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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Kunsan Basin is rnainly filled with Creataceous and Tertiary c1astic 

sedirnents, and divided into Southwest Sub-basin, Central Sub-basin and 

Northeast Sub-basin by uplifts and faults developed in the basin. 

Microfossils were studied for the biostratigraphic works of drill wells in 

the Kunsan Basin. The rnicrofossils inc1ude organic-walled rnicrofossils 

such as spores , pollen and nonrnarine dinoflagellates and calcareous 

microfossils such as ostracods, charophytes and gastropods. The fossil 

assemblages of the Kunsan Basin reveal nonmarine environments ranging 

from alluvial fan to shaUow lacustrine and climatic variation between 

subtropical and cool temperate temperature in the ariψhumid altemating 

conditions. According to the paleontological data, the Kunsan Basin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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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itiated in the Early Cretaceous and expanded during Paleogene followed 

by regional erosion at the closing time of Paleogene on which Neogene 

sediments have been accumulated. The Paleogene strata show laterally 

irregular thickness in each Epoch due to migrating depocenter. 

Sediments penetrated by the wells were deposited in fluvial environment 

under repeated drγ and wet climates. Lacustrine facies are formed in the 

shallow lake or swamp environment. The potential reservoirs in the 

Kachi-1 well are Cretaceous fluvial sandstones developed in interval 

between 2,021 m - 2,017 m and 1,592 m - 1,587 m. The major potential 

reservoir in Haema-1 is the Eocene sandstone in the interval between 

1,665 m - 1,580 m and secondary potential reservoir is the Paleocene 

sandstone in the interval between 2,325 m - 2,240 m. The best potential 

reservoir in the IIH-1Xa well is Eocene fluvial sandstone in the interval 

between 1,978 m - 1,969 m. The potential reserVOlr 10 the IIH-1X well is 

Paleocene sandstones developed in the intervals between 1,690 m - 1,680 m 

and 1,935 m - 1,890 m. The potential reservoir in the Inga-1 well is the 

Oligocene sandstone in the interval between 1,814 m - 1,768 m. 

Drilled section in the Kunsan basin is very poor in organic matter. TOC 

content is much less than 0.5% in almost 떠1 of the an떠yzed samples. This 

caused low reliability of various geochemical analyses and difficulties in 

the interpretation of the results. Nevertheless, organic matter is considered 

to be compared to type III based on elemental analysis and optic외 

observation of kerogen. The thermal maturity of organic matter can not be 

reliably determined by any geochemical parameter. On the basis of vari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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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ochemical parameters and illite crystallinity, however, the top of oil 

window is considered to reach in the Eocene formation in the area where 

the Tertiary sediments are thick and in the Late Cretaceous formation in 

the uplifted area such as Kachi-1 well. Hydrocarbon genetic potentia1 is 

a1most null in the both well except for a few sample in the thermally 

immature interva1. Such results of geochemical ana1ysis m외ζe difficult to 

expect potentia1 hydrocarbon source rock in section penetrated by the wel1s 

in the Kunsan Basin. The results of seismic data show the possibility of 

deep lacustrine sediments in the deeper part than the area drilled by the 

wells, where meaningful hydrocarbon generation could be expected. 

Approximately 8,000 Line-km of multichannel seismic data integrated 

with 14 wells and gravity and magnetic data were ana1yzed to investigate 

the structura1 and stratigraphic evolution of the Kunsan Basin in the 

western offshore Korea. 

The Kunsan Basin consists of three sub-basins , eastem, centra1, and 

western sub-basins , separated by basement highs. The basement in the basin 

is characterized by a series of ha1f- grabens and tilted fault blocks bounded by 

listric faults associated with rifting activity. The structural and stratigraphic 

ana1yses suggest that the rifting probably began in the Cretaceous time and 

continued until Paleocene. After Pa1eocene, the area appears to be tectonically 

quiet. At the end of Miocene, the regiona1 erosion occurred in most areas, 

causing regiona1 unconformity 없ld the erosion eroded Paleocene, Eocene, 

Oligocene, and Miocene sedimentary sections. 

Seismic facies and well data ana1yses suggest that lacustrine environ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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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sequence 1 (basement - top Paleocene), fluvial- lacustrine environment 

in the sequence 2 ( top Paleocene - top Eocene) and fluvial environment in the 

sequence 3 (top Eocene - Miocene) are dominant. 

Based on structural and stratigraphic analyses, we expect that the lacustrine 

sediments in the sequence 1 may play an important role as source and 

fluvial-lacustrine sandstone in the sequence 2 and fluvial sandstone in the 

sequence 3 as reservoi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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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1 章 序言

군산분지의 석유자원 부존 가능성 평가를 위하여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 

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1997년도에는 군산분지의 서부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 

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난 해에 이어 군산분지의 동부 지역에 대 

한 연구를 하였다. 통부 지역에서 시공된 3개 시추공들 중에서 기존의 연구와 

탐사에서 분석이 이루어지지 않았거나 분석이 미진하였던 시추 시료에 대한 

고생물， 암석학， 지화학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인접 도서지역의 지질 조사를 

수행하여 대륙붕 분지의 기반암에 대한 정보를 얻고자 하였다. 이러한 조사 

분석 결과와 이수 및 물리검층 자료 그리고 탄성파 탐사 자료를 사용하여 군 

산분지의 분지 발달사， 층서， 퇴적환경 및 석유의 생성 및 집적 가능성 평가를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고생물 연구에 의한 생층서 해석 결과를 기초로 하여 탄성파 탐사 자료， 물 

리검층 자료 동을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층서 분대와 대비를 하였다. 그리고 

고생 물상 Cbio-facies) 암상 Clitho-facies) 탄성 파상 C seisrnic -facies) 및 물리 

검층상 (log-facies)을 종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퇴적환경올 해석하였다. 물리 

검층 자료의 분석과 퇴적암석학적 연구 결과를 시뭔스 층서 분석 개념에 연관 

시켜 잠재 저류층의 특성을 평가하였다. 지화학적 연구에서는 유기물의 함량， 

타이프， 열적 성숙도 둥을 분석하여 다른 분야의 연구 결과와 함께 검토함으 

로써 근원암의 발달 가능성을 평가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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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章 廣域地質

한반도와 황해는 지구조적으로 유라시아판 (Eurasian Plate) 내에 위치하고 

있으며， 우리 나라에서 황해분지는 크게 군산분지 및 흑산분지로 나뀐다. 군 

산분지는 국내 황해 대륙붕의 제 1광구와 제2광구에 위치하며 혹산분지는 제3 

광구에 위치한다 (Fig. 2-1). 

군산분지를 포함하여 황해에 발달된 이들 분지의 발달사를 규명하기 위하여 

서는 한반도는 물론 중국 동부의 조구조 운동과 이와 연관된 충서를 이해하여 

야 한다. 한반도 및 주변 해저에 분포된 지체 구조의 발달은 각 시대별 조구 

조운동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조구조 운동에 의하여 발달된 지질 구 

조선들은 한반도의 육상과 해저는 물론 중국 동부와 일본열도에서도 연장되어 

나타난다. 선캠브리아기 시생대의 구조 운동은 하부로부터 낭림， 경기 및 영 

남 육괴 운동올 들 수 있다. 고생대의 지각 변형을 북한에서는 하부 데본기 

임진계를 형성시킨 열개형 지향사와 평안계 및 두만계를 퇴적시킨 지향사로 

구분하였다. 트라이아스기와 쥬라기 초 사이에 일어난 중국의 인도 - 시니안 

조산운동 (Indo - Sinian Orogeny)에 대비되는 송림변동은 중생대의 대표적 

인 조구조 운동으로 평안분지와 태백산분지 퇴적작용의 종료， 평안계 이전 지 

층의 변성과 습곡， 평안계 대동계 사이의 부정합 둥이 이에 의하여 특정 지 

워진다. 쥬라기 중엽부터 백악기 초까지의 시기에 있었던 대보변동은 화성활 

동올 수반한 대규모 조구조 운동으로 대보화강암의 관입， 평안계 이전 지층의 

재변형， 대동계 지층의 변성과 습곡 퉁이 이 변동과 관련된다. 대보변동 시기 

에 중국 동부에서도 매우 활발한 화성활동이 있었다. 제3기의 변동은 주로 

신장과 주향이동 단층에 의한 변동으로 대륙붕 분지들의 형성과 통해의 생성 

에 따라 일본열도가 대륙에서 분리되는 결과를 가져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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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와 신생대에 일어난 조구조 운동이 황해는 물론 한반도와 주변 해저 

에 발달된 퇴적분지의 형성에 큰 영향올 미쳤으며， 이들은 판의 섭입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 분지를 포함하는 황해 지역은 중생대 송림 

변동 이전까지 대규모 구조운동의 영향올 받지 않았다. 쥬라기와 백악기 초 

까지 사이에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대규모의 화성활동이 일어났다. 쿨라판 

(Kula Plate)이 북쪽으로 섭입한 결과 이들 단층의 운동방향은 우수향에서 좌 

수향으로 바뀌었다 (강1ang and Kou, 1989; 이병주 외， 1994). 

백악기에 들어서 필리핀판이 북서쪽으로 섭입함에 따라 기폰 단층들을 따라 

서 인장성 단층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황해 지역에서는 열개작용이 일 

어나기 시작하였다. 초기 백악기에 화산작용이 있었음이 Kachi-1공에서 확인 

되었다. 백악기 말 군산 분지의 전역에서 나타나는 화산작용은 육상의 경상 

분지에서도 잘 확인된다. Inga-1공의 최하부 구간에 매우 두껍게 나타나는 화 

산암은 절대연령 측정 결과 후기 백악기 캠패니안 ( Campanian)에 형성된 것 

으로 해석되었다. 팔레오세 말에 형성된 부정합변 하위에 분포된 퇴적층은 대 

부분 경사친 단충 블록 사이에 발달된 반지구에 퇴적된 열개 동시성 퇴적물로 

해석된다. 이들 퇴적층에 발달된 다수의 단층들과 단충 블럭의 경계부에 발달 

된 리스트릭 단층이 대부분 팔레오세 퇴적층에서 끝나는 점으로 보아 열 개작 

용은 팔레오세 말에 종료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팔레오세 상부 퇴적충에서 

보이는 습곡구조， 경사 부정합 그리고 Kachi- 1공과 Inga-1공에서 팔레오세가 

결층으로 나타나는 것은 팔레오세 말에 융기와 삭박올 일으킨 조구조 운동이 

있었음올 지시하는 것이다. 이 조구조 운동은 중국의 위지앙 운동 (Oujiang 

Movement in Zhou et al., 1989)에 대비된다. 

에오세에 들어서 군산분지 지역은 광역적인 침강작용과 상대 호수면 상숭에 

의하여 점차 넓어지게 되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 하에서 퇴적작용이 이루어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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것으로 해석된다. 에오세 말 중국의 유관 운동 (Yuquan Movernent in Zhou 

et a1., 1989)에 대비되는 조구조 운동에 의하여 분지는 융기되었으며， 퇴적층 

이 침식을 받아 부정합면이 형성되었다. 

올리고세와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융기부 사이에 국부적으로 형성된 퇴적 

지에만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 마이오세에 들어 분지는 다시 침강하기 

시작하였으며 이 후 뚜렷한 구조 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퇴적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환경 하에서 이루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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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3章 古生物 昭究

第1節 新究 方法

고생물 연구는 군산분지의 시추공들 중에서 연구가 수행되지 않은 nC-1X 

공의 시추 시료를 주 대상으로 하였고， 기타 시추공은 기존 자료를 이용하여 

군산분지 전반에 걸친 미화석상을 분석하였다. 기존의 자료들은 Kachi-1공 및 

Illi-1Xa공 (박관순 외， 1997), Inga-1공 (봉필윤 외， 1991), Haema-1 (한국자 

원연구소， 1992)퉁이다. IIC-1X공의 경우에도 군산분지의 여타 시추공들과 마 

찬가지로 상부를 제외하고는 거의 적색 계통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 

에 해양성 미화석의 산출은 전혀 없다. 개형충이나 윤조 같은 담수성 미화석 

을 기대하였으나 이들도 전혀 산출이 되지 않았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주 

로 화분.포자 화석에 의폰할 수밖에 없었다. 

화분.포자 화석의 처리는 일반적인 처리 과정인 염산 (HCl)과 불산 (HF)에 

의한 무기물의 제거， 중액 (ZnClz Solution, 비중 2.0)에 의한 유기물의 농집， 

유기 용매 CSchulze' s Solution & KOH)에 의 한 탄화된 미 화석 의 복원 동의 

순서로 진행되었다. 화분.포자 화석의 현미경 관찰은 가능한 한 최대 2007B 체 

까지 분류 감정하였고， 이 자료에 의해 nC-1X공의 생충서 분대를 하였으며 

이들을 군산분지의 다른 시추공들과 생층서 대비하였다. 이러한 대비를 통해 

군산분지 전반에 걸친 생물상의 변화를 정리하였고， 이 결과를 암석층서 및 

탄성파 충서 퉁과 종합하여 각 시대에 따른 퇴적환경올 복원함으로써 궁극적 

으로 군산분지의 분지 발달사를 규명하였다. 한편， 도판의 화분.포자 화석 사 

진은 주로 IIC-1X공에서 산출된 것틀로 구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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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IIC-IX 孔의 花親.뼈子 化石

1. 화석식물군의 특징 

본 시추공에서는 시추 암면이 회수된 전 구간 (229-2017m)에서 총 66개의 시 

료를 채취하여 처리하였으며， 여기에서 총 74종류의 화분.포자 화석이 산출되었 

다 (Table 3-1). 이 들은 담수 조류 화석 (1.5%) , 고사리 류 포자 화석 (3.5%) , 나자 

식물 화분 화석 (23.5%) , 피자식물 화분 화석 (71.5%)퉁으로 구성된다. 담수 조류 

화석 은 주로 상부 층준에 집 중 분포하며 Leiosphaeridia, Micrhystridium 둥의 

녹조류가 주종을 이룬다. 포자 화석 중 monolete type 은 상부와 중부 층준에서 

소량이 발견되며， trilete type 은 Ceratopteris 와 Sphagnum 이 상부 층준에서 

집중 분포하는 반면에 중부 및 하부 층준에서는 기타 종류가 소량 산출된다. 나 

자식물 화분 화석은 중부 층준에서 큰 분포를 보이는 낙우송과 (Taxodiaceae : 

Taxodium , M etasequoia, lnaperτuropollenites) , 상부 층준에서 상대적으로 많이 

산출되 는 소나무과 (Pinaceae : bisaccate pol1en, Tsuga , Larix/ Pseudotsuga) 및 

중하부 층준에서 지속적인 산출을 보이는 기타 종류 (Ephedripites , 

M onosulcites)로 구성된다. 본 화석식물군에서 가장 큰 분포 비를 보이는 피자식 

물 화분 화석은 낙엽성 활엽수와 초본식물로 구성되며， 후자는 특히 상부 층준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낙엽성 활엽수 중에서 참나무과 (Fagaceae COstαlea， 

Fa밍JS， Quercus) , 가래나무과 (Juglandaceae : Carya, Engelhardt따， Platycarya 

Pterocarya, Juglans) , 느릅나무과 (Ulmaceae : Ulmus , Zelkova, Celtis) , 풍나무 

속 (Liquidambar) , 장미과 (Rosaceae) , 범의 귀과( Saxifragaceae)둥은 주로 상부 

층준에 많이 분포하고 자작나무과 (8etulaceae : Alnus, Betula-type) , 버드나무 

속 (Salix)동은 중부 및 하부 층준에서 많이 산출된다. 초본식물로는 사초과 

(Cyperaceae) , 벼과 (Gramineae) , 여뀌속 (Persicaria), 국화과 ( Compositae)퉁이 

이
 μ
 



Table 3- l. Occurrence chart of palynomorphs from IIC-I 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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흔히 관찰되며 명아주속 ( Chenopodium)은 625m 층준에서 크게 번성한 특정을 

보인다. 한편 담수 식물인 마름속 (Trapa)은 상부 층준의 일부 구간에서 집중적 

으로 산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2. 생충서대 

IIC-IX공에서 산출된 화분.포자 화석의 구성 요소와 구성비에 따라 미화석 

산출 구간 (229-2001m)은 5개의 군집으로 구분되며 각 군집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가. Assemblage 1 (229-375m) : 플라이 오세 

본 군집은 주로 초본성 식물의 화분 화석으로 구성된다. 이들이 차지하는 비 

율은 40% 이상이며， 이들 중 큰 분포를 보이는 종류는 벼과 (Gramineae), 사초 

과 (Cyperaceae) , 쑥속 (Artemis따)퉁이다. 한반도 주변의 화분.포자 화석군에서 

초본식물 화분 화석의 비율이 20%를 상회하는 시점은 플라이오세 기저부이다. 

