3. Trapa (small type) 

4. Asteropollís 

5. Díporocolpopollenítes 

2237b 105.8:35.7 

2245a 111.7:40.8 

2241a 103.6:45.1 

2233a 114.2:26.0 

2318a 115.3:31.6 

6. Aquílapollenítes Juvenís 2347a 103.8:26.8 

7. Aquílapollenítes eurγpteronus 2375a 99.4:3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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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 1Xa 

IIH- 1Xa 

IIH- 1Xa 

IIH- 1Xa 

Kachi - 1 

Kachi- 1 

Kachi- 1 

442 m 

588 m 

515 m 

360 m 

652 m 

1457 m 

2225 m 



PLATE 3-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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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4 

l. Cypridea cavernosa Galeeva, IIH- 1Xa 930 m, RV, x50 

2. Cypridea cavernosa Galeeva, IIH- 1Xa 1501 m, LV, x40 

3. Cypridea cavernosa Galeeva, IIH- 1Xa 881 m, RV, x45 

4. Cypridea cavernosa Galeeva, IIH- 1Xa 1243 m, LV, x25 

5. charophyte, IIH- 1Xa 1085 m, x90 

6. Cypridea cavernosa Galeeva, IIH- 1Xa 933 m, L V, x43 

7. Cibicides praecinctus (Karrer) IIH- 1Xa 296 m, RV, x50 

8. tooth, IIH- 1Xa 332 m, x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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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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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5 

l. Cypridea cavemosa Galeeva, Kachi- 1 735 m, RV, x50 

2. Cypridea cavemosa Galeeva, Kachi- 1 789 m, LV, x45 

3. Cypridea cavemosa Galeeva, Kachi- 1 753 m, RV , x50 

4. Cypridea cavemosa Galeeva, Kachi- 1 735 m, LV, x50 

5. Cypridea cavemosa Galeeva, Kachi- 1 753 m, RV, x50 

6. Cypridea gigantea Ye, Kachi- 1 680 m, LV, x30 

7. Cypridea gigantea Ye" Kachi- 1 927 m, RV, x30 

8. Cypridea gigantea Ye, Kachi- 1 680 m, RV, x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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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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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6 

1. Cypridea cavernosa Galeeva, Kachi- 1 1274 m, RV, x40 

2. ostracod indet. , Kachi- 1 1274 m, LV, x80 

3. ostracod indet. , Kachi- 1 1192 m, RV, x70 

4. ostracod indet. , Kachi- 1 735 m, LV, x30 

5. Cypridea cavernosa Galeeva, Kachi- 1 735 m, RV, x50 

6. charophyte, Kachi- 1 899 m, x90 

7. gastropod, Kachi- 1 899 m, x40 

8. bivalve, Kachi- 1 607 m, RV, x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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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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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章 層序 및 堆積環境

第1節 層序

금년도 연구지역인 군산 분지의 남서 소분지에 시추된 Kachi-l공 및 IIH-IXa 

공에 발달된 퇴적층들의 지질 시대는 화분， 포자 화석과 석회질 미화석에 대한 고 

생물 연구에 의하여 결정하였다. Kachi-l공의 하부에 분포된 기반암의 경우 화석 

이 산출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시대 결정은 어려우나， 초기 백악기 - 트라이아 

스기로 판단된다. 신생대 제371 팔레오세와 초기 마이오세 사이에 형성된 퇴적층 

은 Kachi-l공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IIH-IXa공에서는 올리고세 퇴적층이 결 

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연구 지역에 분포되어 있는 백악기 퇴적층은 신생대 제371 퇴적층 하위에 부정 

합 관계로 발달되어 있으며， 경상누층군에 대비된다. 즉， Kachi-l공의 백악기 층 

은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에 IIH-IXa공의 백악기 층은 하양층군에 대비된다. 

신생대 팔레오세에 형성된 퇴적층은 열개 작용에 의하여 퇴적 분지가 만들어진 

후에 본격적인 침강작용이 일어나면서 형성된 것으로 분지 전체에 걸쳐 비교적 

고른 층후를 가지 며 발달되 어 있으나 Kachi-l공 지 역 에 서 는 삭박되 어 분포되 지 

않는다. 에오세에 형성된 퇴적층은 군산 분지에 발달한 퇴적층 중 가장 두껍게 발 

달되어 있다. 올리고세 퇴적층은 분지의 경계를 이루는 주 단층 인접지역에 두껍 

게 발달되어 나타나며 연구 지역에 위치한 시추공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시추공에 분포된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연구 지역에서 전반적으로 매우 앓게 

발달되어 나타난다. 이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Kachi-l공에서 분포되어 있지 않 

으며， IIH-IXa공에서는 96m의 층후를 가지며 발달되어 있다. 중기 마이오세 이후 

에 형성된 퇴적층들은 군산 분지를 포함 황해 전지역에 걸쳐 일어난 광역적인 침 

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거의 평탄한 면에 수직으로 퇴적되었다. 

금년도 연구지역인 남서 소분지를 포함 군산분지는 육성 쇄설성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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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tic sediments)로 충진되어 있다. 남서 소분지에 시추된 Kachi-l공 및 

IIH-IXa공의 많은 구간에서는 육성 환경을 지시하는 적색 퇴적물의 발달이 확인 

되었다. Kachi-l공 지역의 경우 백악기 시대에 화산 활동이 있었다. 이들 시추공 

으로부터 미화석의 산출은 동중국해 분지 및 울릉분지에 비하여 매우 미약하며， 

중간에 화석 빈약대 (poor palynomorph zone)가 많이 나타나는 관계로 각 시대에 

대한 정확한 경계를 구획하는 것은 쉽지 않다. 이 중 화분， 포자 (pollen and 

spores) 화석이 가장 흔하게 산출되며， 이밖에 담수성 (nonmarine) 의 와편모 조 

류 (dinoflagellates), 개 형 충 (ostracods ), 윤조 <Charophytes) 및 소 형 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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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astropods) 화석이 소량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연구지역의 생층서 

(biostratigraphy) 분대는 주로 화분， 포자 화석에 의하여 이루어졌으며， 정확한 층 

서 경계는 시추공으로부터 획득된 물리검층 (well logging) 자료를 이용하여 결정 

하였다. 

1. Kachi-l공 

Kachi-l공은 남서 소분지 의 서 부에 위 치 하고 있으며 , 총 심 도 2726.3 m가 시 추 

되었다 (Fig. 4-1). 본 공에서는 신생대 처:1371 팔레오세에서 초기 마이오세까지 사 

이에 형성된 퇴적층은 결층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으며， 백악기 퇴적층은 매우 두 

껍 게 발달되 어 있다 (Fig. 4-1). 심 도 613m 상위 구간에 는 중기 마이 오세 이 후에 

형성된 쇄설성 퇴적암류가， 심도 2693m 하위 구간에는 초기 백악기 내지 트라이 

아스기로 사료되는 탄산염암으로 구성된 기반암이 분포되어 있다. 

본 시추공으로부터 산출된 미화석은 화분， 포자 화석과 개형충 화석， 윤조 화석 

및 소형 복족류 화석으로， 이들 중 화분， 포자 화석이 가장 풍부하게 산출된다. 개 

형충 화석은 개체 수는 많지 않으나 지속적인 산출 양상을 보이며， 윤조 화석은 

주로 상부 구간에서 많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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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DESCRIPTION 

p'~edqminated tJy . un~n~olidilted sandstone, 
thin ç;!aystpJ:le &li9.r:1ite; Sandstone:tJ!insl.uscent 
to rni1ky y.<hite, mea[urri to ∞arse grainec;j, 
~l!bangular.!o: élngular， moder~telyìo well.sorted, 
Ç;lay.stõl:lI~: lig t]t gray‘ ve마 soft, 
Ligñite: blaCK, br'õwñìsh tílack, soft, woody 

f.'redqmina~.d by. clay.s).one, thi(! !!iljslol]e, sanq!itpn~ & 
!imestone, Çlay.s\ol]é/si!t~tqÌ1e: .1i 9~t..qark gray, light-dark 
þ'row!1 ,. moderãtely .harq to hard, "þlocky; 
Sand~ton~ : very .. thin , c1ear, tfarislu~cérit .quartzol>~ ， 
very ~ne to me'd,iu.rT) , POÇlrly to rl]9d~réltE! ly sort~c:l ，.friable 
)0 well.cemen.ted ; . Lim.esto~e : yellqwish brown, light 
brown,brown,hard to ve매 har,’ microcrystallirie ro cryptöcryställìiiEi: - -- -_., .. _. - , .... _. -_. ,--_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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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erbedqed silt!1tone ~ cI.aystÇl!1~ι thi lJ..~an<!ston.e， .. aþrupt 
inqe,ase in !1é1.nlis,tone b~low 1586r1]; Clay'stqne/s.ílts~Çlne 
soft firrn , reddis~ þrqwn, bro~_n ， p'a에y varicolored, silty, 
1}0nCi!lcareous, blocky t9 subfissile; 
;')andstqne: quar:tzosé. cI!!aJ to transluscent, subangular 
to <!ng비aι p'oqrly s。πed ， fine t。 ∞arse 
gra!ned, par'tly loó~e .&. u.n.consplidat!ld" ∞al . .frilgment, 
èarbonàeeous material: Limestone: buff. dark brown. 
Marl/calcareous claystòne occurs at 1550m -1559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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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9min~ted by ~eddi !ih brQwn_claystone &siltstone, traces 
of sandstone: rhyolitic tuff at 236~m -2386 m 

Volcanic flow: aphanitic andesite or basalt 

pomin'!ted þy ma~.si)l!l . sandsl91)e in \lP.P!'l~ & siltstone i[1 
!ower; Sands'onE!:light ~rown ， light reddi~h þrqwn: veryfine 
t。 ∞arse.grain~d ， quaπzo~e~põorly sortt;!q, !iil,icà 
。vergrqwt’ well çemented; S~tstoñe : reddish brown 
to rust brown, carbonaceolÍs 
Dolomite: hard, den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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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Geological summary of the Kachi-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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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기반암 

기반암은 심도 2693m 하위 구간에 발달하고 있으며， 회색의 치밀한 은미정질 

백운암 (cryptocrystalline dolornite)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백운암에 발달된 단열 

(fracture)은 석회석 (calcite)으로 충진되어 있으며 ， 공극 (pore)은 관찰되지 않는 

다. 기반암으로부터는 화석이 산출되지 않은 관계로 정확한 지질 시대의 규명은 

어려운 상태이나， 중생대의 초기 백악기 - 트라이아스기 (?)에 퇴적된 지층으로 

판단된다. 이 기반암의 지질 시대의 정확한 규명을 위하여서는 탄산염암에서 흔히 

산출되는 미화석인 코노돈트 (conodont)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나. 백악기 퇴적층 

Kachi-1공에 분포된 백 악기 퇴 적 층의 하한은 심 도 2693 m 상한은 심 도 613 m 

로 층후는 2080 m에 달한다. 본 백악기 퇴적층 내에서 확인된 3개의 부정합면 (심 

도 2452 m, 2280 m, 1335 m)에 의하여， 4개의 퇴적단위로 세분된다 (Fig. 4-1). 

최하부 퇴적단위인 심도 2693 m - 2452 m 구간의 상부에는 화산암류가 분포 

되어 있고 중부는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는 이암이 우세하게 나타 

난다. 하부 (심도 2693 m - 2607 m)에는 이암， 실트암 및 사암이 호층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역암이 나타난다. 역암의 기질은 적색을 띠는 사질 

물질로 이루어져 있으며， 역은 페블 사이즈 (pebble size)로 화산암， 백운암 및 쳐 

어트로 구성되어 있다 이암 또는 실트암은 적색 내지 적갈색을 띠며， 석회질이다. 

중부인 심도 2607 m - 2526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석영질로 극세립질에서 조 

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인다. 사암의 괴상으로 분급 상태는 불량하며， 석 

회질 교질물에 의하여 치밀하게 씨벤팅 (tight1y cemented) 이 되어있다. 상부구간 

(심도 2523 m - 2452 m) 구간에 분포된 비현정질 (aphanitic) 안산암 내지 현무 

암에 속하는 화산암류는 사암의 퇴적 직후에 분출된 것으로 상부는 풍화되어 나 

타난다. 이 화산암류의 하부 구간에는 화산암류와 풍화된 화산암류가 호층을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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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분포되어 있다. 심도 2693 m - 2452 m 구간에 에 발달된 퇴적암류의 형성 

시기는 화석의 산출이 매우 미약한 관계로 정확한 규명은 어려우나， 초기 백악기 

로 해석된다. 

심도 2452 m - 2280 m 구간은 주로 적갈색을 띠며 피실리티 (fis sili ty )가 발달 

된 석회질 이암 또는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구간의 중간 부분 (심도 2386 

m - 2362 m)에는 유문암질 응회암 (rhyolitic tufü이 분포되어 있다. 본 구간에서 

는 화분， 포자화석의 산출이 극히 불량한 관계로 정확한 시대 결정에 어려움이 따 

르나 이 구간의 상부에서 산출된 개형충 화석으로 미루어 초기 백악기로 추정된 

다. 

심도 2280 m - 1335 m 구간에는 주로 실트암과 이암이 호층을 이루며 분포되 

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상부 (심도 1586 m - 1335 m)는 

실트암과 이암의 호층을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이 

암은 석회질로 갈색， 회갈색， 녹색， 녹회색， 회색 등 다양한 암색을 띠며， 간혹 이 

회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심도 1586 m의 하위에는 사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사 

암은 보통 극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분급 상태는 불 

량하다. 사암은 대부분 각형에서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이고 석회질 물질로 교질화 

되어 있어 공극 (visible pore)의 발달은 불량하다. 이암과 실트암은 거의 대부분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띈다. 실트암은 비석회질로， 보통 괴상으로 나타나며， 간혹 엽 

편상을 보이기도 한다. 일부 구간에서 석탄편과 탄산염 물질이 나타나기도 한다. 

본 구간 (심도 2280 m - 1335 m)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산출된 화석으 

로 미루어 초기 백악기 말 (Aptian - Albian)로 해석된다. 

백악기 퇴적층 중 최상부 퇴적단위인 심도 1335 m - 613 m 구간은 주로 이암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 실트암 및 석회암이 협재되어 있다. 최하부 (심도 

1335 m - 1328 m)에서는 암색이 적갈색 내지 적색에서 연회색 내지 연갈색으로 

변화한다. 심도 1145 m를 경계로 하위에는 주로 이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실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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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 및 석회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심도 1145 m 상위는 거의 대부분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실트암， 사암 및 석회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이암은 회 

색에서 암회색을 띠며 탄산염암이 나타난다. 사암은 박층으로 나타나며，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입도를 가진다. 사암은 석영질로 분급 상태는 불량하거나 보통이 

다. 회색 내지 갈색을 띠는 실트암은 단단한 편이며 괴상이다. 본 구간의 퇴적층 

은 산출된 화석으로 미루어 후기 백악기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 중기 마이오세 이후 퇴적층 

중기 마이오세 이후에 형성된 퇴적층 (심도 613 m - 99.7 m)은 백악기 퇴적층 

상위에 부정합 관계로 발달되어 있으며， 층후는 513.3 m에 달한다 (Fig. 4-1). 본 

시추공의 심도 458.7 m 상위 구간으로부터는 시추 암편 시료가 회수되지 않은 관 

계로 암상과 화석에 의한 층서 분대는 이루어지지 않았다. 

최하부인 심도 613 m - 607 m 구간은 주로 미고결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연회색의 미고결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하부에 발달된 사암은 중립질 내 

지 조립질로 양호한 분급 상태와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원마도를 가진다. 반면 상 

부에 발달된 사암의 경우 극세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분급 상태 또한 불량하다. 

심도 607 m - 595 m 구간은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이 

협재되어 있다. 이암은 연회색을 띠며， 미고결 상태이다. 사암 역시 고결되지 않았 

으며，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대부분 아각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간혹 아원형의 원 

마도를 가지는 입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심도 595 m - 558 m 구간에는 미고결의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 

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원마 

도를 보이며， 분급 상태는 보통이다. 

558 m - 458.7 m 구간은 대부분 미고결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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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과 고결이 안된 이암이 협재되어 있다.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아각형에 

서 아원형의 원마도와 보통의 분급 상태를 보인다. 이암은 회색 내지 암회색의 암 

색을 띈다 

심도 613 m - 458.7 m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은 산출된 화석으로 미루어 중기 

마이오세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458.7 m 상위 구간은 시료가 회수되지 

않은 관계로 화석에 의한 시대 결정은 이루어지지 않았으나 플라이오세 이후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1표I-IXa공 

IIH-1Xa공은 남서 소분지 의 동부에 위 치 하고 있으며 총 심 도 3467 m가 시 추 

되었다 (Fig. 4-2). 본 공은 기반암까지 시추는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고 제3기의 

올리고세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지 않다. 최하부인 심도 3144 m 하위에 발달한 퇴 

적층으로부터는 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는 관계로 시대 결정은 어려우나， 백악기 

퇴적층으로 사료된다. 심도 2522 m - 1446 m 구간에는 화석의 산출이 매우 적은 

화석 빈약대인 관계로 팔레오세와 에오세의 경계 구분은 이루어지지 않았다. 

본 시추공에서는 신제371 에 해당하는 상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미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하다. 이는 상부 구간을 제외한 나머지 구간은 대부분 미화석의 보존에 

적합하지 않은 산화 환경에서 발달되는 적색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신제371 퇴적물의 시대는 화분， 포자 화석에 의하여， 하위의 구간에 대하 

여서는 윤조 화석이 산출되는 구간에 한하여 지질시대를 결정하였다. 

가. 백악기 퇴적층 

IIH-1Xa공에 발달되 어 있는 백 악기 퇴 적 층은 심 도 2824 m 하위 에 분포되 어 있 

으며， 주로 육성의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상부 구간에는 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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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암이 협재되어 나타나며， 최하부 구간에는 갈색 내지 적갈색의 실트질 이암이 

발달되어 있다. 사암은 심도 3284 m 하위 구간에서 우세하게 나타난다. 심도 3284 

m 상부 구간에 나타나는 사암은 회색 혹은 갈색을 띠며， 극세립에서 중립질의 입 

도를 가진다. 하부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로 회색을 띠며， 각 

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이 사암의 교질물은 탄산염 광물과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치밀하다. 이암과 실트암은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며， 대부분 석회질이다. 

이암과 실트질 이암에는 엽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심도 3144 m 하위에 발달된 퇴적층으로부터는 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하여 

시대 결정은 어려우나 백악기 퇴적층으로 사료된다. 심도 3144 m - 2824 m 구간 

에 분포된 퇴적층은 산출된 화분 포자 화석으로 미루어 후기 백악기에 형성된 것 

으로 해석된다. 

나. 팔레오세 퇴적층 

심도 2824 m - 2522 m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팔레오세 퇴적층에는 사암， 이암 

및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 4- 2). 심도 2774 m 하위 구간에는 극세립질의 

석회질 사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최하부 구간에는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심도 2718 m 구간에서는 증발암류인 경석고가 나타나기도 한다. 

중간 구간은 주로 갈색 내지는 적갈색을 띠는 석회질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 

부 구간에는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의 석회질 사암과 갈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과 

실트암이 호층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다. 

다. 팔레오세 - 에오세 퇴적층 

심도 2522 m - 1446 m 구간은 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한 관계로 정확한 층 

서 분대가 이루어지지 않았으며， 올리고세와 에오세 사이에 형성된 퇴적층이다 

(Fig . 4-2) 심 도 2522 m - 1986 m 구간에 는 사암， 실트암 및 이 암이 호층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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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며 발달되 어 있다. 간혹 이 회 암 (marl)이 나타나기 도 한다. 사암은 석 영 질 

(quzrtzose)로 연갈색을 띠며， 탐산염 광물로 교질화가 되어 있다. 이 사암의 입도 

는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이다. 실트암과 이암은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며， 석회질 

이기도 하다. 

심도 1986 m - 1650 m 구간에는 역암 내지는 역질 사암과 이암이 교호하며 

나타난다. 사암은 하부 구간에서 15 m 정도의 두께로 나타나며， 세립질 내지 중립 

질로 각형에서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의 골격 입자로는 화산암 기원의 

암편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간혹 심성암과 변성암 기원의 암편도 관찰된다. 역암 

을 구성하는 역은 주로 페블 사이즈 (pebble size)의 쳐어트 Cchert)로 이루어져 

있다. 이암은 주로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며， 석회질이다. 

심도 1650 m - 1446 m 구간은 주로 석회질 이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사암이 협재되어 있다. 

라. 에오세 퇴적층 

에오세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는 심도 1446 m - 815 m 구간은 주로 석회질 이 

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최상부 구간에는 사암과 이암이 호층을 이루며 

나타난다. 이암의 암색은 주로 갈색 내지 적색이나 심도 1292 m에서 931 m 사이 

의 일부 구간에서는 녹색을 띄기도 한다 석회질 이암에서는 최대 3mmx8mm 

크기의 탄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단괴 (carbonate nodule) 이 자주 관찰된다. 또한 

각형의 실트 사이즈 (silt size)의 석영과 장석 입자가 흔히 포함되어 나타난다. 

마.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 (심도 815 m - 719 m)은 에오세 퇴적층 상위에 부정합 

관계로 발달되어 있으며， 층후는 96 m이다. 이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주로 미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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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상태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연회색의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사암은 각형으로 중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간혹 아원 

형의 갈색， 녹색 및 검은 색의 역을 포함하고 있다.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으로 

부터는 초기 마이오세를 지시하는 화분 포자 화석이 산출되었다. 

바. 중기 마이오세 제4기 퇴적층 

중기 마이오세 - 제4기 퇴적층은 거의 평탄하게 퇴적된 것이 특정이다. 본 중 

기 마이오세- 제4기 퇴적층의 암상은 하위에 분포된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암 

상과 흡사하나， 갈탄이 협재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 마이오세에서 제4기 사이에 

발달된 퇴적물은 고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시추 시에는 거의 대부분 모래만이 회 

수되었다. 이로 인해 암상의 분석을 위해서는 물리 검층자료를 이용하는 수밖에 

없었다. 

IIH-1Xa공에서 중기 마이오세 - 제4기 퇴적층은 심도 719 m - 92 m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암편 시료는 심도 227 m에서부터 회수되었다 (Fig. 4-2). 따라 

서 심도 227 m 상부 구간에 대한 퇴적 퇴적암석학 및 고생물 연구는 전혀 이루어 

지지 못했다. 한편 암편 시료가 회수된 구간 (심도 719 m - 227 m)은 주로 미고 

결 상태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박층의 갈탄층과 연회색의 이암이 협재 

되어 나타난다. 모래의 입자는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원 

마도를 보인다. 

미화석에 의한 생층서 연구에 의하면 심도 719 m - 470 m 구간은 중기 마이 

오세에 형성된 것으로， 심도 470 m - 227 m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은 플라이오세 

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227 m 상위 구간에 대해서는 시추 시료가 회수 

되지 않은 관계로 미고생물에 의한 생층서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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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堆積環境

1. Kachi-1공 

가. 백악기 

Kachi-1공 백 악기 퇴 적 층의 최 하부인 심 도 2693 m - 2607 m 구간에 는 이 암， 

실트암 및 사암이 호층을 이루며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역암이 발달되어 있다. 이 

역암은 기질이 적색인 점으로 미루어 육성의 선상지 (alluvial fan) 환경에서 퇴적 

된 것이며， 적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과 실트암은 건조한 기후 하의 충적 평야 

Cflood plain)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2607 m - 2526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2526 m - 2452 m 구간에는 비현정질 안산암 혹은 현무암이 분포되어 있 

으며， 이들 화산암체의 상부는 풍화되어 나타난다. 이들 화산암은 사암이 퇴적된 

직후에 분출된 것으로， 부분적으로 적색을 띠는 점으로 보아 육상에서 화산암의 

분출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화산암 상부의 부정합면 (심도 2452 m)부터 심도 2280 m까지의 석회질 이암 

또는 실트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는 (심도 2386 m - 2362 m)에는 유 

문암질 응회암 (rhyolitic tuff) 이 분포되어 있다. 석회질 이암 또는 실트암은 암색 

이 적색 내지 적갈색인 점으로 보아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응회암 또한 암색이 적색인 점으로 미루어 산화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해석된다. 

2280 m - 1586 m 구간에는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암이 협재되 

어 나타난다. 극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의 입도를 가지는 사암은 대부분 물리 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 

석되며， 주로 적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과 실트암은 범람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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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간혹 협재되어 나타나는 석탄편과 탄산염암은 건조한 기후하의 플라야 호수 

(playa lake)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1586 m - 1335 m 구간은 주로 이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 

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하위 구간에 분포된 이암이 적색인 반면， 본 구간에 발달된 

이암은 갈색， 회갈색， 녹회색， 회색 등 다양한 암색을 보인다. 이는 기후 변화와 이에 

관련된 환경의 변화 즉 하위 구간에 비하여 상당히 습윤한 기후로 바뀌었음을 지시 

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1335 m - 613 m 구간에는 이암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사암， 실트암 및 탄산 

염암이 협재되어 있다. 하부에 발달된 사암의 경우 물리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 

상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본 구간의 퇴적 

물에서는 대형 포자 화석과 양치류 포자 화석이 다량 산출되었으며， 담수성 조류， 개 

형충， 윤조 및 와편모 조류 화석도 많이 산출되었다. 이암의 경우 구간에 따라 상이한 

암색이 나타난다. 예를 들자면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암회색에서 적갈색으로 그리 

고 다시 암회색에서 갈색으로 변하며 상부에서는 암회색에서 녹회색으로 변화한다. 

이는 기후의 변화에 관계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건조한 환경의 범람원 환경에서는 

갈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이 형성되며， 이 지역이 습윤한 기후 하에서는 얄은 호수 환 

경으로 바뀌어 회색 내지 암회색의 이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탄산염암과 

이회암은 건조한 기후하의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것이다. 따라서 본 구간은 몇 차 

례 반복된 기후 변화에 따른 퇴적지의 환경 변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중기 마이오세 - 제4기 

본 시추공의 심도 458.7 m 상위 구간으로부터는 시추 암편시료가 회수되지 않은 

관계로 암상， 화석 및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한 퇴적 환경에 대한 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 83 -



최하부인 심도 613 m - 607 m 구간은 주로 미고결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회색의 미고결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하부에 발달된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 

질로 괴상이며， 물리 검층 상에서 뚜렷한 상향 세립화와 상향 조립화를 보이지 않는 

다. 이 사암은 고 에너지 (high energy)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상부 

에 발달된 사암의 경우 극세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분급 

상태 또한 불량하다. 

심도 607 m - 595 m 구간은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이 협재 

되어 있다. 이암은 연회색을 띠며， 미고결 상태이다. 사암 역시 고결되지 않았으며，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대부분 아각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암은 공급지로 

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지역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595 m - 558 m 구간에는 미고결의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암 

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괴상의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역시 고 에너지 환경에 

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심도 558 m - 458.7 m 구간은 대부분 미고결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갈탄과 고결이 안된 이암이 협재되어 있다. 괴상의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고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암은 회색 내지 암회색의 암색을 띠는 

점으로 보아 호수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458.7 m 상위 구간은 시료 

가 회수되지 않은 관계로 퇴적 환경의 해석은 이루어지지 못했다. 

2. IIH-IXa공 

가. 백악기 

IIH-1Xa공에서 백악기 퇴적층은 심도 2824 m 하부에서부터 총심도인 3467 m 

까지 분포되어 있다 (Fig. 4-2). 최하부 구간에는 갈색 내지 절갈색의 실트질 이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실트질 이암의 암색이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는 것과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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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질인 점으로 미루어， 건조한 기후하의 범람원 Wood plain) 환경에서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심도 3468 m - 3285 m에는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 4-2). 사암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각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이암 

은 갈색 또는 적갈색을 띠는 점으로 미루어 건조한 기후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며， 각형의 원마도는 공급지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지 

역에 퇴적되었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심도 3285 m - 2824 m 구간에는 이암 실트암과 사암이 호층을 이루며 나타난다. 

이암의 암상은 하위 구간과 유사하나， 사암의 경우 극세립질의 입자가 나타난다. 본 

구간에 분포된 퇴적물 역시 건조한 기후에서 하천 혹은 범람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사암의 양이 하부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적은 것은 이시기에 조립 

질 퇴적물의 공급이 적었거나 침강 속도가 상대적으로 느렸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 

다. 

백악기 시대의 기후는 전반적으로 따뜻하고 건조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나. 팔레오세 

팔레오세에 형성된 퇴적층은 심도 2824 m - 2552 m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이암， 실트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심도 2824 m - 2774 m에는 

극세립질의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최하부에서는 세립질 내지 중립질 

사암이 나타난다. 이들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뚜렷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 

지 않는 것과 극세립질인 점으로 미루어 건조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좀더 자세히 설명하자면 건조한 기후 하에서는 하천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사질 퇴적물의 경우 비가 왔을 때 일시적으로 형성되는 하 

천 (ephemeral stream)을 통하여 이동되게 된다. 이때 이들은 분지 중앙까지는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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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되지 못하고， 하천의 말단부분에서 세립질 모래가 로브의 형태로 퍼져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 (playa lake)에서 형성된 이암 사이에 퇴적되게 된다. 심도 2718 

m 구간에서는 경석고가 발달되어 있다. 이 증발암은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것 

으로 이 당시 기후가 매우 건조하였음을 지시하는 것이다. 

본 팔레오세 퇴적층의 중간 구간에는 주로 갈색 내지 적갈색의 석회질 이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간혹 이회암 (marl)이 나타나기도 한다. 이들은 건조한 기후 하 

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상부 구간에는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의 사암 

과 갈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과 실트암이 호층을 이루며 나타난다. 이들 역시 건조 

한 기후 하에서 하천의 발달이 미약한 환경의 범람원 상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 

된다. 그러나 이들의 퇴적 당시에는 이전보다는 상대적으로 좀 더 자주 비가 내렸 

던 것으로 판단된다. 

전반적으로 팔레오세 시기에는 기후가 상당히 건조하였으며， 하천의 발달이 매 

우 미약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다. 팔레오세 - 에오세 

팔레오세 - 에오세에 형성된 퇴적층은 심도 2522 m - 1446 m 구간에 발달되 

어 있다 (Fig. 4-2) 심도 2406 m - 1983 m 구간에는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교 

호되며 발달되어 있다. 실트암과 이암은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며， 운모를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간혹 석회질이기도 하다. 이들은 건조한 기후의 범람원 환경에 

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의 사암은 하천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최하부 구간에 발달된 사암의 경우 물리검층 상에서 상 

향 세립화 경향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심도 1983 m - 1650 m 구간에는 역암 또는 역질 사암과 이암이 교호하며 나타나 

는 것이 특정이다. 하부에는 약 20 m 두께로 흰색 또는 연회색의 세립질 내지 중립 

질 사암이 나타난다. 역암의 역은 주로 쳐어트질의 페블 (pebble)로 이루어져 있으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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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질은 이질 (argillaceous) 물질과 세립에서 중립질의 모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이암은 연회색， 연갈색 혹은 회갈색 및 적갈색을 띈다. 갈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은 

주로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역암은 기질이 이질 퇴적물로 이루어 

진 점으로 보아 선상지 환경에서 쇄설류 (debris flow)에 의해 이동되어 형성된 것으 

로 판단된다. 하부에 발달된 사암은 물리검층 자료가 불량하여 정확한 퇴적환경의 

분석은 어려우나， 미약하게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고 상 · 하위의 암상으로 미루어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사암 입자가 각형인 점으로 미루어 퇴 

적물의 공급지로부터 멀지 않은 곳에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1650 m - 1446 m 구간은 주로 적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사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이들은 각각 건조한 기후 조 

건하에서 형성된 범람원과 하천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 에오세 

에오세 퇴적층은 심도 1446 m - 815 m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주로 석회질 

이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 4-2) , 특히 이 구간에서는 상 · 하위 구간 

에서 보다 개형충 화석 (Cypridea carvernosa, C gigantea) , 복족류 화석 

( Gastropod)과 윤조 화석이 상대적으로 빈번하게 산출되는 점으로 보아， 습윤한 

기후 하에서 호수가 많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Cypridea는 염도 

(salinity)가 약간 높은 기수성 환경 (brackish environment)에서 생존하였던 화석 

으로， 이는 당시의 기후가 호수의 염도를 높일 수 있을 정도로 따뜻했음을 지시하 

는 증거이다. 최상부 구간 (심도 916 m - 815 m)에는 사암과 이암이 호층을 이루 

며 발달되어 나타난다. 

이암 및 이회암은 주로 갈색 내지 적갈색을 띠나， 심도 1292 m - 931 m 구간 

에서는 녹회색의 이암이 나타나기도 한다. 적색 내지 적갈색의 석회질 이암은 범 

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회암은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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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된다. 적색의 석회질 이암에서는 탄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단괴가 자주 관찰되 

는데， 이는 당시의 기후가 매우 건조했음을 지시하는 증거이다. 일부 구간에서 나 

타나는 녹회색 이암은 적색을 띠는 이암에 비해 약간 더 습윤한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최상부 구간에 발달된 사암의 경우 물리 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해석된다. 

IIH-1Xa공에서 잉어 -1공과 해마-1공 지역에 비해 조립질 퇴적물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은 이 시추공 지역이 퇴적물의 공급지로부터 멀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본 시추공에 분포된 에오세의 이암은 주로 건조한 기후의 범람 

원 환경에서 형성되었으나， 중간 구간은 플라야 호수 혹은 습윤한 기후하의 범람 

원 환경에서 형성된 퇴적층이 나타난다. 이는 에오세 초기에는 건조했으며， 중기 

에는 약간 습윤한 기후로 바뀌었다가， 후기에 들어와 다시 건조해졌다가 다시 습 

해지는 기후 변화를 지시하는 것이다. 

마. 초기 마이오세 

IIH-1Xa공에 분포되어 있는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심도 815 m - 719 m 구간 

에 발달되어 있다 (Fig , 4-2) , 본 마이오세 퇴적층에는 고결이 안된 사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간혹 연회색의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아각형의 원마도를 보이 

는 사암은 중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의 입도 변화를 보이며， 간혹 작고 아원형의 갈색 

혹은 흑색의 쳐어트 역을 포함하고 있다. 물리검층 자료가 불량한 관계로 이 구간에 

발달된 사암의 정확한 퇴적환경 분석은 어렵다. 그러나 전반적인 암상으로 미루어 사 

암의 퇴적은 구조운동과 관계가 있으며， 공급지로부터 그리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하천 혹은 호수 주변부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적색의 이암이 나타나지 

않으며， 사암의 입자가 조립질이고 적색 이암이 발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당시의 

기후는 습윤하였던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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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중기 마이오세 - 제4기 

중기 마이오세에서 제4기 동안에 형성된 퇴적층은 심도 719 m - 92 m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암상은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암상과 흡사하나， 갈탄이 협재 

되는 것이 특징이다. 중기 마이오세 제4기 퇴적층에 발달된 퇴적물은 고화가 되 

지 않은 관계로 시추 시에는 거의 대부분 모래만이 회수되었으며， 암편 시료도 심 

도 227 m 하위에서만 회수되었다 (Fig. 4-2). 

암편 시료가 회수된 구간 (심도 719 m -227 m)은 주로 미고결 상태의 모래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박층의 갈탄층과 연회색의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심 

도 719 m - 47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적색 이암 또 

는 점토가 나타나지 않으며 갈탄층이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소규모의 호수가 

많이 발달된 환경으로 해석되며 기후는 온난하고 습윤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산출된 화석으로 미루어 플라이오세에 IIH-1Xa공 지역은 해안에 인접한 저지 

대였을 것으로 해석되며 당시의 기후는 건조하고 한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3. 퇴적환경 및 고기후 

가. 백악기 

백 악기 퇴 적 암층은 변 형 을 많이 받아 정 확한 탄성 파상 (seismic facies) 분석 에 

어려움이 있다. 중생대 백악기 시기에는 연구지역을 포함 황해지역에 대륙성 열개 

작용 (intra-cratonic rifting)에 의 하여 분지 가 형 성 되 기 시 작한 시 기 이 다. 

초기 백악기에 Kachi-1공 지역에는 거의 대부분 건조한 기후 하에 형성된 범람 

원 환경이 발달되었다. 이 범람원에는 국지적으로 플라야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이 환경에 탄산염암이 퇴적되었다. 최하부 구간에 분포된 역암은 기질이 적색 이 

암으로 구성된 점으로 보아 육성의 선상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또한 화산암 

류의 상부가 풍화되어 나타나며， 부분적으로 적색의 암색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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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시 육상에서 분출되었으며 이후에도 상당 기간 육상에 그대로 노출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물리 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사암과 적색 내지 

적갈색의 이암이 교호하며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홍수 시에 범람원 환경에 하천 

이 발달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백악기에 Kachi-l공 지역의 기후는 전반적 

으로 매우 건조하고 따뜻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백악기 퇴적층의 상부에 나 

타나는 비적색 이암은 일시적인 기후 변화에 따른 퇴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 

으로 판단된다. 

암상 Clitho-facies) 분석 결과 후기 백악기에 Kachi-l공 지역에는 비가 온 후 

형성된 작은 규모의 얄은 호수가 범람원 환경에 많이 발달되었던 것으로 해석된 

다. 이 러 한 퇴 적 환경 과 습한 기 후는 산출된 화석 에 의 한 상 (bio-facies)분석 결 

과와도 잘 일치한다. 반면에 IIH-IXa공 지역의 경우 거의 대부분 범람원 환경만 

. 이 발달되어 있다. 

나.팔레오세 

Kachi-l공의 경우 연구지역인 남서 소분지의 융기부에 시추된 관계로 팔레오세 

퇴적층은 결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팔레오세에 IIH-IXa공 지역에는 적색을 띠 

는 이암의 발달이 우세한 점으로 미루어， 상당히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된 범람원 

환경이 주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박층의 사암과 경석고 및 이회암은 범 

람원 상에 형성된 하천과 소규모의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러한 퇴적 양상은 탄성파 탐사자료 상에서도 잘 확인된다. 즉， 분지 전체에 걸쳐 

비교적 층후가 균질하며 연속성이 양호하고 진폭이 큰 탄성파상은 퇴적층이 주로 

저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건 

조한 기후 하에서는 하천의 발달이 매우 미약하기 때문에 사질 퇴적물의 경우 비 

가 온 후 일 시 적 으로 형 성 되 는 하천 (ephemeral stream)을 통하여 이 동되 게 된 다. 