또 이 군집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소나무과 (Pinaceae) 화분 화석과 자작나무속 

(Betula) 화분 화석 및 담수 조류 화석이 산출된다. 따라서 이 당시의 기후는 다 

소 한랭한 건조 기후로 해석되며 현재 한반도 북방 식물대인 Abies-Betula Belt 

에 대비가 된다. 

나. Assemblage 11 (375-610m) 중기 마이오세 

본 군집에서는 Liqui따mbar (풍나무속)-Carya 가래나무과 식물)， 

Ceratopteris (물고사리속)-Trapa (마름속) Assemblage로 대표되는 전형적인 

중기 마이오세의 화분.포자 화석 군집을 보여준다. 이 외에 참나무과 (Fagaceae)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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느릅나무과 (Ulmaceae) , 장미과 (Rosaceae)둥의 낙엽 활엽수와 소나무과 

(Pinaceae) , 낙우송과 (Taxodiaceae)퉁의 구과류 화분 화석 이 많이 관찰되 고 초 

본식 물로는 여 뀌 속 (Persicaria)과 벼 과 ( Gramineae)식 물의 화분 화석 이 주로 나 

타나며， 녹조류 화석이 지속적인 산출을 보인다. 이러한 활엽수/낙엽수 혼합수림 

의 식생과 따돗한 기후를 선호하는 식물들이 주로 나타나는 양상은 당시의 기후 

가 습도가 높은 난대 기후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이 군집과 상부 군집은 식 

생이 크게 다를 뿐만 아니라 양자 사이에는 미화석 산출이 극히 미약한 구간이 

존재하며， 이 사실은 양 군집 사이의 후기 마이오세 군집이 결여된 것올 의미한 

다. 

다. Assemblage III (610-625m) : 초기 마이 오세 

본 군집은 광역 부정합면 (610m) 하위인 625m 층준의 시료에서 나타나는 식 

물상으로서 구성 요소가 대체로 상부 군집과 유사하나， 구성비에 있어서는 큰 

차이를 보인다. 즉， 중기 마이오세 군집에서 주 구성 요소였던 종류들이 급격히 

감소한 반면에 특정적으로 명아주속 ( Chenopodium) 화분 화석이 큰 분포를 보 

이는 독특한 양상을 보인다. 이러한 식물군의 특정은 중기 마이오세 이전의 시 

대를 지시하지만 이 식물군에서도 마이오세를 지시하는 마름속 (Trapa)과 물 

고사리속 ( Ceratopteris)의 화분.포자 화석이 계속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군집의 시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추정할 수 있다. 이 당시의 기후는 중기 마이 

오세보다는 온도와 습도가 다소 낮은 온난 습윤 기후로 해석된다. 

라. Assemblage IV (625-1526m) : 에 오세 

이 군집이 산출된 구간은 주로 적색 계통의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화석의 산출이 빈약하다. 그러나 간간이 협재되어 있는 비적색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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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서 양호한 화분.포자 화석 군집이 산출된다. 이 군집에서는 초본식물의 화 

분 화석이 거의 산출되지 않으며 낙엽성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는 가운데 구과 

류가 혼합된 양상을 보이며， 비록 개체 수는 미약하지만 다양한 양치류 포자 

화석이 산출되는 특정을 보인다. 이 군집에서는 자작나무 종류 (Betula-type) , 

버드나무속 (Salix) , 낙우송과 (Tax여iaceae)퉁이 주 구성 요소이고， 

Platycaηla， Engelhardtia, Alnipollenites, Ulmipollenites tricostatus , Comus 

둥 새로운 종류들이 출현한다. 또한 아열대 건조 기후를 지시하는 

Ephedripites 가 지속적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화석 식물상은 당시의 기후가 

아열대 기후까지 도달하였으며 습윤기와 건조기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추정된 

다. 이 군집이 상부의 군집과 현저한 식물상의 차이를 보이는 것은 양 군집 

사이에 커다란 시간적 공백이 존재함을 유추할 수 있다. 

마. Assemblage V (1526-2001m) : 팔레 오세 

이 시기의 암석은 거의가 적색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따라서 미화석의 산출 

이 극히 미약하여 정확한 식생올 파악하기가 어렵다. 그러나 M onosulcites, 

CIαssopollis 둥의 화분 화석이 지속적인 산출 양상을 보이며 당시의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IIC-1X콩에서의 식불상의 변화는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Fig. 3-1). 

第3節 群山益地의 古生빼 

1. 미화석 산출 상태 

군산분지의 5개 시추공 시추 시료에서 산출된 미화.석은 모두 비해성종 

(nonmarine microfossils)들이며 해양성 미화석 (marine microfossils)의 산출은 

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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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Biostratigraphy ofIIC-l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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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다. 그나마 각 시추공의 최상부 구간을 제외한 구간들은 주로 적색 계통의 퇴 

적암이나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어서 한반도 주변 대룩붕의 다른 분지들 (동지 

나해분지 및 울릉분지)에 비해 특히 미화석의 산출이 빈약하다. 이들 중 가장 흔 

히 산출되는 미화석은 화분.포자 화석 (p이len & spores)이고 일부 구간에서 조류 

화석 (a1gae) , 개 형 충 화석 (ostracods), 윤조 화석 (charophytes)들이 소량 산출된 

다. 한면 일부 시추공의 최상부 층준의 시료에서는 시추 시에 상부 층준에서 유 

입된 것으로 보이는 패각편 (shell fragrnents) , 어류 이빨 (fish tooth) 및 유공충 

화석 (forarninifera1 test) 이 간혹 발견된다. 

가. 화분.포자 화석 (p이len and Spores) 

화분.포자 화석은 모든 시추공의 퇴적층 분포 구간에서 대체로 양호한 산출 

상태를 보이나 적색 계통의 암석 시료에서는 산출량이 급격히 감소하며 특히 부 

정합 층준에서는 상대적으로 미약한 분포를 보인다. 산출된 화분.포자 화석은 하 

부로부터 양치류 (pteridophytes) • 구과류 (conifers) • 낙엽 활엽수 

(deciduous broad-leaf trees)→초본식 물 (herbaceous plants) 순서 로 층준에 따 

라 주 구성 요소를 달리하며 이 현상은 대체로 일반적인 식물의 진화 양상과 일 

치한다. 양치류 포자 화석은 Azolla, Goshispora 둥의 대형 포자와 

Cingutriletes, Clauatisporites , Cyathidites , Dictyophyllidites, Kulkisporites , 

Leptolepidites, Multinodisporites , Polycingulatisporites, Zlivisporites 퉁의 구 

시 대 종들과 Laevigatosporites, Osmundα Polypodiisporites ， Pteris, 

Sphagnum 퉁의 신생대 종들로 구성된다. 구과류 화분 화석은 Classopollis , 

Ephedripites, M onosulcites 둥이 주로 하부 충준에서 소량 산출되고 대부분은 

소나무과 (Pinaceae)와 낙우송과 (Taxodiaceae)에 속하는 종틀로 구성된다. 신 

저11371 충준에서 특히 큰 분포를 보이는 낙엽 활엽수의 화분 화석은 참나무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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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agaceae), 가래 나무과 (Juglandaceae) , 느릅나무과 (Ulmaceae), 풍나무속 

(Liquidambar), 자작나무과 (Betulaceae) , 장미과 (Rosaceae)둥에 속하는 종들이 

우점종으로 나타난다. 이틀 외에 버드나무속 (Salix) , 단풍나무속 (Acer) , 대햇집 

나무속 (Ilex) , 피나무속 (Tíl따)， 노린재나무속 (Symplocos) , 가막살나무속 

(Vibumum) , 윷나무속 (R따s)퉁이 흔히 관찰된다. 초본식물은 대부분이 올리고 

세에 출현하여 마이오세의 확산기를 거쳐 플라이오세 이후에 크게 번성한 종류 

들로 벼 과 (Gramineae) , 사초과 (Cyperaceae) , 국화과 (Compositae) , 마디 풀과 

(Polygonaceae)퉁이 주 구성 요소로 나타나며， 명아주과 (Chenopodiaceae) , 석 

죽과 (Caryophy llaceae), 백 합과 (Liliaceae) , 산형 과 (U mbelliferae) , 미 나리 아재 

비 과 (Ranunculaceae) 퉁이 흔히 관찰되 며 마름속 (Trapa) , 수련과 

(Nymphaeaceae), 부들속 (Typha)둥의 수생식물 (aquatic plants)도 산출된다. 

나. 조류 화석 (Algae) 

와면모 조류 화석 (dinoflagellates)은 Kachi-l공의 중상부 구간에 서 큰 확산 

(bloom)을 보이며 이들 중 Parabohaidinia 가 제일 혼하다. 반면에 녹조류 

(chlorophytes )를 위 주로 한 조류 화석들은 -상부 구간에 집 중되 어 있는데 

Pediastrum , Lanceniella, Savitrina, Spirogyra, Micrhystridium , Leiosphaeridia 

둥이 혼히 관찰된다. 

다. 개 형 충 화석 (Ostracods) 

개형충 화석은 모두 백악기 종들이며 Kachi- l공에서는 비교적 지속적인 산 

출을 보이고 Haema-l공과 IIC-IXa공의 일부 구간에서는 재동 (reworking)된 

종들이 집중 산출된다. 이들은 대부분 Cypridea屬에 속하며 Cypridea 

cavenosa, Cypridea gigantea, Cypridea spp. 퉁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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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윤조 화석 ( Charophytes) 

윤조 화석은 Kachi-l공의 중상부 구간에서 집중적으로 산출되고 IIH-IXa공 

에서는 소구간 별로 지속적인 산출을 보이며 기타 시추공들에서는 수 개체가 

분산 산출된다. 이들 중 백악기 종류는 M esochara, Porochara, Clavator 퉁이 

며 신생대 종류로는 Chara, Sphaerochara, Stephanochara 퉁이 산출된다. 

2. 시대별 미화석상 

가. 백 악기 (Cretaceous) 

백악기의 화석 군집은 초기 백악기 군집과 후기 백악기 군집으로 구분된다. 초 

기 백악기 화석 군집은 Kachi-l공의 하부와 IIC-IX공의 기저부에 나타나며 전반 

적으로 화석 산출이 미약하다. 여기에서는 Azolla σetacea， Polycingulati

spontes 퉁의 대 , 소형 포자 화석 과 Ephedrípites , Classopollis, Cranwellia, 

Eucommidites 동의 화분 화석이 주로 관찰되며 특히 피자식물의 초기 형태로 

추정되는 Eucommidites 의 출현은 주목할 만하다. 이 외에 담수성 미화석들이 

산출되며 이들은 녹조류 Botryococcus, 윤조 M esochara, Porochara, Clavator 

및 개형충 Cypredia 가 산출된다. 후기 백악기 화석 군집은 단지 Kachi-l공에서 

만 나타나며 미화석의 산출은 풍부하고 다양하다. 이 군집에서는 특히 담수 조류 

화석들이 많이 산출되는데 이들 중 Pediastrum boryan띠n， Lanceniella spp. , 

Savitnna miocenica 둥이 주종을 이루고 후기 백악기 초에는 와면모 조류가 폭 

발적으로 번성하였던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개형충 (ostracoda), 윤조 

(charophyta) , 소형복족류 (gastropoda)둥의 석회질 미화석도 다량 산출된다. 화 

분.포자 화석으로는 Cyathidites spp., Azolla spp., lnaperturopollenites dubius , 

Ulmipollenites spp. 둥 대，소형 포자 화석과 나자 및 피자식물 화분 화석들이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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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하게 산출된다. 이러한 미화석의 화석 산출 상으로 보아서 이 지역에서 백악기 

초기에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가 우세하였고 백악기 후기에는 습윤한 난대 기후 

가 주로 지배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나. 고제371 (Paleogene) 

고제3기 화석 군집은 Kachi-l공을 제외한 모든 시추공들에서 나타나지만 

세부적으로 팔레오세 (p떠eocene) ， 에오세 (Eocene) , 올리고세 (Oligocene)의 

화석 군집은 지역에 따라 각각 다른 분포 양상을 보인다. 이들을 함유하는 퇴 

적층은 가장 두터운 증후를 보이나 주로 적색 계통의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미화석의 산출이 미약한 구간이 많다. 팔레오세 화석 군집은 Haema-l 

공， Illi-lXa공， IIC-IX공의 3개 시추공에서 나타나며 대체로 화석 산출이 미 

약하다. 여기에서 로
 

주
 
’ 산출되는 종류는 Taxodiaceae, Cycadopítes , 

Ephedrípites , Classopollís 둥의 나자식물 화분 화석이며 지역적으로는 자작 

나무류(Betula-type)와 참나무속 (Quercus)퉁의 피자식물 화분 화석도 흔히 

관찰된다. 기타 미화석은 윤조 화석이 수 개체 산출될 뿐이다. 이러한 미화석 

상이 지시하는 당시의 기후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로 추정된다. 

에오세 화석 군집은 Haema-l공， IIH-IXa공， IIC-IX공 및 Inga-l공의 4개 

시추공에서 나타나며 이들을 종합하면 에오세 초기는 건조한 아열대 기후로서 

화석의 산출이 미약하여 구과류 화분 화석이 소량 산출되며， 에오세 중기에는 

온도는 다소 낮아졌고 습도는 크게 증가한 기후 하에서 다양한 식생이 번성하 

여 이 끼 류인 Sphagnum 을 비 롯한 Taxodíum, Betulaceae, Ulmaceae 둥 저 습 

지 식물이 주종을 이룬다. 이 외에도 고란초과의 포자 화석과 Momípítes , 

Quercus 동의 화분 화석 도 흔히 관찰되 며 , 윤조 (charophyta)와 와편모 조류 

( dinoflagellata)같은 담수성 미화석도 종종 산출된다. 에오세 후기에는 다시 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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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건조 기후로 전환되어 미화석의 산출이 거의 없다. 

올리고세 화석 군집은 주로 Inga-l공에서 나타나며 Haema-l공에서는 매우 

앓은 층후의 퇴적층에서 일부 나타난다. 에오세 후기의 건조 기후는 올리고세 

초기까지 계속되어 식생의 발달이 미약하다가 그후 습도가 증가하여 다양한 

양치 류 (pteridophytes)포자 화석 과 구과류 (conifers)화분 화석 이 산출되 며 윤 

조 화석도 소량 발견된다. 