이때 이들은 분지 중앙까지는 이동되지 못하고 하천의 말단부분에서 로브의 형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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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퍼져 세립질 모래가 판 상으로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이암 사 

이에 퇴적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IIH-1Xa공에 발달된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 

의 사암은 전기한 퇴적작용과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다. 에오세 

융기부에 시추된 Kachi-1공의 경우 에오세 퇴적층은 결층으로 분포되어 있지 

않다. IIH-1Xa공은 융기부 인근에 시추된 것으로， 융기부 근처에서는 수평적 연장 

성이 매우 불량한 탄성파상이 나타나며， 남서쪽으로 갈수록 수평적 연장성이 좋은 

탄성파상으로 변해 가는 특징을 보인다. 이는 융기부 인근지역에는 선상지 발달하 

고 있으며， 남서쪽으로 가면서 점차 하천， 범람원 혹은 호수 환경으로 전이해 가 

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현상은 남부의 주경계 단층 인근지역에서도 잘 관찰 

된다. 

에오세 퇴적층은 주로 적색의 이암 상향 세립화를 보이는 사암과 이회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점으로 미루어 대체적으로 하천과 소규모의 플라야 호수가 발달되 

어 있는 범람원 환경이 우세하게 발달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에오세 퇴적층의 

중간 구간에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비적색 이암은 기후 변화에 의한 퇴적 환경의 

변화에 기인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회질 단괴의 산출은 이 시기에 기후가 매우 건 

조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그리고 선상지 환경에서 형성된 쇄설류가 나타나는 점 

과 사암 입자가 각형인 것은 IIH-1Xa공 지역이 공급지 즉， 융기부로부터 멀리 떨 

어져 있지 않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암상과 산출된 화석으로 미루어 전반적 

으로 에오세의 기후는 따뜻했으며 건조한 기후와 습윤한 기후가 교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라. 초기 마이오세 

Kachi-1공의 경우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결층으로 나타나지 않으며， IIH-1X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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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의 경우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층후는 96 m로 매우 앓게 발달되어 있다. 물 

리검층 자료가 불량한 관계로 IIH-IXa공에 발달된 역암과 사암의 퇴적환경 분석 

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전반적인 암상으로 미루어 퇴적 공급지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지 않은 하천 혹은 호수 주변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적색 이암이 나타 

나지 않는 점으로 미루어 초기 마이오세에는 습윤한 기후 하에서 호수의 발달이 

우세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활엽수와 침엽수가 혼합되어 나타나는 것은 당시 

기후가 다소 한랭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마. 중기 마이오세 - 제4기 

중기 마이오세에서부터 제4기 구간에서는 시추시 상당 구간에서 시료가 회수되지 

않았으며， 회수된 시추 시료 역시 고결이 안된 상태이다. 또한 상부 구간에 대해서는 

물리 검층 역시 수행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시기에 발달된 퇴적 환경의 해석에는 큰 

어려움이 있다. 

적색 이암이 산출되지 않으며 갈탄이 협재되는 점으로 미루어 중기 마이오세에는 

따뜻하고 습윤한 기후 하에서 소규모의 호수가 많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플 

라이오세에 연구 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동중국해 분지에는 해침으로 해성 퇴적물이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연구 지역의 경우 당시에는 해안에 인접한 저지대 환경이었으 

며， 기후는 다소 건조하고 한랭했던 것으로 해석된다. 

플라이스토세 이후의 해침으로 인하여 연구지역을 포함 황해 전지역은 해성 환경 

으로 바뀌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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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밝:留層 評價

第1節 濟在 뺨潤層 

1. Kachi- l공 

Kachi-1공에 서 발달된 가장 양호한 잠재 저 류층 (potential reservoir)은 심 도 

2021 m - 2017 m 구간과 1592 m - 1587 m에 분포되 어 있으며 , 사암으로 구성 되 

어 있다. 

심도 2021 m - 2017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물리 검층 상에서 뚜렷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 

(1592 m - 1587 m)에 발달된 잠재 저류층의 경우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양호한 공극률을 가진다. 그러나 점토 광물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에 의하면 심도 

약 1600 m에서 석유생성단계 (약 1000C) , 심도 약 2500 m에서 가스 생성단계 (약 

1700C)에 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석유자원의 부존을 규명하기 위하여 

서는 지화학적 모델링의 수행과 함께 덮개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요구된 

다. 

하위 구간에 분포된 사암은 대부분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간혹 조립질 입자 

가 관찰되기도 한다. 분급 상태는 보통이며， 입자의 원마도는 각형에서 아원형이 

다. 석영 입자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다. 공극은 부분적으로 탄산염 광물로 충진 

되어 있다. 상위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대부분 극세립에서 중립질까지의 입도를 

가지나， 간혹 조립질 입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분급 상태는 양호하며， 입자의 원마 

도는 아원형이다 사암을 구성하는 골격 입자 중 석영 입자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 

나며， 자생 광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은 미약하다. 

시추 시료가 불량한 관계로 잠재 저류암에 정확한 물리적 특성 및 공극 형태를 

파악할 수 없었다. 상부 구간에 발달된 사암에 는 자생 광물 (authigenic day 

mineraD에 의한 공극의 충진이 미약한 점과 이암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 결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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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루어 입간 공극이 용해 공극보다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 구간에 발달 

된 잠재 저류 사암의 공극은 부분적으로 탄산염 광물에 의하여 충진되어 있으며， 

용해 공극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다. 

2. 파-I-IXa공 

IIH-1Xa공에 서 발달된 가장 양호한 잠재 저 류층 (potential reservoir)은 심 도 

2012 m - 1956 m 구간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 저류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 

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 입자는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다. 원마 

도는 신선한 입자의 경우 각형이나 풍화가 된 입자의 경우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 

인다. 분급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입자간 접촉 상태는 점접촉 내지 선접촉을 

하고 있다. 사암의 골격을 이루는 입자는 대부분 석영 장석 및 암편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이중 암편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다. 암편은 거의 대부분 화산암 기 

원이며， 간혹 변성암 또는 심성암 기원의 암편도 관찰된다. 석영의 경우 거의 단 

결정질 석영 (monocrystalline qu빠z)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물게 복결정질 

(polycrystalline) 석 영 이 나타나기 도 한다. 

IIH-1Xa공에 발달된 퇴적암의 공극은 해저연으로부터 심도 약 2300 m 구간까 

지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 하부에서부터 심도 약 

TD까지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암은 거의 일정한 공극률을 나타내고 있다. 심 

도 약 2000 m를 경 계 로 상위 에 발달된 사암에 서 는 입 자간 공극 Gntergranular 

pore)이 잘 발달되 어 나타난다. 그러 나 하위 구간에 서 는 압밀 작용 (compaction) 

과 교질화 작용에 의하여 공극이 많이 감소하고， 미세한 입자간 공극 (micropore) 

과 용해 공극 (dissolution pore) 이 관찰된다. 탄산염 광물로 교질화 된 사암은 대 

부분 심도 약 2000 m 이하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이들 사암의 투수율은 유효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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극이 적은 관계로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공의 잠재 저류사암 입자의 접촉 상태는 점접촉 내지 선접촉을 하고 있다. 

공극은 부분적으로 탄산염 광물과 점토 광물로 충진되어 있으며， 입자간 공극이 

잘 관찰된다. 따라서 이 사암의 유체 투과율은 압밀 작용의 정도와 공극의 유형 

및 교질화 정도로 볼 때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2節 i尼岩의 續成作用

시추공이 관통한 퇴적층의 속성작용 (diagenesis)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점토 

광물의 퇴적심도 증가에 따른 변화를 연구하였다. 속성작용 정도를 측정하는 방법 

에 는 자생 광물 (authigenic mineraD의 유체 포유물 (fluid inclusion)을 조사하는 

방법， 동위원소를 측정하는 방법， 광물의 변화를 관찰하는 방법 등이 알려져 있다. 

유기물을 함유하고 있는 퇴적암에서는 목질부 화석인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vitrinite reflectance)를 측정 하거 나 열 분석 에 의 하여 성 숙도 (maturity) 또는 속성 

작용 정도를 인지하는 것이 가장 보편적으로 이용되고 있지만， 유기물 (organic 

matter)이 산출되지 않는 퇴적층에서는 무기물에 의하여 조사하지 않으면 안 된 

다. Kachi-l공과 IIH-IXa공에 서 는 유기 물의 산출은 최 상부의 지 층을 제 외 하고는 

전혀 산출되지 않는다. 따라서 무기물인 광물의 변화에 의하여 퇴적층의 속성작용 

정도， 나아가서 매몰 온도 Cburial temperature)를 추정하였다. 점토 광물은 준 안 

정상의 광물로서 온도 변화와 같은 주위의 환경 변화에 민감하게 변화하므로 속 

성작용의 지표로서 사용된다. 스멕타이트 (smectite)는 온도의 증가에 따라 일라이 

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 Cillite/ smectite mixed layer)을 거쳐 일라이트로 변화 

한다. 이 일라이트화 과정은 200 'C 미만의 저온에서 일어나므로 속성작용의 지시 

자로서 사용된다. 특히 불규칙형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에서 규칙형 

혼합층 광물로 변화되는 온도는 약 100'C 로서 이는 석유의 생성이 시작되는 온도 

아
 ω 



와 거의 일치한다. 따라서 Kachi-1공과 IIH-1Xa공의 점토광물 연구는 일라이트/ 

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의 변화에 초점이 맞추어졌다. 

Kachi-1공에서 약 300 m 간격으로 이질 암편 시료를 채취하여 점토광물의 X 

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위하여 암편 시료에서 2 ]lm이하 입 

도의 점토만을 원심 분리기를 사용하여 분리하였다. 분리된 점토 시료는 슬라이드 

글라스에 도포하여 모든 점토광물 입자가 같은 방향으로 놓이도록 방향성 시료 

(oriented sample)를 제작하여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X-선 회절분석 결과는 

심도증가에 따른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흔합층 광물의 변화를 뚜렷이 보여준다 

CFig. 5-1). 상부 구간에서는 불규칙 혼합층 광물이 산출되고 1658 m 시료부터 

R=l 규칙배열의 혼합층 광물이 산출된다. 또한 2563 m 하부 심도는 R=3 규칙배 

열의 혼합층 광물이 산출된다. 불규칙 (R=O)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은 

15A에서 001면의 회절 피크가 넓고 크게 나타난다. 이 피크는 에틸렌글리콜 처리 

시 17A으로 이동한다. R=l 규칙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회절반사는 녹니석 

(chlorite)의 14A 피크와 일라이트 lO A 피크 사이에서 넓게 나타난다. 그리고 

R=3 배열의 회절 피크는 10A에서 나타나며 이 피크의 저각도 쪽이 불룩한 비대 

칭의 모양으로 나타난다.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의 변화로써 추정되는 

온도는 1658 m 에서 약 100 0C 의 옹도에 도달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심 

도 이하의 퇴적층에서는 유기물이 함유되어 있을 경우 석유 생성단계에 도달하였 

을 것이다. 또한 R=3 형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되는 2563 m 

이하 심도의 퇴적층은 약 170 0C 정도의 고지온이 추정된다. 일반적으로 170 0C 이 

상에서는 유기물이 존재할 경우 가스 산출이 기대된다. 

IIH-1Xa공의 시 료도 Kachi-1공의 시 료와 같은 방법 으로 X-선 회 절분석 을 실 

시하였다 (Fig. 5-2). 그러나 IIH-1Xa공은 1700 m - 2500 m 구간의 시료가 확보 

되지 않았기 때문에 이 구간의 시료는 분석되지 않았다. 시료가 없는 이 구간의 

상부는 불규칙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되며， 하부는 R=3 규칙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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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10 

29 CuKa 
15 

Figure 5-1. X -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clay fractions from the Kachi-1. 
R=O VS : randomly interstratified illite/smectite, Ch : chlorite, 1 : illite, 
K kaoli띠te， R=l VS R=l ordered illite/smectie, R=3 VS R=3 
ordered illite/smec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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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2. X -ray powder diffraction pattems of clay fractions from the IIH-IXA. 

R=O VS : randomly interstratified illitelsmectite, Ch : chlorite, 1 : illite, 
K : kaolinite, R=3 VS : R=3 ordered illitelsmec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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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된다. 따라서 시료가 없는 1700 m -

2500 m 구간이 R=l 규칙형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결국 IIH-1Xa공의 퇴적심도에 따른 속성정도는 Kachi-1공과 비슷할 것 

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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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根源岩 評價

군산분지 서부에서 시추된 2 개 공의 시추 시료를 대상으로 총유기탄소 분석， 열분 

해 분석， 추출성 유기물 분석 등을 수행하여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및 석유생성 잠재 

력을 평가하고， 군산분지 서부지역에서 석유 근원암의 발달가능성을 평가하였다. 지 

화학적 분석은 프랑스 VINCI사의 유징분석기 (Oil Show Analyzer)와 HP사의 GC 

5890 및 GC/MS 5989가 이용되었다. 열분석과 총유기탄소 분석은 약 20m 간격으로 

전 시추 구간에서 이루어졌으며， 추출성 유기물 분석은 유기물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 

은 시료를 주 대상으로 127H 에 대하여 수행하였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결정에 가장 

일반적으로 이용되는 반사도 측정은 탄질물의 함량이 적어서 수행되지 못하였다. 

第1節 有機벚素 含量

유기물의 함량은 전체적으로 극히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s 6-1 , 6-2; 

Figs. 6-1 , 6-2). 특히 IIH-1Xa공 1273 m 하위 구간과 Kachi-1공의 1329 m 하위 

구간에서는 총유기탄소 함량이 0.1%이상 되는 것이 전무하다. 이들 심도 상위 구 

간에 서 는 Kachi-1공의 경 우 0.2 - 0.65%의 총유기 탄소가 함유되 어 있으나 0.5% 

이상인 시료는 극히 소수이다. IIH-1Xa공의 경우에는 1273 m 상위 구간에서 0.1 

- 0.58%의 총 유기탄소를 함유하는 구간이 있으나 1개 시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0.5% 이하로 극히 낮다. 이러한 총유기탄소 함량의 관점에서 볼 때 상기 두 개공 

의 시추 구간에서는 석유나 가스의 근원암을 기대하기 어렵다. 

유기탄소 함량이 0.1% 이상인 상부 구간에서도 Kachi-1공에서는 약 1000m 

IIH-1Xa공에서는 약 700m를 경계로 하여 상위 구간이 하위 구간보다는 상대적으 

로 높은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인다. 이와 같이 현저한 유기물 함량 변화는 

Kachi-1공의 심 도 1439m 및 1200m 그리 고 IIH-1Xa공의 심 도 1000 m 및 700 m 

에서 퇴적상의 변화가 있었음을 시사할 수도 있다. 

- 100 -



Table 6-1. Pyrlysis assay data, Kachi-1 

Depth Oil S2 Tmax TPI TOC HI 
634 0.67 0.13 431 0.84 0.45 28 
652 0.05 0.11 431 0.31 0.31 35 
671 0.04 0.15 431 0.22 0.38 39 
689 0.05 0.13 435 0.28 0.39 33 
707 0.07 0.31 432 0.18 0.57 54 
725 0.20 0.09 430 0.71 0.43 20 
744 0.77 0.15 433 0.84 0.57 26 
762 0.11 0.06 430 0.69 0.39 15 
780 0.11 0.11 431 0.50 0.40 27 
799 0.71 0.19 433 0.79 0.55 34 
817 0.00 0.21 435 0.00 0.65 32 
835 0.00 0.14 435 0.00 0.39 35 
853 0.01 0.05 429 0.17 0.36 13 
872 0.01 0.06 431 0.17 0.55 10 
890 0.00 0.03 433 0.00 0.32 9 
908 0.03 0.18 434 0.15 0.50 36 
927 0.00 0.04 434 0.00 0.35 11 
945 0.00 0.07 433 0.00 0.45 15 
963 0.01 0.09 436 0.10 0.29 31 
981 0.02 0.05 430 0.33 0.33 15 

1,000 0.01 0.07 431 0.12 0.40 17 
1,018 0.02 0.06 432 0.25 0.34 17 

‘ 1,036 0.01 0.05 429 0.17 0.33 15 
1,055 0.00 0.03 431 0.00 0.26 11 
1,073 0.02 0.05 431 0.33 0.27 18 
1,091 0.01 0.00 *** *** ** 0.00 0 
1,109 0.00 0.00 *** *** ** 0.05 0 
1,128 0.01 0.00 *** *** ** 0.05 0 
1,146 0.01 0.26 438 0.04 0.26 100 
1,164 0.03 0.89 434 0.03 0.54 164 
1,183 0.06 0.95 433 0.06 0.58 163 
1,201 0.00 0.17 434 0.00 0.14 121 
1,219 0.00 0.10 437 0.00 0.09 111 
1,237 0.01 0.17 437 0.06 0.17 100 
1,256 0.02 0.10 438 0.17 0.20 50 

Depth m; TOC %; S2 mgHC/ gRock; TPI==(gas+oil)/(gas+oil+S2) 
Tmax oC; HI mgHC/ g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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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il S2 Tmax TPI TOC HI 
1,274 0.01 0.24 434 0.04 0.23 104 
1,311 0.02 0.24 436 0.08 0.24 100 
1,329 0.02 0.26 435 0.07 0.29 89 
1,347 0.10 0.00 *** 1.00 0.02 0 
1,366 0.00 0.00 *** *** ** 0.00 0 
1,384 0.05 0.01 *** 0.83 0.02 50 
1,402 0.04 0.00 *** 1.00 0.00 0 
1,420 0.00 0.00 *** *** ** 0.00 0 
1,439 0.00 0.00 *** *** ** 0.00 0 
1,448 0.02 0.01 352 1.00 0.00 0 
1,466 0.00 0.00 *** *** ** 0.00 0 
1,484 0.02 0.00 *** 1.00 0.00 0 
1,503 0.03 0.03 369 0.50 0.00 0 
1,521 0.01 0.00 *** *** ** 0.00 0 
1,539 0.00 0.00 *** *** ** 0.00 0 
1,558 0.00 0.00 *** *** ** 0.00 0 
1,576 0.02 0.03 400 0.50 0.00 0 
1,594 0.00 0.00 *** *** ** 0.00 0 
1,612 0.00 0.00 *** *** ** 0.00 0 
1,631 0.00 0.00 *** *** ** 0.00 0 
1,649 0.00 0.00 *** *** ** 0.00 0 
1,667 0.00 0.00 *** *** ** 0.00 0 
1,686 0.01 0.00 *** *** ** 0.00 0 
1.704 0.01 0.00 *** *** ** 0.00 0 
1,722 0.00 0.00 *** *** ** 0.00 0 
1,740 0.01 0.01 *** 0.50 0.00 0 
1,759 0.01 0.01 336 0.50 0.00 0 
1,777 0.01 0.02 380 0.50 0.00 0 
1,795 0.03 0.00 *** 1.00 0.00 0 
1,814 0.00 0.00 *** *** ** 0.00 0 
1,832 0.00 0.00 *** *** ** 0.00 0 
1,850 0.00 0.00 *** *** ** 0.00 0 
1,868 0.00 0.00 *** *** ** 0.00 0 
1,887 0.00 0.00 *** *** ** 0.00 0 
1,905 0.00 0.00 *** *** ** 0.00 0 
1,923 0.01 0.00 *** *** ** 0.00 0 
1,942 0.01 0.01 *** 0.50 0.00 0 
1,960 0.00 0.00 *** *** ** 0.01 0 
1,978 0.03 0.04 419 0.50 0.02 2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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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il S2 Tmax TPI TOC HI 
1,996 0.00 0.00 *** *** ** 0.00 0 
2,015 0.00 0.00 *** *** ** 0.00 0 
2,033 0.01 0.00 *** *** ** 0.00 0 
2,051 0.00 0.00 *** *** ** 0.00 0 
2,070 0.00 0.00 *** *** ** 0.00 0 
2,088 0.01 0.01 *** 0.50 0.00 0 
2,106 0.00 0.01 *** *** ** 0.00 0 
2,124 0.00 0.00 *** *** ** 0.00 0 
2,143 0.00 0.00 *** *** ** 0.00 0 
2,161 0.00 0.00 *** *** ** 0.00 0 
2,198 0.01 0.00 *** *** ** 0.00 0 
2,216 0.00 0.02 345 0.00 0.00 0 
2,234 0.00 0.00 *** *** ** 0.00 0 
2,252 0.00 0.00 *** *** ** 0.00 0 
2,271 0.01 0.00 *** *** ** 0.00 0 
2,289 0.00 0.00 *** *** ** 0.00 0 
2.307 0.01 0.00 *** *** ** 0.00 0 
2,326 0.00 0.00 *** *** ** 0.00 0 
2,344 0.00 0.00 *** *** ** 0.00 0 
2,362 0.00 0.02 363 0.00 0.00 0 
2,380 0.00 0.00 *** *** ** 0.00 0 
2,399 0.01 0.00 *** *** ** 0.00 0 
2,417 0.02 0.00 *** 1.00 0.00 0 
2,435 0.03 0.00 *** 1.00 0.00 0 
2,454 0.06 0.02 *** 0.75 0.00 0 
2,472 0.01 0.00 -*** *** ** 0.00 0 
2,490 0.01 0.00 *** *** ** 0.00 0 
2,509 0.00 0.00 *** *** ** 0.00 0 
2,527 0.01 0.03 448 0.25 0.00 0 
2,545 0.02 0.00 *** 1.00 0.00 0 
2,563 0.01 0.00 *** *** ** 0.00 0 
2,582 0.01 0.00 *** *** ** 0.00 0 
2,600 0.00 0.02 405 0.00 0.00 0 
2,618 0.00 0.00 *** *** ** 0.00 0 
2,637 0.01 0.00 *** *** ** 0.00 0 
2,655 0.01 0.00 *** *** ** 0.00 0 
2,673 0 .15 0.05 363 0.75 0.01 500 
2,691 0.07 0.01 330 0.87 0.00 0 
2,710 0.00 0.00 *** *** ** 0.03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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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Pyrolysis assay data, IIH-IXa 

Depth Oil S2 Tmax TPI TOC HI 
250 0.11 0.63 514 0.15 0.29 217 
268 0.10 0.30 481 0.25 0.18 166 
287 0.19 0.23 *** 0.45 0.22 104 
305 0.07 0.22 309 0.25 0.15 146 
323 0.04 0.22 437 0.15 0.20 110 
351 0.07 0.11 366 0.39 0.60 18 
378 0.03 0.16 *** 0.17 0.12 133 
396 0.08 0.07 *** 0.57 0.07 100 
415 0.25 0.18 *** 0.60 0.15 120 
433 0.60 1.09 *** 0.36 0.59 184 
451 0.62 0.60 *** 0.51 0.29 206 
469 0.14 0.53 436 0.21 0.34 155 
488 0.07 0.47 443 0.13 0.39 120 
506 0.17 0.59 459 0.22 0.45 131 
524 0.23 0.50 396 0.32 0.18 277 
561 0.23 0.58 409 0.29 0.39 148 
579 0.22 0.46 376 0.32 0.30 153 
597 0.15 0.28 343 0.36 0.25 112 
616 0.19 0.47 376 0.29 0.34 138 
634 0.10 0.22 405 0.31 0.02 1100 
652 0.14 0.11 *** 0.58 0.21 52 
671 0.04 0.08 *** 0.33 0.07 114 
689 0.15 0.05 311 0.75 0.08 62 
707 0.22 0.28 *** 0.44 0.19 147 
725 0.16 0.11 *** 0.62 0.09 122 
744 0.12 0.02 377 0.86 0.10 20 
762 0.09 0.00 *** 1.00 0.02 0 
780 0.06 0.00 *** 1.00 0.00 0 
799 0.05 0.00 *** 1.00 0.02 0 
817 0.17 0.06 *** 0.77 0.13 46 
835 0.05 0.16 401 0.25 0.17 94 
853 0.06 0.05 378 0.60 0.03 166 
872 0.09 0.01 *** 0.90 0.02 50 
890 0.41 0.65 *** 0.39 0.20 325 

Depth m; TOC %; S2 mgHC/gRock; TPI==(gas+oil)/(gas+oil+S2) 
Tmax oC; HI mgHC/gTOC 

- 105 -



Depth Oil S2 T max TPI TOC HI 
908 0.03 0.01 338 0.75 0.01 100 
948 0.04 0.10 351 0.29 0.06 166 
966 0.06 0.24 432 0.20 0.19 126 
985 0.05 0.14 345 0.28 0.05 280 

1,003 0.15 0.19 429 0.44 0.16 118 
1,021 0.06 0.21 445 0.23 0.13 161 
1,029 0.03 0.01 *** 0.75 0.00 0 
1,039 0.03 0.06 316 0.37 0.08 75 
1,058 0.08 0.03 470 0.80 0.15 20 
1,076 0.06 5.55 *** 0.01 1.97 357 
1,094 0.01 0.05 309 0.17 0.05 100 
1.125 0.00 0.00 *** *** ** 0.00 0 
1.143 0.02 0.05 369 0.33 0.11 45 
1.161 0.04 0.04 *** 0.50 0.05 80 
1.180 0.05 0.20 379 0.21 0.20 100 
1.183 0.05 0.18 341 0.23 0.06 300 
1.198 0.06 0.25 392 0.20 0.12 208 
1,216 0.05 0.07 314 0.42 0.11 63 
1,234 0.04 0.06 327 0.40 0.04 150 
1,259 0.05 0.14 371 0.28 0.12 116 
1,273 0.10 0.09 427 0.56 0.14 64 
1,277 0.00 0.01 *** *** ** 0.03 33 
1,291 0.02 0.05 *** 0.33 0.03 166 
1,295 0.01 0.05 305 0.17 0.01 500 
1,314 0.01 0.02 348 0.50 0.03 66 
1,320 0.01 0.02 *** 0.50 0.00 0 
1,327 0.02 0.10 302 0.17 0.02 500 
1,387 0.02 0.06 *** 0.25 0.01 600 
1,405 0.03 0.01 314 0.75 0.00 0 
1,423 0.03 0.02 317 0.75 0.00 0 
1,442 0.02 0.03 *** 0.50 0.00 0 
1,455 0.02 0.01 *** 1.00 0.00 0 
1,478 0.03 0.01 *** 0.75 0.00 0 
1,497 0.03 0.03 351 0.50 0.00 0 
1,515 0.05 0.00 *** 1.00 0.00 0 
1,533 0.00 0.00 *** *** ** 0.59 1176 
1,547 0.00 0.00 *** *** ** 0.00 0 
1,570 0.00 0.00 *** *** **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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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il S2 Tmax TPI TOC HI 
1,588 0.00 0.00 *** *** ** 0.00 0 
1,606 0.00 0.00 *** *** ** 0.00 0 
1,625 0.00 0.00 *** *** ** 0.00 0 
1,634 0.00 0.00 *** *** ** 
1,661 0.00 0.00 *** *** ** 0.00 0 
1,679 0.00 0.00 *** *** ** 0.00 0 
1,698 0.00 0.00 *** *** ** 0.00 0 
1,716 0.00 0.00 *** *** ** 0.00 0 
1,734 0.00 0.00 *** *** ** 0.00 0 
1,753 0.00 0.01 *** *** ** 0.03 33 
1,771 0.00 0.00 *** *** ** 0.00 0 
1,789 0.06 0.03 335 0.75 0.06 50 
2,521 0.13 0.11 348 0.54 0.02 550 
2,539 0.03 0.01 337 0.75 0.00 0 
2,557 0.12 0.03 333 0.86 0.01 300 
2,574 0.12 0.07 343 0.67 0.01 700 
2,612 0.06 0.01 *** 1.00 0.00 0 
2,630 0.00 0.00 *** *** ** 0.00 0 
2,646 0.05 0.02 *** 0.83 0.00 0 
2,649 0.01 0.00 *** *** ** 0.00 0 
2,665 0.08 0.01 431 1.00 0.01 100 
2,685 0.06 0.01 *** 1.00 0.00 0 
2,704 0.02 0.00 *** 1.00 0.00 0 
2,722 0.01 0.00 *** *** ** 0.00 0 
2,740 0.05 0.00 *** 1.00 0.00 0 
2,751 0.04 0.01 *** 1.00 0.00 0 
2,777 0.02 0.01 *** 1.00 0.00 0 
2,795 0.04 0.01 *** 1.00 0.00 0 
2,813 0.04 0.01 *** 1.00 0.00 0 
2,832 0.04 0.00 *** 1.00 0.00 0 
2,847 0.08 0.02 385 0.80 0.00 0 
2,868 0.13 0.09 343 0.59 0.01 900 
2,886 0.01 0.00 *** *** ** 0.00 0 
2,905 0.06 0.01 *** 1.00 0.00 0 
2,923 0.03 0.00 *** 1.00 0.00 0 
2,940 0.04 0.00 *** 1.00 0.00 0 
2,960 0.14 0.05 336 0.78 0.01 500 
2,978 0.14 0.07 339 0.70 0.01 7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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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th Oil S2 Tmax TP1 TOC H1 
2,996 0.07 0.05 *** 0.58 0.00 0 
3,033 0.01 0.00 *** *** ** 0.00 0 
3,045 0.02 0.00 *** 1.00 0.00 0 
3,051 0.03 0.00 *** 1.00 0.00 0 
3,069 0.02 0.00 *** 1.00 0.00 0 
3.088 0.02 0.00 *** 1.00 0.00 0 
3,106 0.02 0.00 *** 1.00 0.00 0 
3,126 0.02 0.00 *** 1.00 0.00 0 
3,142 0.01 0.00 *** *** ** 0.00 0 
3,161 0.02 0.00 *** 1.00 0.00 0 
3,179 0.03 0.00 *** 1.00 0.00 0 
3,197 0.00 0.00 *** *** ** 0.00 0 
3,216 0.02 0.00 *** 1.00 0.00 0 
3,234 0.01 0.00 *** *** ** 0.00 0 
3,252 0.00 0.00 *** *** ** 0.00 0 
3,271 0.01 0.00 *** *** ** 0.00 0 
3,289 0.00 0.00 *** *** ** 0.00 0 
3,307 0.01 0.00 *** *** ** 0.00 0 
3,325 0.00 0.00 *** *** ** 0.00 0 
3,344 0.01 0.00 *** *** ** 0.00 0 
3,362 0.02 0.00 *** 1.00 0.00 0 
3,380 0.01 0.00 *** *** ** 0.00 0 
3,399 0.05 0.01 *** 0.83 0.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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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有機物의 타이프 

유기물의 타이프는 케로젠의 광학적 관찰， 생체표기물 분석， 열분석 등에 의하 

여 결정될 수 있으나 유기물의 함량이 적어서 적절한 분석이 이루어지지 못하였 

다. 열분석만이 체계적으로 수행되어 열분석 결과의 Tmax-HI 도표에 의하여 유 

기물의 타이프를 판단하였다 (Fig. 6-2). 그림에서 거의 모든 시료들이 유기물 타 

이프 III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수소지수 (HI)가 대부분 200 

mgHC/ gRock 이 하일 뿐만 아니 라 50 mgHC/ gRock 이 하로 극히 낮은 시 료들도 

많아 유기물의 기원이 고등식물이거나 퇴적 과정 또는 퇴적 후 산화를 많이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第3節 有機物의 熱的 成熟度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열분석 Tmax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전술한 바와 같이 

유기물의 함량이 0.1% 이상 함유되어 열분석 결과를 얻을수 있는 구간은 Kachi-1 

공의 경우 1329 m 상위 구간， IIH-1Xa공의 경우 1273 m 상위 구간이다 (tables 

6-1 , 6-2 및 Figs. 6-1 , 6-2). 

Kachi- 1공의 경 우 심 도 1100m 부근 상위 구간의 심 도 850m 및 950 m 부근에 서 

Tmax의 변화 양상이 역단층 또는 공내 붕락의 가능성을 시사한다 (Fig. 6-1). 그런데 

탄성파 자료 해석결과에 의하면 단층이 Kachi-1공을 지날 가능성은 배제된다. 따라서 

1000m 부근까지의 구간은 공내 붕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1200m 부근에서 

Tmax가 주 석유 생성단계 상한인 435 0 C 내외로 변화하는데 1329 m 하위 구간에서 

Tmax가 측정되지 못하여 1200 m 부근에서 실제로 열적 성숙도가 석유 생성단계에 

도달하였는지는판단하기 어렵다. 하지만 열분석이 이루어진 구간이 백악기 지층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심도 1200m 부근에서 석유생성 단계에 도달하는 것이 불가능한 것만은 

아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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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H-1Xa공의 경우 전체적으로 볼 때 Tmax의 변화가 불규칙하게 변화는데 심도 

550m부터 1150 m까지 사이의 구간에서는 심도에 따라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것으 

로 볼 수도 있다(Fig. 6-2). 이 구간의 심도 1000m 부근에서 주 석유 생성단계의 

상한으로 알려진 Tmax 435 도C에 도달한다. 그러나 1250 m부터는 다시 435 도C 

이하로 낮아진다. 이와 같이 불규칙한 Tmax의 변화와 1400m 하위 구간의 Tmax 

자료 부족 때문에 1000m 부근에서 실제로 주 석유 생성단계에 도달하였는지는 판 

단하기 어렵다. 

第4節 石油生成 濟在力

열분석 결과에서 암석 1 g당 석유 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값과 유기탄소 

1 g당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HI (수소지수) 값을 보면 매우 낮다 (Tables 

6-1 , 6-2; Figs. 6-1 , 6-2). Kachi-1공에 서 는 1250 m 부근의 2 개 시 료가 0.5% 이 

상의 유기물 함량과 약 0.9 mgHC/gRock의 비교적 높은 석유생성 잠재력 (S2)을 

보인다. 그러나 수소지수가 100 mgHC/ gTOC 내외로 낮은 편이어서 양호한 근원 

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Kachi-1공에서 특기할 것은 심도 1200 m를 경계 

로 하여 상위 구간은 0.5% 정도로 하위 구간보다 높으나 S2 및 HI 값이 매우 낮 

고， 하위 구간에서는 TOC 함량은 상위 구간보다 낮으나 S2 및 HI 값이 높게 나 

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심도 1200 m 부근에서 퇴적환경의 변화를 시사할 수도 있 

다. 

IIH-1Xa 심도 약 700 m 상위 구간의 S2 값이 0.5 mgHC/ gRock 내외로 하위 

구간보다 2 배 정도 높게 나타난다 (Fig. 6-2). 그러나 수소지수 값은 양쪽 구간에 

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S2 값이 비교적 높은 상위 구간은 열적으로 

미성단계에 머물러 있고 하위 구간에서는 유기물 함량이나 S2 값이 낮아 양호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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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節 抽出性 有機物 分析

1. 비투멘 추출 및 조성 분리 

Kachi-l 및 IIH-IXa 시추공의 시추 시료 중에서 각각 7개 및 5개， 총 

127B 심도에서 세립질 암석을 선정하여 비투멘을 추출하였고 이를 성분별 

로 분리하였다 (Table 6-3). 암석의 선정 과정은 구간별로 다양하게 이루 

어져야 하나 Kachi-l 및 IIH-IXa 시추공의 경우 암상이 적색을 띠는 구간 

과 (유기물이 극히 적음) 시료의 양이 극히 적은 구간이 대부분이기에 시 

료 채취가 가능한 구간이 상당히 축소되었다. 

비투벤 추출 및 분리 과정은 다음의 순서에 의해서 실시되었다 (Fig. 

6-4). 세 립질 암석을 분말로 하여 비커에 넣고 시료의 양에 5-6배에 해당 

하는 디클로로메탄을 막음 장치가 (stopper) 있는 둥근 플라스크에 넣는다. 

이 플라스크를 자석 교반기 (magnetic stirrer) 위 에 올려 놓고 40-500C의 온 

도를 유지하는 상태에서 8 시간 정도 방치하여 유기물을 추출한다. 유기물 

이 녹아 있는 상태 의 유기 용매 를 (dichrolomethane) 1011 테 프론 필 터 를 이 

용하여 걸러내고 증류 장치 (rotaevapor)를 이용하여 유기 용매를 날려보 

내 순수한 총 유기 성 분을 구한 후 무게를 챈다 (total extracted matter; 

Table 6-3). 

비투멘의 조성 분리를 위해서는 박층 크로마토그래피를 (thin layer 

chromatography) 이용하였다 . 박층 크로마토그래피 판에 미리 아세톤을 흡 

수시킨 후 잘 건조시킨다. 그리고 질소 가스를 흘려주는 환경에서 주사기 

를 이용하여 시료를 박층 크로마토그램 판의 하단에 뿌려 준다 . 시료를 뿌 

린 전개판을 약간 말린 후 시클로 헥산이 들어 있는 전개조에 판의 하단부 

를 담가서 시료를 전개시킨다. 전개가 끝난 시료는 자외선을 쪼여 주면서 

지방족， 방향족， 레진의 띠를 확인하고 각 성분별로 모은다. 실리카겔에 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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착된 시료를 디클로로메탄에 녹인 후 필터를 이용해서 실리카겔을 걸러 낸 

다. 여과가 끝난 시료는 증류 장치 (rotaevapor)에서 증발 시킨 후에 각 성 

분의 무게를 챈다. 

각 성분별로 분리된 시료를 가스 크로마토그래프나 가스 크로마토그래프 

매쓰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해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n-Alkane Analysis Biomarker Analysis 

Figure 6-4. Flow chart for biomarker ana1ysis 

2. 館和벚化水素 및 生物標記化合物 分析

지방족， 방향족， 레진 및 아스팔텐 성분으로 분리된 비투벤 중 포화탄화수소 

성분에 대해서 HP 5890 시 리즈 II 가스 크로마토그래피를 이용하여 분석을 

하 였 다 . 포 화 탄 화수 소 성 분 을 분 석 하 기 위 해 서 는 Ultra-l (50 m x 0.2 mm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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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3. Quantity and Composition of Soluble Extracts , Kachi-1 and IIH-1Xa 

Well D(empt)h We(gig)ht TEM Ext/Rock % Sat % Aro % R+A Sat/i뇨o (mg) (mg/100g) 

808 50.1 2.095 4.18 30.5 26.9 42.6 1.13 

936 75.9 1.975 2.60 38.2 13.7 48.1 2.80 

1164 62 .5 10.61 16.98 63.9 12.1 24.0 5.26 

Kachi- 1 1311 29.3 2.31 7.88 34.6 6.6 58.9 5.25 

2097 59.1 1.745 2.95 35.5 18.7 45.8 1.89 

2280 63.2 1.595 2.52 35.3 15.0 49.7 2.35 

2664 61.9 1.64 2.65 35.9 10.8 53.3 3.33 

2632 63 6.015 9.55 48.1 16.2 35.7 2.97 

2647 51.6 6.425 12.45 61.7 9.8 28.5 6.28 

IIH-1Xa 3034 54.1 7.14 13.20 46.3 13.0 40.6 3.55 

3272 68.1 4.935 7.25 33.3 10.3 56.3 3.22 

3290 56 4.105 7.33 62.7 8.8 28.5 7.16 

* TEM : total extract, Ext : extract, Sat : saturated hydrocarbon , 
Aro aromatic hydrocarbon , R+A resin + asphaltene 

0.11 11m) 모세관 칼럼을 이용하였다. 또한 HP 5890 시리즈II 가스 크로마토 

그래프 및 HP 5989A 매쓰 스펙트로메터를 이용하여 생물표기화합물 분석을 

실시하였다. 생물표기화합물이란 퇴적물 퇴적암 그리고 원유에 포함되어 있 

는 유기화합물로 전구 생물체를 지시해 주는 유기 성분을 일걷는다. 여러 종 

류의 생물표기화합물 중 노말 알칸류 및 스터란， 호판류를 분석하여 이를 통 

한 석유 근원암 평가 및 퇴적 환경 유추를 시도하였다. 

Kachi-1 공 

거의 대부분의 분석 구간에서 추출된 유기 화합물의 양이 매우 적어서 

1164 m 구간의 106 ppm 을 제외하고는 16 ppm 에서 23 ppm을 나타낸다 

(Table 6-3). 이렇게 추출성 유기 성분이 매우 낮은 것은 이 구간 퇴적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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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유기 탄소의 함량이 0.01% 내지 0.5%로 매우 낮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추출물의 양은 퇴적물의 유기 탄소의 함량과 대체로 비례하는 경향을 보이 

고 비투벤중의 탄화수소 함량 역시 매우 낮게 나타나는데 이는 분석 구간 

의 퇴적물 내에 있는 탄화수소가 현지 기원 유기물에서 유래된 것임을 나 

타낸다 . 탄화수소의 분포는 포화탄화수소가 30.5% 내지 63.9% (평균 39%) 

이고 방향족 화합물이 평균 14.8% 레진 및 아스팔텐의 평균 함유 비는 

46.1% 를 나타낸다 (Table 6-3). Kachi-1 시 추공의 시 료가 일 반적 으로 레 

진 및 아스팔텐의 함유비가 높은 것은 퇴적물내의 유기물이 주로 육성 기 

원 물질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을 지씨하는데 특히 1311 m , 2664 m 구간 

에서 각각 58.9 % 및 53.3% 의 함유 비를 나타낸다. 추출성 유기물의 양 

및 성분을 고려 할 때 Kachi-1 시추공에서 회수된 퇴적물은 석유 생성에 

적합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분석 구간 시 료의 노말 알칸 분포는 대부분 일항 분포를 (unimodal 

distribution) 나타내며 홀수 우세를 보인다. 포화 탄화수소의 분석 결과 

1164 m 구간을 제외한 모든 분석 구간에서 C19 이하의 탄소고리를 갖는 

노말 알칸은 발견되지 않았다 (Table 6-4; Fig. 6-5). 이는 추출성 유기물 

중 경질 탄화수소가 생물 분해를 받았거나 이 구간의 유기물의 절대 함량 

이 매우 적은 것에 기인 할 수 있다. 분석 구간에서 탄소의 홀수 우세 지 

수 (CPI)를 고려하면 1.36에서 1.03까지 심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 

타내는데 이는 분석 구간에서 유기물이 열적으로 진화하는 과정과 일치하 

는 양상을 보여 준다 (Table 6-4, Fig. 6-6) . 

분석된 모든 구간에서 호판의 분포는 대부분 스터란보다 우세해서 유기물 

의 유입은 주로 육성 유기물과 재동된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Peters & Moldowan , 1993; Figs. 6-7, 6-8). 반 면 스 터 란 의 분 포 는 매 우 약 

하게 나타나서 피크의 형태를 구분하기 어려웠지만 1311 m 구간의 경우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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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6. Plot of Carbon Preference lndex (CPD against depth , Kachi -1. 

스터란의 분포 중에서 C29 스터란 (C29 aaa sterane R; Fig. 6-7) 이 매우 우 

세하게 나타나서 이것 또한 육성 유기물의 유입과 관련된 증거를 나타내는 

결과를 보여 준다. 

Kachi-1 시추공 시료의 경우에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를 판단 할 수 

있는 대표적 인 생물표기화합물은 호판의 경우 호모호판의 비율 ([C31 

homo- hopane (22S +22R) / 22R] rati이을 = -'"‘ 돋드 T 있고 스터란의 경우에는 

C29 스 터 란 S 및 R 유 형 의 비 율 [C29 aaa sterane % 20S/(20S+20R)] 이 

다 Kachi-1 공의 시료에서는 이들 생물표기화합물의 비율을 고려 했을 때 

1311 m 구간에서 C31 호모호판의 비율이 0.5, C29 스터란 비율은 20% 이상 

으로 석유 생성 단계의 상한에 도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s. 6-7 ,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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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5. Distribution of the saturated hydrocarbons, 1164 m of Kachi- 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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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Distribution of sterane biomarkers using selected ion monitoring 
(rn!z 217), 1311 m of Kachi-1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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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8. Distribution of hopanoid biomarkers using selected ion monitoring 
(rrνz 191), 1311 m of Kachi-1 well. 



Table 6-4. n - Alkane peak areas and parameters, Kachi-1 

r \\a빼\ D\ae“Iplεnth)\ 936 1164 1311 2097 2280 2664 

C17 17085611 
Pristane 

C18 35289725 
Phytane 45054958 

C19 2666315 49311671 424567 않4333 324567 336811 
C20 4120925 64290020 756565 654221 456765 829845 
C21 4466565 83630314 685745 345488 765543 457011 
C22 5148098 90343359 1543323 855478 1543323 2522176 
C23 6824604 10396906 765543 565874 678893 520631 
C24 5535217 84439723 498378 554365 589467 244346 
C25 4362527 10138397 578493 754826 685457 547639 
C26 5745121 76699627 674874 654752 587458 455479 
C27 6001721 10539215 887433 857857 965487 74싫44 

C28 5895838 69390522 665434 578465 578458 563240 
C29 9959134 95736118 998344 987711 1000343 1019617 
C30 3363285 45265266 675454 575842 544또4 447506 
C31 3985067 85957595 943244 654785 966548 1142309 
C32 1815031 22645078 347643 451245 348752 251745 
C33 1674756 17196908 233833 356784 358654 332270 
CPI 1.27 1.36 1.1 1.26 1.19 1.03 
OEP 1.16 1.16 0.73 0.8 0.65 0.37 

IIH-1Xa 공 

분석 구간에서 추출된 비투멘의 양은 Kachi-1 공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적게 나타났다. 비투멘이 비교적 많이 추출된 구간은 2647 m 및 3034 m으 

로 각각 125 ppm 및 132 ppm 가 추출되 었으며 (Table 6-3) 각 구간 퇴 적 

물의 유기 탄소 함량 및 탄화수소 함량에 비례하는 관계를 나타내서 이들 

비투멘은 주로 원지성 (autochthonous) 임을 나타내었다. 탄화 수소 중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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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화탄화수소 및 레진， 아스팔텐이 우세하게 나타났고 (각각 평균 50% 및 

38%) 방향족 화합물은 평 균 11.6%로 포화탄화수소와 방향족 탄화수소의 

비율은 2.97에서 7.16으로 상당히 높게 나타났다. 추출성 유기물의 양 및 

성분을 고려 할 때 IIH-1Xa 시추공의 시료는 석유 생성 가능성이 매우 적 

은 것으로 나타났다. 

노말 알칸 분포는 대부분 일항 분포를 C unimodal distribu tion) 나타내며， 

포화 탄화수소의 분석 결과 거의 모든 분석 구간에서 완전한 노말 알칸의 

분포를 나타내지는 않았다 CFig. 6-9). 이는 분석 구간의 일부 탄화수소가 

생물 분해 를 받았거나 이 구간의 유기물의 절대 함량이 매우 적은 것에 기 

인 할 수 있다 CTable 6-5). 분석 구간에서 탄소의 홀수 우세 지수 CCPO 

는 2647 m 및 3272 m 두 구간에서 각각 1.34 및 0 .96을 나타낸다 . 이 두 

개의 파라메타를 고려했을 때 CPI가 심도에 따라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 

는데 이것이 유기물의 열적 진화 상태에 기인하는 것인지는 분석 및 해석 

가능한 시료의 숫자가 너무 적어서 의문시된다 . 

분석 된 구간에 서 Kachi-1 공의 비 투벤과 유사하게 스터 란의 분포는 매 

우 약한 반변 호판의 분포는 대부분 스터란보다 우세해서 유기물의 유입은 

주로 육성 유기물과 재동된 유기물에 의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IIH-1Xa 시 

추공 시료의 경우에는 시료의 채취에 문제가 있어서 생물 표기화합물을 이 

용한 유기물의 열성숙 단계 측정은 불가능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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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n - Alkane peak areas and pararneters, IIH -1Xa 

펴℃ 2632 2647 3034 3272 

C17 21597207 
Pristane 

C18 1417243 1525617 813748752 782349 
Phytane 4429816 2502141 152439732 1069250 

C19 1639602 2927812 422826129 1180701 
C20 2591927 4425647 317771523 1035976 
C21 2061785 6359676 710856183 439550 
C22 15420876 7030981 29221484 1195804 
C23 1728100 8393551 88090727 664359 
C24 1418836 6440617 69957116 902956 
C25 1235110 8135042 65223943 914660 
C26 1133287 5666608 04397901 1215404 
C27 908424 8535860 82853758 1769415 
C28 1854278 4935697 54552552 2069945 
C29 55702571 2079986 
C30 45231719 1727227 
C31 65924048 1749454 
C32 12611531 1044393 
C33 17163361 685494 

CPI 1.34 0.96 
OEP 1.2 0.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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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9. Distribution of the saturated hydrocarbons, 3034 m of IIH -lXa well. 



第6節 비투멘， 케로젠의 未外線， 라만 (Raman) 分光法 解析 陽究

1. 개요 

분광학은 물질의 물리적 또는 화학적 변화를 연구하는데 많은 정보를 제공하며 

분광기기를 사용하여 얻은 스펙트럼은 정확성과 재현성이 뛰어나므로， 여러 분야 

에서 물질분석에 분광학적 분석방법이 이용되고 있다. 특히 적외선 분광학 (IR) , 

라만 (Raman) 분광법으로부터 유기물질의 결합형태와 작용기 (functional group) 

의 존재에 대한 구조적 정보를 얻을 수 있다. 분자 내에서의 원자들을 조그마한 

볼로 간주하고 이들이 화학결합을 하고있는 것을 스프링으로 연결되어 있다고 보 

면 이들은 늘어나거나 구부러지는 운동을 할 것이다. 이와 같은 운동에 필요한 에 

너지가 바로 적외선 영역에서 일어나고 원자들의 질량에 따라 서로 다른 에너지 

가 펼요하기 때문에 필요한 에너지를 측정하면 작용기를 알아낼 수 있다. 

석탄， 숭， 케로젠 등과 같은 복잡한 유기물질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이용하여 그들의 특성에 대한 연구가 보고되어왔다 (1 -8) , 케로젠은 퇴적물에 널 

리 분포되어 있는 유기물질 복합체이며 일반적으로 유기물이 퇴적된 후에 지열에 

의해 석유나 가스를 생성하는 기원 물질로 믿고 있다 (9) , 화학적 방법에 의한 케 

로젠의 연구， 조사는 석유탐사에 있어서 폭넓게 이용되고 있다， 1980년 Rouxhet팀 

은 케로젠의 특성연구에 있어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는 실험 절차를 상세히 보 

고하였다. 또한 적외선 분광법을 이용하여 카르보닐기 카르복실기와 지방족 사슬 

(Chain) , 포화된 고리화합물을 비교하여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비교하기도 하였 

다. 초기에는 케로젠이 성숙되면서 카르보닐기 카르복실기 피크는 작아지고 지방 

족 사슬， 포화된 고리화합물의 피크는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 (10) , 케로젠의 

몇 가지 유용한 흡수 피 크들은 방향족과 지 방족의 C-H 결합 (3100-2900 cm-1) , 

C=o 기 (3100-2900 cin-1) , O-H 와 N-H (3600-3200 cm- 1 )들이 있고 이외에도 많 

은 다른 피 크들이 있다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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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분광법 또한 유기물질의 진동 스펙트럼을 얻는데 이용될 수 있다. 라만 

분광법을 이용하면 석탄의 탄소골격에 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 흑연 결정은 육 

각형 구조를 이루고 있으며 이와 같은 구조에서는 두 개의 in-plane 진동만이 라 

만 스펙트럼에서 나타난다. 흑연의 in-plane C-C stretching 진동은 1575 cm-1 

에서 나타나는데， 몇몇 탄소를 함유하고 있는 물질 또는 다결정 흑연의 경우는 

1355 cm-1 에서 하나 더 나타난다. 석탄시료에 대하여는 라만 스펙트럼을 얻어 

서 이들의 존재를 알아보았다. 

본 연구는 진주， 의성 지역에서 채취한 석탄， 국내 대륙붕 고래 -1공 시추공 시 

료에서 분리해낸 케로젠， 그리고 포항 B공과 옥돔-1공 시추공 시료에서 채취한 

비투벤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법， 라만 스펙트럼을 얻어서 비교 분석하였다. 

2. 시료 및 실험 방법 

케로젠과 석탄 시료에 대하여는 KBr 펠렛 방법을 사용하였는데 이것은 분말로 

만들 수 있는 고체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얻는 전형적인 방법이다 

(9) . 우선 케로젠과 석탄시료들을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가루로 만든 다음 KBr을 

조금씩 섞으면서 약 1:100 정도의 비율로 KBr을 섞어서 압축기를 이용하여 펠렛 

을 만들었다. KBr의 역할은 시료를 지지하여 줄뿐만 아니라 빛의 산란을 줄여 주 

는 역할을 한다. 펠렛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기 (FT-IR Mattson, Galaxy series 

7000)를 이용하여 적외선 스펙트럼을 얻었다. 라만 분광 스펙트럼의 (FT-Raman 

spectrum) 경 우는 시 료를 가루로 만든 후 원통형 알루미 늄의 가운데 있는 직 경 2 

mm 홈에 가루를 채워 넣고 Nd YAG Laser를 조사하였다. 조사한 레이저빔의 

파장은 15798 cm- 1를 사용하였고 만족할만한 S/N 비 를 얻기 위 하여 249회 스캔하 

였다. 분광 기기는 Bruker사의 IFS120HR!FRA106A를 사용하였다. 비투벤은 사 

염화탄소에 녹여서 FT-IR 스펙트럼을 얻었다. 비투멘에 대한 라만 실험은 시료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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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이 적어서 수행할 수 없었다. 

3. 분석 결과 

가. 비투멘에 대한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 분석 

옥돔-1 과 포항 B 공에서 채취한 비투멘에 대하여 저분해능 적외선 분광 스펙트 

럼을 얻었다. (Figs. 6-10-14). 스펙트럼들의 바닥선은 (baseline) 낮은 파수에서 높 

은 파수로 점점 증가하였는데 이것은 빛의 산란이 증가함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전체적으로 스펙트럼을 보면 주로 지방족， 방향족 C-H 에 대한 피크들이 강하게 나 

타났다. 그 림 에 서 나타난 2950 cm l, 2920 cm l, 2850 cm l, 1462 cm-l, 1377 cm l 의 

피크들은 지방족의 -CH2- 와 - Cfu 에 의한 것들이고， 785 cm-1 에 나타난 피크는 

방향족 -CH 에 기인된 피크로 판단된다. 벤조풀빈의 경우 785 cm-1 위치에 C-H 

bending 모드가 나타난다 (Table 6-5). 용매로 사용한 사염화탄소의 피크가 795 

cm l 에 강하게 나타났다. 또한 공기중의 이산화탄소가 2360 cm-1 에 나타났다. 

-육돔-1 공 

지방족 비투벤의 스펙트럼을 보면 2950 cm-1 피크와 2850 cm-1 의 피크 왼쪽에 

묻혀 있 는 것 은 알킬 CH3 기 의 asymmetric 과 symmetric stretching 밴 드로 여 

겨 지 고， 2920 cm-1 와 2850 cm-1 의 피 크는 각각 알킬 CH2 기 로 여 겨 진 다 (Figs. 

6-10, 6-1 1). 1462 cm-1 의 밴드는 CHz 기 와 Cfu 기 의 asymmetric bending에 의 

한 것 이 고 1377 cm-1 의 밴드는 주로 Cfu 기 의 symmetric bending에 의 한 것 이 

다. 사염화탄소 오른편에 나타난 밴드 (785 cm- 1 )는 방향족 물질의 C-H 

out-of-plane bending 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1600 cm-1 근처의 아주 미약한 

밴드는 카르보닐기 또는 카르복실기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1200 cm-1 에서 

1000 cm-1 사이의 미약한 넓은 밴드는 알코올이나 에테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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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0. Infra-red spectra of bitumens, Okdom-1 (saturated H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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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1. Infra-red spectra of bitumens (aromatic HC) , Okdom-1. 



로 여겨지고 1200 cm- 1에서 1000 cm-1 사이 의 미 약한 넓은 밴드는 알코올이나 

에테르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Table 6-6. Infra-red spectrum of the bitumens from Okdom-1 & Pohang-1 wells. 

cm- 1 Functional Groups Comments 

2950 -CH3 C-H asymmetric stretching 

2920 -CH2- C-H asymmetric stretching 

2870 -CH3 C-H symmetric stretching 

2850 -CH2- C-H symmetric stretching 

1462 -CH2-, -CH3 C-H asymmetric 굽 힘 

1377 
-C-CH3 

C-H symmetric 굽 힘 

785 
Aromatic 

C-H out-of-plane deformation 

CH2 기와 Clli 기의 상대적인 양을 피크들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서 대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다. 2700 m의 비투멘이 2870 m의 비투벤보다 CH3 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다. 또한 785 cm- 1의 피크를 보면 2870 m의 비투벤이 2700 m의 비투멘 

보다 방향족 물질을 더 많이 포함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포항 B 공 

포항 B 공의 스펙트럼에 나타난 피크들을 보면 옥돔-1의 스펙트럼과 거의 비 

슷한 경향을 보여주고 있다 (Figs. 6-12, 6-13). 깊이의 변화에 따른 특별한 변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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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2. Infra-red spectra of bitumens Csaturated HC) against depth, Poha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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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3. Infra-red spectra of bitumens (aromatic HC) against depth, Pohang-B. 



는 알아낼 수 없지만 410 m의 비투벤은 상대적으로 지방족 유기물이 적은 것으로 

여겨진다 (Fig. 6-12). 

나. 케로젠에 대한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 분석 

케로젠은 비극성 유기용매나 산소를 포함하지 않는 산에 녹지 않는 복잡한 유 

기물질로 정의된다. 케로젠에 대한 분석은 비투멘에 대한 것보다 유익한 점이 있 

는데 그 이유는 케로젠은 이동할 수 없기 때문에 케로젠은 원지성 성격을 띈다는 

것이다. 케로젠에 대한 라만 분광 스펙트럼에서는 아무런 피크도 나타나지 않았 

다. 고래 -1공에서 채취한 케로젠에 대한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은 다음과 같다 

(Fig. 6-14) . 

1) 수분에 의한 밴드 

OH 선축방식은 3430-3400 cm- 1에 최대피크를 가지며 넓게 나타난다. 고체시료 

가 수분을 함유하는 경우 1650 cm- 1에도 피크가 나타나는데 Figure 6-14에서는 

1635 cm-1에 나타났다. 따라서 이 두 개의 밴드는 수분에 의한 것으로 보인다. 

2) 알킬기에 의한 밴드 

2921 cm- 1와 2853 cm- 1의 피 크들은 알킬 CH2 기 의 C-H 신축에 의 한 것 이 고 

왼쪽어깨에 중첩되어 붙어 있는 피크들은 알킬 Clb 기의 C-H 신축에 의한 것인 

데 4200 m 시 료에 서 가장 강하게 나타났다. 1450 cm- 1에 약하게 나타난 피 크들은 

CH2 기와 Clb 기의 비대칭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3) 불포화 탄화수소에 의한 C-H 진동 

825 cm-1 위치에 나타난 피크는 방향족 유기물질의 C-H out-of-plane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방향족 C-H 신축방식은 3000-3100 cm-1에 나타나지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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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4. Infra-red spectra of kerogens against depth, Gorae- l. 



out-of-plane 굽힘에 의한 것보다 매우 약하기 때문에 혼합물의 경우는 관측하기 

가 어렵다. 

4) 1300-950 cm-1 사이의 분해되지 않은 밴드 

약 1150 cm- 1에 최대 피크를 보이며 넓게 퍼져있는 밴드는 여러 개의 피크가 

밀집되어 있는 것으로서 1017 cm- 1의 피크는 아마도 아릴-알킬 에테르의 c-O 진 

동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그 외의 피크들은 알코올， 에테르 등의 c-O 신축， 지 

방족의 c-c 진동 등으로 여겨진다. 

다 석탄의 적외선 라만 분광 스펙트럼 분석 

경상분지 (진주， 의성지역)의 석탄시료 (#940416, #940433, #940910, #950504, 

#96101 , #96105)에 대해서 적외선 분광，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얻었다 (Figs. 6-15 

- 6-20). 이들 시료의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비교해 보면 공통적으로 1590 cm-1 

와 1300 cm- 1에 두 개의 피크가 나타났다. 이것은 육각형 모양의 탄소의 c-c 신 

축 진동에 기인된 것으로 보인다. 시료 #940433 과 #950504 들이 다른 시료에 비 

하여 강하게 나타났다. 

전체적으로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을 비교해보면 시료 모두 CH2, CH3에 의한 

피 크들은 시 료 #940416외 에 는 거 의 나타나지 않았고 약간의 방향족 물질 (870 

cm l 과 750 cm-] 사이)이 함유되어 있으며 1650 cm- 1와 1000 cm-1 사이에 피크 

들이 나타났다. 시료 #940416의 경우 CH2, Cfu에 의한 피크들이 2955 cm l , 2921 

cm-1, 2853 cm-l에 미 약하게 나타났고 1650 cm- ]와 1000 cm-] 사이 에 밴드가 넓 

게 나타났는데 ， 이는 수분의 O-H와 C=O, C=C 신축， C-C 골격진동， 에테르와 알 

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료 #940433의 경우는 

1300 cm- ]와 980 cm-1 사이에 강하게 나타났는데 이는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시료 #940910의 경우는 피크들이 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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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게 나타났는데 1412 cm- I의 피크는 CHz 기와 CH3 기의 비대칭 굽힘에 의한 것 

으로 여겨지고， 1025 cm l의 피크는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 #950504의 경우는 1012 cm-I 주위에 넓고 강하게 나 

타났는데 이는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함량이 

다른 시료보다 상당히 많은 것으로 여겨진다. 방향족 물질도 포함되어 있는 것으 

로 보인다. 시료 #96101의 경우는 1700 cm- I에서 1000 cm-I 사이에 밴드가 넓게 

나타났는데， 이는 C=O, C=C 신축， C-C 골격진동，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지고 872 cm-I와 669 cm-I의 피크들은 불포화탄 

화수소 (방향족과 알켄)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시료 #96105의 경우는 1650 

cm-l와 1000 cm-I 사이에 밴드가 넓게 나타났는데， 이는 C=O, C=C 신축， C-C 골 

격진동，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또한 

1000 cm- I와 600 cm-I 사이 의 피 크들은 불포화탄화수소 (방향족과 알켄)에 의 한 

것으로 생각된다. 

4. 비투멘， 케로젠의 적외선， 라만 분광 스펙트럼 해석 기술 

비투멘， 케로젠의 경우에 적외선 및 라만 분광 스펙트럼 분석시 나타나는 피크 

가 한정적이다. 즉 비투벤 케로젠이 가지고있는 작용기는 제한되어 있다. 이러한 

피크들을 포함하고 있는 많은 양의 스펙트럼을 수작업으로 해석하려면 많은 시간 

이 요구될 것이다. 따라서 각 피크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력시켜놓고 스펙트럼의 

위치를 커서로 표시하여 자동으로 분석하면 효과적일 것이다. 현재까지 알려진 모 

든 피크의 특징을 고려하면 비투벤， 케로젠과 같은 유기물질의 경우 컴퓨터로 분 

석하는 것이 가능하다 예를 들면 -CH3의 경우， 2975-2950 cm-l에 비대칭 신축， 

2885-2865 cm- I에 대칭 신축 그리고 1390-1370 cm- I 에 대칭 굽힘 이 동시에 나 

타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Clli를 확인할 수 있다. 실제로 비투벤의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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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5. Infra-red and Raman spectra of sample # 9404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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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6. Infra-red and Raman spectra of sample # 9404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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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7. Infra-red and Raman spectra of sample # 940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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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8. Infra-red and Raman spectra of sample # 9505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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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9. Infra-red and Raman spectra of sample # 96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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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50 cm-1, 2850 cm- 1의 왼쪽어깨에 ， 1377 cm-1에 피크가 나타났다. 그리하여 

-Cfu를 확인할 수 있었다. 

-CH2-의 경우도 마찬가지로 2940-2915 cm- 1 에 비대칭 신축， 2870-2840 cm l 에 

대칭 신축이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비투벤에서 2920 cm-l, 2850 cm l에 

나타났으며 이들 피크로부터 -CH2-를 확인할 수 있었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비 

투멘， 케로젠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피크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실제 

의 스펙트럼에 적용하면 쉽게 다량의 자료를 해석할 수 있을 것이다. 비투멘이나 

케로젠에서 나타날 수 있고 또한 컴퓨터 상에 입력되어야 할 피크들의 위치와 작 

용기를 Table 6-7에 나타내었다 ((Whelan 뻐d Thompson-rizer 1993). 

5. 토의 

비투멘， 케로젠 시료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 분광법으로， 석탄시료에 대하여 적 

외선 분광과 라만 분광법으로 물질의 구성성분을 관측하였다. 옥돔-1 과 포항B에 

서 채취한 비투벤에 대한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에서 주로 지방족， 방향족 C-H에 

대한 피크들이 강하게 나타났다. 2950 cm-\ 2920 cm-1, 2850 cm끼 1462 cm끼 

1377 cm- 1의 피크들은 지방족의 CH2-와 -Cfu에 의한 것들이고， 785 cm- 1에 나 

타난 피크는 방향족 -CH에 기인된 피크로 보인다. 이외의 다른 작용기는 관측되 

지 않았다. CH2 기와 Cfu 기의 상대적인 양을 피크들의 크기를 비교함으로서 대 

략적으로 알아낼 수 있는데， 2700 m의 비투멘이 2870 m의 비투벤보다 Cfu 기가 

더 많음을 알 수 있었다. 

고래 -1공에서 깊이에 따라 채취한 케로젠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얻었으나 라만 분광 스펙트럼에서는 피크를 얻지 못하였다. 알킬 

CH2 기 의 C-H 신축 과 알킬 Cfu 기 의 C-H 신축에 의 한 피 크들이 2921 cm-1와 

2853 cm-1 주위에 약하게 나타났는데 4200 m 시료에서 다른 시료들보다 강하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지방족 물질이 많이 함유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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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el 6-7. Infra-red band position of the organic functional groups. 

Bfl~~ __ qo~ition 
( cm- ' ) Functional group Comment 

3700-3500 -OH (non-hydrogen-bonded) Sharp peak 

3500-3200 -OH (hydrogen-bonded) Broad 

3500-3300 -N-H Primary, two bands; secondary, one 

band 

3200-3αm Vinyl or phenyl C-H 

3α)()-2800 Alkane C-H 

2750 Aldehyde C-H 

2300-2αm -C프C-， -c 르 N ， -C=C=C-, -c=c=o, etc Usually weak band 

1840-1800 Anhydride Two bands usually present 

1800 Acid chloride 

1770 Cyclobutanone of phenol or enol ester 

1740 Cyclopentanone 

1740-1725 Acyclic ester 

1735-1720 Aldehyde C-H at 2750 cm -1 confirms 

1725-1700 Carboxylic acid O-H at 3300-2500 cm -1 (broad) 

1710 Acyclic ketone; cyclohexanone 

1680 a, ß-Unsaturated or phenyl ketone 

1690-1640 Amide 

1690-1640 Imine Usually weak 

1670-1600 Alkene Usually weak 

1300-1100 C-O Esters in range 1250-1190 

1560-1540 Nitro-N02 Strong bands 

1390-1360 Nitro-N02 

970-960 trans-Alkene RCH=CHR 

700-650 cis-Alkene RCH=CHR 

1000-990 Monosubstituted alkene 

920-900 Monosubstituted alkene 

890- 860 2,2-Disubstituted alkene 

800-700 AI때 chlorides 

600-500 Alkyl Bromides 

900-700 Aromatic =C-H out-of-plane 

방향족에 관한 피크도 825 cm-1에서 관측되었다. 1150 cm-1에 넓게 퍼져있는 

밴드는 알코올， 에테르 등의 c-o 신축， 지방족의 c-c 진동， 아릴-알킬 에테르의 

c-o 진동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석탄 시료들에 대하여 적외선 분광， 라만 분광 스펙트럼을 얻어서 비교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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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만 분광 스펙트럼에서 흑연의 육각형 모양에서 탄소의 c-c 신축 진동에 기인 
된 것으로 보이는 두 개의 피크( 1590 cm-1, 1300 cm-1 )를 얻었다. 적외선 분광 

스펙트럼에서는 시료 모두 CH2, CI-b에 의한 피크들은 거의 나타나지 않았고 약간 

의 방향족 물질( 870 cm-1 과 750 cm-1 사이)이 함유되어 있었으며 1650 cm- 1와 

1000 cm-1 사이에 넓은 피크들이 나타났는데， 이는 C=O, C=C 신축， C-C 골격진 

동， 에테르와 알코올의 C-O 신축， C-OH 굽힘에 의한 것으로 여겨진다. 

위에서 볼 수 있는 것과 같이 비투멘， 케로젠의 경우에 적외선 및 라만 분광 

스펙트럼 분석시 나타나는 피크가 한정적이어서 각 피크의 위치를 컴퓨터에 입 

력시켜놓고 스펙트럼의 위치를 커서로 표시하여 자동으로 분석하면 효과적인 자 

료 처리가 가능하다. 즉 본 연구의 결과를 바탕으로 비투멘 케로첸에 나타날 수 

있는 모든 피크에 대한 정보를 컴퓨터에 입력하여 실제의 스펙트럼에 적용하는 

연구는 다음 해에 이루어 질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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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物理探좁 資料解析

第1節 船究資料 및 方法

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물리탐사 자료해석을 수행하 

였 다 (Fig. 7-1). 

가. 탄성파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황해 지역에서 취득한 

다중채널 (multichanneD 자료이며 시추공의 위치 및 광구간의 연결 측선 (tie 

line)을 고려하여 발훼한 약 3,300 Line-krn에 이르는 다중채널 단면도 

(multi-channel section)로서 탐사 년도 및 탐사회사가 다른 여 러 개의 데이터 셀 

(Data Set)으로 구성되며 (Table 7-1) 대부분의 지역에서는 측선 간격이 약 10 x 

15 krn, 일부 지역에서는 약 15 x 20 krn이다. 

제 1광구에서의 탄성파 자료는 1988년과 1990년 탐사에 의해 취득된 자료가 주 

를 이루며 1988년에 취득한 자료의 측선 방향은 북동 남서 및 북서-남동이며 

1990년에 취득한 자료의 측선 방향은 북북동-남남서이다. 이에 반하여 제2광구에 

서 1986년과 1996년 탐사에 의해 취득된 자료가 주로 사용되었으며 측선 방향은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이다. 

나. 시추공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시추공 자료는 Haema-1 , Kachi-1 , 그리고 IIH-IXA 총 3개 

시추공으로 Haema-1 시추공은 제 1광구에， Kachi-1 및 IIH-IXA시추공은 제2광구 

에 위치한다. 이들 시추공들은 지질시대를 규명하는 고생물 자료 그리고 시추공 

주변 지층의 암상 및 물리적 특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자연전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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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 The location of seismic lines and we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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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self-potential: SP), 전기비저항Cresistivity) ， 자연감마선 gamma-ray) ， 밀도 

Cdensity) , 음파Csonic) 물리검층 자료들을 포함한다. 각 시추공들의 시추 현황은 

Table 7-2와 같다. 

Table 7- 1. List of seismic survey companies. 

1광구 2광구 

1988 Westem 1986 Westem 

1990 HGS 1996 Digicon 

Westem Westem Geophysical Services 

HGS Halliburton Geophysical Services 

Digicon Digicon Exploration Ltd 

Table 7-2. Well data information in the Block 1 and II. 

광구 시추공명 시추년도 최종심도(m) 시추결과 

Haema-1 1991 2,541 건공 

IIH-IXA 1973 3,467 건공 

II 
Kachi-1 1991 2,726 t 7냐: 二。도l 

2. 자료해석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의 해석과정은 크게 탄성파 자료해석 및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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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의 대비로 나뀐다. 탄성파 자료해석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1)트 

랙차트 작성 (2)반사층의 선정 및 층서 대비 (3)선택된 퇴적단위에 대한 시간 구 

조도 작성 (4)선택된 퇴적단위 두께를 나타내는 등층후도 작성 (5) 선택된 퇴적단 

위 퇴적층에 대한 탄성파상 분석 (6)지구조 발달 해석. (7)석유부존 유망성 연구 

(1) 트랙차트 작성: 탄성파 측선 및 시추공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트랙 차트 

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Landmark System을 이용하여 작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륙붕 도면은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며 국내 대륙붕의 도변화 작업에서 UTM을 채택하는 경우 대륙붕 제 1광구 

및 제2광구는 동경 123도를 중심자오선 (Central Meridian)으로 한 UTM Zone 51 

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대륙붕 전체를 취합할 경우 한일 공동 

개발구역을 포함하는 남해 광구 및 동해광구에 대해서는 UTM Zone 51 또는 

UTM Zone 52를 선택하면 기준 경도로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변의 왜곡이 

커진다. 따라서 향후 국내 대륙붕 전체에 대한 시간구조도 및 등층후도를 종합 

완성할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UTM도법을 이용하지 않고 GTM 

(General Transverse Mercator) 도법 을 이 용하여 동경 126도를 중십 자오선으로 

하는 비표준 구역을 설정하여 정확성을 높였으며 채택된 도면상수는 Table 7-3과 

같다. 

(2) 반사층의 선정 및 층서적 대비: 탄성파 자료해석을 위한 반사면의 선정은 

onlap, downlap, truncation, toplap등의 반사면의 단절현상(lapout)을 면밀하게 분 

석하여 대표적인 부정합면 3개를 선정하여 하부로부터 Blue, Green, Yellow로 표 

기하였다 (Fig. 7-2) . Blue 및 Yellow 부정합면은 그의 하부 지층이 지표에 노출 

된 후 침식작용에 의해 삭박된 흔적을 보여준다 연구지역은 대체적으로 퇴적층 

이 구조작용 및 침식작용의 영향을 많이 받아 이들 부정합면에 대한 시대적 구분 

이 다소 어려우나 Haema-l 시추공 위치에서 이들 탄성파 반사면들과 시추공 자 

료 대비결과 Blue 부정합면은 팔레오세 상부면， Green 부정합면은 에오세 상부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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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 Seismic section showing selected horizons 
See Figure 7-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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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그리고 Yellow 부정합면은 중기 마이오세 상부변에 대비되었다. 본 연구에 

서는 이들 부정합면들 사이의 퇴적층에 대한 구조 및 층서 해석을 위하여 음향기 

반암에 서 Blue horizon 사이 의 퇴 적 층을 sequence 1, Blue horizon과 Green 

horizon 사이 의 퇴 적 층을 sequence 2, Green horizon과 Yellow horizon 사이 의 퇴 

적 층을 sequence 3으로 구분하였다. 

Table 7-3. Map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Projection General Transverse Mercator 

Datum Bessel 1841 

Serni-major Axis 0.63774E+07 

Semi-rninor Axis 0.63561E+07 

Unit Code meters 

Unit Factor (Unit!Meter) l.0 

Reference Latitude 0.0 

Central Meridian 126.0 East 

Longitude Scale Factor 0.9996 

False Northing 0 

False Easting 0.50000E+06 

(3) 시간구조도 작성: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각 부정합변에 대한 탄성파 대비는 

루프-타이(loop-tie) 방법을 통하여 경사 방향과 주향 방향의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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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비한 후 각 경계면에 대한 왕복주시를 동경 126도를 중심자오선으로하여 만든 

트랙 차트에 기록하여 등고선으로 표시하고 각 경계변에서 나타나는 단층들을 시 

간 구조도에 표시하였다. 시간 구조도 작성이 완성된 후 원래의 탄성파 단면도들 

을 시간 구조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시간 구조도는 구조， 고지 

형학， 그리고 단층의 분포 등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4) 퉁층후도 작성: 대비된 부정합면들 사이의 두께는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나 

타나는 각 경계면의 주행왕복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트랙 차트에 기록하여 동고 

선으로 표시하였다. 등층후도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퇴적 단위의 두께와 

퇴 적 심 (depocen ter )등에 관한 자료를 제 공하여 준다. 