다. 신 저11371 (Neogene) 

신제371 화석 군집은 초기 및 중기 마이오세 (Miocene)군집과 플라이오세 

(Pliocene)군집으로 구성되며 화분.포자 화석이 풍부하고 다양하게 산출되고 

녹조류 화석도 지속적으로 나타난다. 초기 마이오세 군집은 군산분지의 동부 

지역에 위치한 Inga-l공， IIC-IX공， IIH-IXa공에서 나타나고 분지 중심부로 

가면서 층후가 감소， 첨멸된다. 여기에서는 느릅나무과 (Ulmaceae) , 참나무속 

(Quercus) , 자작나무속 (Betula)둥의 낙엽 활엽수가 주종을 이루고， 초본식물 

로는 명아주속 ( Chenopodium)이 흔히 관찰되며， 지역에 따라 형태속 

Sigmopollis 가 집중 분포하기도 하고， 소량이나마 마름속 (Trapa)의 산출도 

연장된다. 이 식물군이 지시하는 당시의 기후는 습윤한 온난 옹대 기후로 해 

석된다. 

중기 마이오세 군집은 Liquidambar-Qzηla， Ceratopteris- Trapa 화분.포자 

군집으로 대표되며 모든 시추공의 광역 부정합면 상위에서 인지되나 단지 

Inga-l공에 서 는 이 구간의 시 추 시 료가 회 수되 지 않았다. Liquidambar (풍나 

무속)과 Qz，γa (가래나무과의 식물)은 현재는 한반도에 서식하지 않지만 중기 

마이오세에는 큰 군락을 이루던 종류들로 난대 이상의 고온성 식물들이다. 

Ceratopteris (물고사리속)은 우리 나라 남해안 일대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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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rapa (마름속) 역시 담수에 서식하는 수생식물이다. 이들 외에 다양한 낙엽 

활엽수와 침엽수 및 초본식물들이 혼재되어 있고 녹조류 화석이 지속적으로 

함유되는 식생을 보인다. 이들이 지시하는 당시의 기후는 습도가 다소 높은 

난대 기후로 해석된다. 플라이오세 군집은 비교적 상부 층준까지 시추 시료가 

회수된 분지 중심부의 Illi-lXa공， IIC-IX공， Haema-l공에서만 확인된다. 이 

군집에서 주종을 이루는 미화석은 초본식물의 화분 화석이며 국화과 

(Compositae) , 여뀌속 (Persicaπa) ， 벼과 (Gramineae) , 사초과 (Cyperaceae)둥 

이 우점종이다. 목본 식물로는 소나무과 (Pinaceae)와 자작나무과 (Betulaceae) 

에 속하는 종류들이 흔하며 담수성 녹조류 화석도 종종 산출된다. 이러한 식 

물상에 근거한 당시의 기후는 아건조의 한랭한 온대 기후로 추정된다. 

이상과 같이 군산분지의 각 시추공별 식물상의 변화는 Figure 3-2와 같이 

요약되며， 백악기부터 플라이오세까지의 이 지역의 전반적인 식물상의 변화와 

이에 근거한 고기후의 변동은 Figure 4-2에 포함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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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M메or microfossil taxa in the Kunsan Basin. 

t 

ω
 



第4章 層序 및 堆積環境

第1節 層序

황해에는 서한만 분지， 군산분지 및 혹산분지가 발달되어 있다. 금년도 연구 

지역인 군산분지는 한국의 군산과 중국 산동반도 남부 사이에 타원형의 형태 

로 분포하는 황해중부 분지의 동반부에 해당되며 중생대 백악기부터 신생대 

제371 에 걸쳐 발달된 열개 함몰 분지이다. 군산분지는 분지 안에 발달된 융기 

부와 단층에 의하여 3개의 소분지로 나뉘어 지며， 주로 육성 쇄설성 퇴적물로 

충진되어 있다. 남서 소분지에는 Kachi-1공과 Illi-1Xa공， 중앙 소분지에는 

Haema-1공과 IIC-1X공 및 Inga-1공이 시추되었다. 대륙붕 제 I광구의 대부분 

올 점하는 북동 소분지에는 아직 시추가 이루어지지 않았다. 

군산분지를 포함 황해의 퇴적분지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층과 화산활동은 조 

구조 운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분지의 5개 시추공 시료에서는 

단지 비해성의 미화석들만이 산출되었다. 이들 중 화분.포자 화석 (pollen & 

spores)이 비교적 지속적으로 산출되었으며， 담수성 와면모 조류화석 

(nonmarine dinoflagellates)과 개 형 충화석 (nonmarine ostracods) 및 윤조화석 

( charophytes)둥은 일부 구간에서 소량 산출되었다. 또한 연구지역에서 시추공 

이 관통된 지역에는 산화환경에서 형성된 적색 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된 구간 

이 많은 관계로 미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하거나 미화석의 산출이 결여된 구 

간이 많은 관계로 일부 층준에 대하여서는 탄성파 자료를 참조하여 각 시대의 

경계를 구획하였다 (Figs. 4-1 , 4-2,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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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Kachi-1 Haema-1 IIH-1Xa IIC-1X Inga-1 

Pliocene 470-560m 227-450m 229-375m 

late 
111111111 1111 11111 111111111 

Miocene middle 475-614m 560-938m 450-719m 375-61아n 

early 
111111111 

7l9-815m 61O-625m 506-138Om 

Oligocene 938-980m 
1111111 11 111111111 

1380-2060m 

Eocene 980-2076m 815-2406m 625-1526m 2060-2728m 

Paleocene 2076-깡80m 2406-2824m 1526-2001m 

Cretaceous 614-2693m 장8Om- 282강n- 2001m- 2728m-

Figure 4-1. Stratigraphy of the wells in Kunsan Basin 

1. 충서 분대 

가. Kachi-1공 

Kachi-1공은 남서소분지의 서쪽의 백악기 기반암이 융기된 지역에 시추되 

었다. 본 공의 총 시추심도는 2726.3 m이며 ， 심도 475 m까지는 시료가 회수되 

지 않았다 (Figs. 4-1 , 4-2, 4-3). Kachi-1공의 경우 다른 시추공과 상이한 퇴 

적양상을 보이고 있다. 즉， 심도 614 m에 발달된 광역부정합면을 경계로 상위 

에는 중기 마이오세 이후의 퇴적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하위에는 백악기층과 

이들의 기반암에 해당하는 시대미상 (Triassic ?)의 탄산염암층이 분포되어 있 

다 (Fig. 4-2). 본 시추공에서는 화분.포자 화석이 가장 풍부하게 산출되며， 개 

형충화석은 소량이나마 비교적 지속적인 산출양상을 보인다. 윤조화석은 주로 

상부구간에서 지속적으로 산출된다. 

1) 선-백악기 기반암 

총 시추심도 2726.3 m과 심도 2693 m 사이에는 기반암에 해당하는 백운암 

(dolomite)이 분포되어 있다 (Fig. 4-2). 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한 관계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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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lumnar sections of the wells in Kuns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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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운암의 정확한 지질시대는 규명할 수 없다. 그러나 보존이 불량한 대형포자 

과 Chordasporis, Ricciisporites 및 Aratrisporites로 추정 되 는 수 개 체 의 포 

자 화석의 산출로 미루어 본 선-백악기 기반암의 지질시대는 트라이아스기로 

추정할 수도 있다. 

2) 백악기 충군 

심도 2693 m - 심도 613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충은 암상에 의하여 하 

부충 (심도 2693 m - 2280 m), 중부충 (심도 2280 m -: 1335 m), 상부층 (심도 

1335 m - 613 m)으로 구분된다 (Fig. 4-2). 층후가 413 m~ 하부층은 주로 적 색 

과 갈색올 띠는 실트암과 사암으로 구성되며 ， 화산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실트 

암은 하부와 상부 구간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사암은 중부구간에 우세하게 분포 

되어 있으며， 괴상으로 불량한 분급과 세립 내지 조립질의 입도를 보인다. 본 층 

의 중부 구간에는 안산암류 내지 현무암류에 속하는 화산암이 약 30 m의 두께 

로 분포되어 있으며， 상부 구간에는 유문암질 옹회암이 24 m의 충후로 협재되 

어 있다.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이 극히 미약한 관계로 하부층의 정확한 지질시 

대의 결정은 어렵다. 그러나 상부 구간에서 산출된 화석종으로 미루어 이 하부 

층의 지질시대는 초기 백악기로 해석된다. 중부충은 주로 실트암， 이암 및 박층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층후는 945 m에 달한다. 상부 구간에 석회암 

과 석회암질 백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실트암은 대부분 괴상이나 간혹 엽면 

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암은 주로 갈색 내지 적색의 암색을 보인다. 석영질 사암 

은 각상 내지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이며 ， 심도 1586 m 하위 구간에 우세하게 분 

포되어 있다. 사암의 분급은 불량한 편이로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 간혹 석 

탄편과 탄질 이암면올 포함한다. 이회암과 석회질 백운암은 황갈색올 띤다. 소량 

의 개 형 충 화석 과 Polycingulatisporites, Ephedripites spp., C따ssopoll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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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ranwelia 둥의 양치류 포자 화석과 나자식물 화분 화석의 산출로 미루어 본 중 

부층의 지질시대는 초기 백악기로 해석된다. 상부층은 주로 박층의 실트암， 사암 

및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충후는 122m이다. 실트암은 괴상이며 ， 회색 내지 갈색 

을 띤다. 사암은 석영질이고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불량에서 보통의 분급상태 

를 보인다. 탄산염암은 황색 내지 갈색올 띤다. 본 상부층에서는 대형 포자 화석 

인 Azolla와 Pediastrum borγanum， Lnaceniella spp. 및 Savitrina 퉁의 담수 

성 조류 화석 , 양치 류 포자 화석 인 Cyattúdites 가 다량 산출된다. Cypridacea 

超科에 속하는 담수성 개형충 화석과 윤조 화석이 많이 산출되며， 비해성 와면 

모 조류 화석인 Parbohaiadinia가 하부 구간에서 크게 번성한 양상올 보인다. 산 

출된 화석들로 미루어 본 상부층의 지질시대는 후기 백악기로 해석된다. 따라서 

심도 2693 m - 심도 613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백악기 

로 해석된다. 

3) 중기 마이오세층 

섬도 613 m에 발달된 광역부정합면으로부터 시료가 회수되기 시작한 심도 

475 m 사이에 발달된 퇴적층은주로 실트암， 갈탄，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고 

결상태는 불량하다 (Fig. 4- 2). 사암은 중립질에서 조립질로 각상에서 아각상의 

원마도를 가지며， 양호한 분급상태를 보인다. 이 구간의 지질시대는 

Liquidαmbar-Carγa와 Ceratopteris-Fagus 화분.포자 화석 군집 이 산출되 는 점 

으로 보아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되며， 하위층과는 고제3기가 결여된 큰 시간적 

차이를 보인다. 

나. Haema-l공 

Haema-1공은 중앙소분지의 서부에 시추되었다. 본 시추공의 층서는 하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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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 백악기층， 팔레오세층， 에오세층， 올리고세층， 중기 마이오세층 및 플라이 

오세층으로 분대된다 (Figs. 4-1 , 4-2, 4-3). Haema-1공에서는 매우 풍부한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양상을 보인다. 

1) 백악기충 

심도 2541 m - 2480 m 구간은 기반암에 해당하는 연회색 내지 연회록색을 

띠는 화강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이 기반암의 상위에는 풍화되어 

이동된 화강암 워시 (granite wash)가 쌓여 있다. 이 화강암의 K/Ar 절대연령 

치는 90.18 Ma :t 4.01 Ma 내지 83.43 Ma :t 1.27 Ma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분포된 화강암의 지질시대는 후기 백악기로 해석된다. 

2) 팔레오세층 

심도 2480 m - 2076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층은 주로 사암과 실트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최하부에는 백운암이 그리고 상부에는 유문 

암질 화산암이 분포되어 나타난다. 두꺼운 사암은 주로 중부에 발달되어 있다. 

본 구간에서는 화분.포자 화석만이 산출되었다. 낙우송과 (Taxodiaceae)와 자 

작나무속 (Betula)의 화분.포자 화석 이 풍부히 산출되 며 , 참나무과 (Quercus) 

의 화분 화석도 비교적 자주 관찰되었다. Cycadopites가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많이 산출되는데 반하여 초본식물 화석이 전혀 산출되지 않는 특 

정올 보인다. 산출된 화석상으로 미루어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 

는 팔레오세로 해석된다. 

3) 에오세충 

심도 2076 m - 980 m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은 암상에 의하여 상부와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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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뚜렷이 구분된다 (Fig. 4-2). 심도 1395 m을 경계로 하부에는 적색암이 상 

부에는 비적색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하부에는 적색 이암이 우세하게 분포 

되어 있으며， 사암이 협재된다. 적갈색의 실트암은 거의 괴상으로 나타난다. 

중부에 발달된 세립질 사암은 암갈색， 적갈색 및 회갈색의 암색을 띠며 ， 분급 

은 양호한 편이나 점토 기질을 많이 포함하는 관계로 낮은 투수윷과 공극률을 

갖는다. 상부는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이암의 암색은 다양하다. 이 

구간에서는 매우 다양한 화분.포자 화석이 산출되었다. 낙우송과 

(Taxodiaceae)에 속하는 발아공이 없는 화분인 lnaperturopollenites와 자작나 

무속 (Betula ) 화분 화석이 가장 큰 분포를 보이며 산출되었으며， 참나무과 

(Fagaceae) 화분 화석과 고란초과 (Polypodiaceae)에 속하는 고사리 포자 화 

석과 습지 이끼류 포자 화석인 Sphagnum도 자주 관찰되었다. 초본성 식물의 

화분 화석은 매우 적게 산출되었으며， 더운 기후를 지시하는 Ephedripites가 

지속적으로 산출되는 특정이 나타난다. 이들 화석상으로 미루어 본 구간에 발 

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에오세로 그리고 당시의 기후는 아열대 내지 난온 

대로 건조기와 습윤기가 반복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본 구간에서 제한적으로 

산출된 Feistella anluensis , Cypridea spp. 동 후기 백악기를 지시하는 윤조화 

석과 개형충 화석은 재동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Classopollis , Plicapollis 퉁 오랜 시대종 (older form)의 화분，포자 화석들이 

이 구간에만 집중 분포하는 것으로도 입증된다. 

4) 올리고세층 

상한과 하한은 부정합면으로 구분되는 심도 980 m - 938 m 구간에 분포된 퇴 

적층에는 사암이 우세하며 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 4-2). 아각상의 석영 

질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 분급은 양호한 면 

” 
잉
 



이나 공극률은 낮다. 이암은 연회색 내지 회색 또는 녹회색을 띠며， 간혹 실트질 

의 입도를 갖는다. 본 구간에서는 미약한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양상을 보인다. 

마름속 (Trapa) 화분 화석이 산출되지 않으며， 오리나무속 (Alnus) 화분 화석과 

물고사리속 ( Ceratopteris) 포자 화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된다. 화석상으로 

미루어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올리고세로 해석된다. 

5) 중기 마이오세충 

심도 938 m - 560 m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은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 

다 (Fig. 4-2). 사암은 석영질로 운모， 탄질물， 갈탄면 둥을 포함하고 있으며， 

아각상에서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의 분급 상태는 보통이며， 외관상 

공극률은 양호하다. 본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산출된 

Ceratopteris (물고사리 속)-Trapa (마름속)， Líquídambar (풍나무속)-CQηa 

(가래나무과의 나무) 화분 군집으로 미루어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6) 플라이오세층 

심도 560 m로부터 시료가 회수되기 시작한 심도 472.5 m까지 구간에 발달 

된 퇴적층은 주로 미고결 내지 약간 교결된 상태의 모래와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중립질에서 조립질까지의 입도를 보이는 사암은 연회색을 띠 

며， 아각상에서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의 분급 상태는 보통이며， 간 

혹 이암면과 갈탄편을 포함하기도 한다. 일부 구간에서는 하성 사암을 지시하 

는 상향 세립화 경향도 나타난다. 본 구간에서는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이 미 

약하나 Compositae (국화과)， Cyperaceae (사초과)둥의 초본성 식 물의 화분 

화석이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나타난다. 본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 

는 산출된 화석상으로 보아 플라이오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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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IIH-IXa공 

Illi-1Xa공은 남서소분지의 동부에 시추되었으며， 총 시추 심도는 3467 m O ] 

다. 본 시추공에 발달된 퇴적층은 하부로부터 백악기층， 팔레오세층， 에오세층， 

초기 마이오세층， 중기 마이오세층 및 플라이오세층으로 분대된다 (Figs. 4-1 , 

4-2, 4-3). IIH-1Xa공의 신제3기 퇴적층을 제외한 구간은 대부분이 산화 환경에 

서 퇴적된 적색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관계로 미화석의 산출이 매우 빈약하다. 

1) 백악기충 

심도 3467 m - 2824 m 구간은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연한 갈색을 띠는 사암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고 탄산염 광물로 교질 되어 

있으며， 주로 하부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이암은 갈색 내지 적갈색올 띠며 백 

운암질 또는 석회질이다. 이 구간에서는 후기 백악기를 지시하는 대형 포자 

Azollα cretacea, 다양한 양치 식물 포자 화석과 Inaperturopollenites , 

Classopollis 및 Ephedripites 둥의 나자식 물 화분 화석 이 산출되 었다. 이 밖에 

M esochara, Porochara, Clauator 둥 중생대의 윤조 화석이 비교적 지속적으 

로 산출되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백악기로 해석 

된다. 

2) 팔레오세충 

2824 m - 2406 m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은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호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사암은 하부에 우세하게 나타나며， 실트암은 주 

로 적색을 띤다. 나자식물 화분인 Clasopollis와 윤조 화석 Microchara 가 산 

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팔레오세로 해 

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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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에오세층 

심도 2406 m - 815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층은 역암， 사암， 이암 및 

석회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녹색 처어트로 된 잔자갈， 점토 및 모 

래 둥의 입자들이 기질을 이루는 역암은 주로 중 · 하부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사암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연회색을 띤다. 이암은 갈색 내지 적갈색의 

암색을 보인다. 본 구간의 하부와 중부에서는 화분.포자 화석이 빈약하게 산출 

되 었다. 반면 상부에 서 는 lnaperturopollenites , Ulmipollenites krempe , 

M omipites , Cyathidites, Ephedripites 동 다양한 화분.포자 화석은 물론 비해 

성 와편모 조류 화석들이 산출되었다. 또한 Chara, Stephanochara, 

Sphaerochara, Gobichara, H omichara, Lemprothemnium 동의 윤조 화석 이 

전 구간에 걸쳐 비교적 지속적으로 산출되었다. 전기한 화석상의 산출로 미루 

어 본 구간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에오세로 해석된다. 한편 이 구간의 상부에 

서 국한되어 산출된 후기 백악기의 개형충 화석 Cypridea는 재동에 의한 것 

으로 해석된다. 

4) 초기 마이오세층 

심도 815 m - 719 m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퇴적층은 사암， 역암 및 박층 

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준고결 상태의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 

립질로 아각상 내지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본 구간에서 주로 산출되는 

화석 은 Betula, Ulmaceae, Tricolporopollenites 동의 화분.포자 화석 이 다. 상 

부 구간에 비하여 화석의 산출량이 급격하게 감소된 관계로 전반적인 식물군 

의 특성을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마이오세를 지시하는 Liquidambar, 

Ceratopte디s 퉁의 지속적인 산출로 미루어 본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의 지질 

시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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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중기 마이오세충 

심도 719 m - 45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층의 구성 암석은 하위에 

분포된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구성 암석과 유사하나 갈탄층이 협재되는 것 

이 특정 이 다 (Fig. 4-2). 본 구간에 서 는 소나무속 (Pinus)과 느릅나무과 

(Ulmaceae)의 화분 화석이 흔히 산출되며， 중기 마이오세를 지시하는 

Liqui따mbar- Caηa， Ceratopteris-Trapa 화분.포자 화석 군집 이 나타난다. 따 

라서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6) 플라이오세충 

심도 450 m - 227m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은 하위의 퇴적층과 암상에서 차 

이 를 보인지 않는다 (Fig. 4-2). 본 구간 퇴 적 층의 지 질시 대 는 Periporites (여 

뀌속)-Gramineae (벼과)의 초본식물 화분 군집의 산출상으로 보아 명확하게 

플라이오세로 해석된다. 

라. IIC-IX 공 

IIC-1X공은 중앙소분지의 중앙부에 시추되었으며， 총 시추 심도는 2017 m이 

다. 본 시추공의 층서는 하부로부터 백악기층， 팔레오세층， 에오세층， 초기 마이 

오세층， 중기 마이오세층 및 플라이오세층으로 분대된다 (Figs. 4-1 , 4-2, 4-3). 

1) 백악기충 

심도 2017 m - 2001 m 구간에는 열변성 퇴적암인 호온펠스 (homfels)로 구 

성된 기반암이 분포되어 있다 (Fig. 4-2). 호온펠스의 암색은 보통 연회색 내지 

암회색이나， 부분적으로 녹색을 띠기도 한다. 이 호온펠스는 백악기의 이질암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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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백악기 말의 관입암류에 의하여 열변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팔레오세충 

심도 2001 m - 1528 m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은 암상에 의하여 3부분으로 

구분된다 (Fig. 4-2). 상부와 하부에는 이암이 우세하며 중부에는 두꺼운 사암 

이 나타난다. 셰일과 실트암은 연갈색 내지 갈색을 띠며 하부에는 백운암질 내 

지 석회질의 이질암이 발달되어 있다. 연갈색의 사암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 

며，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량은 적으나 

M onosulcites가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팔레오세로 해석된다. 

3) 에오세충 

심도 1528 m - 625 m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퇴적층은 주로 사암과 실트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사암은 연한 적갈색으로 지저분한 편이며 하 

부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사암의 입자는 세립질이고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이 

며， 기질물과 교질물은 대부분 점토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는 탄산염 

광물이 나타나기도 한다. 실트암은 대부분 적갈색 내지 갈색올 띠나 부분적으 

로 연회색 또는 녹회색을 띠기도 하며， 상부에 우세하게 나타난다. Sal따， 

ßetula, Alnipollenites, Engelhardtia, Taxodiaceae, Ephedripites 둥 에오세를 

지시하는 화분.포자 화석이 특히 중부와 하부에서 많이 산출된다. 따라서 본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에오세로 해석된다. 

4) 초기 마이오세충 

십도 625 m부터 심도 610 m에 발달되어 있는 광역 부정합면 사이에 분포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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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는 퇴적층은 주로 이질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본 구간으로부터 

는 하위의 퇴적층에 비하여 매우 풍부한 화분.포자 화석이 산출되었다. 초본식 

물인 Chenopodium (명아주속)이 본 구간에서 큰 분포를 보인다. 본 구간에 발 

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5) 중기 마이오세충 

심도 610 m의 광역 부정합면으로부터 심도 375 m까지의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퇴적충은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암과 갈탄이 소량 협재되어 

있다 (Fig. 4-2). 사암은 중립질에서 조립질이 우세하며， 아각상에서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의 고결 상태는 불량한 편으로 회색의 점토 기질이 우세 

하게 나타난다. 또한 연황색의 처어트 입자가 많이 관찰되며， 간혹 백운모 입자 

도 나타난다. 본 구간에서는 화분.포자 화석이 매우 풍부하게 산출되며， 이들은 

중기 마이오세를 대표하는 Liquidαmbar-Caηα Ceratopteris-Trapa , 

Ulmaceae-Fagus 포분 군집으로 구성된다. 따라서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충의 

지질시대는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6) 플라이오세충 

심도 395 m로부터 시료가 회수되기 시작한 심도 229 m까지의 구간에 발달된 

퇴적충의 암상은 하위에 분포된 퇴적층의 암상과 유사하다 (Fig. 4-2). 그러나 화 

분.포자 화석의 산출 양상은 하위의 층과는 판이하게 다르다. 초본성 식물 화분 

군집으로 Cyperaceae (사초과)， Gramineae (벼과)， Artemis따 (쑥속)둥의 군집이 

주로 관찰되었다. 이들 군칩은 플라이오세를 지시하는 화분.포자 화석군집으로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를 플라이오세로 해석하는 지시자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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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Inga-1공 

Inga-1공은 중앙소분지 동쪽， 즉 군산분지의 동쪽 연변부에 시추되었으며， 

총 시추심도는 4013 m이다. 본 시추공의 층서는 하부로부터 백악기 화산암층， 

에오세층， 올리고세층， 초기 마이오세층으로 분대된다 (Figs. 4-1 , 4-2, 4-3). 

Inga-1공의 경우 심도 1817 m까지는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이 양호하고 그 

하위에서는 화석 산출이 거의 안되다가 심도 2545 m - 2591 m 구간에서 갑 

자기 풍부한 화석대가 나타나는 특정올 보인다. 또한 이 시추공에서는 재동된 

화석종이 많이 출현하는 특정이 나타난다. 이들 중 가장 많이 나타나는 것은 

양치류 포자인 Cyathidites이며， 나자식물 화분인 Classopollis와 소속이 불명 

한 화분 화석 인 Aquilapollenites가 상부에 서 흔히 관찰된다. 이들은 모두 백 

악기에 번성하였던 종류들이다. 

1) 백악기 화산암충 

심도 4,013 m - 27,28 m 구간은 제3기 퇴적분지의 기저를 이루는 적갈색의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 간혹 가끔 화산 쇄설암이 협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Fig. 4-2). 심 도 3084.6 m에 분포된 화산암의 절 대 연 령 측정 치 는 78.6 

Ma :t 4.3 Ma로 후기 백악기 캠패니암 (C없npanian)에 해당되는 것으로 측정 

되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분포된 화산암의 지질시대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 하부에 대비된다. 

2) 에오세충 

심도 2,728 m - 2,060 m 구간에서 하위의 화산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퇴적층은 주로 실트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혹 박층의 사암과 석회 

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 4-2). 실트암은 대부분 적색 및 갈색을 띠며， 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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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 연녹색과 회색의 암색도 관찰되었다.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 

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보통의 분급 상태를 보인다. 사암의 원마도는 각상 내 

지 원상이며， 교질물은 석회질이 우세하다. 본 구간에서는 전반적으로 화석이 

미약하게 산출되었다. 그러나 심도 2591 m - 2545 m 구간에서는 에오세를 지 

시하는 양호한 화분.포자 화석 군집이 나타난다. 즉， 낙우송과 (Taxodiaceae), 

자작나무속 (Betu!a) , 가래나무과에 속하는 Carya의 화분 화석이 많은 분포를 

보이고， 습지 이끼류인 Sphagnwn 포자 화석이 상대적으로 많이 산출되는 특 

정을 보인다.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에오세로 해석된다. 

3) 올리고세충 

심도 2060 m - 1380 m 구간에 분포된 퇴적층은 주로 실트암과 이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간혹 사암과 석회암이 협재되어 있다 (Fig. 4-2). 실트암은 주로 연 

녹색을 띠며， 연회색 또는 적갈색의 실트암도 간혹 나타난다. 이암은 연한 적갈색 

을 띠며， 황철석을 소량 포함하고 있다. 연회색의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입자를 가지며， 분급은 보통이고 각상 내지 아각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본 구간에 

서는 상부로 가면서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량이 점차 증가하며， 재동된 종류들을 

많이 포함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상위 퇴적층에 비하여 침엽수 화분 화석 산줄이 

증가하고 마이오세의 지시종인 마름속 (Trapa) 의 화분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 특 

정이 나타난다. 본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올리고세로 해석된다. 

4) 초기 마이오세충 

심도 506 m에서부터 시료가 회수되었으나 이 보다 상위인 심도 450 m에 광역 

부정합면이 발달되어 있다는 것이 탄성파 탐사 자료 상에서 확인되었다. 따라서 

본 구간의 하한과 상한을 각각 심도 1,380 m와 450 m로 정하였다 (Figs 4-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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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심도 917 m를 경계로 구성 암석의 고결 정도가 현저하게 다르게 나타난다 

(Fig. 4-2). 하부 구간은 이질암이 우세한 고결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과 

경석고가 협재되어 나타난다. 실트암과 이암은 연한 적갈색， 적색， 갈색， 연녹색， 

연회색 및 연회색 둥 다양한 암색을 보이며 고령토와 적철석을 다량 포함하고 

있다. 사암은 연녹색을 띠며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의 입도 변화를 보인다. 사암 

은 각상 내지 아각상으로 녹색과 적색의 처어트 역을 포함하며， 보통 이하의 분급 

상태를 보인다. 상부 구간은 미고결 내지는 준고결된 실트암 내지 실트， 이암 내 

지 점토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간 부분에는 사암과 역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실 

트암은 석회질로 연녹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이암은 암회색의 암색올 보이고 비 

석회질이다.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아각상 내지 아원상의 원마도를 가지 

며， 역암은 규암， 녹색 처어트， 석질암 퉁의 역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도 1380 m 

- 심도 506 m 구간에서는 다양하고 풍부한 화분.포자 화석이 산출되었다. 이들 

중 느릅나무과 (Ulmaceae)와 참나무과 (Fagaceae)를 비 롯한 낙엽 활엽 교목 

(decicuous broad-leaf trees)의 화분 화석이 많이 산출되었으며， 여기에 낙우송 

과 (Tax어iaceae) ， 소나무과 (Pinaceae)동의 침 엽수 Cconiferous trees)의 화분 화 

석이 혼합되어 나타났다. 마이오세에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마름속 (Trapa) 화분 

화석과 형태속 Sigmopollis는 제한적으로 산출되었다. 이밖에 적은 양이지만 초 

본식물의 화분 화석도 지속적으로 관찰된다. 산출된 화석과 탄성파 탐사자료를 

종합한 결과 심도 1380 m - 심도 450 m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의 지질시대는 초 

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2. 층서 대비 

가.백악기층 

군산분지에 분포된 중생대 백악기층은 제3기 퇴적층 하위에 부정합 관계로 발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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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되어 있다. 즉， 남서소분지 서부에 위치하는 Kachi-1공 지역에서는 기반암에 

해당되는 시대 미상의 탄산염암층 상위에 초기-후기 백악기의 육성 쇄설성 퇴적 

암류가 층후 2080 m로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Fig. 4-2). 이 탄산염암의 지질시대 

는 산출된 인상이 불명한 포자 화석에 의해 트라이아스기의 가능성이 있으나， 보 

다 정확한 지질시대의 규명을 위하여서는 기타 다른 방법을 통한 연구가 요구된 

다. 백악기 퇴적층은 남서소분지의 동부에 위치한 IIH-1Xa공 지역에도 발달되어 

있다. 반면에 중앙소분지에 분포된 백악기층은 주로 화성암 및 열변성암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 4-2). 즉， 서부의 Haema-1공에는 화강암류， 중부의 IIC-1X 공 

에는 호온펠스가， 동부의 Inga-1공에는 현무암류가 각각 분포되어 있다 (Fig. 

4-2). 

Kachi-1공의 경우 두꺼운 백악기 퇴적층은 하부와 상부로 구분된다. 하부는 

경상누층군의 신동층군 및 하양층군에 대비되나， 상부 퇴적층에 대비되는 층 

이 육상에는 존재하지 않는다. IIH-1Xa공에 발달된 백악기 퇴적층은 하양층군 

에 대비된다. Inga-1공에 분포된 화산암류는 군산-부안-해남 둥 서해안 일대 

에 널리 분포하는 유천층군에 Haema-1공에 나타나는 화강암은 경상누충군을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에 대비된다. 