(5) 탄성 파상 분석 (seismic facies analysis): 탄성 파상 분석 은 탄성 파 자료상에 

서 반사면의 형태， 연속성， 진폭 및 빈도수와 구간속도 및 외형 (extemal form)들 

의 탄성파 반사요소들을 분석 기술하고 이에 대한 지질학적 해석을 하는 과정을 

의미한다. 이 연구에서는 탄성파 층서분석에서 구분된 Sequence 2 층서단위에 대 

한 분석을 통하여 각 요소들을 A, B, C로 지수화하여 해석하였다 (Table 7-4). 

Table 7-4. Grade and pattem for parameters used in seismic facies 
analysis. 

변수 동급 및 형태 

configuration progradation, parallel, subparallel, divergent, etc. 

frequency high frequency(A) , medium frequency (B), low frequency(C) 

amplitude high amplitude(A) , medium amplitude(B), low amplitude(C) 

continU1ty high continuity(A), medium continuity(B), low continuity(C) 

extemal form fill , wedge, drape and sheet 

(6) 지구조 발달 해석: 작성된 시간 구조도와 등층후도 그리고 탄성파 단면도를 

종합 해석하여 본 연구지역에서 분지 발달과 관계되는 구조의 특정과 형성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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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을 규명한다.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대비 과정은 지금까지 수행된 광구별 평가에 대한 

보고서， 탄성파 탐사자료，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퇴적암석학적 자료 및 각 시추 

공별로 수행된 고생물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추공 대비를 위하여 주로 활용 

된 자료는 Kachi-1공， Haema-1공 및 IIH-1XA공이다. 본 연구지역은 하나의 분 

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소분지가 고기반암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 

문에 이들 소분지간의 대비에 구조적인 요소， 분지형태 및 발달사를 정확히 파악 

해야 소분지들간의 대비가 용이하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대비를 통 

하여 탄성파의 반사특성을 시추공 주변에서 정밀히 검사하여 퇴적학적인 요소를 

얻어내고자 하였으며 시료로부터 퇴적물의 입자， 성분 및 입자의 혼합에 대한 정 

보를 구하고 탄성파의 반사특성 (층의 두께， 간격， 연속성， 퇴적과정)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第2節 彈性波資料 解析結果

1. 지질구조 

가. 음향기반암 상부변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진폭이 매우 강하며 연속성이 양호하며 기반암 내부에서 

나타나는 반사면들은 뚜렷한 층을 이루지 않는 무반사(reflection -free)또는 

chaotic 반사면으로 특정 지워지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도에서 쉽게 인지할 수 있 

다. 흔히 음향기반암은 화성암이나 변성암과 같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제 

기반암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퇴적층의 연령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나 

변성을 많이 받아 퇴적층의 음향임피던스와 실제 기반암의 음향임피던스의 차이 

가 거의 없을 경우 이 퇴적층의 상부면이 음향기반암 상부면이 되기도 한다. 따 

라서 음향기반암은 탄성파 자료상에서 대비와 mappmg이 가능한 가장 깊이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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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는 반사면이다. 시간 구조도에 의하면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지역적으로 고기반 

암 (basement high)및 고립된 분지 Gsolated basin)들이 발달하여 다소 기복이 심 

하고 복잡하며 지역에 따라 깊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내지만 어떤 뚜렷 

한 방향성을 보여주지 않는다 (Fig. 7-3). 본 연구지역에서 기반암의 깊이는 왕복 

주시 (two-way travel time)로 얄은 곳에서는 1초 이하이며 깊은 곳에서는 4.5초 

에 이른다. 

제 l광구에서는 연구지역의 동쪽지역이 왕복주시 1초 이하로 기반암이 얄은 깊 

이까지 올라와 있는 고기반암으로 특징 지워지며 남쪽 및 남서쪽으로 가면서 기 

반암이 깊어진다. 제 1광구와 제2광구의 경계부에서는 왕복주시 1초 이하의 고기 

반암이 동서방향으로 발달하다가 남북방향으로 발달하는 기역자(-"] ) 모양의 형태 

를 띄고 있다. 제2광구에서는 연구지역의 동쪽 끝부분에서 왕복주시 1초 이하의 

고기반암이 존재하며 연구지역의 남쪽 끝부분에서는 북동동 남서서 방향성을 갖 

는 고기반암이 존재한다. 본 연구지역에서 왕복주시 2.5초 이상의 깊이를 가지는 

소분지들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들 소분지들은 왕복주시 1초 이하의 고기반암들 

사이에 발달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제 1광구에서 소분지는 동-서에 가까운 방향성 

을 나타내며 연구지역의 동쪽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으로 소분지가 발달하여 있다 

연구지역의 남쪽 제2광구에서는 왕복주시 3초 이상의 소분지들이 발달하고 있으 

며 분지의 깊이가 가장 깊은 곳은 제 1광구와 제2광구의 경계부에서는 나타나는 

기역자(-"] ) 모양의 고기반암 남쪽에서 나타나며 깊이는 최고 4.5초에 이른다. 

음향기반암에 대한 시간구조도에서 나타나는 소분지들에 대한 탄성파 자료 해 

석에 의하면 본 연구지 역 분지들은 인장 조구조운동 (extensional tectonics)에 의 

하여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구지역의 남서쪽에 위치한 최대심도 4.0초에 

이르는 분지는 길이가 약 20km에 이르며 남동쪽으로 가면서 기반암 깊이가 서서 

히 알아진다. 이 분지에서 기반암은 몇몇 규모가 작은 육지 쪽으로 향하여 경사 

를 이루는 열개단층 (rift fa비t)들에 의해 잘려있다 (Fig. 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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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Top of acoustic basement time structure map (C.I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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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4. Seismic section showing gently dipping acoustic basement. 
See Figure 7-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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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분지의 동쪽 주변부에 위치한 최대심도 왕복주시 3.5초에 이르는 소규모 분 

지는 인장력에 의해 형성된 경사진 단층블럭 (tilted normal fault block)에 의해 

발달한 고기반암들 사이에 발달한 반지구 (half graben) 구조를 뚜렷하게 나타낸 

다. 이 반지구 구조 경계부에 발달한 리스트릭 단층， 분지에 퇴적된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부정합， 경사진 단층 블럭의 발달 등은 이 분지가 열개작용에 의해 형성 

된 열개분지의 주변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특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Fig. 7-5) .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 왕복주시 2.0-2.5초에 이르는 대부분의 고기반암들은 인장 

력에 의해 형성된 경사진 정단층 블럭 (tilted normal fault block)에 의한 것이며， 

이에 반하여 저기반암들은 경사진 단층 블럭 주위에 발달한 반지구(half graben) 

구조인 것으로 해석된다. 경사진 단층 블럭들은 깊이가 깊어짐에 따라 단층의 경 

사가 완만해지며 기반암내까지 발달한 리스트릭 단층들에 의해 경계 지워진다. 

리스트릭 단층들의 주향 방향은 북서 남동 방향이며 연장성은 북서쪽방향으로는 

86II-103측선에서 뚜렷한 반지구 구조와 고기반암이 나타나지 않는 점으로 보아 

86II-103측선까지는 연장이 되지 않을 것으로 사료되며 남동쪽방향으로는 탄성파 

자료의 측선 간격이 다소 넓고 자료가 부족하여 연장성을 파악하기가 어렵다. 리 

스트릭 단층의 주향 연장성이 86II-103측선에 못미쳐 끝나고 시간구조도에서 나타 

나는 것처럼 왕복주시 3.0초 이상의 분지가 분리되어 북동 방향으로 이동된 점으 

로 보아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는 소규모의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이 

존재할 것으로 해석되며 이 주향 이동 단층은 열개 작용시 정단층 운동이 활발한 

시기에 정단층들의 경사 방향에서뿐만 아니라 주향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을 때 

형성되는 트랜스퍼 단층 (transfer fault)일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지역의 남쪽에 가장 큰 규모의 분지가 존재하며 이 분지에서 기반암의 

깊이는 최대심도 4.5초에 이른다. 이 분지를 지나는 탄성파 자료는 구조보정을 

하지 않아 다소 자료의 질이 떨어지나 이 분지의 남동 주변부를 지나는 86II-127 

측선은 열개작용에 의해 분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는 경사진 단층블럭 (tilt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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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Seismic section showing tilted fault blocks, basement involved listric faults and divergent reflectors. 
See Figure 7-1 for location 



normal fault block) , 반지구 구조， 리스트릭단층 등의 구조적 특정을 나타낸다 

(Fig. 7-6). 상기에서 기술한 남서쪽에서 나타나는 반지구 구조와 비교하여 보면 

반지구 구조의 크기가 크며 경사진 단층 블럭에 의해 형성된 고기반암도 매우 얄 

은 깊이까지 올라와 있음을 알 수 있다. 탄성파 자료 측선간격이 넓고 자료의 질 

이 떨어져 리스트릭단층의 주향 연장성을 파악하기는 어렵다. 

본 연구지역의 북동지역은 열개작용에 의한 뚜렷한 반지구구조로 특징 지워진 

다. 경사진 단층 블럭에 형성된 고기반암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왕복주시 1초 정 

도의 상당히 얄은 깊이까지 올라와 있다. 몇몇 고기반암의 상부는 편평하게 나타 

나는데 이는 고기반암이 초기에 왕복주시 1초보다 더 얄은 깊이까지 올라왔었으 

나 후에 침식작용에 의해 상부가 삭박되었음을 시사한다 (Fig. 7-7). 북동지역에 

서 경사진 단층블럭의 경계 부에 발달한 리스트릭단층의 연장성을 보면 88I-105A 

측선과 거의 일치하는 북동-남서 방향을 축으로 하여 주향 이동되었는데 이는 북 

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트랜스퍼 단층이 존재할 가능성을 시사하며 이 트랜스 

퍼단층의 발달 방향은 연구지역의 남서부에 발달한 트랜스퍼 단층의 발달 방향과 

일치한다. 본 연구지역에서 경사진 단층 블럭에 의해 발달한 고기반암은 북동쪽 

에서 남서쪽으로 가면서 깊이가 깊어지는 경향을 나타내며 이는 왕복주시 3초 이 

상의 깊이를 가진 분지가 주로 남쪽지역에 위치하는 것과 잘 일치한다. 

나. Blue horizon 

Blue horizon을 나타내는 반사면은 비교적 진폭이 강하며 연속성도 양호하다. 

Blue horizon은 대부분의 연구지역에서 뚜렷한 경사부정합면으로 나타나고 Blue 

horizon을 경계로 상부층과 하부층에서의 탄성파 반사특징은 뚜렷한 차이를 보인 

다 Blue horizon 아래의 퇴적층은 대부분 경사진 단층 블럭들 사이에 발달한 반 

지구 구조에 대부분 퇴적되어 있고 단층들이 다수 발달하여 있다 (Fig. 7-5). 경사 

진 단층블럭 의 경 계 부에 발달한 리 스트릭 단층과 이 horizon의 하부에 발달한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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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Seismic section showing tilted fault blocks, basement involved listric faults in the southem p없t of study area. 
See Figure 7-1 for lo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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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Seismic section showing basement highs with flat tops. 
See Figure 7-1 for location. 



많은 단층들은 이 horizon 상부층으로까지 연속 발달하지 못하고 대부분 Blue 

horizon에서 끝난다. 뿐만 아니라 Blue horizon 하부 지층들이 경사진 단층 블럭 

을 향하여 divergent하게 발달하여 있다. 따라서 Blue horizon 하부의 퇴 적 층은 

열개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형성된 동시열개성 퇴적물(syn-rift sediment)인 

것으로 해석되며 Blue horizon은 동시열개성 퇴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post-rift 

sediment)을 경계짓는 부정합으로 해석된다. 또한 지역에 따라서 Blue horizon 

아래에 놓여있는 퇴적층의 상부에서는 습곡구조를 보이는데 이는 열개작용이 거 

의 끝날 무렵에 압축력이 작용하였으며 이에 형성된 정부 부분은 동시열개성 퇴 

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post-rift sediment)을 경계짓는 침식부정합면 (erosional 

unconformity) 인 Blue horizon에 의 해 침 식 된 것 으로 해 석 된 다. 

다. Green horizon 

Green horizon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은 진폭이 일정하지가 않으며 연속성은 비교적 

양호하다. Green horizon은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가면서 깊이가 서서히 증가한다. 

Green horizon 하부에 있는 퇴적층에 대한 탄성파 반사변에서는 단층 발달이 미약하 

다. 연구지역의 북쪽과 북동쪽에서는 습곡작용에 의한 변형을 보이나 남서쪽으로 가 

면서 습곡작용의 흔적이 미약하고 반사면이 거의 평행하게 발달한 점으로 남서쪽에서 

비교적 구조운동을 받지 않고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라. Yellow horizon 

Yellow horizon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은 진폭은 비교적 강하며 연속성은 양호 

하다. 반사면의 깊이는 최저 왕복주시 약 0.7초， 최고 왕복주시 약 1. 1초에서 나타 

나듯이 북동 및 남동에서 남서 및 북서쪽으로 가면서 매우 완만하게 서서히 증가 

한다 (Fig. 7-8). 연구지역의 북동지 역에서 Yellow horizon은 매우 뚜렷한 침식을 

보이는 부정합면으로 나타나고 남서쪽으로 가면서 정합면으로 변하여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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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horizon 상부에서 나타나는 퇴적층은 거의 평행하게 발달하여 있고 단층 

발달도 거의 없는 점으로 보아 Yellow horizon 이후의 시기에는 구조운동이 거의 

없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2. 등층후도 

가. Sequence 1 (Acoustic basement - Blue) 

Sequence 1은 Red 부정합면과 Blue 부정합면사이의 탄성파 층서 단위로써 하 

부 경 계면은 그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truncation과 onlap 형 태의 반사면 단절현 

상을 보여 퇴적 후에 대기 중에 노출되어 풍화 침식되었음을 의미한다. 

Sequence 1 은 열 개작용에 의한 퇴적분지가 형성된 후 본격적인 침강작용이 일 

어나면서 형성되었다. 일반적으로 연속성이 양호하고 반사진폭이 크며 파형 

(wavy)의 형태를 나타낸다. 그리고 반사파의 주파수는 저주파 형태를 보이는데 

이러한 형태는 shale-prone 환경을 지시한다. sequence 1의 등층후도를 보면 그 

두께가 0.1- 1.5초로서 남서소분지의 북서-남동 방향으로 비교적 두껍게 분포하는 

경 향을 보이 고 있다 (Fig. 7-9). 

L-}. Sequence 2 CBlue - Green) 

Sequence 2 층서 단위 상부 경계면은 그 상부와 하부에서 각각 truncation과 

onlap으로 특징 지 워 지 나 제 1 광구의 북동소분지 와 제 2 광구 서 부의 중앙소분 

지에서는 불분명하다. 퇴적 층후는 전지역을 통하여 크게 변화하지 않고 분지의 

갚은 남쪽 및 남동쪽에 서 비 교적 두껍 게 나타난다 (Fig. 7-10). 

다. Sequence 3 (Green - Y ellow) 

Sequence 3 층서 단위 상부경계면은 뚜렷한 경사부정합으로 나타나며 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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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9. Isochron map of sequence 1 (C.I = 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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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0. Isochron map of sequence 2 (C.I = 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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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quence 3의 상부가 대기에 노출된 후 침식작용에 의해 삭박되었음을 시사한다 

층후는 층후분포는 남서쪽에서 가장 두껍게 나타나며 최대 층후 약 O.8sec에 이른 

다 (Fig. 7-11). 

3. 탄성파 상분석 

탄성파상 분석은 반사면의 연속성， 진폭， 빈도수를 각각 A, B, C 등급으로 나누 

어 각 등급의 조합으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ABC 방법을 이용하여 분석한 이 

지역의 탄성파상은 반사면의 연속성 (reflection continuity)에 따라 연속성 양호(A) ， 

중간 연속성 (B), 불량한 연속성 (C)의 3 group으로 나눌 수 있었고， 각 group은 반 

사면의 반사강도(amplitude)와 단위시간당의 반사면의 수로 나타내어지는 빈도 수 

를 이용하여 여러 개의 탄성파상으로 구분할 수 있다 (Fig. 7-12). 

반사변의 연속성이 양호한 A group은 주로 분지의 남서쪽 부분과 북쪽 부분 

및 남동쪽 부분에 분포하는데 이들 탄성파상들은 연속성이 양호한 점으로부터 저 

에너지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연속성이 중간정도인 B group 탄성 

파상은 분지의 중앙부에 북서 남동 방향으로 연장되어 길게 나타나는 형태와 분 

지 경계부를 따라 발달하는 형태의 2 종류로 구분되는데 전자는 turbidite fan 형 

태로 분지로 유입된 퇴적물로 사료되며 후자는 alluvial fan에 해당될 것으로 판단 

된다. turbidite fan 또는 alluvial fan일 경우 암상은 주로 sand로 구성되었을 것으 

로 예상되며 sand 또는 mud가 혼재하는 부분도 다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연 

속성이 불량한 C group은 반지구내에 퇴적된 퇴적층의 하부에서 나타난다. 

第3節 彈性波 資料와 試雄孔資料 對比

탄성파 단면자료는 시추공에서 얻어진 암상 자료를 이용하여 보다 정확한 해석 

과 층서 대 비 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Haema-1과 Kachi-1 시 추공을 지 나는 탄 

- 167 -



36.40 

36.20 

36.00 

35.80 

35.60 

35.40 

35.20 

35.00 

장 
、

123.00 123.20 123.40 123.60 123.80 124.00 124.20 124.40 124.60 

Figure 7-1 1. lsochron map of sequence 3 (C .I = 2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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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 단면 중 1996년도에 취득된 탄성파 탐사 자료를 주로 이용하여 대비하였다. 

1. Kachi-1공 

2693-613m 구간: 본 구간은 탄성파 반사면 특성에 의해 다시 3구간으로 세분된 

다 (Fig. 7-13). 하부구간은 왕복주시 1.75- 1.6초 사이로서 연속성이 매우 낮고 

부분적으로 강한 진폭을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부분적으로 발달한 화산성 퇴적불 

의 영향과 분지형성 초기에 불안정한 퇴적조건으로 조립질 퇴적물들이 퇴적된 결 

과로 해석된다. 중부구간은 왕복주시 1.6- 1.02초 사이로 탄성파 반사면의 연속성은 

하위 의 구간에 비 해 양호하고 빈도 (frequency)는 높으나 친폭은 낮은 경 향을 보 

인다. 본 구간 내에서도 상부로 갈수록 연속성이 좋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러 

한 현상은 하부의 퇴적물들이 사암이나 실트암과 같이 퇴적조건이 불안정한 환경 

에서 운반된 퇴적물의 호층인 반면에 상부는 안정된 퇴적조건에서 퇴적되는 보다 

세립질인 점토암이 측면상으로 넓게 발달한 결과로 해석된다. 상부구간은 왕복주 

시 1.02-0.68초 사이로서 탄성파 반사면은 연속성이 발달하였고 이들 반사면 사이 

에는 연속성이 미약한 층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특성은 본 구간을 구성하는 점토 

암과 박층의 사암， 실트암 및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어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석회암과 적색 퇴적층이 본 구간의 하부로 가면서 증가하는 것은 이들의 퇴 

적시기에 퇴적환경이 분지의 주변에 속하며 산화환경에 노출되었던 것으로 해석 

된다. 

613-99.7m 구간: 본 구간은 Yellow horizon보다 상위 의 퇴 적 층으로서 탄성 파 

반사면 특성에 의해 2구간으로 세분된다. 왕복주시 0.47-0.68초 사이의 하부구간은 

반사면 연속성이 불량하고 빈도가 높은 특성을 갖는 반면에 왕복주시 0.47초 상위 

의 상부구간은 연속성이 양호한 특성을 나타낸다. 두 구간 모두 평행한 반사면을 

갖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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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Haema-l공 

껑41-2480m 구간: 기반암과 상위의 퇴적층이 이루는 부정합면에 의해 상위 퇴 

적층과 구분된다. 음향기반암 상부면은 연속성이 양호하며 진폭이 높은 탄성파 반 

사면 특성을 보이나 단층면들에 의해 잘리어지기도 한다. 시추공 자료에 의하면 

미약한 층리를 보이는데 이는 풍화된 화강암 (2480-2530m)으로 사료된다. 

2480-2075m 구간: 본 구간은 진폭이 크고 연속성 이 불량한 탄성 파 특성 을 보이 

고 반지구구조의 분지 중심부로 가면서 층후가 앓아지며 분지 주변 경계부로 가 

면서 (북동방향) 층후가 두터워진다. 물리검층자료 및 시추시료 관찰결과 본 퇴적 

층의 하부에서는 상향세립화가 여러 번 반복되고 (Fig. 7-14) 그 상위에 세립질 

퇴적물이 쌓인 후， 조립질 퇴적물들이 우세하게 공급되었다. 이 들 퇴적물은 상부 

로 가면서 화산성 퇴적물이 우세해 진다. 화산암의 입도변화는 여러 번의 윤회 

(cycle)를 보여주며 탄성파 단면상에서는 여러 개의 진폭이 강한 반사면으로 나타 

나는 점으로 보아 화산성 쇄설물의 공급이 수 차례에 걸쳐서 반복되었음을 지시 

한다. 

2075-980m 구간: 본 퇴적층은 탄성파상 특성에 의해 2 구간으로 세분된다. 이 

들을 하부로부터 퇴적층a와 퇴적층b로 하면 퇴적층a는 1190m 층준까지로 하위의 

퇴적층에 온랩 (onlap)하고 연속성과 진폭이 낮다. 본 퇴적층은 분지 경계부인 북 

동부로 가면서 층후가 밟아지다가 소멸된다. 퇴적층b는 1190m 상위구간으로 연속 

성과 진폭이 높으며 횡압력에 의해 변형되어 있다. 변형정도는 분지의 중심부 쪽 

이 분지의 경계 부에 비해 심하다. 퇴적층a가 분지의 경계부로 가면서 소멸되는 

것은 본 퇴적층이 형성된 후 침식작용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그 후 형성된 퇴적층 

b는 퇴적통시성 혹은 그 직후의 변형작용에 의해 심하게 변형되었으며 이러한 변 

형 부분은 암질이 주로 점토질인 것으로 보아 이들 퇴적물이 밀도가 낮고 유동성 

이 높아서 퇴적동시나 퇴적직후에 심하게 변형된 것으로 유추된다. 점토질 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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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질 성분과 산화된 광물들이 많이 관찰되는 점은 주변 퇴적환경이 산화환경 

조건이었음을 지시한다. 

980-940m 구간: 탄성파상 특성은 하위 퇴적층의 상부와 동일하며 Yellow 

horizon과 Green horizon 사이의 퇴적층이 분지의 중심부에는 존재하나 본 시추공 

과 분지 중심부 사이에 구조운동을 많이 받아 직접적인 대비가 불가능하여 이 퇴 

적층의 존재유무는 확실하지 않다. 

940-76.5m 구간: 본 퇴적구간은 탄성파 특성에 의해 2구간으로 세분된다. 그 중 

왕복주시 0.98-0.6초 사이의 하부구간은 연속성과 진폭이 약하고 상부구간에 비해 

빈도(frequency)가 높고 왕복주시 0.6-0.12초 사이 의 상부구간은 연속성 이 좋고 

진폭이 강하며 빈도가 낮다. 진폭이 약하고 빈도가 높은 탄성파 상 특성을 갖는 

하부구간은 수로(channeD의 발달 둥으로 인해 연속성이 끊어지며 암질이 빈번히 

변화함으로서 퇴적조건이 일정하지 않았음을 시사한다. 이 구간 내에서는 상향세 

립화 현상이 여러 번 관찰된다. 

3. IIH-IXa공 

3467-2824m 구간: 상위 퇴적층과 음향기반암 상부면에 의해 구분되며 연속성이 

보통이고 진폭은 크다. 빈도는 낮으나 왕복주시 2.5초 보다 하부구간에서는 증가 

한다. 본 퇴적층의 외형은 위로 볼록한 형태를 보이므로 선상지 형태의 퇴적체가 

수직으로 잘려진 것으로 추정된다. 퇴적물 입자들의 원마도가 주로 각형을 이루 

고 변성기원 광물들이 많이 포함된 점으로 보아 인접한 변성기원 공급지로부터 

체질작용이나 운반작용을 많이 겪지 않고 퇴적되었음을 알 수 있다. 

2824-2406m 구간: 본 구간은 연속성과 진폭이 낮은 특성을 보인다. 본 퇴적층 

의 상부에서는 진폭의 변화가 심하다. 본 퇴적층 최하부의 퇴적물 내에는 화산성 

퇴적물이 포함되어 있어 주변지역에서 화산활동이 있었음을 암시한다. 이러한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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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 퇴적물의 분포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진폭이 매우 크며 연속성이 부분적으로 

매우 높은 반사면에 해당된다. 

2406-816m 구간: 본 퇴적층은 탄성파 특성에 의해 하부와 상부가 구분된다. 하 

부는 하위 퇴적층과의 경계부로 부터 왕복주시 2.6초까지이며 상부는 이 층준에서 

0.92초까지이다. 하부구간의 퇴적물은 조립질이 우세하고 역질도 포함한다. 상부구 

간은 연속성이 좋으며 빈도가 높은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안정된 퇴적조 

건에서 퇴적물이 넓게 분포하고 입도의 변화가 빈번한 결과로 해석된다. 또한 석 

회질 성분이 많은 점으로 보아 퇴적당시 환경이 건조했음을 암시한다. 

816-719m 구간: 본 구간은 시추공이 위치한 지역에서는 하위의 퇴적층과 부정 

합관계를 보이나 지역에 따라 정합관계로 바뀐다. 이들의 탄성파 특성은 상하위 

퇴적층과의 경계변에 인접한 부분에서는 연속성이 좋으나 그 사이에서의 연속성 

은 불량하다. 본 퇴적층은 분지의 경계부로 가면서 앓아지다가 소멸하고 하위의 

퇴적층들이 심하게 변형된 반면에 본 층은 변형의 흔적이 미약하다. 따라서 본 구 

간의 퇴적 이전에 이 지역에 변형력이 주로 작용한 것으로 추정된다. 본 구간 내 

에 발달한 퇴적층은 주로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었으며 점토질 퇴적물을 협재한 

다. 조립질 퇴적물 중에 녹색 쳐트질 암편들은 주변의 퇴적공급지로부터 재동되어 

퇴적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719m-해수면 구간: 본 구간은 하부로부터 상부로 가면서 연속성이 증가하며 

진폭도 증가한다. 하위의 퇴적층과는 부정합 관계를 보이며 광역적으로 평행하게 

발달해 있다 하부의 퇴적물들은 주로 조립질 퇴적물로 구성되었고 점토층이 매우 

앓게 협재되어있다. 탄성파 자료상에서 연속성이 불량하고 약한 진폭을 나타내는 

점으로 보아 하성환경에서 형성된 퇴적층으로 유추된다. 상부의 퇴적물 내에는 해 

성화석이 산출되며 연속성이 양호하고 진폭이 높은 탄성파 특성을 나타내는 점으 

로 보아 광역적인 해침에 의해 천해성 퇴적환경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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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4節 地構造 發達

본 연구지역에서 지구조는 열개작용에 관련된 특징을 나타낸다. 시추공의 깊이 

가 분지내 퇴적층의 하부층까지 도달하지 못하여 하부층의 퇴적시기에 대한 자료 

가 부족하여 열개작용이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파악하기 어렵다. 분지는 인장 

력에 의한 열개시 기반암의 회전 (rotation)을 수반한 기반암내에까지 발달한 리스 

트릭 단층 (basement involved listric normal fault)은 경사진 단층 블럭 발달을 

야기시켰으며 이들과 동시에 퇴적된 sequence 1은 단층면을 향하여 경사를 이루 

는 쐐기모양 (wedge shaped)의 복잡한 퇴적양상을 띄게된다 (Fig. 7-15a). 따라 

서 퇴적， 경사진 단층블럭， 경사진 단층블럭의 경계 부에 발달한 리스트릭 단층은 

모두 열개작용이 활발한 시기에 형성되었다. 열개분지 형성시기에 형성된 기반암 

은 북동쪽이 남서쪽보다 약간 높아지는 형태로 발달하였다. 열개작용이 거의 끝 

난 이후에 동시열개성 퇴적물은 압축력에 의한 습곡작용을 받았으며 이 후 광역 

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동시열개성 퇴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을 구분짓는 후열개 

부정합면이 형성되었다 (Fig.7-15b). 이후에 퇴적된 sequence 2와 3은 기반암이 

낮은 지역에서의 퇴적이 기반암이 높은 지역에 비해 약간 두럽게 쌓였다 (Fig. 

7 - 15c, 7 - 15d). Sequence 3의 퇴적 이후에 sequence 3의 상부 및 고기반암을 삭 

박하는 광역적인 침식 작용이 있었고 이후에는 구조작용이 없었으며 따라서 평행 

한 퇴적 형태를 나타낸다 (Fig.7-15e) 

第5節 石油購存 有望性 檢討-

탄성파 자료해석과 군산분지 내의 시추공 자료의 고생물학 및 암석학적인 분석 

및 중국측 시추공들에 대한 문헌 자료를 종합한 결과 본 연구지역에서 석유부존 

이 가장 유망한 지층은 팔레오세 및 에오세 지층으로 밝혀졌다. 열개작용에 의하 

여 분지가 형성된 후 계속적인 침강작용으로 이 지역에는 호성 퇴적물이 집적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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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따라서 팔레오세-에오세 지층은 충적평야에서부터 심호성 환경까지 모두 갖 

추고 있다. 한편 군산분지를 포함하여 황해 중부 해역에서 유일하게 석유 징후를 

보인 곳은 ZCl-2-1 공으로써 시추공 지점은 심호성 환경이거나 이러한 환경 

에 근접 해 있다 (Chin, 1994). 따라서 이 지역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높아 석유 

생성에 양호한 정도까지 발달해 있 다 (Tong et al., 1990). 그러나 이 시추공을 

제외한 군산분지 내의 5개공 시추 결과는 모두 근원암의 부재로 석유 발견에 실 

패하고 있음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군산분지에서 석유 부존에 가장 장애가 되고 

있는 요소를 검토하고 결론적으로 이들 요소가 배제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유망지역을 규명하는 것이 합리적인 접근 방법이라고 생각한다. 우선 군산분지 내 

의 석유발견에 대한 실패요인을 분석하면， 첫째， 근원암의 미확인이며 둘째로는 

화산암의 존재이다. 그리고 세 번째로는 저류암과 탄화수소를 집적할 수 。1-'=二 :;<:1 
λλ 101 

유구조의 확보에 실패하고 있기 때문이다. 그러면 이러한 장애요소를 분석하여 이 

요소들이 배제된 곳을 선정하고 유망구조를 도출하여야 할 것이다. 기 해석된 결 

과와 금년도 자료해석 결과를 종합한 바에 의하면， 이러한 문제점 규명에 대한 가 

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1. 석 。 님조 。 마서 -'i ìT T L:' ìT -o 。

군산분지는 호성 퇴적분지로서， 북동소분지， 중앙소분지 및 남서 소분지 등 3개 

의 소분지로 구분된다 (한국자원연구소， 1997). 금년도 연구대상 지역인 군산분지 

서부지역은 남서 소분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써， 연구지역은 전반적으로 올리고세 

전후의 화산활동이 백악기 및 제 3기 퇴적층을 교란하고 있음이 탄성파 단면상에 

서 인지 되 었다 (Fig. 7-16). 

군산분지 내에서 근원암이 될 수 있는 셰일층은 모든 시추공에서 풍부하게 나 

타나고 있으나 불행하게도 모두 적색 셰일층으로 유기물이 산화되어 전혀 석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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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16. Seismic profile showing the sedimentary sequences at the IIH-IXa well site and volacnic intrusives. 
Location of the profile is shown in the Fig. 7-17. 



근원암이 될 수 없는 것들이다 (한국자원연구소 1977). 이들은 모두 호수 주변부 

아니면 천호성 환경하에서 퇴적된 것이다. 화산암의 분포는 분지형성과 그 변형 

에 따른 구조운동의 역사를 추적하고， 또한 탄성파 단면을 비롯한 물리탐사 자 

료를 분석함으로써 그 분포 형태를 파악할 수 있다. 화산암의 분포지역은 도변화 

하였다 (Fig. 7-17). 

남서 소분지의 화산활동은 크게 백악기 말기와 올리고세 전후의 것으로 구분된 

다. 특히 군산분지 서부 지역에서의 화산활동온 제 1광구 지역보다 제2광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 특히 Kachi- 1공과 IIH-1Xa 공 사이 지 역 과 남동부 지 역 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제 1광구 지역의 분포 특성은 Haema- 1호공 부근의 기반암 

융기지역을 구분하는 단층지역에 대체로 집중된다 Haema-1 시추공 지역은 과 

거 rift shoulder에 해당하였던 지역으로써 올리고세에 들어와서 화산활동이 재동 

된 지역으로 판단된다. 백악기 열개작용에 의한 분지형성 이후 백악기 말의 분 

지 전역에 걸쳐 나타나는 화산 활동은 주로 분지 경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편 팔레오세에서부터 에오세에 이르는 기간 동안 본 지역은 광역적인 침강작용 

에 의하여 점차 퇴적분지는 확대되었으며 호수의 수위 상승도 수반된 것으로 판 

단된다. 이러한 호수면 상승에 대한 증거는 탄성파 층서 가운데 에오세 구간에서 

인지될 수있다 (Fig. 7-18). 

제3기 동안 서부지역은 동부지역과 분리 된 분지로서 독자적인 lake shelf -

slope - basin floor의 퇴적구조를 보이고 있다. 북측의 Haema-1공과 남서측의 

Kachi-1공 및 남동측의 IIH-1Xa공 등 시추공 위치를 중심으로 볼 때， 

Kachi-1공과 IIH-1Xa공을 연결하는 지역과 Haema-1공 지역 중간부분에 동서 방 

향으로 발달되는 전단구축 퇴적형태가 인지되고 있으며， 이러한 퇴적형태는 lake 

shore 혹은 lake shelf에서 이루어 진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이 지역이 천호성 

환경이었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심호성 환경으로 이어지는 지점에는 불행하게도 

화산 활동이 집중적으로 분포하여 퇴적구조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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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8. Seismic Profile showing the deposi디ona1 s여uence stratigraphy during the Eocene. 
Location of the profile is shown in the Figure 7-17. 



7-16). 과거 자료 해석 시에는 탄성파 측선 자료의 부족과 질이 미흡하여 이 부 

분에 대한 해석이 정확하게 수행되지 못하였다. 

초기 에오세 시기는 호수면은 비교적 저수위 상태이었으며 시간이 지남에 따라 

서 점차 호수면이 상승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호수의 규모가 확대되고 수위가 상 

승함에 따라서 심호성 환경도 형성되어 심호성 셰일층의 발달을 탄성파 단면으로 

부터 예상할 수 있었다. Fig. 7-18 에서 보여주는 해석된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deep lake 지역은 연속성이 좋고 강한 반사 이벤트가 평행하게 발달되고 있음으로 

해서 심호성 셰일의 발달을 예상할 수 있도록 한다. 호수 수위가 발달함에 따라서 

저호수면 상태에서 집적 발달된 호수 심부에는 사암으로 이루어 진 선상지의 발 

달을 기대할 수 있으나 본 연구지역에서는 인지되지 않았다. 한편 호수면의 계속 

적인 상승은 심호저 지층의 암상을 점차 심호성 셰일층으로 변화시켰으며 이러한 

셰일층은 근원암과 덮개암의 역할을 통시에 수행 할 것으로 예상한다. 퇴적층 분 

석 결과， 종합된 고퇴적환경과 화산암 분포지역은 자연스럽게 심호상 셰일층이 집 

적될 수 있는 서부지역의 중앙부에서 유망구조를 도출할 여건을 조성하고 있다. 

2. 저 류층 및 탄화수소의 이동과 집적 

저류층은 퇴적 중심부 주변의 팔레오세 내지 초기 에오세 퇴적층에 발달된 사 

암층으로 예상된다. 또한 에오세 중기 이후 의 퇴적층 내의 사암층이 부정합변에 

trap 된 경우도 예상된다. IIH-1Xa 공으로부터 얻어진 공극율은 10-20% 정도로 

써 비교적 양호한 편이다. 한편 저류구조는 구조운동의 결과 발달된 단층 작용에 

의한 단층 수반형 배사 구조가 단연 우세하게 본역에 발달되어 있으며 이러한 

단층 하부에 근원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심호성 셰일의 발달이 이루어지고 

생성된 탄화수소가 단층면을 따라서 저류구조로 이동이 이루어질 경우 양호 

한 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본 지역에서는 측선 86-115 측선 상에 이와 유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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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가 발달 되 어 있다 (Fig. 7-19). 이 구조는 상부에 sublacustrine 셰 일층으로 

덮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집유조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직하부는 

팔레오세의 근원암층이고 상부는 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이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 

로 예상된다. 

한편 탄화수소의 생성 시기와 이동에 관한 시기가 저류구조의 형성시기와 조화 

를 이룰 것인가 하는 문제는 구조 형성 시기가 올리고세로 해석됨에 따라서 심 

한 구조 운동에도 불구하고 석유생성， 집적 이동에 영향을 주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된다. 

- 184 -



1.0 
커 
걷 
? 
걷 g 

‘걱 

O 걷 
I>l 
<
(1) 

::i 
B 
(1) 13.0 :;. 

'" (1) 
n 
。

그 
R ‘ 
‘” 

1 

]∞
이
 
1 

Figure 7-19 Seismic profile showing the fau1ted anticline structure appeared in the Line. 86-11-115 



第8章 結論

고생물 연구에 의하면 Kachi-1공은 백악기 초기 내지 후기 지층과 중기 이후 

의 고생물상을 보이는 반면， IIH-1Xa공은 후기 백악기， 팔레오세， 에오세， 및 플라 

이오세의 고생물상을 보인다. 분석된 고생물들은 호성 내지 하성환경을 지시하고， 

아열대 기후와 한랭 기후 사이에서 변화하였음을 보여준다. 