나. 팔레오세충 

팔레오세 퇴적층의 상한과 하한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확인되는 부정합변에 

의 하여 구획 된다. 이 팔레 오세 퇴 적 층은 Haema-1 , IIH-1Xa 및 IIC-1X공 지 

역 에 서 500 m 내 지 600 m의 층후로 발달되 어 있으나， 서 부의 Kachi-1공과 

동부의 Inga-1공 지 역 에 서 는 분포되 지 않는다 (Figs. 4-1 , 4-2, 4-3). 본 충에 

서 미화석은 드물게 산출되며， 거의 전 구간이 적색을 띠는 실트암과 사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Haema-1공의 경우 상부에 유문암질 화산암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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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포되어 있으며， 최하부에는 백운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 4-2). 

다. 에오세층 

에오세 퇴적층은 팔레오세층 또는 백악기층을 부정합 관계로 피복하고 있 

다.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된 에오세층은 군산분지의 중앙부에서 가장 두껍 

게 발달되어 있으며， 동쪽과 서쪽 방향으로 가면서 점차 층후가 앓아지거나 

첨멸되는 분포 양상을 보인다. 즉， 분지의 중앙에 위치한 IH-1Xa공에서는 층 

후 1691 m로 매우 두껍게 발달되어 있으나， 층후가 동쪽으로 가면서 IIC-1X 

공에 서 는 903 m, Inga-1공에 서 는 668 m로 점 차 감소한다 (Figs. 4-1 , 4-2, 

4-3). 또한 서쪽으로는 Haema-1공에서는 1096 m의 층후로 발달되어 있으나， 

Kachi-1공에서는 첨멸되어 나타나지 않는다 (Figs. 4-1 , 4-2, 4-3). 구성 암석 

의 암색은 주로 적색이 우세하나 하위의 팔레오세 퇴적층과 비교할 때 비적 

색의 암석이 차지하는 구간이 상대적으로 많이 나타난다 (Fig 4-2). 

라. 올리고세층 

연구 지역에서 올리고세 퇴적층은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되어 있다. 동부 지 

역에 위치한 Inga-1공에서는 올리고세 퇴적충이 층후가 680 m로 두껍게 발달 

되어 있다. 그러나 Haema-1공에서는 충후가 42 m에 불과하며， 다른 시추공에 

서는 완전히 삭박되었거나 무퇴적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Figs. 4-1 , 4-2, 4-3). 

본 퇴적층은 주로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비적색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Fig. 4-2). 

마. 마이오세충 

1) 초기 마이오세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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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시기의 퇴적층은 고저11371 의 열개함몰 작용이 거의 종료되고 분지 전반에 

횡압력이 작용하던 시기로서 지역적으로 융기와 침강이 차별적으로 일어나 부 

분적으로 퇴적이 일어났다.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연구 지역의 동부에 위치 

한 Inga-1공에서 층후 900 m 이상으로 비교적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Figs. 

4-1, 4-2, 4-3). 그러나 IIH-1Xa공과 IIC-1X공에서는 층후가 100 m 미만으로 

매우 앓게 분포되어 있으며 다른 시추공에서는 결층으로 나타나지 않는다 

(Figs. 4-1 , 4-2, 4-3). 이는 에오세 시기에 연구 지역에 작용한 조구조 운동에 

의한 차별적 융기와 침강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IH-1Xa공과 IIC-1X공에 

발달된 역암 역시 이러한 구조운동에 의하여 야기된 삭박작용의 결과로 판단 

된다. 

2) 중기 마이오세층 

초기 마이오세 말에 연구 지역 전역에 걸쳐 일어난 융기 작용과 삭박 작용 

으로 광역 부정합면이 형성되었으며， 이후 중기 마이오세에 들어 분지는 침강 

하기 시작하였다. 이 결과 주로 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된 중기 마이오세 퇴적 

층이 분지 전역에서 비교적 고른 층후로 발달되었다 (Figs. 4-1 , 4-2, 4-3). 후 

기 마이오세 퇴적층이 결층으로 나타나지 않는 것은 중기 마이오세 말 내지는 

후기 마이오세에 분지가 대규모 조구조 운동에 의하여 융기되어 기존의 퇴적 

층이 삭박되거나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은 결과로 해석된다. 

바. 플라이오세충 

플라이오세 퇴적층의 하한은 Haema-1공， IIH-1Xa 공 및 IIC-1X공에서 미 

화석에 의하여 구분되나， 상한은 시료가 회수되지 않아 규명할 수 없었다 

(Figs. 4-2, 4-3). 플라이오세 퇴적층은 분지의 침강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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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플라이스토세 이후에는 해침과 함께 연구 지역을 포함 황해 전지역 

에 해성 퇴적충이 형성되었다. 

第2節 堆積環境

각 시대별 퇴적환경과 고기후는 퇴적층의 암상과 산출된 화석 그리고 물리 

검층 자료를 종합하여 분석하였다. 시대별 퇴적환경과 고기후는 Figure 4-4와 

같다. 

1. 백악기 퇴적층 

백악기 퇴적층의 발달은 Kachi-l공과 Illi-1Xa공에서만 확인되었으며， 탄성 

파 단면상에서 분포를 정확히 판단하기 어렵다. 남서소분지의 서쪽 융기부에 

시추된 Kachi-l공에서 두껍게 발달된 전기 백악기 퇴적층의 하부 구간은 주 

로 적색의 이암 및 실트암과 괴상의 사암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각각 건조 기 

후하의 범람원 환경과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중부 구간에 

발달된 퇴적층은 화산활동이 활발하였던 시기에 형성된 것이며，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과 이 범람원 상에 일시적으로 생긴 얄은 플라야 호수 

(playa lake )에서 형성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부 구간에 발달 

된 적색의 이암은 범람원 환경에서 ， 이회암과 탐산염암은 건조 기후하의 플라 

야 호수에서 ， 사암은 홍수기 때 제방의 붕괴 (crevasse splay )에 의해 이동되 

고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IIH-IXa공의 경우 전기 백악기 퇴적층만이 발달 

되어 있다. 하부 구간에는 사암이 우세하며 적색 이암이 협재하는데， 이들은 

주로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된 하천 및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 

다. 이암， 실트암 및 사암의 교호로 특정 되는 상부 구간의 퇴적충 역시 건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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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기후하의 하천 혹은 범람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후기 백악기 퇴적층의 경우 Kachi-l공에는 이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으 

며， 사암과 실트암 및 석회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또한 이 구간에서는 담수 

성 조류 화석， 대형 포자 화석 및 양치류 포자 화석이 다량으로 산출되며， 담 

수성 개형충과 윤조 화석 그리고 비해성 와면모충류 화석도 많이 관찰된다. 

비적색 암상이 우세하고 담수성 화석의 산출 퉁으로 보아 본 후기 백악기 퇴 

적층은 전기 백악기 시기 보다 좀더 습윤한 기후의 범람원 환경， 플라야 호수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건조기에는 범람원 환경에서 갈색 이암 

이 형성되고， 습윤기에는 범람원에 얄은 호수가 형성되어 회색 및 암회색의 

이암이 퇴적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석회암은 건조한 기후하의 얄은 호수환경 

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전기 백악기의 퇴적층은 주로 적색을 띠는 이암 사이에 사암이 협재되는 점 

으로 미루어 건조기후하의 하천 혹은 범람원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 

며， 당시의 기후는 아열대성 건조기후가 우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된 것으 

로 해석된다. 화석 산출이 미약한 점은 이와 같은 퇴적환경에 기인하는 것이 

다. 반면에 후기 백악기의 퇴적층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양치류 

(Pteridophytes) 포자 화석 과 나자식 물 ( Gymnosperrns) 화분 화석 과 함께 녹 

조류 (Chlophytes) , 와면모 조류， 개형충 및 윤조둥 담수성 미화석이 산출된다. 

후기 백악기에 퇴적환경은 담수성 미화석의 산출과 비적색 이암 및 탄산염암 

이 퇴적된 점으로 보아 이전 시기에 비해 약간 습윤한 기후를 바뀌었으며， 얄 

은 호수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위도에 발달한 퇴적층은 하부의 경계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표에 노출된 

부분부터 기재를 하였다. 위도내 퇴적층은 흑색셰일이 발달한 구간에 의해 크 

게 5개의 유니트 (unit)로 구분된다 (Fig. 4-5). 최하부 퇴적층， 유니트 I은 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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벌에서 남동방향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다. 이들은 주로 사질 퇴적물이 우 

세하고 조립질 사암내에는 석영맥으로 구성된 역질 퇴적물이 협재한다. 이들 

역은 각형 원마도를 나타내므로 인접한 기반암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암층 사이에 발달한 이암들은 엽리가 매우 발달하였고 직상부의 사암층 하 

부에 뜯겨진(rip up) 형태를 보인다. 이들 이암은 퇴적 직후의 교란에 의해 

convolute 층리가 발달하였다. 이 구간에서는 상향 세립화 현상이 수 회 반복 

되고 사암 내에 수로가 발달한 점으로 보아 하성 환경이 우세했던 퇴적환경임 

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암층에 발달한 흔적 화석들은 생물체들이 많이 

존재했었음을 지시한다. 수로 기저변의 침식 형태로 추정한 고수류의 방향은 

북동 혹은 남서 방향입올 보인다. 유니트 H는 혹색 셰일이 우세하고 조립질 

사암이 협재된 특정올 보인다. 하부의 일부 사암층은 서측으로 층후가 앓아지 

는 측면상 변화를 보임으로서 서쪽으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암 

시한다. 사암과 셰일의 경계부에서 관찰되는 소규모 사층리는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흘렀음을 보여준다. 중부 구간에 발달한 사암층에서 관찰된 고수류 

방향도 동일하나 약 20。 정도 북쪽으로 기울어있다. 일부 세립질 사암층의 경 

우는 측면상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상위 유니트와의 경계변은 침식변으로 뚜 

렷이 구분된다. 본 유니트의 퇴적환경은 심부 호소 환경으로 해석되어지며 흑 

색 셰일 내에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트 III은 하부에 

침식면이 발달하여 하위 유니트와 뚜렷이 구분되며 최하부 퇴적물이 역질사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물 내 역은 최대 직경이 20 cm에 달하여 높은 에너 

지를 가진 수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니트는 하위 유니트들 

에 비해서 화산성 퇴적물이 다량 포함되어 밝은 색을 띄므로 야외에서도 쉽게 

구분된다. 퇴적층은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입도는 상향 세립화 

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의 두께는 측면상으로 변화가 크고 유니트 I에서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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같이 컨볼루트 (convolute) 충리가 계속해서 관찰된다. 상부 사암층 내에서는 

연흔도 관찰되며 응회질 퇴적물이 많이 혼합되어 암석화 작용이 덜된 부분도 

있다. 본 유니트의 퇴적환경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향 세립화하는 사암층이 

잘 발달하고 역질 사암내 거역올 포함하며 침식면이 뚜렷한 점 둥으로 보아 

수로가 발달된 하성 퇴적 환경으로 해석된다. 유니트 IV은 주로 흑색 셰일로 

구성되었고 사암을 협재한다. 이들 사암 내에는 하위에 놓인 셰일면들을 뜯어 

올린 (rip-up) 구조가 보인다. 또한 다른 유니트에 비해서 엽리가 잘 발달하였 

다. 셰일 내에 협재된 사암 내에서는 길이가 약 lcm되는 흔적 화석이 많이 관 

찰된다. 중부구간에서는 극히 일부 저색 사암이 협재되기도 하지만 산화 환경 

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두껍게 발달한 혹색 셰일층， 

잘 발달된 엽리 구조 및 흔적 화석으로 보아 심호성 퇴적환경으로 추정된다. 

유니트 V은 조립질 퇴적물과 역질 사암이 하부에 분포하고 상향 세립화하 

며 이암이 호충올 이룬다. 하위 유니트에 비해 암색이 밝아진 것으로 보아 유 

기물의 양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유니트는 계속적으로 발달하나 습옥이 

발달한 지점에서 기재를 중단하였다. 이들의 퇴적환경은 호소 가장자리에 발 

달한 하성 환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2. 팔레오세 퇴적층 

팔레오세 퇴적층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분지 전반에 걸쳐 비교적 고른 두께 

로 발달되 어 있으며， 시 추공에 서 는 Haema-l공， IIH-IXa공 및 IIC-IX공에 서 

나타난다. Haema-l공에 발달된 팔레오세 퇴적층의 기저부에는 적갈색의 조립 

질 사암이 분포되어 있으며， 하부 구간에는 적갈색 이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이 구간에 일부 협재된 백운암은 건조 기후하의 범람원이나 플라야 호수에서 

홍수기 이후에 퇴적된 증발암으로 판단된다. 중부 구간에 발달된 세립질 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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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질 사암은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상부에 분포된 사암은 괴상으로 

발달되어 있다. 적갈색 이암은 주로 건조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상향 세 

립 사암은 굴곡 하도에서， 괴상의 사암은 망상 하천에서 각각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 구간에 분포된 화산암류는 육성 환경에서 분출된 것으로 해석 

된다. IIH-IXa 공에서 팔레오세 퇴적층은 적갈색 이암과 사암의 호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서 경석고가 나타난다. 적갈색 이암과 경석고는 건 

조한 기후 하에서 형성된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에서 퇴적된 것이며， 극세 

립질 내지 세립질의 사암은 홍수기 때 제방의 붕괴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IIC-IX공에 발달된 팔레오세 퇴적층은 하부의 사암 우세대와 상부 

의 이암 우세대로 구분된다. 적색을 띠는 석회질 이암은 건조한 기후 하에서 

형성된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홍수기에 제방의 붕괴에 의하여 이동된 세립질 사암이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판단된다. 

팔레오세의 퇴적층은 주로 적색을 띠는 이암 빛 이회암 그리고 경석고 둥이 

산출하는 점으로 보아， 주로 건조한 기후 하의 범 람원 환경 혹은 플라야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건조한 아열대 기후에서는 식생의 발달이 

미 약하다. 따라서 팔레오세 퇴 적층에서는 Taxodiaceae, Betula, Cycadopites, 

Ephedripites, Classopollis 동의 화분.포자 화석 이 소량 산출되 었다. IIH- IXa 

공의 상부 층준에서 산출된 윤조화석 cf. M icrochara은 호성 환경올 지시하는 

좋은 상화석 (facies-fossil)이다. 사암의 경우 Haema-l공 인근지 역에서는 굴 

곡 또는 망상하천의 퇴적상을 보이나， IIC-IX공과 IIH-IXa공에서는 홍수기 

때 의 제방붕괴 퇴적상을 보인다. 건조한 기후에서는 홍수기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하천을 통하여 운반되는 조립질 퇴적물은 분지의 중앙까지 이동되지 

못하고， 하천의 말단부에 로브 형태로 퍼져 판상 세립 사암이 범람원이나 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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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야 호수에서 이질물 사이에 퇴적되는 경우가 흔하다. 따라서 이러한 기후에 

서는 주로 범람원 및 플라야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이암 혹은 이회암이 우세 

하게 발달되며， 하천의 말단 부분에 형성된 로브 Oobe)에는 세립질 사암이 퇴 

적된다. 따라서 퇴적물의 공급지인 융기부 근처에 분포하는 Haema-1공 지역 

은 주로 범람원 혹은 홍수기 때 일시적으로 형성된 하천에서 많이 발달되었으 

며， 융기부에서 떨어진 IIC-1X공 및 Illi-1Xa공 지역은 대부분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 환경 이 발달된 것으로 판단된다. 

3. 에오세 퇴적층 

에오세 퇴적층은 서쪽 융기부에 시추된 Kachi-1공을 제외한 전 시추공에서 

650 m에서 1600 m까지의 층후로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Haema-1공의 에오 

세 퇴적층은 주로 이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 구간에 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하부 구간에 발달된 적갈색이 우세한 이암과 실트암은 건조한 기후 하 

의 범람원에서 퇴적된 것이다. 중부 구간에는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적갈색 

내지 암갈색 사암으로 매우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이 사암의 입도는 극세립 

질 내지 세립질이며， 하부에서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나， 상부는 괴상으로 

나타난다. 상부 구간에서 이암의 암색은 연회색 내지 회색으로 급격히 변하며， 

상부에서는 다시 적갈색으로 암색이 변한다. IIH-1Xa공에서 에오세 퇴적층은 

1600 m 층후로 매우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하부 구간에 발달된 적색과 비적 

색이 교호하는 이암-실트암-사암의 호층은 건조한 기후하의 범람원과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이다. 중부 구간에 교호하며 나타나는 역암과 이암은 선상 

지에서 쇄설류 (debris flow)에 의해 범람원으로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 

부 구간의 사암과 석회암은 건조한 기후 (일부 습윤기후) 하의 범람원과 플라 

야 호수 환경을 지시한다. IIC-1X공 퇴적환경의 경우에서도 건조한 기후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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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람원 환경이 우세한 가운데 플라야 호수와 제방 붕괴 동의 국지적 환경이 

나타난다. 또한 상부로 갈수록 암색이 비적색으로 변하며 주변 지역과 유사한 

기후 변화를 보인다. Inga-l공의 에오세 퇴적층은 주로 적색의 실트암과 이암 

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과 석회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이 퇴적층은 하부 

에서는 습윤한 기후 하의 호수 주변부 혹은 습지 환경에서 형성되었으며， 상 

부로 갈수록 기후가 건조해져 범람원 퇴적물이 우세해지는 양상이 나타난다. 

에오세에 군산분지의 퇴적층에는 기후 변화에 기인한 암상과 식생의 변화가 

보인다. 에오세 초기에는 범람원 퇴적물인 적색암이 주로 발달되었다. 식생의 

발달은 극히 미약하여 화분.포자 화석의 산출이 적고 산출되는 종류도 구과류 

(conifers)의 화분이 주종을 이루고 나타난다. Ephedripites가 지속적으로 산출 

되는 점으로 미루어 이 시기의 기후가 건조했다고 해석된다. 에오세 중기에는 

기후가 습윤해 지면서 주로 호수 혹은 습지의 주변부에 퇴적되는 비적색암들 

이 빈번히 나타난다. 이들 비적색암에서는 윤조 및 와편모 조류 같은 담수성 

미화석도 종종 산출되었으며， 주로 저습지 서식종들인 Polyp여iaceae， 

Sphagnum, Taxodium , Betulaceae, Quercus , Momipites , illmaceae 퉁의 화 

분.포자 화석이 흔히 관찰되었다. 에오세 후기에 기후가 다시 건조해 지면서 

주로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들이 발달되었다. 

4. 올리고세 퇴적충 

올리고세 퇴적층은 군산분지의 주경계 단층 인근 지역에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본 퇴적층은 분지의 동쪽 경계부에 시추된 Inga-l공에서는 680 m의 두 

께로 분포되나， 서쪽 경계부에서 다소 떨어진 Haema-l공에서는 층후 42 m로 

앓게 나타난다. 

Inga-l공의 올리고세 퇴적층의 하부 구간은 주로 적색 이질암이 발달되어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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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이들은 건조한 기후에서 형성된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부 구간으로 가면서 이질암의 암색이 적색에서 점차 비적색으로 변하는 것은 

기후가 점차 습윤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비적색 이질암은 습윤한 기후 하에 

서 형성된 범람원 혹은 플라야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해 지는 졌음을 지 

시한다. Haema-l공에서는 주로 연회색이나 연회록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습윤 기후 하의 호수나 호수 주변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올리고세 퇴적층이 Inga-l공과 Haema-l공에서만 분포되어 잇는 관계로 분 

지 전반에 걸친 퇴적환경의 분석에는 어려움이 있으나， 분지의 주경계 단층 

인근 지역에 위치한 이들 시추공 지역에는 범람원이나 얄은 호수가 형성되어 

이암과 사암이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올리고세 초기에는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이 우세하여 미화석의 산출 또한 미약하였다. 이후 습윤한 기후 

로 바뀌어 하 · 호성 환경에서 퇴적물이 형성되었다. 이들에서는 다양한 양치 

류 (pteridophytes) 포자 화석， 구과류 (conifers) 화분 화석 및 호수를 지시하 

는 담수성 윤조 화석이 산출되었다. 올리고세 퇴적층에서 산출된 화분.포자 화 

석군에는 특히 재동된 종류들이 많이 나타나는데， 이 현상은 올리고세층의 분 

포지가 주로 주경계 단층에 인접해 있어 급격한 퇴적이 이루어 졌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이 시기의 고식물상 복원에는 세심한 주의가 요망된 

다. 

5.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주로 분지의 동부에 위치한 시추공들에 나타난다. 

본 퇴적층은 분지의 동쪽에 시추된 Inga-l공에서는 층후 930 m로 비교적 두껍 

게 분포되어 있으나 IIC-IX공과 IIH-IXa공에서는 매우 앓게 발달되어 있다. 

Inga-l공에 발달되어 있는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하부 구간은 비적색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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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한 이질암과 이에 협재하는 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들은 다소 습윤 

한 기후에서 호수 주변부 혹은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부 

구간에 우세하게 나타나는 적색 이질암과 협재되는 석회암은 주로 건조한 기 

후에서 형성된 범람원과 플라야 호수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판단된다. 상 

부 구간은 주로 비적색의 이질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 구간에 사암 및 

역암이 협재되어 나타나는데， 이들은 습윤한 기후에서 형성된 호수， 범람원 및 

하전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Illi-1Xa공에는 사암과 역암이 교호하 

며 나타나고 박층의 이암과 실트암이 협재되어 있다. 이들은 습윤 기후의 하 

천 혹은 호수 주변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초기 마이오세에 주경계 단층 인근 지역은 계속해서 침강이 일어나 퇴적층이 

비교적 두껍게 나타나지만 다른 지역에서는 하위 층이 변형된 지역에 앓게 퇴적 

되어 있다. 비적색을 띠는 쇄설성 퇴적물들은 주로 습윤한 기후 하에서 형성된 

하천 혹은 호수 주변부에서 퇴적되었으며， 적색 이질암은 아건조 기후시기에 범 

람원에서 퇴적이 되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IIC-IX공이나 IIH-IXa공의 경우 퇴적 

층의 분포 구간이 적어서 뚜렷한 고식물상 파악은 어려우나， Chenopodium, 

Ceratopteris 둥의 포분 화석이 산출된다. 주경계 단층의 인근 지역에 발달된 퇴 

적층에는 재동된 화석종들이 많이 산출되다. 본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에서 산출 

된 화석식물군의 특정은 느릅나무과 (Ulmaceae)와 참나무과 (Fagaceae)를 비롯 

한 낙엽 활엽 교목이 주종올 이루고， 낙우송과 (Taxodiaceae)와 소나무과 

(Pinaceae)동의 침엽수가 혼합되고 초본식물 (herbaceous plants)과 양치류 

(pteridophytes)가 소량 협재된 침엽수-활엽수 혼합수림 (Coniferous - Deciduous 

mixed Forest)의 양상올 보이며 현재와 유사한 온대 기후의 특정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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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거의 평탄하게 발달되어 나타나나데， 이는 조구조 

운동으로 융기되었던 퇴적층이 대부분 침식된 후 분지 전반에 걸쳐 침강이 일 

어나면서 형성되었기 때문인 것으로 판단된다. 팔레오세에 형성된 퇴적물은 

대부분 고화가 되지 ·않은 관계로 시추 시료에서 거의 사암만이 확인되었다. 

전 구간에 걸쳐 산출된 이암의 암색은 주로 연회색을 띠며， 흑색 또는 암갈색 

의 토탄도 흔히 나타난다. 사암의 업자는 대부분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처 

어트 역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들은 범람원， 호수， 하천 퉁의 다양한 환경에서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간혹 관찰되는 해록석을 포함한 사암은 재동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본 퇴적층에서는 중기 마이오세의 대표적인 포분 군집 

인 Liquidαmbar-Carγa， Ceratopteris- Trapa 군집이 산출되며， 이 당시의 기 

후는 현재보다 따뜻한 온난 기후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7. 플라이오세 퇴적층 

플라이오세 퇴적층은 시료가 회수되지 않았거나， 회수가 되었어도 고결 상 

태가 불량하여 암상에 의한 퇴적환경의 해석에는 어려움이 많다. 본 퇴적층으 

로부터 산출된 퇴 적 물에 서 산출된 화석 식 물군은 주로 여 뀌 속 (P eriporites) , 

벼 과 (Gramineae) , 사초과 (Cyperaceae) 및 국화과 ( Compositae)퉁의 초본성 

식물의 화분 화석으로 구성되며， 당시의 기후는 다소 건조한 냉온대 기후로 

판단된다. Haema-l공의 일부 구간에 발달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 

은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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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5章 밝;留層 評價

第1節 置在 뺨훌훌層 

1. Kachi-1공 

Kachi-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2021 m - 심도 2017 m 구 

간과 심도 1592 m - 심도 1587 m 구간에 발달되어 있으며， 사암으로 구성되 

어 있다. 심도 2021m - 심도 2017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서 

뚜렷한 상향 세립화 현상을 보이는 점으로 미루어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 

로 해석된다. 이 사암은 대부분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간혹 조립질 입자를 

포함하기도 한다. 입자의 원마도는 각상에서 아각상이며 공극은 부분적으로 

탐산염 광물로 충진되어 있다. 심도 1592 m - 심도 1587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잠재 저류암 역시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사암으로 해석된다. 이 사암은 

극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크기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원상의 원마 

도를 보이며， 분급상태는 양호하다. 사암의 골격 입자 중 석영이 가장 우세하 

게 나타나며， 자생 광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은 미약하다. 

회수된 시추 시료가 불량한 관계로 잠재 저류암에 대한 정확한 물리적 특성 

과 공극 형태를 파악할 수는 없다. 점토 광물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 결과 심 

도 약 1600 m에서 석유생성단계， 심도 약 2500 m에서 가스 생성단계에 진입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따라서 심도 1592 m - 심도 1587 m 구간에 발달되 

어 있는 사암에서는 자생 광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이 미약한 점과 이암에 의 

한 속성작용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입자간 공극 Gntergranular pore)이 

우세할 것으로 해석되며 심도 2021m - 심도 2017 m 구간의 사암에서는 용해 

공극 (dissolution pore)도 발달할 것으로 해석된다. 

- 68 -



2. Haema-l공 

Haem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665 m - 심도 1580 m 

구간에 발달한 사암이다. 두 번째 양호한 잠재 저류 사암층은 심도 2325 m -

심도 2240 m 구간에 발달하여 있다. 전반적으로 심도에 따라 공극률이 감소 

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압밀 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장석의 용해에 의하 

여 형성된 이차 공극은 비교적 전 구간에서 관찰된다. 

심도 2325 m - 심도 2240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이다. 사암의 보통의 분급 상태를 보이며， 아원 

상의 원마도를 가진다. 심도 2240 m, 심도 2260 m, 심도 2299 m 및 심도 

2310 m 구간에서 회수된 측벽 코아 (sidewall core)에 대한 현미암석학적 연 

구 결과 공극률은 4%-6%로 매우 낮게 측정되었으며 이차 공극이 우세하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기질과 교질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과 장석의 용해에 의한 

것으로 상부의 두 구간에서 특히 심하다. 투수율 또한 입자가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이고 점토 및 탄산염 광물의 교질물을 포함하고 용해 공극의 연결 상태 

가 불량한 점으로 미루어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1665 m - 심 

도 1580 m 구간에 발단된 잠재 저류층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하성 사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은 아각상에서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이며， 분급 상태는 

보통 내지 불량하다. 심도 1610 m와 심도 1642 m 구간에서 회수된 측벽 코아 

에 대한 분석 결과 공극률은 각각 15% (일차 공극 8% ， 이차 공극 7%)와 

9% (일차 공극 4% ， 이차 공극: 5%)로 측정되었다. 특히 심도 1610 m구간의 

사암은 입자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입자들이 부유접촉 내지는 점접촉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투수율 또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 69 -



3. IIH-IXa공 

Ill-I-1Xa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978 m - 심도 1969 m 

구간에 발달한 사암이다. 심도 2200 m까지는 압밀 작용의 영향으로 심도에 

따라 공극률이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며， 그 하부에 발달된 사암들의 

거의 일정하다. 

二도l二그르 。
0 , 돋롤τ= 

심도 1978 m - 심도 1969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사암은 물리검층 상에 

서 상향 세립화 현상올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 

석된다. 사암의 입자는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원마도는 각상에서 아원상까 

지 변화가 심하다. 사암의 분급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며， 입자들은 대부분 점 

접촉 내지 선 접촉을 하고 있다. 따라서 본 구간에 발달된 사암의 투수율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2,200 m를 경계로 상위에 발달된 사암에서는 

입자간 공극이 잘 발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하위 구간에서는 압밀 작용과 

탄산염 광물에 의한 교질화 작용에 의하여 공극이 감소하고， 미세한 입자간 

공극과 용해 공극이 나타난다. 

4. IIC-IX공 

IIC-1X공의 잠재 저류층은 심도 1,690 m - 심도 1,680 m 구간과 심도 

1,935 m - 심도 1,89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사암층이다. 공극률의 경우 심 

도 1,200 m까지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하위의 구간에서 

는 거의 일정한 분포를 나타낸다. 이들 사암은 사암은 세립질에서 중립질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상에서 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은 탐산염 광 

물과 실리카로 공극이 충진되어 있고 기질올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분급상태 

가 불량한 점으로 미루어 좋은 저류조건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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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Inga-l공 

Ing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814 m - 심도 1,768 m 구 

간에 발달한 사암이다. 심도 1,550 m까지는 압밀 작용의 영향으로 심도에 따 

라 공극률이 감소하는 경향올 보이나， 이하 구간에서의 공극률은 거의 일정하 

다. 

심도 1,814 m - 심도 ,1768 m 구간의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 

한 입자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의 원마도는 아각상이며， 불량 내지는 보통의 

분급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현미경 하에서 관찰되는 이 사암의 유효 공극률은 

매우 낮아 투수율이 불량할 것으로 판단된다. 

第2節 流岩의 續成作用

IIC-1X 공의 심도에 따른 속성작용 정도를 규명하기 위하여 시추시 회수된 

암면 시료 중에서 이질 암면 만을 골라 X-선 회절분석에 의하여 연구하였다. 

IIC-1X 공은 유기물의 산출이 불량하므로 광물에 의한 온도 추정이 요구된다. 

특히 점토 광물은 온도 변화에 따라 매우 민감하게 반응함으로 속성작용 또는 

온도의 지시자로서 이용될 수 있다. 저온 영역에서의 점토 광불 변화 중 가장 

잘 알려져 있는 것이 스멕타이트에서 일라이트에로의 변화이다. 스멕타이트 

광물은 매몰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흔합층 광물로 변화 

한 후 다시 일라이트로 변화한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스멕타이트에서 일라 

이트로의 변화 과정을 추적하여 IIC-1X 시추공의 심도에 따른 매몰 온도를 

구하였다. X-선 회절분석을 위하여 IIC-1X 공에서는 약 50 m 간격으로 이질 

암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 시료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2 μm 이하 입도의 

점토만을 모은 후 슬라이드글라스에 도포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n 



건조된 시료에 대하여 먼저 X 선 회절분석을 실시하고 다시 이 시료에 에틸 

렌글리콜 증기를 침투시켜 x-선 회절분석을 하였다. 