Kachi-1공과 IIH-1Xa공의 시추 구간에서 저류층으로 가능한 구간은 Kachi-1공 

의 경우 심도 2017 m - 2021 m 구간에 발달하는 하성 사암이다. 심도 1587 m 

1592 m 구간에 분포하는 잠재 저류 사암도 양호한 공극률을 가지나 덮개암에 대 

한 보다 정밀한 연구가 필요하다. IIH-1Xa공의 경우 잠재 저류층으로 가장 가능 

성 이 높은 구간은 1966 m - 21012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이 다. 

상기 2개 공의 시추 구간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극히 낮으며， 유기물의 타이 

프는 III에 비교된다. Kachi-1공의 경우， 열분석 Tmax에 의하면 1200 m, 생물 표 

기물 분석에서는 1300 m 부근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 도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일라이트 결정도 분석 결과는 1600 m 부근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 

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IIH-1Xa 공에서는 여러 가지 분석 

결과에도 불구하고 열적 성숙도를 판단하기 어렵다. 낮은 유기물 함량과 유기물의 

종류 때문에 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극히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는 

석유생성 잠재력이 거의 없다. 따라서 시추된 구간에서 석유 근원암으로 가능한 

지층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황해 대륙붕에서의 지질구조 발달， 퇴적 층 

서， 그리고 석유 부존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분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 

반암에 대한 탄성파 자료 및 시간구조도에 의하변 경사진 단층블럭， 반지구 및 지 

구 구조등 열개분지 (rift basin)의 특징을 나타내는 점으로 보아 본 연구지역에서 

분지 형성은 열개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반지구 및 경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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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 블럭들의 경계 부에 발달하여 있는 리스트릭단층의 주향 연장성을 검토한 

결과 연구지역에는 북동 남서 방향의 트랜스퍼 (transfer)단층이 발달하여 있고 

이는 열개 작용에 의한 리스트릭 단층 발달시 블럭간의 이통 운동량(slip rate)의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한다. 

퇴적층 하부에서 반사면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분지 최심부까지 시추된 시추공 

이 없어 열개작용이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반지구내에 퇴적된 

퇴적층의 시기， 반사면의 특징 및 리스트릭단층의 발달시기 등을 종합하면 열개작 

용은 백악기에 시작하여 팔레오세 말에 끝난 것으로 사료된다 팔레오세 말에 

열개작용이 끝난 이후에 압축력이 작용하여 습곡구조가 발달하였고 이후에 광역 

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동시열개성 퇴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을 구분 짖는 부정합 

을 형성하였다. 

열개작용은 기반암의 깊이가 본 연구지역의 주변부에서 중심으로 향하면서 깊 

어지고 퇴적층의 층후도 기반암이 얄은 쪽으로 향하여 앓아지다가 핀치아웃 

(pinchout)되는 퇴적 양상을 야기했으며 이후 중기 마이오세 말의 광역적인 침식 

작용은 기반암이 얄은 지역에서는 기반암의 정상부 뿐만 아니라 팔레오세 이후의 

퇴적층 모두를 삭박하는 커다란 결층을 야기시켰다. 

본 연구지역에서 석유부존 유망 구조는 습곡 및 단층 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배 

사구조이며 이 구조 하부에 근원암의 역할을 기대할 수 있는 심호성 셰일이 발달 

하고 생성된 탄화수소가 단층면을 따라서 저류구조로 이동할 경우 이 구조는 

양호한 탐사 대상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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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上 含油可能益地 解析 昭究 -大邱地域 2次年度-

정태진， 오재호， 손진담， 봉필윤， 이호영， 류병재， 손병국， 

권영 인， 황인걸， 이 영주， 김 학주 

Petroliferous Basin Analysis in Taegu Area (1 1) 
T.J, Cheong , J,H. Oh , J,D. Son , P.Y. Bong , H.Y. Lee , B.J, Ryu , 

B.K. Son , Y .I. Kwon , I.G. Hwang , Y.J, Lee , H.J, Kim 

Along the Waegwan-Taegu-Youngchun section, the Cretaceous Gyeongsang 

Supergroup consists of more than 9 km sequences of sedimentary and volcanic 

rocks, deposited in the northem part of the Milyang subbasin. The sequence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Sindong, Hayang and Yuchon groups in 

ascending order. Based on Rock color, the Sindong Group CNeocomian) can be 

subdivided into Nakdong, Hasandong and Jinju formations. The Hayang Group 

was formed during the Albian - Aptian age which can be subdivided into 

Chilgog, Silla Conglomerate, Haman Cincluding Hagbong Volcanic Member) and 

Jindong Cincluding Kusandong Tuff} formations. Along the Taegu - Y oungchon 

section, the Jindong Formation can further be subdivided into Panyaweol, 

Songnaedong, Chaeyaksan Volcanic and Geonchonri formations. The Yuchon 

Group CCenomanian-Campanian) consists of volcanics and volcaniclastic 

sediments. The Hayang Group conformably overlies the Sindong Group, 

whereas the Yuchon Group unconformably overlies the Hayang Group. Part of 

the sequence was thermally metamorphosed according to the intrusion of the 

Bulgugsa Granite. 

Sedimentological study along the Waegwan and Taegu section revealed that 

the Nakdong Formation is represented by channellized sandstone, encased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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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eenish gray mudstones. The mudstones were deposited in floodplain and 

swamp environments under humid c1imatic conditions, whereas the sandstones 

represent deposition in fluvial systems. The Hasandong Formation is 

dominated by reddish mudstone, deposited in floodplain environment under arid 

c1imatic conditions. The sandstone units are channellized, indicating deposition 

in low- or high-sinuosity fluvi a1 systems. The Jinju Formation contains dark 

gray mudstone, interca1ated with sheet-like, channellized and lobate sandstones. 

The mudstones were deposited by slow suspension settling in lacustrine 

environment, whereas the sandstones represent deposition in lacustrine margin 

such as channels and depositional lobes of lacustrine deltas. Along the 

W aegwan - Taegu section, the black shales and sandstones which act as 

hydrocarbon source and reservoir are thicker than those of the Sungju - Taegu 

sectlOn. 

Sandstones of the Sindong and Hayang groups belong to the arkose-feldspar 

arenite. In the Sindong Group, sandstones are dominated by quartz. In the 

Hayang Group, however, feldspar and tuffaceous sandstones are abundan t. 

Sand grains are subangular to subrounded and moderately-sorted, in which the 

sand grains show point- and long-contact. Primary pores are filled with 

diagenetic minerals such as ca1cite, silica and authigenic c1ay minerals. 

Replacement and dissolution of ca1cite, and alternation of feldspar form the 

minor secondary pores. Reservoir quality of the sandstones is poor with less 

than 5% of porosity. In the study area, illite crystallinity is strongly affected 

by the post depositional intrusion, regardless of stratigraphic position. The 

burial temperature of the study area could be estimated at about 150-180 oC 

based on illite crystallinity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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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indong Group, vitrinite reflectance ranges from 2.51% to 3.85% Ro 

and Rock-Eval Tmax ranges from 6130 to 7110 C, indicating that therrnal 

maturity of the organic matter reached at the last stage of dry gas generation. 

These data also indicate that a11 of the transformable organic matter has 

been transformed into hydrocarbon and that considerable hydrocarbons 

could have been generated. 

Geophysical study on the Jinju Forrnation suggests that P-wave velocity of 

the sediments is very high and high frequency seismic source should be used 

to identify main depositional units. In this case, some depositional units can 

not be recognized, using ordinary seismic data aquisition method. 

In summary, the Nakdong and Jinju forrnations contain abundant black 

shales, and therrnal maturity of the organic matter reached at the final stage 

of dry gas generation. These foπnations also contain thick sandstones which 

can act as a petroleum reservoir. However, reservoir quality of the sandstones 

is poor (porosity < 5%; perrneability < 0.001 md). In these sandstones, 

secondary pores such as dissolution poresand micropores can act as a tight 

gas reserV01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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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언 

이 연구는 연차적으로 경상누층군이 발달된 지역에 대한 탄화수소 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정밀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1992년과 1993년도에는 의성지역， 그리고 1994년과 1995년에는 진주지역에 대 

하여 연구한 바 있다. 1996년부터 1997년까지 2년간 예정으로 대구 일대에 분포 

하는 경상누층군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자원 부존 가능성을 연구하고 있으며， 이 

보고서는 그 2차 년도의 연구 결과이다. 

한반도 남동부에는 주로 육성 및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역암， 사암 및 이암이 

약 9000m 이상의 두께로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누층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분지는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층서， 고생물， 암석학 

및 유기지화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분지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 

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상 

분지의 탄화수소의 생성 가능성， 이동 및 집적 메커니즘 등에 대한 자세한 연구를 

위하여 퇴적분지의 규모 및 발달과정， 퇴적환경과 저류암 발달상태 및 특성 으
 
E 亡? 

]

규명함과 아울러 탄화수소 자원의 집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이번 연구에서 퇴적학적 연구는 지금까지의 연구결과 근원암， 저류암 및 덮개 

암이 가장 잘 발달된 것으로 추정되는 진주층에 대하여 집중적인 야외조사를 수 

행하였다. 이외에도 낙동층 및 하산동층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 

였다.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에 대하여 1:20 척도의 정밀 수직 주상도를 

작성하여 퇴적상을 연구하였고， 이 를 통하여 저류층 사암의 자세한 퇴적작용과 퇴 

적환경을 유추하였다. 저류사암 외에도 근원암 및 덮개암 역할을 하는 이암에 대 

해서도 자세한 퇴적작용을 연구하였다. 퇴적작용에 영향을 주는 지구조운동， 기 

후 및 호수면 변화 등의 요인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였다. 육성 퇴적층에서의 순 

차층서 (sequence stratigraphy)를 확립하기 위한 탄성파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 199 -



야외노두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한 퇴적학적-물성학적 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육상 탄성파 탐사시 탐사지역의 암석에 대한 적합한 파라미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성 탄성파 모댈링을 통하여 탄성파 탐사시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 

였으며 다양한 지질 모델에 대한 탄성파 자료 해석의 문제점도 도출하였다. 

저류가능 사암의 저류조건을 파악하기 위하여 사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x-선 회절분석과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사암의 구성 성분과 조직， 

속성작용 단계 및 공극의 양상을 연구하였고， 점토광물의 구성성분 분석과 일라이 

트의 결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암석화 단계 및 심도에 따른 변화와 열에 의한 변질 

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매몰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암석시료 분석과 병행하여 

속성작용， 암석물성 및 조사지역에 국부적으로 분포하는 관입암의 영향에 대한 연 

구도 수행하였다. 특히 금번 연구에서는 미세 균열구조에 대한 방향성을 파악하 

였으며， 현미경 관찰이 불가능한 성장공극은 전자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특성을 

파악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누층군의 낙동층과 진주층에는 근원암으로 가능할 정 

도인 유기물함량이 0.5%인 세일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된 지층들이 발달하고 있 

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물의 함량보다는 지역 또는 층서상의 위치에 따른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적 성숙도 연구에 

는 Rock-Eval에 열분해 분석과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법이 이용되었다. 이번 연 

구에는 처음으로 열분석 기기인 Rock-Eval 6가 처음으로 이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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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지질개요 

본 역에 발달되는 백악기 지층은 경상분지의 밀양소분지를 채운 경상누층군과 

이를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로 이루어진다 (Fig. 2-1). 경상누층군의 층후는 약 

9천미터에 달하며 동쪽으로 10-15도 경사되어 있어 칠곡 왜관-대구-영천 경주로 

감에 따라 상부층이 나타난다. 경상누층군은 본 역 서부에 분포되는 선백악기 변 

성암과 화강암 상위에 놓이며 하부로부터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으로 나뉘 

어 진다， 신동층군은 다시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하양층군은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학봉화산암멤버 포함) , 진통층 (대구 영천-경주지역 

에서 반야월층-송내동층-채약산 화산암층-건천리층으로 세분됨)으로 나누어진다. 

유천층군은 화산암과 화산쇄설물로 구성되며 하부는 안산암질암류가 우세하고 상 

부는 산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이다. 

경상누층군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과 쥬라기의 화강암으로 구 

분된다.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는 칠곡군， 성주군， 고령군의 일부에 분포되며 

쥬라기 화강암은 왜관읍 부근에 소규모 노출되어 있다. 이는 흑운모와 각섬석， 

핑크색 정장석이 우세하다. 본 역의 신동층군은 칠옥군， 성주군， 고령군 일대에 

분포하는 초기 백악기의 중기에 퇴적된 육성층으로서 층후는 약 3000m이고 주향 

은 북동이며 경사는 10-25도 남동향한다. 암질과 암색에 근거하여 하부로부터 닥 

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구분된다. 중부의 하산동층은 적색 실트암을 함유하 

고 있어 하위의 낙동층과 상위의 진주층이 구별된다. 낙동층은 기복이 있는 선경 

상기반의 고침식면상에 부정합으로 놓이며 층의 상한은 하산동 저색층준의 직하 

이다. 

본 역의 하양층군은 칠곡군， 고령군과 대구광역시， 달성군， 경산시와 영천시， 경 

주시 일원에 광범위하게 분포되며 층후는 약 4000m 내지 5000m에 달한다. 주향 

은 하부의 칠곡층과 신라역암은 신동층군과 유사하나 상부의 함안층과 진동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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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위의 유천층군을 둘러싸고 경사는 유천층군을 중심으로 향심구조를 갖는다. 진 

동층은 고령군과 성주군에 발달되나 동쪽의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일원에는 하 

부로부터 반야월층， 송내동층， 채약산 화산암층과 건천리층으로 세분된다 (Fig. 

2-1). 

유천층군은 대구광역시 남구 앞산일대， 달성군 비슬산 일대과 경산시， 남천면 

일대에 널리 분포하며 하부의 안산암질 화산암류와 상부의 유문암질암류로 대별 

된다. 하위의 하양층군과는 부정합 관계이며 층후는 약 2000m에 달한다. 

불국사 관입암류로는 화강암과 석영반암으로서 팔공산 일대와 달성군， 경산시， 

영천시， 경주시 일원의 유천층군 분포지에 나타나며 대부분이 화강암이다. 팔공 

산일대의 화강암은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을 광범위하게 관입 열변성시켜 약 2km 

폭으로 접촉변성대를 형성하고 있다. 성주군 운수면 의봉산 부근에 관입한 본 암 

의 일부는 암주상으로 진주층을 관입하고 있으며 주로 세립질 흑운모 화강암으로 

서 석영， 장석， 흑운모， 각섬석 등을 관찰할 수 있다. 본 암 주변은 약간 변질되 

어 주위의 암석을 규화시키고 있으며 구조적으로 주향과 경사는 불규칙하다. 현 

풍면 제니산 부근에 암주상으로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은 세립 내지 중립질로서 

석영， 장석， 흑운모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역 동남부 논공면 동부와 옥포면의 저반 

상 화강암은 주로 세립 내지 중립질 화강암으로 석영， 장석， 운모 등으로 경하에 

서는 등립상 조칙을 보인다. 

이상 본 역의 지질계통은 Table 2- 1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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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1. Stratigraphy of the Gyeongsang Basin, Taegu area. 

BULGUKSA INTRUSlVES 

-mtruslOn-

CRETACEOUS YUCHEON VOLCANIC GROUP 

---------- unconfonnity -------------

Geonchonri Fm. 

GYEONGSANG 1- JINDONG Fm. Chaeyaksan 
Volcanic Fm. 

SUPERGROUP 

Songnaedong Fm. 

Panyaweol Fm. 

HA Y ANG 1- HAMAN Fm. (Hakbong Volcanic Mb.) 

GROUP SILLA CONGLOMERATE 

CHILGOK Fm. 

SINDONG 

GROUP 

m F U N --J 
「| 
| 

뉴
 
| 
| 
L 

HASANDONG Fm. 

NAKDONG Fm 

--------,“‘--- unconfonnity --‘---------------

JURASSIC BIOTITE GRANITE 

-mσuSlOn-

PRECAMBRIAN MET AMORPHIC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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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층서 

제1절 신동층군 

1. 낙동층 

연구지역 내 발달되는 낙동층은 칠곡군 왜관읍과 성주군 선남면 일대에 주로 

분포되며 주향은 북동이며 경사는 남동 10도-30도에 이른다. 본 층은 층후가 약 

700미터에 달하며 상， 중， 하부로 구분된다 (정태진 외 1996). 하부는 두께가 약 

100m로 흑색 세일， 회색 실트암 내지 이암， 갈색 사암과 역암으로 구성되고 박층 

의 저질 무연탄이 협재된다. 상기 암층은 연장성이 불량하며 상변화가 심한 편이 

다. 기저부는 기질우세의 역암들로서 원마도가 불량한 화강암， 편마암， 규암의 역 

을 포함하고 있는 반면에 원마도가 잘 발달된 자갈과 거력을 포함한 역암층도 발 

달한다. 사암층은 사층리의 발달이 현저하고 대체로 고수류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세일과 세립사암은 식불편을 다량 갖고 있으며 立岩嚴 (1929)에 의하여 木

戰類， 후짧類， 松伯類퉁이 기재된 바 있다 (Table 3-1). 

중부는 층후가 약 300미터로 대부분 사암과 역암으로 구성되며 부수적으로 흑 

색 세일이 협재된다. 중부의 상부에 발달하는 역암층 내에는 양치류나 침엽수의 

줄기가 규화목으로 들어 있는데 확인된 화석은 Cibotioroulis tateiωai Ogura, 

Cyathoroulis naktongenesis Ogura, Xenoxylon latiporosum (Cramer)의 3종이 기 

재되어 있다 (立岩嚴 1929). 상기 함화석 역암대 하위에 협재된 흑색 세일층은 

식물화석 이 다량 나타나며 立岩嚴 (1929)에 의하여 Adiantites sewardi Yabe외 15 

종이 기재된 바 있다. 상부 (층후 300m)는 흑색 세일과 갈색 사암의 호층대로서 

연장성이 양호하다. 사암은 간혹 역질이며 화석 산출은 풍부한 편은 되지 못하나 

복족류에 속하는 Unio와 Anodonta(?)의 조각 외 에 5종이 과거 立岩嚴 (1929)에 

의하여 기재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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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1. Occurrence of non-marine fossils in the Sindong and Hayang 
groups (Son, 1977) 

Plant Fossil 
A) Si빠01멍 Group 
l)Filir.al“ & F<nI-꾀‘e PIant.~ 

:Adiantites secαrdi Yabe 

abotioca.‘/is flItr:짜1t1Í <>&ura 
Qadop삐ebis brαomia (Duok.) 

C dentiCUJata l1lro<훌n) 

C geyleriana (Nath.) 

C koraiensis Y따>e 
C kotoi Tateiwa 
C Iobifo/l띠 (pb파) 

Coniopteris hurianus (Yok.) 

C h}’metIG1빼새bμes (Broogn.) 
야뼈lOa1UIiS nakdoIIgensis og따a 

Onychiopsis e/ongata (Geyler) 

Rrlfordia goeppertj !1>unk.) 

빼enope채 bùobata Yabe 

s.cf. 띠Issoniana Broogn 

Tæniopteris inouyei Tateiwa 
πψv{eldia ￥i 

2.lE!I파훌때J::i 

Equisetites naktongensis Tateiwa 

E. rtaktcngensis tenuiaaιis Tateiwa 
E. USIψnarensis (Y 01ι) 

JlIkOn!파tak웅 

Di며IO=n‘tes PICUt<‘s (Morris) 
D. kaWaSaJ，띠i Tateiwa 

D. kawasr.펴äi grossinerois Tateiwa 

Oto:ønite5 <f. beani (1.. & 11.) 

0. klipsteninii Dunk. 

Pseud<JcyCQS 띠짜IgnÎs Nath. 

Pti/oplryUum c( dunkerianum (Go<후) 
P. pecton (Phill) 

IZamiopsis gottschei Tateiwa 
잉아뇨g마.aI!::i 

Nilssαu conψta (PI피t) 

N. orienαdis Heer 

N. SdmJn‘burgensis (Dunk.) 
N. yabei Tateiwa 

뼈빼웰효 
Baiera phiJJpsi Nath. 

αnkgo c( di，인tata (Brongn.) 

G. sibiriaJ Heer 

Ginkgodiαn graci/e Tateiwa 
G. nathorτti Yok 

l빼뼈& 
Brachyphyllum sp 

Cyparissû빠""japα1따""Y야ι 

Czekanowslda 11\llTT/l.)Q1a (1.. & H.J 
Pityophyllum cf. prodrorne Heer 

P. nordenskijoldi 쩌eer) 

Sequαa cf. ambigua Heer 

Xenoxylon latiporosum (Cramer) 

B)IIayang Gt-oup 

FrenelO()sis c f. rxzrcenαnosa Fontain 

Invertebrate Fossils 
A) Sindong Group 
l.l..M!!뻐훌a 
(I)Gastroκ찌a 

Viv ÎparUs (Sinot냉α?) key.‘yomsis suzuki 
IBroptiopsjs UJalcinomsis lKOI쩌ya의피 &SUZI뼈l 

B. ux:iånoøasis ryohoriensis Suzuki 

B. kobayashi 앙w，‘lmSÍS Suzuki 
쩌Idrobia (Parlrydrobia) llY야:usoesis Suzuki 
B띠ψ따s rdaJtOmSiS suzuki 
(2)1닝ecyα쳐a 

PliaJtounio rtaktcngensis n‘u1tipIicaÞ.1S Suzuki 
Plialtounio natoogensis Kobayashi & Suzuki 
H omelania basicordata suzuki 
M icromeJania k:atomsis suzuki 

NaIa7rturanaia dψ핑'SIr:nenSiS (Grabau) 

ISd양todesmus antiqus S‘lZI1ki 
Nagdot영ia soni Yaoe 

Trigoni야ies kt.찌airai Kobayasbi & suzuki 
ηigOllÚJ여'es (K，α'<<n1ia) bot잉1<;yllli Yang 

Pseudck)’ria matsmotoi Yang 
Wakinoa walålllJellSis (Ota) 

2M따lW!Ida 
(l) Concostracan 
Estherites nakongensis Kφayasbi & Kid。
Euestheria kyongangensis (K여빼a패j & Kido) 

Euestherio kyα19SfIIge，따is 00Zitai Kobaya강꾀 & Kido 
(2)Ostracodes 

CypπtkáCypπdea) k녕erson 

cν'pritkáPseιiocypπtka Roth 

candcna B밍rd 
I /yocypris B.혀y & Norrnan 

Sinocypris Ho 

B)Hayang Group 

.1l.1I뻐피똥a 

Thiara (Sir앵imela뼈) tateω1t1Í suzuki 

Thiara (Sin쟁imela뼈) αlteωl<lÍ acut:ica;ιJta Suzuki 

Trigorwides koc/airai P01ι:isu1catus Suzuki 

2lA따lllQ!웰 

Euestherio kylXl/lS<'영.ensis medialis Kobaya하피 & Kid。

Vertebrate Fossil 
Dinosaur (bones. eggs, teo최1) 

Fish (Lycoptera). T urtJe 

Plant Microfossil 
1κharophyta 

Qypeatar i‘uqlDT\ensis. Adistodrlra, MesochmJ. 

Sα1ftπαmra. Porαmra. Amblyodrlra, ’T여ypella’ 

2)P.외ynomor퍼1S 

CoroUina, αCatricosisporites. Ephedripites 
Angiosperm PoJIen 

Trace Fossil 
Dinosaur and bi며 tracks 

SCO)1enia, Arenicolites. Tlrzlassinoi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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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산동층 

하산동층은 왜관과 대구사이 칠곡군 지천면， 하빈면에 주로 분포되며 주향은 

북동이고 경사는 14-25도로 남동향이다. 본 층의 두께는 약 1 ，300m정도이며 주 

로 실트암， 이암， 세일，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는 데 암색은 실트암과 이암이 적 

색을 띠는 것이 우세하다. 이암과 세일 중에는 석회질로 된 것이 더러 있으며 이 

회질 단괴가 많이 들어 있다. 왜관읍 금당리와 도당리에서 발달되는 흑색 세일 

내에는 식물화석 (Cladophlebis sp. , Taeniopteris? sp. cf. T auriculata 

(Fontaine) , Cyparissidum cf. japonicum. Yok등이 확인된 바 있다 (立岩嚴 1929). 

본 층의 퇴적양상은 상향 세립화하는 윤회퇴적층 (층후 2-5m)으로서 하부에서 역 

암 및 역질 사암에서 사암과 상부의 석회질 단괴로 변화한다. 이는 건조한 기후 

하의 고굴곡 혹은 저굴곡 하천 및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정태진 외 

1996). 

3. 진주층 

진주층은 지천면과 하빈면， 다사면， 다산면 일대에 분포하며 주향은 역시 동북 

방향이 며 경 사는 통상 10-30도로 남동향이 다. 본 층은 층후가 약 1000미 터 에 달 

하고 흑색 세일， 회색이암과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며 간혹 박층의 저질 무연탄 

이 협재된다. 사암은 간혹 역질이다， 하빈면 동곡리 30번 국도변 절개부에 노출 

된 흑색 세일 내에는 스트로마토라이트와 식물 및 동물화석이 흔하게 나타나며 

물결자국 등도 가끔 나타난다. 다데이와에 의해서 보고된 식물화석은 

Cladophlebis Shindoensis sp. nov외 11종이다. 상기 절개부에서 채집된 물고기 

화석 (Plate 1)은 일본의 백악기 관몬층군의 와끼노아층군에서 산출 되는 

Wakinoichthiidae gen. et sp. indet. 와 Chuhsiungichthiidae gen. et sp. indet. 

(Yabumoto 1994)로 판명되었다. 또한 동일 장소에서 곤충화석， 에스테리아와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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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충 화석이 산출되었다 (Plate 2). 본 층과 상위의 일직층은 전기 백악기 

Barrernian의 따뜻하고 건조한 기후 하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Choi 

1985, Yi et al 1994). 본 층의 암회색 이암은 호수환경에서 뜬짐 퇴적물이 침전 

된 것이며 사암은 호성 삼각주에서 주로 퇴적된 것이다 .. 

제2절 하양층군 

1. 칠곡층 

본 층은 대구시 북구와 지천면 다산면 성산면 일대에 분포되며 주향은 역시 

북동을 취하며 경사는 12-28도 남동향한다. 층후는 대구지역에서 최대 700m에 

달하나 현풍 도폭에서는 450-500m에 이른다. 적색을 띠는 실트암과 이암이 풍부 

하고 건열을 자주 수반한다. 상부 사암들은 역암질로서 상위의 신라역암과는 점 

이적인 상 변화를 가진다. 본 층의 하부층원은 두께가 약 200미터로 하부로 부터 

적색 실트암대->역질 사암대->적색 실트암대->녹회색 이암대->흑색 세일과 이 

회암대->독회색 이암대->적색 실트암대->처어트 역암대로 세분되고 이들의 연 

장성은 양호하다. 처어트 역암 내지 역질 사암 내에 발달되는 사층리의 고수류 

방향은 대부분이 서향하고 있으며 이는 공급물의 기원지가 신동층군과는 달리 동 

쪽에 있었음을 암시한다. 중부 멤버는 층후가 약 300m로 적색 실트암과 녹회색 

이암 그리고 웅회질 사암의 호층대로 구성된다. 상부 멤버는 두께 약 200m로 적 

색 실트암-역질 사암-역암의 호층대이며 상위의 신라역암과는 점이적이나 역의 

크기에 의하여 구분된 바 있다 (立岩嚴 1929). 하부멤버는 의성 소분지의 일직층 

과 구미동 역암층에， 중부멤버는 구계동층에 해당되나 상부 멤버는 대비 층준인 

점곡층 하부 (의성 소분지 세립 퇴적상)와는 퇴적상에서 극심한 차이를 보여준다. 

즉 칠곡층은 상부로 가면서 상향 조립화하는 반면에 의성소분지는 상향 세립화하 

는 것 이 특징 이 다. (정 태진외 1996, Son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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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신라역암 

본 층은 대구시 북구， 다사면， 다산면， 성산면 일대에 분포하며 주향은 북동향이 

고 경사는 10-30도로 남동향하며 층후는 대구지역 400m, 현풍 도폭 역에서는 

550m에 이른다 (김기완외 1970). 본 층은 일반적으로 적색， 갈회색의 역암， 역질 

사암， 사암， 이암， 실트암， 사질 실트암， 회색 세일로 구성되고 이회암의 결핵체가 

들어 있다. 역의 성분은 편상 화강암， 규암， 화강 편마암， 응회질 사암， 화산암질 

암 등으로 크기는 평균 3-5cm이다. 신라역암은 대구지역 이남에서는 층후의 차 

이는 있으나 연장성이 우세한 반면에 의성 소분지에서는 대비 층준인 점곡층 중 

상부에는 세일과 이암내에 단지 의흥역암이 소규모 (10m내외)로 나올 뿐이다. 역 

암층의 상한은 학봉화산암 또는 함안층과 정합으로 접한다. 

3. 함안층 

함안층은 대구시 동구 불로동， 검단동， 산격동， 비산동， 이곡동， 화원면의 성산동 

일대에 분포하며 층후는 약 1100m (대구지역 )-1300m (현풍지역)에 이르고 주향은 

북동향이고 경사는 5-25도 남동향이 지배적이다. 본 층은 신라역암층을 정합적으 

로 피복하고 있으며 적색의 실트암， 이암， 사질 실트암， 역질사암이 협재되며 상위 

진동층과는 정합 관계이다. 본 층의 하부는 적색의 실트암 이암이 우세하고 약 

간의 사암이 협재되어 있으나 중부에서는 녹회색 또는 암록색의 사암과 적색 사 

질 실트암 등이 호층을 이룬다. 그러나 상부에 이르러 회색 세일， 이암， 실트암이 

우세해지고 간혹 적색이암이 협재된다. 

본 층의 상한은 구산동 응회암 (장기홍 외 1977)에 의하여 결정되는데 대구 이 

남 현풍도폭 역에서는 진동층과 구분되며 대구-경산-영천 도폭역에서는 반야월층 

과 접한다. 구산동 응회암은 결정질 응회암으로 두께는 2-5m인 낱층으로서 이암 

내에 협재되어 있어 식별이 용이하다. 구산동 응회암은 대구 동촌， 동부정류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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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열쇠층을 기준으로 밝혀진 주향이동단층은 대구시내 확인된다. 성서공단에서 

함안층은 물결자국， 건열이 발달한 범람원 퇴 달한다. 낙차가 최대 3krn에 에서 

다량 나타나며 노두에서는 공룡 족흔 화석이 

대구 서구 상리동에서 잠자리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서승조 1985). 

신천 뱃가의 있으며 적물로 알려져 

가.학봉화산암층원 

북구 조야동， 지저동， 대구시 용암 분출암상으로 함안층하부의 본 화산암층은 

층후는 최대 약 분포하며 동변동， 침산동， 산격동， 달서구 상리동， 와룡산 일대에 

250m에 달하나 팔공산 화강암체에서 와룡산 이남까지 약 15krn 연장의 노두가 나 

본 층은 기공상 조직과 행인상 조직을 갖는 현무암층과 적색실 타나는 설층이다. 

트암 및 웅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으며 산격동과 침산동에 분포되는 본 층은 동 

혐
 

동
 

진
 

。

-
」

-
증
 

보
 」

하위구간이므로 적어도 Albian-Aptian보다 오래된 전기 백악기 시대로 해석된다. 

단층에 의 하여 반복되 어 나타난다 (Fig. 2-1). 힌지 서 방향의 

4. 진동층 

본 역의 진동층은 하양층군의 최상부층으로서 하한은 구산동 응회암 또는 통일 

층준으로 정하였으며 상한은 유천층군과의 부정합면으로 정하였으며 비적색 이질 

분
 

암층과 박층의 사암 또는 이 회 암으로 구성 되 며 층후는 1500-2000m에 이 른다. 

포지는 대구 동구지역과 수성구 경산 일대 화원면， 옥포면， 현풍면， 구지면 일대로 

주향은 유천층군 분포지를 분포되며 유천층군으로 구성된 비슬산과 앞산 아래에 

환상으로 둘러싸고 경사는 대체로 향심구조를 이룬다. 

진동층은 대구-영천-경주지역에서는 반야월층-송내동층-채약산 화산암층 건천 

경주-영천지역에서 발달되는 송내동층과 채약산 화산암층은 

닙l- ctcl 
E즈 E코 -‘1 묶음인 진동층이 첨멸되고 반야월층과 건천리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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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산 지역으로 오면서 



는 데 상기한 진동층하부에 해당되는 반야월층은 녹회색 이질암이 우세한 반면에 

건천리층에 대비되는 진동층 상부는 흑색 세일과 이회암이 우세한 편이다. 진동 

층에 산출되는 화석으로는 이매패류， 에스테리아， 게형충， 식물줄기화석， 스트로마 

토라이트， 윤조류와 공룡 족흔 화석이 도처에 나타난다. 진동층은 하위의 함안층 

이 충적평야임에 반하여 호성퇴적상을 보인다. 진동층의 지질시대는 건천리층 하 

부에 산출된 Angiosperm p이len으로 보아 후기 백 악기 Albian-Aptian에 속하며 

고기후는 역시 비교적 온난하고 건조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Choi 1985). 

가.반야윌층 

본 층은 과거 대구-영천 경주도폭 (다데이와 1929)에서 설정된 대구층의 중부 

로서 하위의 함안층과 상위의 송내동층과는 단지 암색 (적색층 협재 여부)에 의하 

여 구분되었다 (손치무 외 1968). 본 층은 암회색 세일과 녹회색 이암으로 구성 

되고， 세립 내지 중립질 사암과 이회암이 협재되는 호성 퇴적상이다. 반야월층 

의 기저는 상기한 구산동응회암이 대구지역에서는 나타나나 영천과 안강 사이에 

는 확인 된 바 없다. 반야월층은 담수자라화석 (장기홍 1977), 에스테리아， 공룡 

족흔 화석 이 여 러 층준에 서 나타난다 VlVzparus sp와 윤조화석 이 여 러 층준에 서 

산출된다. 본 층은 대구-경산-영천 일대에 넓게 분포되며 층후는 약 1，100m에 

달한다. 영천시 완산동 일대와 도남동 일대에 두께 1m 정도의 응회질 사암이 수 

매 나타난다. 

나. 송내동층 

본 층은 적색 실트암과 녹회색 이암이 호층을 이루며 경산-영천-경주지역에서 

분포되는데 이는 상위의 화산암인 채약산층과 같은 활모양의 주향을 가지며 두께 

는 최대 800m에 달하는 부분도 있다. 본 층에는 복족류 및 두족류화석이 산출되 

며 윤조화석 이 연구된 바 있다 (Suzuki, 1943, 양승영 1978, 유의규 1970, 유의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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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71, 서 승조 1985, Choi, 1987) , 

다. 채약산 화산암층 

본 층은 영천시 괴연동 채약산 (영천도폭 남단)이 표식지로서 주로 영천도폭 

동남부와 경주도폭 서남부에 활모양으로 분포하며 서측은 자인도폭에서 첨멸되며 

동측은 모량도폭에서 첨멸된다. 표식하한은 영천군 북안변 임포동에 위치하며 표 

식상한은 표식건천리층 하한에 의해 정해진다. 주 구성암은 현무암， 안산암， 안산 

암질 각력암， 암갈회색-암녹회색 응회암 및 응회질 각력암으로 구성되며 층후는 

약 500m이다. 

라. 건천리층 

본 층은 경주시 건천읍이 표식지서 암회색 세일， 이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며 

층후는 약 800m이다. 채약산 화산암층 남측에 호상으로 분포되며 경주근교 벽도 

산에서 자인부근까지 약 30 km에 이른다. 자인 부근에서는 반야월층과 경계설정 

이 어렵다. 본 층은 하위의 채약산화산암층과 상위의 유천층군사이에 놓이며 상 

한은 주사산 화산암과 부정합 관계이다. 최상부 층준에서 공룡발자국화석이 발견 

되었으며 윤조화석이 산출된다 (유의규 1971 , 서승조 1985) , 

제3절 유천층군 

유천층군은 주로 본 역 동남부에 위치한 대구 남구와 수성구， 가창면， 옥포면， 

유가면에 분포를 보여주고 있다. 주로 안산암， 조면 안산암， 안산암질 반암 등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암록색， 암회색， 흑록색 등을 띤다. 본 층군은 하부에 우세한 

안산암질 암류와 상부의 유문암질암류로 대분되는데 본 역은 주로 하부의 주산 

안산암질암에 속한다. 본 암은 진동층을 암상 관입， 천처관입， 용류등의 산상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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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여 준다. 유가면， 현풍면 동부에서는 주로 용류하고 옥포면에서는 암상관입되 

어 있다. 본 역 논공면， 유가면 유콕동에 분포된 본 암은 암록색， 회록색을 띠며 

풍화변에 많은 요철을 보여주고 있으며 진동층의 흑색 세일의 파편들이 많이 포 

함되어 있다. 많은 수직절리를 보여 주며 석영， 장석， 녹렴석이 흔하게 산재되어 

있다 

현풍도폭 조사에 의하면 금학산 일대의 주산 안산암질암은 암상관입되어 있으 

며 옥포면 기세동 부근에는 안산암질 반암이 암상 접촉하고 있으며 반정을 이루 

는 장석은 회록색을 띄며 기질은 암록색을 띠고 있다. 그러나 음동， 초곡동에 분 

포된 안산암질 암은 변질안산암으로서 각섬석， 견운모， 방해석， 녹니석， 녹렴석 동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장석류는 대부분이 견운모화 고령토화 되어 있다. 

청도군 운문면과 경주시 산내면 일대에 분포되는 주사산 화산암층은 주로 안산 

암， 조면암，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되며 간간이 적색 응회질 이암이 협재된다. 