IIC-1X 공은 심도에 따른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충 광물의 변화를 뚜렷 

하게 보여준다 CFig. 5- 1). 631 m까지의 상부 구간에서는 불규칙 배열의 일라 

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 (R=O I/S)이 산출된다.631 m 와 1372 m 사이 

에서는 R=1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되며 1372 

m 이하의 심도에서는 R=3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된다. 불규칙 R=O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은 시약 처리를 하지 

않고 공기 중에서 건조시킨 시료에서는 15A에서 001 회절변의 피크가 나타난 

다. 이 피크는 에틸렌글리콜 처리한 시료에서는 17A으로 이동한다. R=1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는 에틸렌글리콜 처리된 X-선 회절도에서 6 0
_ 9 

。 (2 e) 사이에서 넓게 나타난다. R=3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 

층 광물의 피크는 10A에서 나타나며， 이 10A 피크는 저각도쪽이 불룩하게 

나타나는 데， 이것은 일라이트/스멕타이트 광물을 구성하는 스멕타이트층임을 

지시한다. 불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은 약 100 oc 의 매 

몰 옹도에 호달하면 R二1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로 천 

이한다. 석유생성 잠재력을 가진 유기물은 약 100 Oc (엄밀하게는 80 oc -

120 Oc)에서 석유를 생성하기 때문에 R=l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출되는 심도는 석유가 생성될 수 있는 구간의 시작 심도로 

볼 수 있다. 한편 R二3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광물이 생성되 

는 온도는 약 170 0C로서 이는 가스의 생성단계와 잘 일치한다. IIC-1X공에서 

R=1 규칙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은 약 631 m부터 나타나기 

시작한다. 그리고 R=3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는 약 1372 m에서부 

터 산출되기 시작한다. 따라서 약 631 m 에서부터 1372 m 사이가 석유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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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Representative X-ray powder dif삼action pattems showing variation 

in illitε crystallinity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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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이 될 수 있다. 그리고 1372 m 하부는 가스의 생성단계에 해당되는 것으 

로 생각된다. 한편， Illi-1Xa공과 Kachi- 1공에 대하여서도 같은 방법으로 작 

년에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한 바가 있다. 이때의 X-선 회절분석 결과에 따르 

면 Kachi-1 공의 경우 1658 m에서 R=l 규칙 배 열의 일라이트/스멕타이트 광 

물이 처음으로 산출하며 2563 m 하부에서부터 R=3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스 

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처음으로 산출된다. 또한 Illi-1Xa공은 일부 구간의 

시료가 확보되지 않아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의 정확한 천이 구간 

을 알 수 는 없지만 1700 m에서 R=l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산 

출되며 약 2500 m에서 R=3 일라이트/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의 산출이 기대 

된다. IIC-1X공은 이들 두 공과 비교하여 볼 때 R=l 규칙 배열의 일라이트/ 

스멕타이트 혼합층 광물이 처음 나타나는 심도가 약 1000 m 정도 얄게 나타 

난다. 따라서 nC-1X공이 존재하는 지역은 구조적으로 상당히 융기한 지역이 

라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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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6章 根源岩 評價

第1節 新究 方法

석유와 가스 근원암의 평가는 석유와 천연가스를 생성시킬 수 있거나 생성 

시켰을 것으로 생각되는 암석의 탄화수소 생성 능력을 평가하는 것이다. 이러 

한 평가의 중요한 파라메터는 그 암석에 포함된 유기물의 양과 종류 (타이프)， 

열변질 정도 (열적 성숙도) 퉁이다. 이러한 파라메터를 얻기 위하여 일반적으 

로 행하여지는 분석에는 총유기탄소 측정， Rock-Eval 열분석， 케로젠의 현미 

경 관찰， 추출성 유기물 (비투멘) 분석，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퉁이 있으 

나 군산분지에서 수행된 5개 공의 시추 구간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 

Rock-Eval 열분석만 전반적으로 수행하였다. 다른 분석은 일부 시추공에서만 

수행하였고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은 수행하지 못하였다. 이 연구에서 수 

행한 분석 방법에 대하여 간단히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1. 유기묻의 함량 

암석 내의 유기불 함량은 유기탄소의 함량을 측정함으로써 구한다. 유기물 

은 탄소 외에도 산소 수소 질소 유황 성분도 포함하고 있으므로 이들의 양 

도 보정해 주어야 하나 일반적으로 유기탄소의 양올 유기물의 양으로 대신 사 

용한다. 유기탄소 분석에는 흔히 LECO사의 탄소 분석기가 사용되나 한국자원 

연구소는 프랑스 Geomecanique사의 Rock-Eval을 사용하고 있다. 이들 두 기 

종에 의한 유기탄소 함량 측정치는 서로 잘 일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Espit떠보 외 1985; 곽영훈 외 1990). 석유 혹은 천연가스의 근원암으로 가능 

한 유기탄소 함량 하한은 0.5%로 알려져 있다. 

π
 
ω
 



2. 유기물의 타이프 결정 

유기물은 종류에 따라 탄화수소를 생성시키는 능력이 다른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타이프 I은 조류 기원의 유기물이며 탄화수 

소 생성 능력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타이프 II에 비교되는 유기물은 주 

로 해성 기원이며 역시 탄화수소 생성 능력이 높다. 그리고 타이프 III은 주로 

육성 기원의 부식질 유기물로 이루어지며 탄화수소 생성 능력이 가장 낮다. 

각 타이프의 유기물은 수소 함량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유기물의 

타이프 즉 종류는 유기물의 원소분석으로 판단할 수 있다. 그 외에도 GC/MS 

에 의한 생물표기화합물 분석 및 현미경 관찰에 의하여 판단할 수 있다. 

원소분석을 위해서는 유기물을 암석으로부터 분리하여야 하는데 염산과 불 

산을 사용하여 광물질을 제거한다. 한국자원연구소는 이를 위하여 프랑스 

Geomecanique사의 KEROGENATRON올 사용한다. 유기물의 원소분석에는 

흔히 LECO사의 CHN 분석기와 산소 분석기가 사용된다. 그런데 원소분석이 

나 생물표기화합물 분석에는 많은 시간과 비용이 소요되고， 다른 종류의 유기 

물이 혼합되어 있을 경우에는 유기물의 종류를 정확하게 구분하기 어렵다. 이 

러한 점을 보완하기 위하여 추출된 유기물을 현미경 하에서 관찰하기도 한다. 

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유기물의 종류를 구분할 수 있으며， 유기물이 혼합된 

정도도 알 수 있다. 현미경 관찰을 위한 시료 준비는 화분포자 연구를 위한 

시료 준비 과정에서 산화 과정을 제외한 것과 동일하다. 

3. 열적 성숙도 판단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여러 가지 화학적 방법과 물리적 방법에 의하여 측 

정된다. 화학적 방법에는 유기물의 원소분석 ， 추출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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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val 열분석 퉁이 있고， 물리적 방법에는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과 

유기물 (케로젠)의 현미경 관찰이 있다. 

가. Rock-Eval 열분석 Tmax 

Rock-Eval 열분석은 암석 시료를 불활성 대기 하에서 가열하여 유기물을 

분해시키는 것이다. 가열은 300 0C에서 시작하여 600 - 850 oC에 이를 때까지 

25 oC/min로 진행되는데 300 oC를 3분간 유지한 후에 가열이 시작된다. 300 

℃를 유지하는 동안에는 암석 중에 遊離 상태로 존재하는 탄화수소가 FID로 

검출된다. 이 때 기록된 피크의 면적이 Sl이다. 가열이 진행됨에 따라 유기물 

이 분해되어 탄화수소와 탄산가스가 생성된다. 이 때 탄화수소는 FID로 기록 

되며 피크의 면적이 S2이다. 탄산가스는 TCD로 측정되며 이 피크의 면적이 

S3이다. S3 측정시 400 oC부터 탄산염 광물의 분해로 생성되는 탄산가스의 혼 

입을 피하기 위하여 390 oC까지만 측정한다. S2 피크 측정 시 탄화수소의 생 

성이 최대에 이르는 온도가 Tmax이며 이것은 분석되는 암석의 열경력 정도 

즉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나타낸다. Tmax 435 oC 내외가 주석유생성단계의 

상한， 465 oC가 습성 가스 생성대의 상한， 520 oC가 건성 가스 생성대의 상한 

으로 구분된다. 

나. 유기물의 원소분석 

열적 성숙도가 높아짐에 따라 유기물의 화학 조성이 변화한다. 즉 탄소 함 

량이 증가하고 수소와 산소의 함량은 감소한다. 따라서 전술한 바와 같은 과 

정으로 얻은 유기물의 원소분석 결과의 탄소， 수소 및 산소의 조성비를 van 

Krevlen 도표에 나타냄으로써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와 타이프를 판단할 수 있 

다. 

꺼
 
“ 



다. 케로젠의 현미경 관찰 

전술한 바와 같이 준비된 시료를 현미경 하에서 관찰함으로써 유기물의 종 

류뿐만 아니라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판단할 수 있다. 유기물은 열적 성숙 

이 진행됨에 따라 빛의 투과성이 낮아져서 결국은 불투명하게 변화한다. 이 

때 화분 혹은 포자의 색깔이 연한 황색에서 갈색을 거쳐 흑색으로 변화한다. 

이러한 색깔의 변화 정도를 열변질 지수 (T AI; Thermal A1teration Index)라 

고 하며 l에서 5까지 5단계로 구분한다. 주석유생성단계의 상한은 2.5 정도로 

짙은 황색 혹은 아주 연한 갈색에 해당된다. 

4. 석유생성 잠재력 

석유생성 잠재력은 전술한 Rock-Ev려 열분석 결과의 Sl 값과 S2 값의 합 

으로 나타내는데 암석 1 g에 포함된 유리 탄화수소와 유기물의 열분해에 의하 

여 생성된 탄화수소의 양을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S2 값이 2 mgHC/gRock 이 

상일 때 석유의 근원암으로 가능하고 그 이하일 때는 가스의 근원암으로 가능 

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석유생성 잠재력은 암석에 포함된 유기물의 종류와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열분석 결과에 의하여 그것올 추정할 수 있다. 즉 S2 

값올 총유기탄소 1 g에 해당하는 값으로 환산 한 값 즉 수소지수 (HI)라 하고 

이 값이 200 mgHC/ gTOC 이상일 때 석유의 생성에 유리한 타이프 11 혹은 

타이프 I일 가능성이 높다. 반면에 200 mgHC/ gTOC 이하일 때는 유기물이 

일반적으로 타이프 III에 비교된다. 

第2節 結果 및 解析

1. 유기물의 함량 및 타이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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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년도에 분석한 Kachi-1공 및 Illi-1xa공과 마찬가지로 이번에 분석된 

Inga-1공， Haema-1공 및 IIC-1x공에서도 유기물 함량이 극히 낮다. 극히 일 

부 구간에서 0.5% 이상의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이고 대부분 0.2% 이하의 유 

기탄소 함량을 보이거나 유기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탄소가 0.2% 이상 

검출된 구간에서도 Tmax의 변화가 매우 불규칙하여 유기물들이 재통되었거 

나 산화되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색충이 모든 시추 구간에 발달하는 것 

으로부터 이러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적색층은 일반적으로 산화 환경올 나타 

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기물 함량은 근원암으로 가능한 총유기탄소 함량 

의 하한인 0.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추 구간에서 근원암의 발달올 기 

대 하기 어 렵 게 한다 (Table 6-1 , 6-2, 6-3; Figs. 6-1 , 6-2,). 단지 전년도에 분 

석된 Kachi-1공의 700 m에서 1,200 m 사이 구간의 몇 곳에서 유기탄소 함량 

이 0.5% 이상 나타나는데 이 구간의 시대가 백악기인 점을 유의할 만 하다 

(Fig. 6-3; 박관순 외， 1997). 

열분석 결과의 수소지수는 Haema-1공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추 구간에서 

200 mgHC/gTOC 이 하이 고， Kachi-1공과 Inga-1공에 서 는 100 mgHC/Rock 

이하로 극히 낮다. Haema-1공의 경우에 다른 시추 구간에 비하여 상당히 높 

은 수소지수 값을 보인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유기물의 함량이 매우 낮을 

뿐만 아니라 일부 시료들은 심도에 비하여 Tmax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 

아 오염의 가능성이 있어 수소지수가 높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Haema-1공의 케로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부식질 유기물이 대부분을 차지 

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리고 1,220 m부터 2,250 m까지 8개 시료 케로젠의 

원소분석 결과는 van Krevlen 도표 상에서 타이프 III 유기물의 진화 경로 상 

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들로부터 군산분지의 시추 구간에 포함된 유기물들은 

타이 프 III에 비 교될 것으로 추정 할 수 있다 (Table 6-4, Fig. 6-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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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Rock- Eval pyrolysis assay data of Haema-1 

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 g (mRgoHckC)/g (OC) TPI TOC (mTgOHCC)/g 

1030 0.l5 0.46 362 0.28 0.31 148 
1040 0.l3 0.30 323 0.35 0.l0 300 
1050 0.l6 0.38 334 0.34 0.l2 316 
1060 0.l0 0.36 423 0.27 0.08 450 
1070 0.l0 0.33 385 0.29 0.08 412 
1080 0.12 0.28 322 0.36 0.22 127 
1090 0.15 0.38 377 0.34 0.l4 271 
1100 0.l8 0.38 336 0.36 0.10 380 
1110 0.31 0.83 334 0.30 0.37 224 
1120 0.28 0.63 330 0.33 0.20 315 
1130 0.l3 0.36 413 0.33 0.04 900 
1150 0.09 0.31 337 0.29 0.03 1033 
1170 0.l4 0.32 358 0.35 0.03 1066 
1180 0.l1 0.39 419 0.27 0.04 975 
1190 0.l0 0.32 372 0.31 0.06 533 
1200 0.l0 0.32 384 0.31 0.03 1066 
1230 0.05 0.20 345 0.23 0.07 갱5 

1240 0.20 0.22 392 0.50 0.09 244 
1250 0.08 0.20 375 0.37 0.06 333 
1260 0.09 0.l8 379 0.36 0.06 300 
1270 0.07 0.24 393 0.30 0.07 342 
1280 0.09 0.23 355 0.31 0.08 287 
1290 0.l0 0.20 425 0.37 0.06 333 
1300 0.l2 0.20 413 0.44 0.08 250 
1310 0.07 0.20 348 0.29 0.06 333 
1320 0.03 0.02 341 0.75 0.03 66 
1330 0.09 0.24 340 0.29 0.08 300 
1340 0.l0 0.25 337 0.34 0.08 312 
1350 0.06 0.21 448 0.28 0.07 300 
1360 0.11 0.28 366 0.32 0.l4 200 
1370 0.05 0.l8 347 0.25 0.06 300 
1380 0.06 0.21 381 0.28 0.09 233 
1390 0.04 0.20 366 0.21 0.05 400 
1400 0.06 0.22 347 0.27 0.06 366 
1410 0.06 0.20 416 0.28 0.11 181 
1420 0.05 0.20 362 0.27 0.05 4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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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g (mRgoHckC)/ g (OC) TPI TOC (mTgOHCC)/g 