유천층군의 지질시대는 기존의 절대연령 측정자료를 종합할 때 대체로 

Cenomanian -Campanian에 해 당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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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퇴적환경 

이번 연구의 대상지층은 대구지역에 발달하는 신동층군의 낙동층， 하산동층 및 

진주층이다. 퇴적학적 연구는 도로 확장공사로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하고 신선한 

노두가 분포하는 대구-왜관간 4번 국도변에서 주로 수행 되었다 (Fig. 2-1). 이 

구간에서는 특히 진주층의 노두가 매우 양호하게 발달하여 퇴적학적 연구는 이 

층에 대하여 집중적으로 수행되었다. 

이 지 층들은 주로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을 가지 며 (Fig. 2-1), 암상， 퇴 적 구조 

및 퇴적체의 지형에 의해 여러 개의 상조합으로 구분된다. 낙동층과 하산동층은 

하성 환경에서 퇴적된 사암과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이암으로 특징지워진다. 

진주층은 호수환경에서 퇴적된 회색 및 암회색 이암， 그리고 호수 주변부의 삼각 

주 환경에서 형성된 사암으로 구분된다. 

제 1절 낙동층 

낙동층은 기반암 상부에 부정합 관계를 가지며 분포하는 경상누층군 최하부의 

지층으로 본 연구에서는 낙동층 상부의 1개 노두에 대하여 정밀 주상도를 작성하 

였다. 

1. 낙동층 상부 

낙동층 상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왜관-대구간 4번 국도변의 절개지로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에 위치한다 (Fig. 2- 1). 이 노두는 두꺼운 괴상， 수평층리 및 사층 

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특정지워진다 (Fig. 4-1). 괴상의 사암 내에는 수평적 연장 

성이 불량한 이질사암 박층이 분포하며， 이질 사암 박층에 의해 곡사층리가 확인 

되기도 한다 (Fig. 4-1 , arrow 1). 사층리는 층리면에 수평으로 배열된 튼어올림 

역편 (rip-up clast)에 의해 특징지워진다 (Fig. 4-1 , arrow 2). 사층리를 보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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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1. Columnar sec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Nagdong Forma
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 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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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의 상부에는 흑색 세일이 분포한다. 흑색 세일 내에는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 엽리가 분포한다. 

이암층의 상부는 두꺼운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가 분포한다 (Fig 

4-1). 사암체는 괴상， 수평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층이 융합 

Camalgamated)되어 있다. 수평으로 배열된 뜯어올림역편， 이질사암 박층， 백운모 

박리 등에 의해 층리면이 확인된다. 사암체의 상부에는 두꺼운 괴상의 이질 사암 

이 분포한다 (Fig. 4-1). 이질 사암 내에는 이암 박층이 협재하며 부분적으로 탄 

산염에 의한 교결작용도 받았다. 이질 사암 상부에는 두꺼운 이암층이 분포한다. 

사암체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 내부의 곡사층리 를 보이는 침식면 등 

으로 보아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암은 회색， 녹회색 및 흑색 

을 띠며， 이는 습윤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2절 하산동층 

하산동층은 하부의 낙동층과 정합의 관계로 놓이며 적색이암의 첫 출현으로 

하부의 낙동층과 구분된다 상부의 진주층과도 역시 정합의 관계로 놓이며， 적색 

이암의 최종 출현으로 상부 경계가 설정된다. 왜관-대구간 국도변에서 이 층의 

상하부 경계는 매우 뚜렷하다. 이 지역에서는 하산동층 최하부의 노두를 정밀히 

기재하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1. 하산동층 최하부 

하산동층 최하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왜관-대구간 국도변의 솔치재에 위치하 

는 절개지로서 낙동층과 하산동층의 경계부에서 약 20 m 상부에 위치한다 (Fig. 

2-1). 노두의 하부는 두꺼운 수평엽리를 보이는 세립 사암이 특징이다 (Fig. 

4-2). 앓은 이질사암 박층 및 괴상의 중립 내지 세립사암이 협재한다. 수평엽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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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2. Columnar section of the lowermost part of the Hasandong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 2-1 (St: C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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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의 상부는 녹회색을 띠는 괴상의 이질사암과 수평엽리 및 희미한 엽리를 보 

이는 극세립 사암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2). 하부의 사암 및 사암/이암 

의 교호층은 전체적으로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따라서 사암 

은 하도 환경 그리고 이암은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암 사 

이 에 분포하는 극세 립 사암은 홍수기 때 제 방붕괴 (crevasse splay)에 의 해 범 람원 

으로 유입된 세립사암이 끌림작용을 받으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이암의 교호층 상부는 사암/이암의 교호층을 심하게 침식하며 발달된 사 

암체가 특징이다 (Fig. 4-2). 사암체의 하부에는 다량의 뜯어올림역편을 포함하는 

조립 사암이 분포하며 일부는 층리면에 평행하게 배열된 뜯어올림역편에 의해 수 

평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Fig. 4-2, arrow 1). 역질 조립사암의 상부에 

는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사암 및 괴상의 사암이 융합되어 (amalgamated) 있다 

(Fig. 4-2). 괴상의 사암 내에는 퇴적물의 입도가 약간 세립이고 엽리가 잘 발달 

한 구간이 분포하며， 일부 구간에서는 생교란 흔적화석도 확인된다. 사암층의 상 

부는 두꺼운 이질사암 및 이암층이 분포한다. 이암 및 이질사암은 주로 암녹회색 

을 띠며 생교란을 심하게 받았다 (Fig. 4- 2). 일부 이암은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 

어 단괴상으로 나타난다. 이 사암체는 하부의 침식면 상향세립화 경향 등으로 

보아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사암체 상부의 이암은 범람원 환경 

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상부는 괴상， 수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층이 융합된 두꺼 

운 사암체가 분포한다 (Fig. 4-2). 이 사암체 역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엽리는 백운모가 우세한 박층， 수평으로 배열된 뜯어올림역편， 이암 박층 등으로 

특징지워진다. 사암체의 상부는 암녹회색을 띠는 이암층이 분포한다. 이 사암체 

는 퇴적상， 상향 세립화 경향 등으로 보아 저굴곡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 

며， 이암은 범람원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형성된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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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산동층과 진주층의 경계부 

하산동층과 진주층의 경계부는 왜관-대구간 국도 확장 공사장의 신동리 남동측 

약 1 km 지점에 위치한다 (Fig. 2-1). 이 노두의 하부는 적색 및 녹회색의 이암 

및 이질사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가 특정이며， 상부는 암회색 및 회색의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가 특정으로 하부는 하산동층， 상부는 진주층에 해당된다 

(Fig. 4-3). 

하산동층에 해당되는 하부지층의 하부는 괴상 및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체로 

특정지워진다 (Fig. 4-3). 이 사암체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 사암 

체가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임을 지시한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적색 혹은 갈 

색을 띠는 이암과 이질 사암 그리고 괴상， 수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극세립 

사암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3). 이암 및 이질사암 내에는 적색의 이암 

박막이 분포하며 수평면에서는 건열이 흔하게 발달되어 있다. 생교란 흔적 화석 

도 흔하다. 사암 내에서도 적색 이암 박막이 발달되어 있다. 적색 혹은 갈색을 

띠는 이암 및 이질 사암은 생교란 흔적 화석， 이암 박막 내의 건열 등으로 보아 

건조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홍수기때 제방붕 

괴로 범람원으로 유입되는 유수에 의해 끌림작용을 받으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 

된다. 홍수기 사이의 시기에는 이암 박막이 퇴적되기도 하며 일부는 생교란을 받 

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 및 이암의 교호층 상부에는 두꺼운 이질 사암이 퇴적되어 있다 (Fig. 4-3, 

arrow 1). 이질 사암 내에는 칼리쉬 단괴가 분포한다. 이질 사암은 상부로 가면 

서 암색이 적색에서 연록회색으로 변해가며 그 상부는 진주층의 특징적인 회색 

및 암회색의 이질사암이 분포한다 (Fig. 4-3). 괴상의 이질 사암 상부에는 두꺼운 

이 암이 퇴 적 되 어 있다 (Fig. 4-3, arrow 2). 

탄산염 교결을 받은 부분은 암회색을 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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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트로마툴라이트 화석도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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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Columnar section of the boundary between the Hasandong 
and Jinju Formations .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 2-1 (St: C2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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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3, arrow 3). 이 이암층의 상부는 매우 두꺼운 녹회색 및 암회색의 이암 

층 및 이질 사암이 분포한다. 이암 및 이질 사암에는 이암 박층， 실트스톤 박층 

이 분포하며， 실트스톤 박층은 괴상， 수평엽리， 점이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탄산 

염에 의해 교결된 단괴도 분포하며， 생교란을 받은 부분도 흔하다. 협재하는 극 

세립사암 역시 괴상， 수평층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이암 박층 

은 건기동안 호수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협재하는 실트스톤 박층 및 극세립 사암은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홍수기때 다량의 퇴적물을 함유하는 강물이 호수 

로 유입되면서 저층류를 형성하여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저층류가 호저변을 

따라 흐르면서 유속이 급격히 감소하면 괴상 및 점이층리가 형성되며， 끌림작용을 

일으킬 경우 수평엽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노두의 상부는 괴상， 수평엽리를 보이는 사암이 우세하며， 사암 단위층 사이에 

는 녹회색 혹은 암회색 이암이 협재한다 (Fig. 4-3). 이암내에는 하부와 같이 실 

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 박층이 협재하며 실트스톤은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 

를 보인다.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며 이암 박층이 협재하기도 한다. 

사암체는 상향조립화 혹은 상향조립화-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Fig. 4-3). 상향조 

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는 호수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로브 환경에서 퇴 

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절 진주층 

주로 회색 및 암회색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된 진주층은 주로 적색이암과 사암 

의 교호로 특징지어지는 하부의 하산동층 및 상부의 칠곡층과 뚜렷이 구분된다. 

수평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노두에서 진주층의 사암체는 판상， 로브상 혹은 하 

도상의 외형을 보이며， 상향조립화 및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왜관-대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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측선에서의 진주층은 남쪽의 성주-대구간 측선에 비해 진주층의 두께가 두꺼우며， 

암회색의 이암이 상대적으로 두꺼운 것이 특징이다. 이 층에서는 4번 국도변을 

따라 5개의 노두를 정밀히 기재하였다. 

1. 진주층 하부 

진주층 하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신동역 남동쪽 약 lkm 지점의 왜관-대구간 

국도확장공사로 형성된 절개지에 위치한다 (Fig. 2-1). 이 노두는 두꺼운 암회색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가 특징이다 (Fig. 4-4). 노두의 하부는 담록색 

(olive gray; 5Y4/1) 및 암녹회 색 (dark greenish gray; 5GY 4/1)을 띠 는 이 질사암 

과 괴상 및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사암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4). 이질 

사암 내에는 이암 박막이 분포하며，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는 실트스톤 및 극 

세립 사암 박층이 분포한다. 일부 이질 사암에는 연흔구조가 발달하여 있다 

(Fig. 4-4, 따row 1). 이질 사암은 녹회색을 띠는 점， 부분적으로 연흔이 발달되 

어 있는 점 둥으로 보아 얄은 호수의 주변부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협재하 

는 극세립 사암 및 실트스톤 박층은 홍수기때 저층류에 의해 빠른 속도로 침전되 

었거나 하부 유권 하에서 끌림작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괴상， 수평 

층리， 사층리 및 점 이층리를 보인다 (Fig. 4-4). 괴상의 사암체는 내부에 분포하 

는 수평층리가 발달된 구간과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암 박막에 의해 수 개의 

단위사암층이 융합된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사암층은 두께 1 m 내외의 상향 

세립화 경향 혹은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Fig. 4-4) . 이 사암 

체는 호수주변부의 삼각주 전면 (delta front)의 얄은 호수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 

정되며， 홍수기때 삼각추 평원 (delta plain)에 분포하는 하천의 제방이 붕괴되면서 

호수로 공급되는 유수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의 상부는 괴상의 극세립 사암이 분포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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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lummlr section of the lower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l.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 
2-1 (St: C2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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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4. (continu{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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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CS GA FS CS GA 

Fig. 4-4. (continuf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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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 상부는 두께가 약 4m 정도인 조립 사암체가 분포한다 (Fig. 4-4). 조립 사암 

체는 괴상 및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단위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희미한 층 

리는 수평으로 배열된 뜸어올림역편과 조립 및 중립 사암 엽층의 교호로 특징지 

워진다.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암 및 이질사암이 협재하며， 이암 및 이질사 

암은 침식을 받은 것으로 보아 수 개의 단위사암층이 융합된 것이 확인된다. 사 

암체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이 사암체가 호수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사암체의 상부는 두꺼운 녹회색의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로 특징지워진 

다 (Fig. 4-4). 이암은 괴상 혹은 수평층리를 보이며， 두께 1 cm내외의 실트스톤 

박층과 점토질 이암박층이 분포한다. 실트스톤 박층은 주로 괴상이며， 일부는 퇴 

적통시성 교란을 받았다. 일부 이암은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어 단괴형태로 분포 

한다. 이 이암은 녹회색을 띠는 점 괴상 및 수평엽리를 보이는 점 등으로 보아 

호수 주변부의 수심이 얄은 지역에서 세립 퇴적물이 수직 침전한 것으로 해석된 

다. 협재하는 실트스톤은 홍수기때 유입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암 사이에 협재 

하는 극세립 내지 세립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며， 뜯어올림역편 및 이 

암 박막도 분포한다 (Fig. 4- 4). 이 사암체 역시 홍수기때 제방붕괴에 의해 공급 

된 사질퇴적물이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중부는 두꺼운 사암층과 이암층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4) . 사 

암은 괴상， 수평층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며， 일부는 퇴적동시성 교란을 받았다 

(Fig . 4-4, arrow 3). 사암층 내에는 이암 박층이 분포하며 ， 돋어올림역편도 흔하 

다. 일부 사암층은 두께 1 m 내외의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이 사암 

역시 홍수기때 제방붕괴에 의해 공급된 사질 퇴적물이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해석된다. 담록색 내지 회색을 띠는 이암 및 이질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며， 내부에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두께 1 cm 내외 

의 실트스톤 및 극세립사암이 분포한다. 이암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퇴적물이 느 

- 231 -



린 속도로 침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수평층리를 보이는 이암은 하부 유권 하에서 

끌림작용을 받았거나， 호수 환경에서 건기 및 우기의 반복으로 실트질 및 점토질 

이암이 교호하며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협재하는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은 

괴상， 수평 엽리 및 점이 층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홍수기때 퇴적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유수가 호수에 들어오면서 저층류를 형성하며 퇴적이 일어난 결과로 해 

석된다. 

사암의 상부는 두꺼운 회색 내지 암회색의 이질 사암으로 특징지워진다 (Fig. 

4-4). 이질 사암 내에는 두께 lcm 내외의 괴상， 수평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실트스톤 01 
;;><: 극세립 사암이 분포하며， 점토질 이암 박층도 분포한다. 협재하는 

사암은 괴상 및 수평엽리를 보인다. 이질 사암층 상부는 이 이질사암을 심하게 

삭박하며 발달한 두꺼운 사암체가 특징이다 (Fig. 4-4, arrow 4). 사암체의 하부 

및 최상부는 수평 엽리를 보이나 사암체의 중부는 괴상의 단위 사암층이 융합되 

어 나타난다 (Fig. 4-4).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질사암 박층이 분포하며， 이 

질 사암이 침식된 부분에서 단위사암층은 융합되어 있다. 이 사암체는 삼각주평 

원 및 삼각주 전면 사이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의 λL 님 」
öT "C 이질 사암과 사암층이 교호하는 것이 특징 이 다 (Fig. 4-4). 

사암 및 이암층의 퇴적구조 및 퇴적상은 하부와 유사하며， 두께 2m 내외의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Fig. 4-4) .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 

로 보아 이 사암 및 이암체는 호수 주변부의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로브의 처 '-'-

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삼각주 평원에 발달된 하천의 제방이 홍수기때 붕 

괴되면 삼각주 평원에 소규모 하도가 형성되며， 이 하도를 따라 흐르는 유수는 호 

수면과의 경계부에서 운반력을 잃어 다량의 사암이 퇴적되게 된다. 따라서 이 사 

암층은 삼각주의 주 하도가 아닌 소규모 하도의 말단부에 형성된 퇴적로브로 해 

석된다. 

이질사암 및 사암의 교호층 상부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매우 두꺼운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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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체가 분포한다 (Fig. 4-4). 사암체의 하부는 층리면에 평행하게 배열된 뜯어올 

림역편， 조립 01 
^ 중립사암 층리의 교호로 인해 수평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Fig. 4-4, arrow 5). 사암체의 상부는 괴상의 사암으로 특징지워진다 (Fig. 4-4). 

침식된 이질 사암층이 분포하며 ， 이질 사암층 하부는 생교란을 받았다 (Fig. 4-4, 

arrow 6).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본 사암체는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상부는 담록색 및 암회색의 이암 및 이질 사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 

가 특정 이 다 (Fig. 4-4). 이암 및 이질 사암 내에는 점토질 이암 박막，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 박막이 분포하며， 실트스톤은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인 

다 일부 이암은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어 단괴상으로 나타난다. 협재하는 사암 

은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며 이암 박막이 협재하기도 한다. 이질 박 

막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며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 

며， 실트스톤 및 사암은 홍수기때 유입된 세립 퇴적물이 저층류로 흐르면서 수직 

침전 되거나 끌림작용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및 곡사층리를 보이는 단위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사암체는 희미한 층리， 수평층리 

있으며， 층리면에 평행하게 배열 

된 뜯어올림역편도 흔하다 (Fig. 4-4, arrow 7). 이 사암체는 호수로 전진하는 삼 

각주의 지류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지 Z 흐 Z 님 
~Tπr τ>T 

진주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왜관-대구간 4번 국도변 절개지로서 지천면 

영오리에서 약 200 m 동쪽에 위치한다 (Fig. 2-1). 본 노두는 암회색 내지 담록 

색을 띠는 이암층과 사암층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5). 노두의 하부는 상 

향조립화 01 
^ 상향조립화 세립화 

4-5). 사암체의 ~l 닝 」
。 r，τ 회색 01 

^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특징지워진다 (Fig. 

암회색의 이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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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Jinju FormatioI1. 

Arrowed featl: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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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에는 생교란 흔적화석이 흔하며，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인다. 수평엽리를 

보이는 이질사암은 괴상 및 수평엽리를 보이는 이암 박막과 실트스톤 박막이 교 

호하는 것이 특징이다. 이암 박막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우기 동안은 이질 사암이 침전되고 건기 동 

안은 세립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층리를 보이는 이암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재하는 실트스톤은 홍수기 동안 공급된 실트질 퇴적물이 저층류로 

흐르면서 하부유권하의 끌림작용을 받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괴상， 

수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인다. 사암 내에는 침식된 이암박층이 협재하며， 이암 

박층 및 이암 박층 하부의 사암에는 생교란 흔적화석이 흔하다. 상향조립화 경향 

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이 사암체는 호성 삼각주의 하도 말단에 분포하는 퇴적로 

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수기때 다량의 퇴적물을 함유하는 유수 

는 호수로 들어오면서 운반력이 급격히 떨어지며 다량의 조립 퇴적물이 강어귀에 

퇴적되게 된다. 이 유수에 의해 일부 사암은 끌림작용을 받아 사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사암 사이에 분포하는 이암은 홍수기 사이의 시기에 퇴적되어 오랜기간 동 

안 생교란을 받은 것으로 추정되며， 다음 홍수기에 조립 퇴적물이 공급되면서 일 

부는 침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중부는 두꺼운 암회색의 이암 및 이질사암과 협재하는 세립 내지 극세 

립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 4-5) . 일부 이암은 탄산염 교결작용을 받아 단 

괴형으로 나타난다 (Fig. 4-5, arrow n 협재하는 극세립 내지 세립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며， 이암 박층이 협재하기도 한다. 이 이암 및 사암 역시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인다. 상향조립화 경향 및 주로 이암 및 이질 사암이 우세 

한 점 등은 이 층이 하부의 사암체에 비해 근원지에서 좀더 떨어진 퇴적로브 

(distal lobe) 환경에서 퇴적된 것 임을 지시한다. 

사암 및 이암 교호층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체로 특 

징지워진다 (Fig. 4-5). 사암층은 괴상이 우세하며， 희미한 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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뜯어올림역편이 혼하며 일부 사암은 점이층리를 보인다 (Fig. 4-5, arrow 2). 이 

사암체는 하부에 비해 좀더 근원지에 가까운 퇴적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뜯어올림역편，점이층리 및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저탁류 사암에서 

흔히 나타나는 부마 순차층의 Ta. Tb 구간과 유사하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또 

다른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다 (Fig. 4-5). 이 사암체는 

하부에 비해 퇴적동시성 교란을 많이 받은 것이 특징 이 다 (Fig. 4-5, arrow 3). 

상향조립화 경향， 퇴적동시성 교란 및 점이층리 동은 강을 통하여 공급되는 유수 

에는 다량의 뜬짐 퇴적물이 분포하였으며， 유수가 강어귀에서 급격히 감속하여 빠 

른 속도로 사암이 집적되었음을 지시한다. 

노두의 λ1-.!õ! 6 , 역시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체로 특징지워진다 

(Fig. 4-5). 노두의 중부와 유사한 입도로 구성되어 있어 근원지에서 멀리 떨어진 

퇴적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것임을 지시한다. 

3. 진주층 중부 

진주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하부의 노두에서 약 500m 남쪽에 분포하는 

왜관-대구간 국도 확장 공사장에 위치 한다 (Fig. 2-1). 노두는 수평적 연장성 

이 매우 양호한 사암층 및 이암층의 교호로 특정지워진다 (Fig. 4-6). 노두의 하 

부는 두꺼운 암녹회색 (5GY 4/1)의 이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6) . 

질 사암 내에는 점토질 이암 박층， 실트스톤 박층， 극세립 사암 박층이 분포한다 

점토질 이암 박막은 괴상 혹은 수평엽리를 보이며， 괴상의 이암 박막은 호수 환경 

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수직 침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수평엽리를 보이 

는 이암박막은 두께가 0.1 mm 내외의 점토질 및 실트질 이암 박리의 교호로 특 

징지워지며， 점토질 박리는 호수환경에서 건기에 그리고 실트질 박리는 홍수기에 

호수로 유입된 세립질퇴적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하며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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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ttres are described in the tex 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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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은 괴상 및 수평엽리를 보이며， 이는 홍수기때 저층 

류로 유임된 실트질 퇴적물이 호저면에서 빠른 속도로 침전되었거나 끌림작용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일부이암은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어 단괴 상태로 분포하기도 

한다. 

이암의 상부는 하부의 이암을 침식하며 분포하는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조립 

사암이 특정이다 (Fig. 4-6, arrow n 사암 내에는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암 
박막이 분포하며， 뜯어올림역편도 흔하다. 사암의 상부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나 물빠짐 구조(water escape structure)에 따른 사암병 반(sandstone sill)이 분포 

한다 (Fig. 4-6, arrow 2). 이 사암의 상부는 괴 상， 수평 엽 리 를 보이 는 사암과 이 

질 사암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6). 사암 및 이질 사암 교호층 역시 퇴적 

동시성 교란을 받아 불꽃구조 (f1ame structure) (Fig. 4-6, arrow 3) 및 회선상 교 

란 (convolution) (Fig. 4-6, arrow 4) 등의 구조가 흔히 관찰되며， 층리의 경계면 

은 기복이 심하다. 일부 이암은 생교란을 받았다. 이질사암은 호성환경에서 세 

립 퇴적물이 수직침전된 것 이며， 괴상， 수평엽리를 보이는 사암은 홍수기때 강에 

서 유입되는 조립퇴적물이 강어귀 혹은 호성 삼각주 전면에서 급격히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급격한 퇴적으로 인해 퇴적동시성 교란이 흔한 것으로 추정된다. 

사암 및 이 질사암의 교호층 상부는 두꺼 운 회 색 (medium dark gray; N4)의 이 질 

사암이 분포하며 , 단괴 형 의 탄산염 교결을 받은 이 암이 분포한다 (Fig. 4-6, 

arrow 5). 단괴 의 상하부에 분포하는 이 암의 층리 는 단괴 의 외 곽을 따라 기 복을 

보이며， 이는 탄산염에 의한 교결작용이 퇴적물이 고화되기 이전에 일어났음을 지 

시한다. 

노두의 중부는 두꺼운 2매의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특징지워진 

다 (Fig. 4-6). 사암체는 하부의 이암을 침식하며， 괴상， 수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 

이는 단위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암은 곡사층리를 보인다 (Fig. 4-6, 

arrow 6). 사암체 내에는 침식을 받아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암 박층이 협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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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며， 이암 박층의 분포로 보아 이 사암체는 수 개의 단위 사암층이 융합된 

(amalgamated) 것임을 파악할 수 있다. 이암 박층 하부의 사암은 부분적으로 생 

교란을 받았다. 노두에서 사암체는 수평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하여 판상으로 나 

타난다. 그러나 하부의 침식면 그리고 상향 세립화 경향 등을 보이는 점으로 보 

아 이 사암체는 호성 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 

정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암녹회색을 띠는 두꺼운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괴상 및 

수평엽리를 보이는 사암이 협재한다 (Fig. 4-6). 단위 사암층의 두께 및 입도는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여 상향조립화 및 상향 후층화 경향을 보인다 (Fig. 4-6). 

상향조립화 경향으로 보아 이 이암 및 사암층은 삼각주 전면에 분포하는 호수에 

서 삼각주의 퇴적로브가 전진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를 침식하며 발달된 두꺼운 중 

립 사암이 분포한다 (Fig. 4-6, arrow 7). 침식면을 채우는 사암층은 곡사층리를 

보이며， 그 상부의 사암은 사층리 및 수평층리를 보인다 (Fig. 4-6). 사암 내에는 

이암 박층이 협재한다. 이 사암체는 뚜렷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지는 않지만 

하부의 침식면으로 보아 호성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체로 

특정지워진다 (Fig. 4- 6). 수십 cm두께를 가지는 단위 사암층은 수평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하다. 그러나 일부는 렌즈형의 지형을 보인다. 상향조립화 경향 및 렌 

즈형의 외부지형으로 보아 사암층은 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퇴적로브 환경에 

서 퇴적된 것임을 지시한다. 

4. 지.;;<.츠 Z 님 L!. T 。 걷「끼-

진주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왜관-대구간 4번 국도 확장 공사에 의한 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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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지로 칠곡군 지천면 영오리에서 약 l.5 krn 남측에 위치한다 (Fig. 2-1). 이 노 

두는 수평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사암 및 이암층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7). 본 노두에서는 진주층의 대표적인 이암과 사암층 63 m를 정밀히 기재하고 

해석하였다. 

노두의 하부는 괴상의 사암과 암회색의 이질사암으로 특징지워진다 (Fig. 4-7). 

이질 사암은 괴상이며， 생교란을 심하게 받았다. 사암 역시 괴상으로 하부의 경 

계는 명확하나 상부 경계는 상부의 이질사암과 점이적인 것이 특징이다. 사암층 

내부에는 회색을 띠는 이질사암 박층이 협재하며 생교란도 흔하다. 이질사암은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사암은 호수로 진입하는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암의 상부에는 두꺼운 흑색 이암이 분포한다 (Fig. 

4-7, 하row 1). 흑색이암은 점토질 이암 박층과 실트질 이암 박층의 교호로 특정 

지워진다. 점토질 이암박층은 건기 동안 세립 퇴적물이 호수 환경에서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된 것으로 추정되며 실트질 박리는 홍수기 동안 공급된 세립퇴적물이 

침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실트스톤은 두께가 5 cm 내외로 

매우 앓으며， 상하부 경계는 파형이다 (Fig. 4-7, arrow 2). 이 사암은 홍수기때 

저층류에 의해 공급된 실트가 호저변에서 끌림작용을 받으며 퇴적된 것으로 추정 

된다. 흑색 이암의 상부는 암회색을 띠는 이암이 분포한다 (Fig. 4-7). 협재하는 

실트스톤은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인다 (Fig. 4-7, arrow 3). 

이암층의 상부는 하부의 이암층을 침식하며 발달된 2매의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가 특정이다 (Fig. 4-7). 사암체의 하부는 괴상 및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7).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질사암과 뜯어올 

림역편도 흔하다. 이 사암체는 호수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침식되었으며 침식변에는 이질 사암 및 

괴상， 수평층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퇴적되어 있다 (Fig. 4-7, arrow 4) . 

침식면은 홍수기때 형성된 주 하도 내부에 형성된 소규모 하도로 추정된다. 다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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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1M 1M 1M 

fS CS GR fS CS GR ~ CS GR 

Fig. 4-7.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 t. For location , see Fig . 
2-1 (St: C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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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FS CS GR FS CS GR FS CS GR 

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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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FS CS GR FS CS GR FS CS GR 

Fig. 4-7.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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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수기 에 는 유기 된 하도 (abandoned channeD를 통하여 사암이 공급되 어 괴 상， 수 

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두꺼운 괴상， 사층리 및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체로 특징지워진다 (Fig. 4-7).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체는 두께가 2.5 m 이상이며 하부로 갈수록 흑색을 띠는 이 

암 박층 및 탄질세일의 두께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Fig. 4-7, arrow 5). 사 

층리의 각도는 10도 내외로 매우 저각도이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수평적 연장성 

이 불량한 사암과 이질 사암의 교호로 특정지워진다 (Fig. 4-7, 앙row 6). 이 사 

암체는 저각도의 사층리를 보이며 내부에 침식면이 많은 점 등으로 보아 호성 삼 

각주의 강어귀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홍수기때 강 

을 통해 공급되는 유수는 그 관성력으로 인해 호수 내부로 진입하면서 침식면을 

형성할 수 있다. 사암체 상부의 사암은 하도가 유기된 후 다음 홍수기때 유기된 

하도를 따라 흐르는 유수에 의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7 매의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질 사암 및 사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 4-7). 각각은 편의상 Unit 1에서 7로 명명하였다 Unit 1의 

이질 사암은 회색를 띠며 극세립 사암박층이 협재하기도 한다. 이 이질 사암은 

호수 주변부 환경에서 세립퇴적물이 침전 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괴상， 수 

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며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질 사암이 협재한다. 이 

사암은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호성 삼각주의 퇴적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2의 일부 이질 사암에는 생교란 흔적화석이 흔하 

고 탄산염에 의해 교결된 단괴가 분포한다 (Fig. 4-7, arrow 7). Unit 2의 상부에 

는 두꺼운 이암이 분포한다 (Fig. 4-7). 이암은 암회색을 띠며 탄산염 교결에 의 

한 단괴가 층리면에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다 (Fig. 4-7, arrow 8). 암회색의 이암 

상부에 는 흑색 이 암이 분포한다 (Fig. 4-7, arrow 9). 흑색 이 암은 주로 점 토질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어 있다 (Fig. 4-7). 흑색이암은 

호수 중심부에서 세립 퇴적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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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된다.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 사이에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이 흑색세일은 기후 변화 등에 의해 호수면이 상승할 때 형성되는 응축층 

(condensed section) 일 가능성 이 매우 높다. 

흑색 이암의 상부에 분포하는 Unit 3 역시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에는 위로 볼록한 렌즈형의 사암이 있는 것이 특 

징이다 (Fig. 4-7, arrow 10). Unit 4는 괴상의 사암과 이질 사암의 교호로 특징 

지워지며， 그 상부에는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이암이 분포한다 (Fig. 4-7, 

arrow 11).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이암의 상부는 탄산염 교결에 의한 단괴가 

분포하고， 생교란 흔적 화석도 흔하다.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홍수기때 다량 

의 사질 퇴적물을 함유하는 유수가 호수로 유입되면서 저층류로 흘러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Unit 5, 6, 7 역시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서 삼각주 

에 분포하는 하도의 말단 부분에 분포하는 퇴적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 

석된다. 

Unit 7의 상부는 두꺼운 녹회색의 이암이 특징이다 (Fig. 4-7). 이 이암은 점 

토질 이암과 실트질 이암 박층의 반복으로 특징지워지며 일부 이암은 탄산염 교 

결을 받았다 (Fig. 4-7, arrow 12). 이암은 호수환경에서 우기 및 건기가 반복되 

면서 세립 퇴적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암의 

상부에는 세립 사암 단위층이 분포하며， pseudonodule의 형태의 퇴적동시성 교란 

을 받았다 (Fig. 4-7, arrow 13). 

이질 사암의 상부는 2매의 두꺼운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이들은 편의상 Unit 8, 9로 명명하였다 (Fig. 4-7). Unit 8은 괴상 및 

사층리를 보이는 중립 사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괴상 사암 내에는 층리가 잘 발 

달된 구간이 있다. 사엽리는 하부의 침식변에 저각도로 만나며， 이는 이 사암체 

가 굴콕 하도에서 측면 누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9는 하부의 사암 

및 이암을 침식하며 발달한 것으로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한 본 노두에서는 측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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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계가 하도형의 지형을 보이는 것이 특정이다. 사암체는 조립질 괴상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 내에 분포하는 층리가 잘 발달된 중립 내지 세립사암， 수 

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질사암 박층 동에 의해 수 개의 단위사암층이 융합되어 

있는 것이 확인된다. 수평으로 배열된 묻어올림역편에 의해 층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전체적으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 하도의 지형을 보이는 측변 경 

계부 등으로 보아 이 사암체는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두꺼운 흑색 이암 및 이질 사암이 분포한다 (Fig. 4-7). 이암 및 

이질사암은 주로 괴상이나， 점토질 이암 박막이 분포하기도 하며， 탄산염 교결에 

의한 단괴도 층리면에 수평으로 배열되어 나타난다. 일부 이질 사암은 생교란을 

받았다. 이 이암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이암 사이에 하도 퇴적층 (Unit 8, 9) 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이 하도는 호수까지 연장된 하도로 추정된다. 

이암체의 상부는 3매의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는 편의상 Unit 10, 11, 12로 명명하였다 (Fig. 4-7). Unit 10은 하부의 이암을 

심하게 침식하며 발달된 사층리 및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t 11 역시 하부의 사암체를 침식하며 주로 괴상의 중립 내지 조립 사암으로 

구성된 것이 특징이다 (Fig. 4-7). 단위 사암층은 엽리가 잘 발달된 중립 내지 세 

립사암 그리고 이암 박층에 의해 구분된다. 이 사암체의 상부는 퇴적동시성 교란 

을 심하게 받아 회선상 교란을 보이는 사암 및 이암층이 분포한다 (Fig. 4-7, 

arrow 14). 회선상 교란을 받은 사암은 Unit 12의 사암체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 

어 있다. Unit 12의 하부는 침식면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침식면에는 뜯어올림 

역편을 다량으로 함유한 극조립 사암이 분포한다. 수평 혹은 경사지게 배열된 뜯 

어올림역편에 의해 수평층리 및 사층리가 나타난다 (Fig. 4-7, arrow 15). Unit 

12 사암체는 상부로 갈수록 이질 사암과 저각도 사층리를 보이는 중립 및 세립 

사암이 교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사암체는 하부의 침식면， 상향 세립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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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도 퇴적층 내에 등으로 보아 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二도1 二그-cl '-τ 
。님-'1 τ二 하도에 침식면， 저각도 사층리， 회선상 교란 동으로 보아 이 는

 
하
 앞

 유수는 퇴적물을 다량으로 함유하여 밀도가 크며， 관성력도 강했던 것으로 추정된 
다량의 퇴적물을 함유하는 유수가 호수에 진입하게 되면 유속의 급격한 감소 다. 

교란이 일어나는 및 밑짐 퇴적물이 퇴적되게 되며 이에 따라 퇴적동시성 로 뜬짐 

관성력에 의해 하부에 퇴적된 사암은 침식되고， 그 상 유수의 것으로 추정된다. 

일 유수의 관성력에 의해 끌림작용이 이 또 다른 사암체가 퇴적되게 된다. 부에 

어나면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퇴적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3매의 상향조립화 및 상향조립화-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교호로 특정지워지며， 이들은 편의상 각각 Unit 13, 14, 이질사암 및 세립사암의 

Unit 13의 하부는 흑색을 띠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15로 명명하였다 (Fig. 4-7). 

이암내에는 점토질 및 실트질 이암 박막에 의해 엽리 있 다 (Fig. 4-7, arrow 16). 

느린 건기 및 우기가 반복되면서 세립 퇴적물이 가 발달하며， 이는 호성환경에서 

이암의 상부는 괴상 및 사엽리를 보이는 실트스 속도로 침전하여 퇴적된 것이다. 

λl 
E프 분포하며， 일부 실트스톤은 회선상 교란을 받았다 (Fig. 4-7, arrow 17). 톤이 

극세립 교호하며， 실트스톤 및 극세립사암이 이암， 실트스톤 및 트스톤의 상부는 

사암은 괴상， 수평엽리 및 점이층리를 보인다 (Fig. 4-7). 괴상， 수평엽리， 사엽리 

점이층리를 보이는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은 홍수기때 저층류에 의해 퇴적 ql 
^ 

실트스톤의 상부는 수평엽리가 잘 발달된 극세립사암이 것임을 지시한다. 된 

포하며， 이 사암 역시 저층류에 의해 끌림작용을 받으면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 

Unit 14의 하부는 흑색을 띠는 괴상의 이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 다. 

는 수평엽리를 보이는 사암이 부분적으로 회선상 교란을 받았다 (Fig. 4-7, arrow 

수평엽리가 발달한 이암이 Unit 15의 하부는 Unit 13과 같이 흑색을 띠며 18). 

분포한다 (Fig. 4-7). 

분포하고， 

사암이 

Unit 13, 14, 15의 하부는 호수환경에서 느린 속도로 침전된 흑색이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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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평엽리가 잘 발달된 상부에는 이암의 분포한다. 



부
 
) 그 상부는 저층류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이 

바
 
다
 

떨어진 지점에 멀리 포하는 것이 특정으로 이는 호성 삼각주의 강어귀에서 

하는 퇴적로브 (distal lobe) 소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Unit 15는 중립 사암으로 구성된 사암체에 의해 심 

및 사층리를 이 사암체는 괴상 수평층리 침 식 되 었 다 (Fig. 4-7, arrow 19). 하게 

한 협재하기도 이암 박층이 경사진 있으며， 저각도로 구성되어 보이는 사암으로 

수평엽리를 보이 분포하며，흑색의 사암체의 상부는 담록회색의 이질 사암이 다. 

는 이암도 협재한다 (Fig. 4-7, arrow 2이. 이질 사암 및 이암은 호성환경에서 퇴 

분포하는 하도에 전변에 적된 것이며， 사암체는 호성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이암의 상부는 수 개의 침식면을 가지며 발달한 중 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분포하는 사암체는 상 침식면 사이에 및 조립 사암체가 특정이다 (Fig. 4-7). 립 

한다 (Fig. 4-7). 협재하기도 이암이 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침식면 사이에는 

구성되어 사암층으로 단위 저각도 사층리를 보이는 01 

^ 괴상， 수평층리 사암체는 

혹은 경사지게 배열 수평 일부 사암에는 층리면에 있으며， 곡사층리도 확인된다. 

이 및 사층리가 형성되기도 한다 (Fig. 4-7) 수평층리 뜯어올림역편에 의해 된 

분포하며，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호 사암체는 내부에 침식면이 

각 침식면은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된 강어귀에서 진입하는 하천의 수환경으로 

퇴적된 이암은 다음 홍수기에 홍수기가 시작되면서 형성되었으며， 홍수기 사이에 

들어와 침식된 것으로 해석된다. 

5 진주층 상부 

분포하 진주층 상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왜관 대구간 국도 확장 공사구간에 

본 노두는 흑색 이 

암 사이에 분포하는 두꺼운 사암체가 특징이며， 본 노두에서는 총 56m의 사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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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절개지로서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에 소재한다 (Fig. 2-1). 



이암을 상세히 기재하였다. 

노두의 하부는 8매의 상향조립화 및 상향조립화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의 교호로 특정지워지며， 각 퇴적단위는 편의상 Unit 1-8로 명명하였다 (Fig. 

4-8). Unit 1 의 하부는 흑색을 띠는 이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질 사암 

의 상부에는 수평엽리 및 사엽리 를 보이는 극세립사암이 분포한다. Unit 1의 상 

부는 괴상의 사암이 분포하며 괴상사암에는 4매의 연흔이 발달되어 있다 (Fig. 

4-8, arrow 1). 연흔은 파장이 3 cm, 파고가 0.5 cm 정도인 이암 박층으로 특정 

지워지며， 파정 (wave crest)은 침식되어 우상층리 (flaser bedding)의 형태로 나타 

난다 (Fig. 4- 8, arrow 1) 사암 및 이암은 생교란을 심하게 받았다. 하부의 이 

질 사암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된 것이며， 사암은 수평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호수 환경으로 진입하는 저층류에 의해 끌 

림작용을 받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향조립화 경향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 

로브의 전진을 의미하며， 이에 의해 수심이 얄아지면 연흔이 형성되게 된다. 

Unit 2, 3 역시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흑색 이질 사암 및 괴상， 수평층리 및 

점이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특징이다 (Fig. 4-8). Unit 4의 상부는 두꺼운 이질 사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엽리를 보이는 극세립 사암이 분포한다. 

Unit 5의 하부는 흑색을 띠는 두꺼운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CFig. 4-8). 흑 

색이암은 점토질 및 실트질 이암 박층의 교호에 의해 매우 않은 엽리가 발달되어 

있으며， 이는 호성환경에서 건기 및 우기의 반복에 의해 세립질 퇴적물이 침전되 

면서 형성된 것이다 흑색 이암에는 탄산염에 의해 교결된 대규모의 단괴가 분포 

한다 (Fig. 4-8, arrow 2) . 단괴 내에는 탄화된 식물화석이 분포한다. 단괴의 상 

하부에 분포하는 이암의 엽리는 단괴 외곽을 따라 발달하고 있으며， 이는 퇴적층 

이 암석화 작용을 받기 전에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흑색 이암의 상부에는 파장 

이 3-7 cm, 파고가 0.5 cm 정도인 연흔을 보이는 극세립 사암이 분포한다 (Fig. 

4-8, arrow 3) 연흔을 보이는 극세립 사암 내에는 세브론 구조가 잘 발달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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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CS GR FS CS GR FS CS GR 

Fig. 4-8. Columnar sec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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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M 

fS CS GR FS CS GR FS CS GR 

Fig. 4-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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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S CS GR FS CS GR 

Fig. 4-8.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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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연흔을 보이는 사암의 상부는 괴상의 이암이 분포하며， 괴상의 이암 내에 

는 실트스톤 박층 및 점토질 이암 박층도 분포한다 이암 내에는 렌즈형 층리 

(lenticular bedding)를 보이는 극세립 사암이 분포하며， 이 사암은 괴상 혹은 사층 

리를 보이고 일부는 퇴적동시성 교란을 받았다 (Fig. 4-8, arrow 4). 이질 사암의 

상부는 엽리가 잘 발달된 극세립사암이 분포하며， 극세립 사암의 상부는 퇴적동시 

성 교란을 받았다. 극세립 사암의 최상부는 사층리 및 점이층리를 보인다 (Fig. 

4-8. arrow 5). Unit 6, 7은 두께 1 m 내외의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Unit 8의 하부는 두꺼운 흑색 이질 사암 및 이암으로 특정지워진다 (Fig. 4-8). 

이질 사암은 괴상이며 이암은 점토질 및 실트질 이암 박층의 교호로 엽리를 보인 

다. 상부로 갈수록 실트스톤 박층이 증가하며，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사암층의 

두께도 증가한다. 일부 이암은 탄산염 교결작용을 받아 단괴의 형태로 분포한다 

(Fig. 4-8, arrow 6). 이암의 상부는 극세립 사암， 실트스톤 및 이암 박막이 교호 

하는 퇴적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8).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 박층은 괴 

상， 수평엽리 및 사엽리를 보인다 이질 사암 상부는 엽리가 잘 발달된 극세립 

사암이 분포하며， 파장이 5 cm, 파고가 0.5 cm 내외인 연흔도 발달하고 있다 

(Fig. 4-8, arrow 7). 괴상 및 사엽리도 흔하다. Unit 8의 상부에는 괴상 및 저 

각도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분포하며， 일부는 퇴적동시성 교란을 받았다 (Fig . 

4-8, arrow 8).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 이암 및 사암체는 하부의 이암 및 

사암체에 비해 사암의 두께가 두꺼운 것으로 보아 하부에 비해 보다 근원지에 가 

까운 퇴적로브 (proximal lobe)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8의 상부는 회선상 교란을 심하게 받은 이질 사암 및 사암으로 특징지워 

진다 (Fig. 4-8, arrow 9). 이질 사암은 상부의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 

(Unit 9)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어 있다 (Fig. 4-8) . Unit 9의 하부는 침식변을 채 

우며 발달하는 사층리 사암이 특징이다. 사층리는 층리면에 경사지게 배열된 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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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올림역편에 의해 특징지워지며，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 내에는 수 개의 침식면이 

분포한다 (Fig. 4-8). Unit 9의 중부는 수평 층리 및 사층리 를 보이 는 단위 사암층 

이 특정이며， 상부는 괴상，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과 앓은 이암이 교호하는 것이 

특정이다 (Fig. 4-8). 이 사암체는 하부의 침식면， 상향 세립화 경향 등으로 보아 

호성 삼각주의 강어귀에 분포하는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Unit 9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4매의 이암 및 사암체가 특정이다 

(Fig. 4-8; Unit 10, 11 , 12, 13). 각 이 암 및 사암체 의 하부는 흑색 을 띠 는 이 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괴상 및 수평층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8). 사암 내에는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이질 사암이 분포하며， 일 

부 이암 및 사암은 생교란을 받았다. Unit 13의 상부는 두꺼운 흑색의 이질 사암 

및 이암이 분포한다 (Fig. 4-8) . 이암은 점토질과 실트질 이암 박막에 의해 엽리 

를 보이며 ， 탄산염에 의해 교결된 단괴도 흔하다. 이암층 상부에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체가 분포한다 (Fig. 4-8). 이 이암 및 사암층은 두꺼 

운 사암층에 의해 삭박되었으며 퇴적동시성 교란에 의한 불꽃 구조도 분포한다 

(Fig. 4-8, arrow 10). 

이암 및 사암 교호층 상부에 분포하는 두꺼운 사암체는 내부의 침식면에 의해 

2개의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로 구분된다 (Unit 14, 15). Uhit 14의 

측면경계부는 하도형의 지형을 보이며 ， 저각도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 

어 있다 (Fig. 4-8, arrow 11). Unit 15는 주로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조립 및 중 

립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곡사층리를 보이는 사암 및 이암이 특징이 

다 (Fig. 4-8, arrow 12). 이 사암체는 내부에 침식면이 흔한 점으로 보아 호성 

삼각주의 강어귀에 분포하는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Unit 15 상부에 

분포하는 곡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홍수기때 하도를 따라 흐르는 유수에 의해 

소규모 하도가 형성되었고， 주 하도가 유기된 이후 이암이 퇴적되고， 다음 홍수기 

에 사암이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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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암체의 상부는 상향조립화-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흑색 이암 및 괴상， 수평층 

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8; Unit 16). Unit 17은 8m 이상 

의 두께를 가지는 두꺼운 사암체로 특징지워진다 (Fig. 4-8). 사암체는 하부의 이 

암 및 사암을 침식하였으며， 침식면 상부는 다량의 뜯어올림역편을 함유한 수평층 

리를 보이는 조립 사암이 특징이다 (Fig. 4-8, arrow 13). 조립 사암의 상부는 괴 

상， 희미한 층리 사층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층이 융합되어 있으며， 일부 사암은 

경사지게 배열된 뜯어올림역편에 의해 사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Fig. 4- 8, arrow 

14). 사암체의 상부는 이질 사암 및 괴상， 사엽리를 보이는 세립 사암의 교호로 

특정지워진다 (Fig. 4-8). 이 사암체는 전체적으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호성 삼각주의 강어귀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임을 지시한다 

Unit 17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과 사암체로 특정지워진다 

(Fig. 4-8; Unit 18). Unit 18의 하부는 두꺼 운 흑색 이 암과 협 재 하는 실트스톤으 

로 구성되어 있다. 이암의 상부는 이질사암 및 실트스톤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Fig. 4-8). 이암 및 이질 사암의 상부는 두께 8m 이상의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 

으며， 괴상， 수평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층이 융합되어 있다 (Fig. 

4-8). 사암체 의 상부는 두꺼 운 곡사층리 를 보이 는 사암이 분포한다 (Fig. 4-8, 

arrow 15). 곡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하부로 갈수록 이암 박층의 두께가 증가하 

는 것이 특징이다. 이 이암 및 사암체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보아 

호성 삼각주의 하도 말단에 분포하는 퇴적로브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러나 사암체의 중부 및 상부에 분포하는 침식면 및 곡사층리는 이 사암체가 하도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Unit 18은 삼각주가 호수로 전진하면서 

호수에서 퇴적된 흑색이암， 하도 말단부분에서 퇴적된 퇴적로브， 그리고 삼각주의 

강어귀에서 퇴적된 하도형 사암이 누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18의 상부는 상향조립화 및 상향조립화-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5개의 이암 

및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다 (Fig. 4- 8; Unit 19, 20, 21 , 22, 23). 이 이암 및 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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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하도 말단에 분포하는 퇴적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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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퇴적암석학적 연구 

백악기 경상분지의 팔공산선 이남의 밀양 소분지 중 북부역에 분포되는 경상누 

층군의 사암과 이암에 대한 성분， 조직， 속성작용 및 물리적 성질을 파악하기 위 

하여 왜관-대구-영천 둥지에서 시료채취 및 실내 실험이 이루어 졌다. 시료는 

주로 4번 국도를 따라가면서 도로공사시 절개된 신선한 노두에서 채취되었다 

(Fig. 2-1). 칠곡군 왜관읍의 송곡리 일대와 칠곡군 지천면 연화리， 송정리， 신동， 

연호동 사이에 나타나는 신동층군 사암과 지천역을 지나 대구시 북구를 통과하는 

지방도로변에 나타나는 하양층군 최하부인 칠곡층의 사암 및 대구시 북부의 함안 

층과 영천시일대의 반야월층이 대상이 된다. 금년도 실내분석에 사용된 사암 시 

료는 34개이며 이들의 현미경관찰 결과와 사암시료 코아의 물리적 특성은 다음과 

같다. 

제 1절 사암 

1. 사암의 성분 

가. 신동층군 

신동층군의 하부층인 낙동층 사암을 구성하는 주요 골격입자는 석영， 장석， 암 

편이며， 운모류와 불투명 광물 등의 입자들이 부수적으로 들어 있다. 이중 석영 

의 구성 비 는 평 균 45%로 가장 높으며 장석 이 15% 암편 이 5%정 도이 다 (Table 

5-1). 복결정 (평균 4%)에 비하여 단결정 석영 (평균 41%)이 우세하나 파동소광 

의 결정이 많은 편이다. 카리장석 (평균 11% )이 사장석 (4%)에 비하여 우세하게 

산출되는 장석류는 대부분이 용해되고 방해석으로 교대되어 있다. 암편은 퇴적기 

원 및 화성기원에 비하여 변성기원이 월등하다. 운모류는 백운모가 대부분이다. 

기질은 평균 10%정도로서 세립질 석영립과 쇄설성 점토가 대부분이며 교질물로 

는 방해석 (평균 16%)과 자생점토가 대부분이 다. 접토는 녹니석이 우세하고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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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Mineral composition of the Cretaceous sandstones in Waekwan
Taegu area. 

FORMATION S없Iψle M- p- K- PIg R- Mi- Ac- Mσ Cmt Cly Cal-

No. Qtz Qtz feld ~ ca ~ Rep 
L. N빼do~ S 1 44 4 7 3 3 2 17 2 1 17 
L. Nakdo~ S 2 38 7 16 3 2 1 4 11 2 5 11 
LNakdo~ S 3 41 2 11 5 5 2 1 5 4 3 21 
M.N와do~ S 4 38 5 15 6 11 1 1 6 4 3 10 
U. N하‘do~ S 5 45 2 15 2 5 3 - 14 3 1 10 
U.N와‘do~ S 6 40 3 4 3 8 3 3 15 1 2 19 
U. N삶‘do~ S 7 40 3 11 5 4 2 3 5 1 3 23 
L. Hasar념o~ S 8 37 5 4 1 3 4 4 12 4 9 17 

I M.Ha앓ndo~ S 9 g 5 21 7 3 3 10 2 1 19 
U.Hasando~ S10 41 4 12 2 6 4 16 2 3 10 
U.Hasando~ S11 32 4 15 5 5 9 3 6 21 
U.Ha앓nφ~ S12 35 6 6 4 14 1 2 7 4 6 15 
U.Hasanφ~ S13 44 4 15 4 5 3 2 7 1 4 11 
L. .Tin.iu S14 42 3 11 4 6 4 12 3 4 11 
L . .linju S15 44 3 15 4 9 1 10 1 1 12 
M . .Tin.iu S16 47 15 3 4 5 1 7 2 2 14 
M . .Tin.iu S17 32 4 24 4 9 1 1 16 4 1 4 
M . .linju S18 35 3 21 5 10 3 2 13 3 4 
M . .Tin.iu S19 36 3 15 5 16 1 13 2 8 
U . .lin.iu S20 38 2 29 3 7 4 1 5 3 1 7 
U. .linju S21 36 1 38 4 7 2 3 1 1 7 
U. .Jin.iu S22 38 1 26 2 5 4 7 6 1 10 
U. .Jin.iu S23 43 29 8 7 l 5 4 3 
U. .Tinju S24 31 2 a 13 3 1 3 5 1 18 
U. .Jin.iu S25 38 3 21 8 2 - 3 l 1 23 
L. Chilgok S26 33 1 36 13 3 8 1 2 3 1 
L. Chilgok SZ7 21 1 31 12 11 7 10 3 1 3 
M. Chilgok S28 22 15 32 4 6 7 6 2 4 
M. Chilgok S29 16 4 11 22 10 2 5 18 2 1 9 
L. Haman S30 23 11 17 8 1 10 10 4 16 
MHaman S31 33 1 35 8 4 6 5 2 6 
L. Panvaweol S32 12 7 39 17 7 1 2 4 5 1 5 
L.Panvaweol S33 14 4 g 14 19 1 6 6 1 6 
M. Panvaweol S34 23 a 10 12 12 2 21 

M-qtz; Mono-quartz, P-qtz; Poly-quartz, K-fel; K-feldspar, PIg; Plaioclase, 

R-fra; Rock fragmen t, A-gr; Accessary grain, MσMatrix， Cmt; Cement, 
Cly; Clay, Ca-Rep; Calcite Replac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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령 토와 능철석 (Plate 3 photo A)이 수반된다. 중광물로는 소량의 저 어 콘， 각섬 

석， 녹렴석， 적철석， 전기석등이 나타난다. 

하산동층 사암의 구성성분은 하위의 낙동층에 비하여 대동소이하나 단결정 석 

영의 양(평균 36%)이 적은 편이다. 카리장석 (12%)이 사장석 (4%)에 비하여 여 

전히 많으며 많이 변질되어 있다 암편의 구성비는 평균 6%로서 화성기원이 변 

성기원보다 많다. 방해석은 낙동층과 유사하게 대부분이 장석과 석영을 교대하고 

있으며 일부는 공극을 메우고 있다. 황철석 (Plate 3 photo B)과 적철석이 가끔 

나타나며 자생점토로는 공극을 메우는 녹니석 (Plate 3 photo C)과 고령토， 일라 

이트가 나타나며 석영 및 장석의 과성장도 소량 분포한다. 

진주층의 주 구성광물은 석영， 장석， 처어트， 방해석과 운모이고 암편도 상당량 

포함된다 석영은 44% 정도로서 단결정 석영 (평균 42%)은 파동소광이 직소광보 

다 많은 편이다. 복결정석영입자는 소량이나 대부분이 변성기원으로 편광 하에서 

강한 스타이로틱 인터그로쓰 조직상을 보여 주고 있다. 석영립의 원마도는 간혹 

자생 성장한 실리카에 의해 원형이 변형되어 있다. 석영립은 방해석 의하여 부분 

적 으로 용해 또는 교대 (Plate 5 photo A, B)되 어 나타난다. 장석 (Plate 3 photo 

C)은 평균 30%정도로서 정장석 (평균 24%)이 사장석 (평균 6%)에 비하여 우세하 

다. 알바이트-칼스바드 쌍정 (Plate 4 photo B)을 보이는 대부분의 사장석은 알 

바이화 작용으로 부분적으로 용해되어 있고 과성장 조직 (Plate 4 photo B)을 보 

이는 경우가 흔하다. 정장석은 퇴적이전에 풍화된 것으로 해석되는 데 이들 내에 

는 견운모， 녹니석 등의 미세한 결정들이 흩어져 있으며 방해석과의 교대작용으로 

포이킬러토픽 조직 (Plate 5 photo A , B)을 보이는 경우가 흔한데 장석의 함유비 

는 층서상 상부로 갈수록 대체로 증가한다. 운모류는 대부분 백운모로서 세립상 

에 현저하며 골격입자들간에 압밀작용에 의하여 휘어져 나타나는 경우가 많다. 

암편은 여러 종류가 나타나는데 평균 7%정도로서 석영-녹니석 편암， 석영， 흑운 

모 편암， 천매암， 슬레이트， 녹니석 편암 등의 변성기원의 암펀과 화강암질 암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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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섬록암질의 화성암편과 화산암편 (Plate 4 photo C) 이 간혹 나타난다. 닝 .->

" 
광물로는 저어콘， 각섬석， 녹렴석， 적철석， 전기석， 녹니석 기타 불투명광물이 관찰 

되나 그 양은 매우 적은 편이다 (Plate 4 photo A). 사암의 분류상 대부분이 알 

코즈 아레나이트이고 일부는 장석질 그레이와케에 해당된다. 

나. 하양층군 

하양층군 최하부인 칠곡층 하부사암의 주 구성 광물은 석영， 장석 및 암편이며 

부수적으로 처어트， 운모류 및 중광물이다. 석영은 20-37%에 달하며 평균 28% 

이다. 파동소광 석영이 직소광 석영보다 양적으로 우세하고 복결정질 석영은 미 

약한 편이다. 석영은 과대성장되어 있는 것이 흔하게 관찰된다. :;.;}λ} 。
。...:..;-c-

33%-49%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평균 40%이다. 카리장석 (평균 28%)이 사장석 

(평균 13%)에 비하여 월등히 많은데 하부대에서는 정장석이 36%에 달하는 것도 

있다. 문상연정 (graphic texture)을 보이는 장석이 여러 사암에서 흔하게 나타난 

다. 장석은 부분적으로 방해석에 교대되어 입자들이 부유되어 있는 것처럼 보인 

다. 처어트는 웅회질 사암에 흔하게 나타나나 대부분 1% 미만이다. 운모류는 

백운모가 흔하며 골격입자사이에 왜곡되어 나타난다. 암편은 평균 8%로서 대부 

분이 변성암편과 화성암편이나 하부에는 화산암편을 11%정도 갖고 있는 응회질 

사암도 있다 (Plate 5 photo C). 장석 질 사암의 암편은 규암， 편암， 편마암 및 압 

쇄암이 소량 들어 있으며 화강암 암편은 석영과 카리 장석 및 알바이트 사장석이 

이루는 반자형 입상석리나 미문상 석리를 보인다. 부수광물로는 저어콘， 인회석， 

녹렴석 및 적철석 등이 소량 나타난다. 입간 물질로는 세립의 석영과 쇄설성 점 

토로 이휘진 기질과 방해석， 자생점토， 석영교질물을 대표적으로 들 수 있다. 방 

해석은 공극을 채우는 것과 석영， 장석 및 처어트를 일부 또는 전부를 교대하고 

있는 것으로 구분된다. 석영은 기존 입자상에 과성장도 가끔 나타난다. 화산암 

편은 주로 사장석이 많은 안산암역이 대부분이고 드물게 유문암도 들어 있다. 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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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질사암 (Plate 5 photo C)의 기질에는 세립의 사장석이 많은 것이 특징이다. 

함안층의 사암은 석영 (평균 28%) 보다 장석 (평균 36%)이 우세하다. 반야월층 

의 경우는 장석 (평균 43%)이 석영 (평균 20%)보다 월등히 많으며 3배에 가까운 

층준도 나타난다. 

2. 사암의 조직 

가. 신동층군 

신동층군의 규산질 사암은 석영， 장석 및 처어트입자들이 골격을 이룬다. 입자 

들의 크기는 세립에서 조립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다 (Table 5-2). 입자들간의 접 

촉은 주로 선접촉 (Plate 3 photo B)이며 가끔 봉합접촉관계도 나타난다. 이들은 

압밀화 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입자들의 모양은 변형되었다. 세립사암에서는 

운모편들이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으나 중립사암에서는 입자배열이 무질서한 편이 

다. 사암의 원마도는 아각형에서 아원형에 이르나 낙동층에서는 아각형이 우세하 

고 진주층에서는 아원형이 우세한 편이다. 입간 물질 중에는 원래의 기질인 점토 

류와 속성작용에 의한 자생점토와의 구별이 어려우며 방해석과 규질분의 교질물 

이 공극을 완전히 채우고 있어서 일차 공극률이 거의 없다. 진주층에 나타나는 

석회질 사암의 입자들은 점접촉과 부유된 것이 대부분으로서 분급은 보통이며 석 

영， 장석의 원마도는 아각상이다. 기질이 많은 경우 방해석 교질물은 상대적으로 

적 은 편 이 다 (Plate 4 photo A). 

나.하양층군 

칠곡층 하부대 사암 (Plate 5 photo C)은 대체로 원마도가 덜 발달되고 분급 상 

태도 덜 양호한 것이 특정이다. 하부에 나타나는 조립질 사암에는 각상의 정장석 

이 흔하고 분급 상태는 보통이거나 불량한 편이다. 입자들 간의 접촉은 선접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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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Texture and petrophysics of the Cretaceous sandstones in 

Waekwan-Télegu area. 

FORMATION Samp Grain Size R에nd- Sorting Grain Density porosíty 

le ness Contact 
No. 

L. Nakdong S 1 medium SR-SA moderate long-c/c 
L. N와‘dong S 2 medium SR-SA well longτ:/c 
LNakdong S 3 medium SR-SA mc잉erate long-c/c 
M. Nakdon~ S 4 m어lum SA-SR moderate long-c/c 2.60 2.35 
U. Nakdong S 5 m어ium SA-SR poor long 
U. N빼φng S 6 medium-fine SA-SR well long 
U.N따‘dong S 1 m어ium-fine SA-SR m()(양ëiU페 long-p이nt 2.63 1.60 
L. Hasandong S 8 medium SR-SA ffi()(양ate long 
M.Hasanφng S9 coarse SA-SR poor long 
U.Hasanφng S10 medium-coar똥 SA-SR well long 
U.Hasandong S11 m어lumτ아lI'Se SR-SA ffi()(월ate long 2.62 3.80 
U.Hasandong S12 n뼈ium SR-SA moderate long 2.õl 0.98 
U.Ha앓ndong S13 m어ium SA-SR moderate long 2.66 1.여 

L . .Jin.iu S14 medium SR-SA poor long 2.60 1.79 
L . .Jiniu S15 medium SA-SR m()(놨ate long 2.52 5.10 
M. Jinju S16 fine SA-SR mα1erate long 2.63 1.11 
M . .Jiniu S11 coarse-m어lum SA-SR poor long 
M . .Jiniu S18 medium SR-SA poor long 
M . .Jinju S19 medium SR-SA well long 
U. Jin.iu S20 m떠ium SR-SA moderate long-po피t 2.60 1.60 
U. .Jin.iu S21 medium-coarse SA-SR well 10m! 
U. Jinju S22 medium-fine SA-SR mO<1erate 10m! 

U. .Jin.iu S23 medium SA-SR mα:lerate 10m! 

U. .Jin.iu S24 medium SA-SR well long 2.õl 1.04 
U. .Jinju S25 medium SA-SR well point-Ion~ 2.64 1.06 
L. ChilJ;!;ok S26 medium SA-SR poor α)mt 

L. ChilJ;!;ok SZ7 coarse-J;!;ranule SA poor 10m! 

M. Chil~ok S28 coarse Rounded poor 10m! 

M. ChilJ;!;ok S29 coarse-fme SA poor pomt 
L. Ham뻐 S30 fine SA poor α)mt 2.63 1.09 
M. Haman S31 medium SR-SA moderate long 
L. Pavaweol S32 medium SR-SA moderate long 2.64 1.껑 

L. Panvaweol S33 medium SR-SA moderate 10m! 

M.Panyaw<∞l S34 fme SA poor point-lon~ 

U: upper, M: middle, L: lower, SA: subang띠ar， SR subround, c/c: concave/convex 

- 262 



대부분이며 1차 공극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칠곡층 중부의 조립사암 (Plate 5 photo D)은 원마도는 발달되 어 있으나 분급 

은 여전히 불량하다. 

함안층 사암의 경우 세립질은 아각상으로 분급이 불량하며 점접촉이 우세하나 

중립질의 경우 아원상으로 분급이 양호하고 선접촉이 우세하다. 영천 일대에 분 

포하는 반야월층 사암도 하위의 함안층과 조직상의 공통된 특성을 갖고 있다 

(Table 5-2). 

3. 사암의 속성 작용과 물리 적 특성 

가. 속성작용 

신동층군 사암의 물리적 속성작용은 골격입자중 쇄설성 운모편들이 타 광물입 

자들 사이에 휘어져 있는 것과 입자들의 선접촉 내지 봉합접촉을 들 수 있으며 

이는 매몰 심도에 따라 하중 압력에 의한 압밀화 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대부분 

의 입자들은 모양이 변형되었고 공극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입자들이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니석 방해석 또는 미립석영으로 채워져있다. 화학적으로는 침 

전에 의한 공간의 교결과 광물들의 용식 및 그에 따른 치환을 들 수 있다 (Table 

5-3). 침전물로서는 석영과 방해석을 들 수 있으며 석영은 드물게 과성장이 나타 

난다. 방해석은 모자이크상의 결정과 세립의 결정질로 이뤄져 있고 석영， 장석 

및 처어트를 교대하여 원래입자의 모양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가장자리 교대에 

서 완전 교대된 것도 있다. 용식과 교대가 심한 석회질 사암은 부유조직 (Plate 

5 photo A)을 보인다. 침전에 의한 녹니석 (Plate 3 photo C)은 극히 미세한 공 

극을 채우고 있다. 대부분의 경우 침상결정으로 나타나 입자표면에 직각으로 성 

장되어 있으며 다음 단계로 실리카가 침전되는 경우가 많다. 사암 내에는 자생 

카올리나이트 (Plate 3 photo D) , 일라이트 (Plate 3 photo A)와 더불어 쇄설성 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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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가 흔하게 나타난다. 방해석은 입자의 공극을 채우고 있으며 석영과 장석을 용 

해 또는 교대하고 있다 (Plate 5 photo A). 적철석과 황철석 (Plate 3 photo B)도 

여러 층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초기 속성 작용의 산물로 판단된다. 장석의 알 

바이트화 작용 (Plate 4 photo B)에 의하여 입자의 주변과 내부에 알바이트 결정 

이 형성되고 이차공극이 발달된다. 하양층군의 사암은 신동층군과 거의 같은 속 

성작용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다. 즉 높은 압밀작용과 뒤이은 방해석， 석영 및 

장석 등의 교질작용으로 공극이 완전히 메워진 단계이다. 속성작용 단계에서 일 

어나는 압밀과 교질화에 의하여 일차적인 공극은 거의 사라졌으며 입자교대 또는 

일차공극을 메운 방해석과 장석입자의 용해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미세한 2차 

공극이 관찰된다. 또한 균열에 의한 미세한 공극이 나타나나 대부분은 방해석으 

로 메워져 있다 (Plate 4 photo D). 

나. 물리적 특성 

사암의 1인치 코아 시료 (137H)를 제작하여 실내에서 측정된 밀도와 공극율은 

Table 5-2에 나타나 있다.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을 망라하여 사암의 밀도는 2.52 

에서 2.67에 해당되며 평균 2.62이다. 공극율은 평균 1.4%로 극히 낮으며 최고치 

인 5.1% (밀도 2.52)을 제외하고 4%미만에 머무른다. 본 역에서 발달되는 경상누 

층군의 사암의 공극율이 지극히 낮은 것을 보아 정상적인 석유 저류 가능층을 사 

암에서 기대하기는 어렵다. 

제 2절 이질암 

왜관-대구간 측선에서 이암시료를 채취하여 일라이트 결정도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주로 최근의 도로공사 등으로 절개된 신선한 노두에서 채취되었다. 채취 

된 시료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2μm 이하의 점토들로 분리하였고， 모든 입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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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3. Diagenetic mineralogy of sandstones of the Gyeongsang 
Supergroup, W. aekwan-Taegu 따ea. 

Sam머e Qtz Fel Calc ~alc Ka이 Chlo 꺼ri- Hem F리d Calc S떠er 

FORMATION No. ()p; ()p; 〔농m Reo -init -rite te -atite Dis Dis -ite 
L. N따‘dOnR S 1 σ ** *** - * - ** * 
L. N와<donR S 2 * ** ** * * - ** * 
LNakdonR S 3 * ** *** * ** * 
M.N싫donR S 4 * * * ** * σ - * -
U. N빼dOnR S 5 * * ** * * 
U. N빼φtU!: S 6 * * *** * * * 
U. N빼φnR S 7 * *** * * * 
L. Hasar따어u! S 8 * * ** *** * * * * * σ 

M.Ha잃nφnR S 9 * *** σ * * 
U.HasandotU!: S lO * σ * ** tr * * * * 
U.HasandotU!: Sl1 σ * * *** * - * * * 
U.HasandotU!: S12 * * *** * tr * * 
U.HasanφtU!: S13 * * ** * - * -
L . .Tin.iu S14 * ** * σ σ * 
L . . Jiniu S15 * * ** ** 
M . .Jinju S16 * * ** * * * 
M . .Jin.i u S17 * * * * σ * σ 

M . .Jin.iu S18 * * * σ * 
M. Jmju S19 * * ** * * * σ 

U. .Jin.iu S20 n ** * * 
U. .Jin.iu S21 * * ** * * * 
U. .Jinju S22 * ** * * σ * 
u. .Jin.iu S23 σ * * * * * * * 
U. .Jin.iu S24 * * *** σ * * σ * * * 
U. .Jinju S25 * *** - * * 
L. Chil~ok S26 * * * ** * * 
L. Chilgok S27 * * * σ ** * 
M. Chilgok S28 * * * * * 
M. Chilgok S29 * * * * * * * 
L. Haman S30 * ** ** * * 
MHaman S31 * * * * n 
L. Panyawe이 S32 * * * σ * 
L. Panyawe이 S33 ** * * σ * 
M. Panyaweol S34 * * ** σ * * * * 

Qtz Og; Quartz Overgrowth, Feld Og; Feldspar Ove명rowth， Calc Cem;Calcite Cement, 

Calc Rep; Calcite Replacement, Feld Dis; Feldspar DissolutioπCalc Dis; Calcite Dissol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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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같은 방향으로 놓이도록 방향성 시료로서 제작하여 X선회절 분석을 실시하였 

다. 일라이트 결정도는 퀴블러지수 (Kubler lndex)와 위버지수 (Weaver lndex) 

로서 표시하였다. x 선 회절 분석에서 일라이트는 결정도가 증가할수록 크고 좁 
은 피크로써 나타난다. 이 X 선 회절 피크 중 001 저면 회절 피크의 크고 좁은 

정도를 정량적으로 표시한 것이 일라이트 결정도 값으로서， 퀴블러지수， 위버지수， 

베버지수 (Weber lndex) 등이 있다. 또한 적외선 흡수 분광분석을 이용한 플레 

밍 지수 (Fleming lndex)가 있다. 이중 가장 많이 사용되어 오고 있는 것은 퀴블 

러지수와 위버지수이다. x-선 회절에 의한 일라이트 결정도는 시료처리 조건과 

x-선 회절조건에 기인하여 결정도 값이 달라질 수 있다. 따라서 시료처리 조건 

과 x-선 회절조건은 Kisch (1991)에 의하여 추천된 조건으로 실험을 하였다. 

대표적인 X선 회절도를 Figure 5-1 에 도시하였다. 세 시료는 모두 진주층에 

서 채취된 시료이다. 그러나 같은 지층임에도 불구하고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세 

시료가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을 보여준다. 그림에서 처음의 두 회절도는 다이 

아제네시스 영역에 해당하는 일라이트 결정도 값을 갖는다. 그림에서 제일 아래 

의 회절도는 매우 날카롭고 강한 일라이트 피크를 보여준다. 이 시료는 팔공산 

화강암체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된 시료로서 열의 영향에 의해 일라이트화가 촉진 

된 것임을 알 수 있다. 분석된 모든 시료는 이와 같은 양상이 뚜렷하다. 즉， 관 

입체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관입체의 영향이 없는 시료에 비하여 일라 

이트 결정도가 상대적으로 크게 나타난다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Table 5-4 와 Figure 5-2에 나타내었다. 팔공산 화강암 

체 등 관입체에 가까운 곳에서 채취한 시료는 층서상 상부층 임에도 불구하고 일 

라이트 결정도 값이 높게 나타나며 다이아제네시스와 앵키존 경계부에서 앵키존 

에 걸쳐서 나타난다. 관입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생각되는 진주층， 하산 

동층， 칠곡층 시료는 다이아제네시스 단계를 넘지 못한다. 일라이트 결정도에 의 

한 지층의 매몰온도는 세계적으로 연구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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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1. Representative X -ray powder diffraction pattems showing the effect 
of the post-depositional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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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4. Illite crysta1linity values. 

FORMATION SAMPLE NO. Kubler Index Weaver Index 

L. Jinju 
M1 1.3 1.32 

L. Jinju 
M2 0.93 1.33 

M. Jinju 
M3 1.5 1.19 

U. Jinju 
M4 0.45 2.15 

U. Jinju 
M5 0.41 2.48 

U. Jinju 
M6 0.72 1.56 

M. Chilgok 
M7 0.86 1.54 

U. Chilgok 
M8 0.48 1.77 

L. Silla Conglo‘ 
M9 0.3 2.14 

L. Silla Conglo. 
M lO 0.51 2.49 

L. Haman 
Mll 0.4 3.81 

U. Haman 
M12 0.4 2.63 

- 269 -



일반적으로 앵키존이 시작되는 온도가 200 .C 임을 고려하고， 관입체의 영향을 받아 

일라이트 결정도 값이 높게 나타나는 시료를 제외한다면， 관입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시료들 만으로부터 추정되는 이 지역의 매몰온도는 약 150-180.C 로 생각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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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지화학적 연구 

기존의 연구에서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 누층군의 낙동층과 진주층에는 

근원암으로 가능할 정도로 유기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유된 지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엄상호 외， 1983). 그리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 1989년부터 1995년까지 수행 

된 경상분지 연구결과에 의하면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진， 1989; 손진담， 1990; 정태진 1991; 오재호， 

1993. 1994. 1995) .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물의 함량보다는 지역 또는 층서 

상의 위치에 따른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적 성숙도 연구에는 Rock-Eval에 열분해 분석과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법이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처음으로 열분석 기기인 Rock-Eval 6이 처음으로 이 

용되었는데 이것은 기존의 Rock-Eval과는 달리 열분석 시 온도를 최대 8500C까 

지 올릴 수 있어 보다 정확한 Tmax를 얻을 수 있다. 

이상과 같은 목적에는 세일과 같은 암석보다는 유기물이 농집된 시료 즉 석탄 

이나 시료 채취 후 농집처리 과정을 거친 시료가 적합하다. 그것은 경상분지의 

유기물은 열적 성숙도가 매우 높아서 세일의 전암시료 열분석으로는 S2 피크가 

극히 미약하여 정확한 Tmax를 측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따라서 이 연구를 위 

한 시료는 토목공사를 위한 야외 절개지에서 석탄편을 위주로 채취되었다. 그것 

은 노두의 절개가 최근에 이루어졌기 때문에 기존의 노두보다는 풍화의 영향을 

적게 받았을 가능성이 높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채취된 시료들 중에서 낙동층과 진주층의 8 개 시료로부터 비교적 

양호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있었고 7개 시료에 대하여 

Rock-Eval Tmax 자료를 얻을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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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절 열적 성숙도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낙동층 중부의 2개， 진주층 하부의 2개， 진주층 상부의 4개 

시료에 대하여 측정되었다. 측정 결과를 보면 낙동층의 2개 시료는 각각 4.65% Ro 

및 4.76% Ro이고， 진주층에서는 2.51% 내지 3.85% Ro 이다 (Table 6-1). H4 및 

H4-1 시료의 반사도가 각각 2.51% 및 2.64%로 다른 진주층 시료들보다 층서적으로 

하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1% 정도 낮은 값을 보인다. 동일한 시료들에 대한 열분 

석이 이루어져 진주층 하부의 2개 시료， 진주층 상부의 4개 시료， 그리고 낙동층 중부 

의 1 개 시료에서 Tmax 값을 얻을 수 있었다 (Table 6- 1). Tmax 값은 613 0C에서 

711 oc 사이에서 변화한다. 이러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및 열분석 Tmax 값은 대구 

지역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진주지역이나 의성지역과 마찬가지로 건성가스 생성단 

계 후기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 6-1). 

제2절 석유생성 잠재력 

유기물의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및 HI 값을 보면 암석의 석유생성 잠재 

력을 나타내는 S2 값은 0.03 mgHC/gRock 내지 1.08 mgHC/gRock으로 어느 정도 

석유생성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그러나 분석된 시료들이 탄질물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것임을 알 수 있다. 이것은 유기물 1 g의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 

을 나타내는 HI 값이 거의 O(零)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더욱 확실해진다. 이와 같이 

석유생성 능력이 거의 남아있지 않다는 것은 연구 지역의 유기물 중에서 탄화수소로 

변환 가능한 부분은 변환이 거의 완료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석유생성 

잠재력과 열적 성숙도가 건성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달할 것을 고려할 때 이번 연구 

지역에서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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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3절 고찰 

이상과 같은 지화학 분석 결과에 의하면 현재의 높은 열적 성숙도는 변환 가능한 

유기물은 거의 100% 탄화수소로 변환되었음을 시사한다. 그리고 낙동층 하부와 진 

주층 중부에는 총 유기탄소 함량이 상당히 높은 (1% 이상; 잔류 유기물) 탄질 세일과 

흑색 세일이 발달하고 있는 것이 이미 알려져 있다. 따라서 낙동층과 진주층은 상당 

한 양의 탄화수소를 과거에 생성시켰을 가능성이 있고 이들 탄화수소가 집적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탄화수소의 집적 여부는 탄화수소의 생성 시기와 구조운동 

그리고 사암 (잠재 저류암)이 현재와 같이 치밀하게 된 속성작용 시기와 밀접한 관계 

가 있다. 따라서 앞으로 이러한 점들의 상호 관계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 

다 

지금까지 획득된 자료에 의하면 경상분지에서 유기물의 진화는 매몰 심도에 따른 

지열에 의한 것으로 볼 수도 있다. 그것은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의 층서상 위치에 따 

른 변화를 보면 진주층 하부에서 측정된 2개 시료의 반사도가 진주층 상부보다 낮기 

는 하지만 전체적으로 볼 때 하위의 낙동층이 상위의 진주층보다 높은 값을 보이기 

때문이다. 그리고 열분석 Tmax 또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와 마찬가지로 하위의 낙 

동층이 상위의 진주층보다 높다. 그러나 시료 채취가 동일 측선을 따라 체계적으로 

이루어지지 않았고， 시료의 숫자도 많지 않아서 이번 연구지역 전체에 이러한 관점을 

적용하기는 어렵다 그렇기는 하지만 적어도 매몰에 의한 유기물의 진화 흔적은 남 

아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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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 Thennal maturity based on viσinit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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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Thermal maturity and hydrocarbon genetic potential 

Sample Ro Tmax S2 HI 

No. Formation (%) (OC) (mRgoHckC)/ g (mTgOHCC)/ g Location 

H1 지주，츠 。 사 。부 , 3.70 629 0.03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H1-1 진주층 상부 3.61 633 0.41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H2 진주층 상부 3.80 631 0.17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H3 진주층 상부 3.26 625 0.33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H4 진주층 하부 2.64 613 0.72 1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H4-1 진주층 하부 2.51 590 1.08 1 칠곡군 지천면 신리 

H5 낙동층 중부 4.56 *** 0.00 0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H5-1 낙동층 중부 4.76 711 0.96 0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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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 경상계 퇴적층의 합성탄성파 모델 

급격한 측면상 암질， 퇴적상 및 퇴적체의 형태 변화를 보이는 탄성파단변 해석 

기술을 확보하며 육상에서의 시권스 층서를 확립하고 다양한 지질모델에 대한 탄 

성파 해석의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해서는 야외 노두에서 얻어진 자료를 퇴적암석 

-물성학적으로 분석하고 이에 의해 합성탄성파 모델을 작성， 비교함으로서 가능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는 지하 탄성파자료와 야외 노두 자료를 비교하고 육상 

탄성파 탐사시 탐사지역에 적합한 파라미터를 제공하며 탄성파 탐사시 기준점으 

로 사용하고 새로 개발된 모델링 프로그램의 문제점 확인 및 검증에 이용될 수 

있다. 또한 지질단면 내에 발달한 수 매의 사암층에 대해서는 미세균열구조와 미 

세공극에 의한 유체나 가스의 통로 또는 잠재 저류암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았 

다. 

제 1절 시료 및 연구방법 

연구지역내 시권스 분석이 가능하고 연속성이 양호하며 풍화되지 않은 진주층 

노두 (Fig. 7-1) 13개 지점에서 총 39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시료의 탄성파 속도 

및 밀도를 측정하고 박편을 제작하여 미세구조， 입자조직， 교대작용， 입자성분， 공 

극의 형태 및 종류 등을 관찰하였다. 퇴적물 입자는 분급도， 원마도， 구형도 등의 

조직이 관찰되었으며， 입자들 사이의 지지정도에 따라 기질우세와 입자우세로 나 

누었으며， 입자우세 사암은 입자접촉 관계에 따라 점접촉， 선접촉 및 봉합접촉으 

로 나누었다. 특히 금번연구에서는 치밀 가스 연구에 유용한 시료내의 미세균열 

구조에 대하여 방향성을 분석， 종합 하였으며 성장공극과 같이 크기가 작아 현미 

경 관찰이 불가능한 구조에 대하여는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관찰하였다. 

퇴적암석 물성자료를 기초로 하여 야외노두 단면으로부터 시권스를 분석하고 

합성탄성파 단면을 만들기 위하여 연구지역내에서 가능한 변형되지 않고 충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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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께와 길이를 갖고 있는 노두를 선택하고자 하였다. 선택된 노두로부터 각각의 

층의 형태， 두께 및 방향이 측정되었고 이들은 층리면을 경계로 하는 암질에 의해 

구분되어졌다. 구분되어진 동일 암질내의 임피던스 값은 이곳에서 얻어진 시료의 

P파 속도 및 밀도에 의해 주어졌다. 이들 값은 여러 가지 모델링 방법에 의해 

계산되어졌고 여러 가지 주기의 소스파형에 의해 합성탄성파 도면이 작성되었다. 

이와 같은 방법은 노두의 정보로부터 탄성파 단면을 합성한 다른 연구들과 동일 

한 방법이며 이들 결과는 실제로 경상계의 진주층에서 작성한 시권스 분석단면과 

비교되었다. 이와 같은 과정은 흐름도 (Fig. 7-2)에 요약되었다. 

제2절 암질 모델 

노두의 단면은 여러 가지 단위 암층들로 구성된 암질모델로 표현될 수 있다 

이들 단위 암층에 의한 경계면은 시층서적인 의미의 동시선과 일치하거나 주 층 

리면을 지시하며 각각의 단위층에 주어진 임피던스 값에 따라 이들 경계면이 탄 

성파 반사면으로 작용할 것이다. 본 연구지역내 경상계 진주층의 암질 모델은 

Fig. 7-3에 도시되었고 이 면에 보다 작은 단위의 층리변에 의한 랩핑현상， 두께， 

경사각， 주향방향 및 고수류의 방향등이 표현되었다. 야외노두의 형태 및 두께는 

줄자에 의해 측정되었고 노두내 우측면에 발달한 단층은 수직 편차가 없고 앞뒤 

방향의 이동만이 인지됨으로 단면작성에 고려하지 않았다. 

본 연구대상 지층의 주향방향은 하부 단위층들의 경우 N50도E 에서 N75도E 

사이 이고 주로 남동 방향으로 지층이 기울어져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4). 

지층의 기울기는 하부에서 높다가 중부구간에서 낮아지고 암회색 조립질 사암이 

분포하는 시료11 구간에서 가장 높다가 다시 낮아진다. 시료11 구간에서 경사가 

가장 높은 이유는 삼각주환경에서 분지 중심부 쪽으로 전진구축 (prograd.ing) 하 

면서 형성된 급경사변에 기인한 결과로 해석된다 (Fig. 7-5). 이들 층내에 발달된 

수로의 외형 및 연흔에 의해 추정된 고수류 방향을 수평상태로 복원하여 로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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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단면으로 부터 시랜스 해석 

각 시뭔스의 퇴적암질 변화구간에 대한 물성측짙 

(속도 및 밀도) 

합성탄성파 도면만에 의한 시뭔스 해석 

탄성파 모델링의 제한요소 인지 

모델링에의한 탄성파 단면으로 부터 

시뭔스 해석의 문제점 인지 

Fig. 7-2. Interpretation flow char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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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아그램에 투영해본 결과 본 퇴적층내에 보존된 고수류 방향은 모두 남쪽을 향 

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 7-6). 

단위 암층 내에서 소규모 층리면의 중첩(lapping) 관계를 살펴보면 시료3 지점 

에서 상위의 단위층변에 상부중첩함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이 단위층면은 무퇴적 

상태에서 분지중심부로 이동하는 퇴적물들에 의해 시료4 지점에서 하위면에 하향 

중첩하는 현상을 나타낸다. 이 후 조립질 퇴적물들이 삼각주를 형성하면서 분지 

중심부로 전진구축함에 따라 하향중첩면들이 관찰된다 (Fig. 7-3) . 

각 단위 암층내의 암질은 시료1 지점 보다 하부에 중립 내지 조립질 회색 사암 

이 있고 그 상위에 암회색 세립질 사암이 발달하였다. 시료1의 암질은 중립질 회 

색사암이며 이 구간의 하부변에 수로의 발달에 의한 침식면이 관찰된다. 시료2의 

암질은 흑색 세일이며 흑색 새일 내에 매우 앓은 녹회색 층준 (Fig. 7-1 , 따row) 

이 발달하였고 이는 응회암질 퇴적물로 추정되나 층이 매우 앓아 모델링시 고려 

하지 않았다 시료3은 담회색 조립질 사암으로서 하부구간은 층리가 발달한 반면 

에 중부구간은 괴상을 보이며 상부구간에서 다시 층리가 발달한다. 본 층내에는 

사층리가 발달하였고 퇴적물중 식물질 파펀들이 많이 관찰된다. 시료4의 암질은 

녹회색 석회질 단괴를 포함하는 실트 내지 세립질 사암이며 실트암 사이에 렌즈 

상으로 발달한 사암 내에는 생물체가 움직인 흔적화석이 관찰된다. 시료5의 암질 

은 실트암을 협재하는 녹회색 세럽 내지 중립질 사암으로 상위층과의 경계면이 

풍화되었고 직하위에 매우 앓은 흑색 세일이 발달하였으며 생물체에 의한 흔적화 

석도 관찰된다. 시료6의 암질은 암회색 세립질 사암이 협재된 중립질 회색사암이 

다. 본 구간에서는 흔적화석 및 사층리가 관찰된다. 시료7의 암질은 매우 앓게 

발달한 암회색 실트암을 협재하는 담회색 조립질 사암이다. 본 층은 측면상으로 

두께의 변화가 심하여 시료1 지점에서 소멸된다. 시료8의 암질은 석회질 단괴 내 

지 박층을 포함하는 암회색 실트에서 녹회색 세립-중립질 사암이다. 시료9의 암 

질은 담회색 조립질 사암으로서 부분적으로는 잔자갈을 포함한다. 본 층의 층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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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6. Paleocurrent 
mar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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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7. Plot of P-wave velocity versus bull‘ density measured on Jinju 
Formation rock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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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층의 경사방향으로 두터워진다. 시료10의 암질은 황녹색 실트 내지 암회색 세 

립질 사암으로 석회질 단괴를 포함한다. 시료11의 암질은 담회색 조립질 사암으 

로서 층내에 발달한 수로나 로브는 잔자갈을 포함하며 흑색 이질 퇴적물이 앓게 

발달하기도 한다. 시료12의 암질은 세립질 사암 내질 실트암이며 최상부에는 흑 

색 세일이 매우 앓게 발달하며 상위 층과 접촉면이 날카롭게 구분된다. 시료13의 

암질은 담회색 조립질 사암이며 층내에 사층리가 발달하였고 삼각주에서 형성된 

로브 혹은 수로 내에는 이질 파편들이 관찰된다. 

지질단면내 미세균열구조에 대한 잠재 저류암으로서의 가능성을 알아보기 위해 

사암층이 잘 발달한 퇴적층에 대한 사암의 조직 및 미세균열구조를 전자현미경과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하였다. 편광현미경 관찰 결과， 시료3은 중립질 회색 사암 

으로 시료 내에 수직으로 발달한 용리작용이 육안으로도 관찰된다. 입자들은 압 

축력에 의해 방향성을 갖고 배열되었다. 입자들의 크기는 세립질 모래에서 중립 

질 모래까지 다양하나 주로 중립질 모래들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들간의 접촉상 

태는 입자우세구조로서 입자들이 서로 물려있는 (Ïnterpenetrating) 접촉관계를 보 

인다. 분급은 불량하고 원마도는 아각형에서 각형까지이며 이들의 구형도는 낮은 

경향을 보인다. 시멘트화 작용은 엽리변을 따라서 대상으로 발달하였고 이 면은 

층리면을 비스듬하게 자른다. 이들 미세적인 응력대를 따라서 발달한 석회질 시 

멘트 물질 내에 용리 작용에 의한 이차공극이 저류암이나 유체의 통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석영 입자들은 주로 단결정질 석영으로서 물결소광이 

나 균열을 보이고 있지 않아 퇴적후 심한 변형과정을 겪지 않았음을 알 수 있다. 

막대모양이나 길쭉한 접시모양의 퇴적입자들은 층리면을 따라 방향성을 갖고 있 

으며 이에 사교하는 방향으로 이차적인 힘이 작용하여 형성된 변을 따라 시멘트 

물질 및 점토질 퇴적물이 발달한다. 

시료11은 녹회색 중립질 사암으로서 세립질 모래 크기의 퇴적물도 일부 포함한 

다. 층리면은 육안으로도 관찰되며 이 면을 따라 점토질 퇴적물이 집중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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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층리면과 큰 각을 갖고 가해진 변형력에 의해 형성된 엽리면은 층리면과 사 

교한다. 이들 엽리면을 따라서 석회질 성분의 시벤트화 작용이 관찰된다. 퇴적 

물간의 접촉관계는 주로 입자접촉관계이나 부분적으로 기질우세조직을 보이기도 

한다. 퇴적물 입자들의 원마도는 아각형에서 아원형이며 분급은 보통이다. 이들 

을 구성하는 성분중 불투명광물 및 중광물이 많이 포함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시료13은 담녹회색 극조립질 사암이며 압축력에 의한 변형구조가 육안에 의해 

서도 일부 관찰된다. 퇴적입자들은 방향성이 발달하였고 이들의 장축방향으로 단 

결정질 석영 내에 발달한 균열구조들이 발달하였다. 단결정질 석영내의 균열구조 

는 장축방향이외에도 비슷한 방향으로 약 30도의 각도를 이루고 있는 균열들도 

관찰된다. 입자들의 크기는 세립질에서 조립질 모래까지이며 입자들간의 접촉관 

계는 입자우세구조로서 선에서 봉합접촉을 보인다. 원마도는 각형에서 아각형이 

며 구형도와 분급은 보통이다. 퇴적물중 석영입자의 경계면에서는 과성장이 관찰 

되며 복결정질 석영의 경계면이 봉합형태를 보이고 변성암편이 포함된 것으로 보 

아 이들 퇴적물은 변성기원 근원지에서 퇴적물들이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단 

결정질 석영 내에는 균열이 관찰되고 이러한 균열은 압축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복결정질 석영도 부분적으로 압축력을 받은 흔적이 보인다. 운모 

의 경우는 압축력에 의해 휘어져 있고 표면이 풍화되었다. 본 시료는 균열과 기 

질의 용해된 부분이 이차공극으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미세균열구조나 용리작용에 의한 미세공극 등은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되지 않 

아 전자현미경을 이용하여 분석하여 2차 공극 내지 유체나 가스의 통로로서의 가 

능성을 알아보았다. 시료1은 Plate 7-A의 하단부에 위치한 입자와 기질의 접촉부 

에서 기질을 이루고 있는 점토질이 변형력에 의해 crenulation 구조를 나타낸다. 

하지만 퇴적 입자는 보다 굳기가 높아 변형되지 않았으며 경계면에서 소규모의 

균열이 관찰되기도 한다. 이 입자의 표면에는 v자 모양의 흠집이 관찰된다. 이들 

은 한 방향을 나타내고 있어 운반도중 긁힌 것으로 해석된다. 점토질 사이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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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세한 공극들이 있으나 부분적으로 자생광물이 형성되어 있어 투수율을 저하시 

킬 것으로 추정된다， Plate 7-B 에서 두 개의 퇴적입자간에 발달한 경계면의 미 

세조직은 이들 두 입자가 치밀하게 접촉되어 있어 기질이 관찰되지 않으며 하부 

의 입자는 입자내의 쪼개짐이 한 방향성을 보이고 접촉부에 인접한 부분에서 풍 

화작용에 의해 자생광물들이 형성된 것에 비해 상부의 입자는 표면이 신선하고 

표면에 수평하게 균열들이 발달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표면에는 흠집들이 관찰 

되나 부분적으로 마모되어 원마되어 있다. 이들이 기계적인 운반과정 혹은 화학 

적인 용해에 의해 원마되었는지는 확실치 않다. 

시료7은 풍화된 장석입자와 석영입자 사이의 공극 내에 녹니석이 성장한 모습 

과 점토질 물질 및 자생광물의 형태를 나타낸다. 장석 표면은 쪼개짐 방향을 따 

라 사진의 대각선 방향으로 용리되어 있고 이들이 작은 2차 공극들을 이루고 있 

으나 공극들간에 연결성은 부족하다. 장석표면이 깊게 부식된 부분은 자생광물들 

이 자란 흔적을 보인다 (Plate 7-C) , Plate 7-D의 좌측에 위치한 석영입자들 사 

이에 점토질 기질이 있고 작은 흰점들로 보이는 자생광물들이 관찰된다. 그 우측 

에 결정들 사이에 생긴 선형 균열들이 잘 발달하였고 이들은 서로 양호한 연결성 

을 보인다. 

시료 9는 입자들 사이가 치밀하게 압축되어 있고 그 사이에서 점토질 입자들이 

결정화 되어있다. 이들 점토입자들은 판형을 이루고 모두 한 방향으로 기울어져 

있다. 입자들간의 압축에 의해 부분적으로 파쇄된 부분에는 균열이 발달하여 이 

들이 미세공극으로 작용할 것이다. 하지만 부분적으로 자생광물들에 의해 채워져 

투수율을 저하시킬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균열들은 주로 입자의 경계변에 수 

직 이 거 나 약간 경 사진 방향으로 발달하였 다 (Plate 8-A) , Plate 8-B 의 좌측에 서 

수직으로 관찰되는 타원형의 퇴적입자 내에는 용리 작용에 의해 미세공극들이 형 

성되었으나 이들간의 연결성은 좋지 않다. 입자의 경계면에는 점토질 입자들이 

결정을 이룬 모습을 보여주며 입자 경계면에 비스듬하게 균열이 발달하였다. 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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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들의 표면에 발달한 흠집들은 여러 방향을 나타내며 일부는 깊게 패인 것도 관 

찰된다. 

시료13은 용리작용에 의한 2차 공극이 크게 발달하였다. 이와 같은 공극 내에 

는 자생광물이 자란 것을 관찰할 수 있으며 이들 광물이 자라고난 후에도 계속적 

인 용리작용에 의해 공극이 더욱 깊이 발달한 모습을 보인다. 입자표변에서도 이 

입자가 갖고 있는 결정방향을 따라서 차별적인 부식현상을 관찰할 수 있다 (Plate 

8-C). Plate 8-D는 두 입자사이에 위치한 기질들이 압축력에 의해 변형을 받았 

으며 그 후 시멘트화 작용에 의해 채워진 형태를 보여준다. 일부분에서는 점토질 

퇴적물이 판형으로 결정된 구조도 관찰된다. 두 퇴적입자의 경계면은 서로 부딪 

쳐 깨어진 모습을 보여주며 이에 의해 형성된 미세균열들은 입자의 경계면에 수 

직으로 발달하였으나 일부 경사지게 발달한 균열도 있다. 미세 균열사이에는 작 

은 자생광물들이 일부 관찰되지만 균열에 의해 형성된 미세공극들을 막지는 못한 

다. 

제3절 퇴적암 물성 

야외 노두의 13개 지점에서 얻어진 39개 시료에 대한 P파 속도와 밀도가 한국 

자원연구소내 암석물성실험실에서 측정되었다 (Table 7-1). 시료들은 야외노두에 

서 층리면에 수직으로 채취되었고 물성 측정을 위하여 직경 1.5 인치의 크기로 코 

아가 제작되었다. 측정된 P파 속도와 밀도 값이 도시화되었고 이들 상호간의 관 

계식이 회귀선에 의해 구해졌다 (Fig. 7-7). 회귀선 주위에 대부분의 측정값이 분 

포하고 이들은 2개 내지 3개의 그룹으로 구분됨을 알 수 있다. P-파 속도 값은 

암질에 따라 4500에서 6300rψs의 변화를 보이고 이에 따라 밀도 값은 2.5에서 

2.75g/cm3 사이에서 변화한다. 이들 측정값은 암질뿐만 아니라 입자들 사이에 분 

포하는 점토의 양이나 치밀도 혹은 구성성분에 따라 조절되어 암질과 P-파 속도 

가 정확히 비례하지는 않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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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 P-wave velocities and bulk densities for outcrop model lithologies. 

SampleNo. Density Wave Velocity 
(g/cm3) P-wave(m/sec) 

l 2.67 5380 
2 2.65 5590 
3 2.65 5590 

Average 2.66 5520 
2- 2.56 4580 

2 2.52 4710 
3 2.55 4710 

Average 2.54 4670 
3- 2.58 4610 

2 2.58 4530 
3 2.58 4540 

Average 2.58 4560 
4- 2.74 6020 

2 2.73 6030 
3 2.72 6010 

Average 2.73 6020 
5- 2.65 5530 

2 2.64 5330 
3 2.66 5560 

Average 2.65 5470 
6- 2.66 4800 

2 2.64 4830 
3 2.65 4820 

Average 2.65 4820 
7- I 2.57 4510 

2 2.58 4710 
3 2.53 4680 

Average 2.56 4630 
8- 2.66 5210 

2 2.67 6080 
Average 2.67 5650 

9- 2.57 4790 
2 2.57 4800 
3 2.56 4810 

Average 2.57 4800 
10- 2.72 6110 

2 2.72 5920 
3 2.71 6290 

Average 2.72 6110 
11- 2.65 5340 

2 2.65 5250 
3 2.65 5250 

Average 2.65 5280 
12- 2.66 5570 

2 2.66 5670 
Average 2.66 5620 

13- 2.56 4700 
2 2.58 4700 
3 2.56 4590 

Ave댄앓 2.57 4660 

- 289 -



(kml Offset 

9.9 9.3 8.7 8.1 7.4 6.8 6.2 5.6 5.0 4.3 3.7 3.1 2.5 1. 9 1. 2 0.6 0.0 

0.0 
( 
gv

• 

l 

、
}ι
 
m 
口

l 

N
φ
ε
 

Fig. 7-8. Seismic model of the Jinju Fonnation, based on lithologic model. 



제4절 탄성파 모델 

기존의 연구들은 합성탄성파 단면을 제작하기 위하여 한 지점에서 수직으로 암 

질 경계면까지의 주사시간을 구하는 vertical incidence 기술을 사용하였다. 이에 

의한 반사면의 진폭은 암질 경계면 상하위의 임피던스 차이에 의해 얻어진다. 이 

와 같은 방법은 각각의 trace가 trace하는 위치에서의 일차원적인 탄성파 모델과 

일치하는 것을 의미함으로 이는 완벽하게 구조 보정이 된 것과 같다. 하지만 실 

제탐사시 음원은 경사진 지층면에서 반사하기도 하고 일부는 투과되어 매우 복잡 

한 결과를 나타낼 것이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에서 합성탄성파 단면을 제작하 

기 위하여 장성형 박사가 개발한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퍼컴퓨터 Cray에서 계산 

하였다. 이 프로그램은 가상음원으로부터 발생한 음원이 지층경계면에서 반사한 

후 지표의 각 지점에서 수신한 결과를 역구조보정하여 실제 탐사와 같은 조건하 

에서 합성탄성파 단면을 제작하였다. 이때 사용한 음원은 100Hz의 가우시안 파 

형으로 차후 연구시 다양한 주파수의 음원을 이용한 합성탄성파 단면들과의 비교 

가 요망되며 암질모델의 단위층 탄성파 속도가 높아 모댈의 크기를 과장하여 계 

산하였다. 

제5절 결과 

진주층의 지질단면에 대한 합성탄성파단면은 100Hz의 조건에서 계산되어졌다. 

이 도변에 의하면 반사면들이 경사방향으로 전진구축하는 형태를 나타낸다 (Fig. 

7-8). 도면의 가장 좌측면에서는 파가 반사되어 단위층면이 뚜렷이 구분되지 않 

는다. 진폭이 높은 반사면은 단변의 하부 및 중부구간에 발달하였고 하부구간에 

서 단위층의 반복주기가 상부에 비해 높다. 이들 단위층의 전체적인 형태는 전진 

구축하는 삼각주의 형태를 나타낸다. 시료5의 하위에 있는 단위층들은 (도면 최 

좌하부) 층간의 구분이 되지 않고 시료6， 시료7 및 시료8 사이 (도면 좌하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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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리면도 매우 희미하게 관찰된다. 반사면의 연속성은 시료5-6사이와 시료10-시 

료11 사이의 경계면이 가장 발달하였다. 시료10의 하위에는 실제로 노두상에는 

존재하지 않는 층면이 관찰된다. 시료10과 시료11의 경계변에서 저지대 

Cdepression)는 시 료10의 속도가 시 료11의 속도보다 높아서 속도 끌어 올림 효과 

C velocity pull-up)에 의해 실제보다 과장되어 나타난다. 

노두에서의 시권스 분석결과는 층의 경사방향으로 전진구축하며 퇴적물 입도의 

변화가 상향조립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시권스 경계면은 하부의 경우 두터운 

흑색 세일과 그 상위의 조립질 사암의 경계면이며 (시료2와 시료3사이) 상부의 경 

우 최상부의 역질 사암을 협재하는 조립질 사암과 그 상위의 암회색 세일 내지 

실트암과의 경계면이다. 상부의 조립질 사암층 내에는 퇴적당시의 삼각주면 위로 

발달한 수로에 의한 역질사암을 포함하는 침식면과 삼각주 로브에 의한 구조들이 

확인된다. 각 단위층들에 대한 주향 및 경사의 변화를 하부로부터 살펴보면 퇴적 

층 경사방향의 변화는 동쪽에서부터 남쪽까지 변화한다. 이는 삼각주가 형성되면 

서 삼각주의 상부면을 이동하여 앞으로 이동하는 퇴적물들에 의해 형성되는 새 

퇴적층이 시간의 경과에 따라 방향을 달리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경사 

의 변화가 Fig. 7-5에서와 같이 변화하는 것은 삼각주 평원 Cdelta plain)에서 완 

만하게 경사를 이루고 삼각주 전면 Cdelta front) 지역에서 급경사를 이룬 것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결과 첫째， 경상계 진주층에 대한 탄성파 탐사는 퇴적층의 탄성파 속도 

가 매우 높아 높은 주파수를 이용하여야 하며 퇴적층의 층후가 충분한 두께를 갖 

고 있어야 함을 알 수 있다. 또한 이와 같은 탐사조건에서 퇴적체의 전체적인 외 

형은 파악되나 일부 퇴적층은 탄성파 탐사에 의해 인지 될 수 없음을 알았다. 

둘째， 삼각주 환경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의 형태 및 암질에 따른 반사변의 특성을 

파악하였다. 셋째， 지질단면내에 발달한 수 매의 사암층은 대부분 조직이 치밀하 

고 미세균열이 연속성을 갖지 않음으로 탄화수소의 이동에 효과적이 되지 못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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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추정되나 주로 용리작용 및 미세균열에 의한 이차적인 공극과 결정성장 

공극 등이 발달하여 일부 치밀 가스의 이동이나 저장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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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8장 결론 

l. 왜관 대구-영천지역에 발달하는 백악기 경상누층군 (층후 약 9천미터)은 밀양 

소분지 북부에서 형성된 퇴적층과 화산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이는 하부로부 

터 신동층군 CNeocomian)의 낙동층 (비적색층) , 하산동층 (함적색층) , 진주층 

(비적색층)과 하양층군 CAlbian-Aptian)의 칠곡층 (함적색층) , 신라역암층 (역 

암과 함적색층) , 함안층 (함적색층과 학봉화산암멤버포함) , 진동층 (비적색층과 

구산동응회암포함) , 그리고 화산암과 화산쇄설물로 구성된 유천층군 

C Cenomanian -Campanian)으로 나뒤어진다. 하양층군은 신동층군과는 정합이나 

유천층군과는 부정합관계이며 이들은 백악기 말의 불국사 화강암에 관입되어 

접촉부는 열변성되어 있다. 대구-영천-경주지역에서는 진동층이 하부로부터 반 

야월층(비적색층)， 송내동층 (함적색층) , 채약산화산암층 (화산암과 화산쇄설 

물) , 건천리층 (비적색층)으로 세분된다. 

2. 대구지역 신동층군 중 왜관-대구 측선의 낙동층은 하도형의 사암과 협재하는 

회색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회색이암은 습윤기후하의 범람원 혹은 습지에서 

퇴적된 것이며， 사암은 충적 선상지 환경에 분포하는 하도에서 퇴적된 것이다. 

하산동층은 적색 이암과 교호하는 하도형 사암으로 특정지워지며， 이는 건조한 

기후하의 고굴곡 혹은 저굴곡 하천 및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진주 

층은 암회색 이암과 판상，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의 교호로 특징지워진다. 암 

회색 이암은 호수환경에서 뜬짐 퇴적물이 수직침전된 것이며， 판상，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은 각각 호성 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하도 및 로브환경에서 퇴 

적된 것이다. 대구지역에서 진주층은 성주-대구간 측선에 비해 왜관-대구간 

측선에서 두께가 두껍고 흑색이암 및 사암층이 잘 발달한 것이 특징이다. 

3. 경상누층군의 사암은 대체로 알코즈-장석질 아레나이트로서 신동층군의 사암은 

석영이 장석보다 양적으로 우세한 반면에 하양층군에서는 장석의 양이 증가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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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응회질 사암이 우세하다. 사암의 조직은 선접촉과 봉합접촉이 우세하며 아 

원상 내지 아각상이며 분급은 보통이다. 속성작용의 산물로서 교질물인 방해석 

과 실리카， 자생점토 등은 일차공극을 완전히 채우고 있으며， 방해석의 교대작 

용과 용해작용， 장석의 변질작용， 사암의 균열작용에 의한 미세한 2차 공극이 

발달되어 있으나 공극율은 5%이하이며 밀도는 평균 2.62이다. 따라서 본 역의 

사암은 정상적인 석유저류 가능암으로 부적합하다. 층서상 위치와는 관계없이 

관입체의 영향을 받은 곳은 높은 일라이트 결정도 값을 보여준다. 관입체의 

영향을 받은 곳을 제외하고 일라이트 결정도 값으로 추정되는 이 지역 퇴적층 

의 매 몰온도는 약 150-180 0C 이 다. 

4. 대구지역 신동층군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비트리나이트 반사도가 2.51% 내 

지 3.85% Ro, 열분석 Tmax가 6130C에서 7110 C 사이로 건성가스 생성단계 후 

기에 도달하였다. 현재의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원래 퇴 

적된 유기물 중에서 변환 가능한 . 유기물은 대부분 탄화수소로 변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5. 경상계 진주층 퇴적층에 대한 물성측정 결과 탄성파 속도는 매우 높아 탄성파 

상에서 주요 퇴적층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높은 주파수를 이용해야 한다- 또한 

이와 같은 조건에서 퇴적체의 전체적인 외형은 파악되나 일부 퇴적층은 탄성 

파 탐사에 의해 인지되지 않을 가능성도 있다. 

6. 대구지역의 경상누층군에서는 낙동층 및 진주층에는 유기물이 풍부한 흑색 세 

일이 잘 발달되어 있으며， 열적 성숙도는 건성 가스 생성단계의 후기에 도달하 

여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할 수는 없다. 낙동층 및 진주층에는 

저류층 역할을 할 수도 있는 두꺼운 사암체가 발달하나 공극률이 매우 낮아 

통상적인 저류층으로는 부적합하다. 그러나 미세균열공극 동 2차 공극을 가지 

는 사암체 내에 치밀 저류층 가스가 존재할 가능성에 대하여 앞으로 적극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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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1. Wakinoichtfúidae gen et sp. indet in black shale, jinju Fonnation, x1.7, Dongokri, 
Habin-myeon, D머seong-gun， Kyungsangbuk-Do (detennined by Dr. Y. Yabumoto) 

2. Wakinoichthiidae gem et sp. indet, counter part of figure 1, x1.3, Dongokri, Habin
myeon, Dalseong-밍m， Kyungsangbuk-Do (detennined by Dr. Y. Yabumoto) 

3. Clwhsiungichtfúidae gen et sp. indet. in black shale, jinju Fonnation, 때.9， Dongokri, 
Habin-myeon, D허seong-gun， Kyungsangbuk-Do (determined by Dr. Y. Yabumoto) 

4. Wakinoichtfúidae gem et sp. indet in black shale, jinju Fonnation, x1.7, Dongokri, 
Hab띠-myeon， D외seong-gun， Kyungsangbuk-Do (determined by Dr. Y. Yabumoto) 

* Bars indicate lc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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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1.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ong-gun, Kyungsangb따(-00 

1.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ong-gun, Kyungsangb따(-D02. 

2.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òng-gun, Kyungsangb따(-00 

3.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Dongok-ri, Habin-myeon, D외seong-gun， Kyungsangbuk-Oo 

4.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ong-gun, Kyungsangbuk-Oo 

5.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Dongok-ri, Habin-myeon, D외seong-gun， Kyungsangbuk-Do 

6. Cypridea sp., x5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ong-gun, Kyungsangb바(-00 

7. Cypridea sp., x20, jinju Fonnation, 
Ducksan-ri, jicheon-myeon, Chilgok-gun, Kyungsangbuk-Do 

8. Cypridea sp., x70, jinju Fonnation, 
Oongok-ri, Habin-myeon, Dalseong-gun, Kyungsangbuk-D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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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A: Sample S 2, 1ρwer part of Nak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Pore-fùling kaoli띠te and siderite cements between quartz and feldspar 

grams 

B: Sample S 10, Upper part of Hasan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Large pyrite formation in mediurπ well sorted, long contacted, subangular sandstone 

C: Sample S 13, Up야r p따t of Hasan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Pore-filling chrolite cement between quartz and feldspar 

D: Sample S 14, 1ρwer par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Pore-filling kaolinite between quartz grains replaced by calc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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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4 

A: Sample S 17, Middle part of Jinju Fonnation 
Crossed Nicols 

Medium to coarse, subangular, poor-soItt녔， long to point contact, 

tuffaceous sandstone 

B: Sample S 18, Middle part of Jinju Fonnation 

Crossed Nicols 

Plagioclase dissolution and overgrowth, illite cement 
calcite replacement 

C: Sample S 19, Middle par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Tuffaceous medium sandstone with volcanic rock fragments 

and quartz and feldspar grains, 

0: Sample S 21, Upper par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Calcite veins along fractures of well-sorted, medium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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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5 

A: Sample S 23, Upper p따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Calcite replacement of quartz and feldspar grains, 
plagioclase overgrowth and pyrite formation 

B: Sample S 24, Upper paπ of of Ji띠u Formation 

Crossed Nicols 

Feldspar alteration and calcite replacement of quartz and plagioclase with grain relics 

C: Sample S 27, 1ιower part of Chilgok Formation 

Crossed Nicols 

Pore-fùling illite and calcite cement, poor-sorted, tuffaceous coarse sandstone 

D: Sample S 28, Middle part of Chilgok Formation 
Crossed Nicols 

Tuffac∞us sandstone containing well-rounded but p∞r-sorted， coarse to fine gr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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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6 

A: Sample No. 1, SEM micrograph, X1400 

Micro crenulation structure of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rmation 

B: Sample No. 1, SEM micrograph, x2αm 

Weathered micro structures of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rmation 

C: Sample No. 7, SEM micrograph, X1200 

Etched feldspar sσuctures in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rmation 

D: Sample No. 7, SEM micrograph, X2500 

Micro fractures develo야d in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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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7 

A: Sample No. 9, SEM mÌcrograph, X1400 

Micro sσuctures of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Imation 

B: Sample No. 9, SEM mÌcrograph, X1500 

Micro dissolution and fracture sσuctures of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nnation 

C: Sample No. 13, SEM micrograph, X2500 

Micro diss이ution structures of the sandstone from the jinju Fonnation 

D: Sample No. 13, SEM mÌcrograph, X700 

Micro fractures between sandstone gr.떠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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