1430 0.05 0.20 427 0.23 0.08 250 
1440 0.06 0.20 402 0.28 0.09 222 
1450 0.09 0.22 380 0.34 0.04 550 
1460 0.05 0.20 394 0.23 0.09 222 
1470 0.06 0.19 448 0.27 0.08 237 
1480 0.07 0.27 348 0.25 0.07 385 
1490 0.05 0.21 424 0.25 0.06 350 
1500 0.06 0.21 437 0.28 0.09 233 
1510 0.04 0.19 389 0.21 0.06 316 
1520 0.04 0.19 372 0.21 0.10 190 
1530 0.05 0.19 355 0.27 0.05 380 
1540 0.05 0.19 361 0.25 0.06 316 
1550 0.10 0.31 344 0.29 0.15 206 
1560 0.06 0.21 382 0.28 0.05 420 
1570 0.08 0.25 347 0.27 0.07 357 
1580 0.07 0.25 349 0.27 0.09 277 
1590 0.23 0.70 346 0.25 0.28 250 
1600 0.12 0.29 345 0.31 0.11 263 
1610 0.08 0.23 348 0.28 0.10 230 
1620 0.08 0.21 445 0.30 0.06 350 
1630 0.07 0.24 423 0.25 0.11 218 
1640 0.08 0.27 350 0.25 0.10 270 
1650 0.10 0.29 350 0.30 0.13 223 
1660 0.10 0.25 350 0.34 0.11 227 
1670 0.03 0.18 443 0.19 0.07 257 
1680 0.05 0.17 357 0.28 0.07 242 
1690 0.08 0.24 346 0.30 0.08 300 
1700 0.07 0.22 366 0.26 0.07 314 
1710 0.06 0.26 349 0.24 0.08 325 
1720 0.06 0.19 401 0.27 0.07 271 
1730 0.05 0.16 390 0.28 0.07 228 
1740 0.04 0.19 374 0.21 0.05 380 
1750 0.05 0.20 354 0.23 0.07 285 
1760 0.05 0.20 346 0.23 0.05 400 
1770 0.04 0.16 380 0.25 0.06 266 
1780 0.05 0.22 344 0.22 0.07 3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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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t)h 
Oil S2 Tmax 

(mRgoHckC)/ g (mRgoHckC)/g (OC) TPI TOC (mTgOHCC)/g 

1790 0.05 0.19 425 0.25 0.07 271 
1800 0.06 0.22 443 0.25 0.10 220 
1810 0.06 0.21 421 0.28 0.07 300 
1820 0.05 0.19 358 0.25 0.10 190 
1830 0.05 0.17 384 0.28 0.06 283 
1840 0.05 0.16 373 0.28 0.05 320 
1850 0.05 0.20 394 0.23 0.06 333 
1860 0.05 0.22 348 0.25 0.07 314 
1870 0.08 0.23 393 0.31 0.07 328 
1880 0.07 0.22 382 0.30 0.07 314 
1890 0.07 0.22 357 0.30 0.06 366 
1900 0.05 0.19 435 0.25 0.10 190 
1910 0.06 0.22 368 0.25 0.12 183 
1920 0.06 0.27 348 0.25 0.10 270 
1930 0.05 0.23 347 0.24 0.08 287 
1940 0.08 0.22 381 0.30 0.09 244 
1950 0.06 0.22 389 0.27 0.11 200 
1960 0.06 0.21 401 0.25 0.11 190 
1970 0.05 0.19 418 0.25 0.12 158 
1980 0.07 0.22 399 0.30 0.09 244 
1990 0.05 0.21 424 0.25 0.14 150 
2000 0.06 0.20 425 0.27 0.11 181 
2010 0.06 0.22 381 0.27 0.07 314 
2020 0.09 0.24 446 0.32 0.14 171 
2030 0.06 0.22 447 0.25 0.11 200 
2040 0.15 0.18 374 0.50 0.04 450 
2050 0.19 0.17 320 0.56 0.03 566 
2060 0.05 0.17 347 0.28 0.03 566 
2070 0.18 0.21 348 0.47 0.07 떼O 

2250 0.12 0.27 345 0.35 0.14 192 
2260 0.11 0.25 436 0.34 0.13 192 
2270 0.13 0.22 402 0.42 0.10 220 
2280 7.99 5.27 362 0.60 1.38 381 
2290 0.46 0.89 337 0.35 0.26 342 
2300 1.13 2.57 360 0.31 0.51 503 
2310 0.19 0.27 367 0.44 0.11 245 
2320 0.10 0.23 426 0.35 0.06 3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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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g (mRgoHckC)/g (OC) TPI TOC (mTgOHCC)/g 

2330 0.14 0.36 342 0.30 0.15 240 
2340 0.05 0.17 446 0.28 0.08 212 
2350 0.10 0.28 344 0.29 0.12 233 
2360 0.08 0.23 401 0.31 0.07 328 
2370 0.07 0.21 342 0.30 0.05 420 
2380 0.08 0.23 428 0.33 0.08 287 
2390 0.07 0.22 408 0.26 0.08 275 
2400 0.06 0.21 433 0.25 0.08 262 
2410 0.05 0.17 345 0.28 0.06 잃3 

2430 0.08 0.24 417 0.28 0.10 240 
2440 0.06 0.19 394 0.27 0.03 633 
2450 0.09 0.26 405 0.31 0.09 288 
2460 0.08 0.23 360 0.31 0.05 460 
2470 0.07 0.21 334 0.30 0.05 420 
2480 0.09 0.24 385 0.32 0.08 300 
2490 0.08 0.22 366 0.34 0.04 550 
2500 0.07 0.23 448 0.28 0.08 287 
2510 0.08 0.25 442 0.27 0.08 312 
2520 0.09 0.25 395 0.33 0.07 357 
2530 0.08 0.25 354 0.30 0.06 416 
2540 0.14 0.24 364 0.40 0.08 300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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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2. Pyrolysis assay data of Inga-1 

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g (mRgoHckC)/g (OC) TPI TOC (mTgOHCC)/g 

497 0.00 0.02 409 0.00 0.28 7 
515 0.02 0.01 364 0.50 0.22 4 
524 0.03 0.02 434 0.50 0.24 8 
533 0.02 0.01 470 0.50 0.17 5 
543 0.03 0.04 439 0.33 0.25 16 
552 0.00 0.03 420 0.00 0.21 14 
563 0.02 0.03 436 0.25 0.25 12 
570 0.02 0.08 404 0.12 0.40 20 
579 0.03 0.06 444 0.25 0.33 18 
588 0.03 0.05 431 0.33 0.60 11 
597 0.02 0.06 430 0.17 0.40 9 
607 0.02 0.07 484 0.12 0.39 17 
616 0.03 0.11 잃4 0.28 0.31 28 
625 0.00 0.05 426 0.00 0.33 16 
634 0.00 0.03 424 0.00 0.38 7 
643 0.00 0.04 492 0.00 0.31 12 
652 0.00 0.05 480 0.00 0.31 20 
661 0.00 0.04 475 0.00 0.32 14 
671 0.01 0.08 387 0.33 0.39 20 
680 0.00 0.07 456 0.00 0.49 2 
698 0.00 0.01 395 0.50 0.34 2 
707 0.01 0.04 485 0.00 0.25 7 
716 0.00 0.03 467 0.25 0.27 11 
725 0.01 0.04 496 0.00 0.37 10 
735 0.01 0.03 440 0.25 0.36 8 
744 0.00 0.07 489 0.12 0.49 14 
753 0.01 0.03 421 0.00 0.48 6 
762 0.02 0.06 499 0.17 0.25 24 
771 0.01 0.05 464 0.33 0.17 29 
780 0.01 0.06 503 0.17 0.25 24 
789 0.01 0.08 460 0.12 0.33 24 
799 0.00 0.03 412 0.25 0.13 23 
817 0.00 0.03 427 0.00 0.11 27 
826 0.00 0.05 420 0.00 0.37 13 
835 0.00 0.03 424 0.00 0.20 15 
853 0.02 0.02 356 0.50 0.06 3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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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g (mRgoHckC)/g (OC) TPI TOC (mTgOHCC)/g 

863 0.00 0.01 469 0.12 0.12 8 
872 0.01 0.03 392 0.25 0.07 42 
881 0.01 0.01 377 0.50 0.03 33 
890 0.00 0.04 435 0.00 0.09 44 
899 0.00 0.02 431 0.00 0.17 11 
936 0.01 0.06 433 0.17 0.11 54 
954 0.05 0.13 379 0.28 0.13 100 
963 0.01 0.03 411 0.25 0.19 15 
972 0.01 0.01 잃3 0.50 0.08 12 
981 0.01 0.05 422 0.17 0.26 19 
991 0.01 0.04 384 0.25 0.00 0 

1000 0.01 0.06 391 0.50 0.00 0 
1006 0.01 0.01 361 0.25 0.00 0 
1018 0.02 0.01 418 0.25 0.00 0 
1027 0.01 0.01 363 0.50 0.00 0 
1100 0.01 0.01 603 0.50 0.00 0 
1192 0.01 0.01 311 0.50 0.00 0 
1237 0.01 0.02 333 0.50 0.00 0 
1375 0.02 0.01 310 1.00 0.00 0 
1420 0.02 0.06 403 0.25 0.00 0 
1466 0.02 0.03 416 0.50 0.00 0 
1544 0.02 0.03 385 0.25 0.00 0 
1576 0.02 0.03 362 0.50 0.00 0 
1631 0.01 0.01 312 0.50 0.00 0 
1759 0.05 0.02 357 0.83 0.00 0 
1817 0.01 0.03 366 0.25 0.00 0 
1859 0.02 0.03 350 0.50 0.00 0 
1905 0.01 0.02 435 0.50 0.00 0 
1951 0.03 0.01 433 0.75 0.00 0 
1996 0.03 0.03 357 0.50 0.00 0 
2179 0.03 0.04 350 0.50 0.00 0 
2271 0.02 0.02 310 0.50 0.00 0 
2362 0.03 0.01 361 0.75 0.00 0 
2454 0.02 0.03 355 0.50 0.00 0 
2499 0.01 0.01 364 O.밍 0.00 0 

85 -



Table 6-3. Pyrolysis assay data of IIC-1x 

D(empt)h 
Oil S2 Tmax HI 

(mRgoHckC)/g (mRgoHckC)/ g (OC) TPI TOC (mTgOHCC)/g 

1344 0.02 0.03 515 0.27 11 
1475 369 0.49 
1615 Tr Tr 361 1.10 
1993 0.03 Tr 386 0.65 

Table 6-4. Elemental composition of kerogen, Haema-1. 

D(empt)h C H N O S Fe P(y%h)te Atomic Atomic 
(%) (%) (%) (%) (%) (%) WC O/ C 

1220 59.29 3.98 2.76 19.32 1.23 0.58 1.25 0.81 0.24 
1330 58.32 4.43 2.35 16.57 3.26 0.84 1.8 0.91 0.21 
1460 56.86 3.59 2.41 17.41 2.27 0.63 1.35 0.76 0.23 
1590 53.84 3.45 2.07 16.56 0.92 0.49 1.05 0.77 0.23 
1730 54.77 4.05 1.88 15.57 2.55 0.41 0.88 0.89 0.21 
1820 27.77 2.3 1.37 14.86 0.47 0 0.01 0.99 0.4 
1950 45.99 3.18 1.89 13.17 0.78 0.12 0.26 0.83 0.21 
2250 52.69 3.56 1.72 14.61 0.97 0.44 0.95 0.81 0.21 

2.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Kachi-1공과 Haema-1공을 제외하고는 열분석 Tmax가 매우 불규칙하게 

변화하고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판단 할 수 없을 정 

도로 신빙성이 낮다 (Tables 6-1 , 6-2, 6-3; Figs. 6- 1, 6-2). Kachi-1콩과 

Haema-1공의 경우에도 다른 시추공보다는 규칙적이지만 연속적이지 못하여 

주석유생성단계의 상한을 판단할 수 없다 (Fig. 6-3; 박관순 외， 1997). 이러한 

현상은 낮은 유기물의 함량 혹은 유기물이 熱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변질(주 

로 산화) 혹은 재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유기물의 변질은 대체로 

열분석 Tmax를 낮게 하고， 재동된 유기물은 종종 그 유기물이 포함된 지층의 

열경력보다 높은 열경력올 나타내기 때문이다. 비투벤 (추출성 유기물)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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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에 의하면 Kachi-1공과 Haema-1공에서는 1,300 m 부근에서 주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유기물의 함량이 낮고 추출된 

비투멘의 절대량이 적어서 신빙성이 낮고， Haema-1공의 케로젠 원소분석 결 

과는 2,250 m까지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Fig. 6-4) 지화 

학 자료에 의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판단이 어렵다. 점토 광물의 분석에 의 

하면 석유생성대 (oil window)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R=1 νS가 

Kachi-1공의 경우에는 1,658 m, IIC-1x의 경우에는 630 m에서 처음으로 산출 

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C-1x공에서는 1,570 m까지 미성숙 단계에서 산출되 

는 R=O VS가 산출되므로 이보다 깊은 곳에 주석유생성대의 상한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 된다 (제5장 제2절 참조). Kachi-1공의 1,658 m는 백 악기， IIC-1x 

의 630 m 및 IIC-1x의 1,570 m는 에오세로 각각 지질시대가 밝혀졌다. 이러 

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3기층이 비교적 두껍게 퇴적된 지역에서는 에오 

세 지층에서 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하고 Kachi-1공 지역과 같이 융기가 

크게 일어난 곳은 백악기 지층에서 주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할 것으로 생 

각된다. 

3. 석유생성 잠재력 

Kachi-1공과 Illi-1xa공의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려운 0.5 mgHC/gRock 이하의 매우 낮은 S2 값올 가진다 

(Tables 6-1 , 6-2, 6-3; Figs. 6-1 , 6-2, 6-3). Kachi-1공에 서 는 1,250 m 부근의 

2 개 시료가 0.5% 이상의 유기물 함량과 약 0.9 mgHC/gRock의 다른 구간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높은 석유생성 잠재력 (S2)올 보인다. 그러나 수소지수가 

100 mgHC/gTOC 내외로 낮은 면이어서 양호한 근원암의 발달올 기대하기는 

어렵다. Kachi-1공에서 특기할 것은 심도 1200 m를 경계로 하여 상위 구간은 

- 91 -



0.5% 정도로 하위 구간보다 높으나 S2 및 HI 값이 매우 낮고， 하위 구간에서는 

TOC 함량은 상위 구간보다 낮으나 S2 및 HI 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 

상은 심도 1,200 m 부근에서 퇴적환경의 변화를 시사할 수도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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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위 구간보다 2 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Fig. 6-3). 그러나 수소지수 값은 양쪽 

구간에서 모두 비슷하게 나타난다. 그런데 S2 값이 비교적 높은 상위 구간은 

열적으로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고， 하위 구간에서는 유기물 함량이나 S2 값 

이 낮아 양호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S2 값의 분포 상태 

로 미루어 볼 때 군산분지의 기폰 시추 구간에서는 탄화수소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4. 비투벤 분석 

가. 유기 추출량과 성분 

전 년도에 분석 된 Kachi-1 및 IIH-1Xa공에 이 어 Haema-1공의 22 개 시 료 

의 추출성 유기물 (비투벤)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 비투멘 추출량은 60 ppm 

에서 340 ppm까지의 범위에서 변하며 추출량은 시료의 심도나 총유기탄소의 

함량과 무관하게 변화한다 (Table 6-5). 분석된 시료의 유기탄소 함량은 매우 

적어서 0.04% 내지 0.11%이고， 비투멘 비율 및 탄화수소 비율은 각각 8.5%에 

서 30.9% ， 3.1%에서 17.6% 범위에서 변화한다 (Fig. 6-5). 

탄화수소 비율이 1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유흔 

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간주되는데 Haema-1공 시추 시료의 경우에는 유기물의 

함량이 너무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Haema-1공의 경우에는 

Kachi-1 , IIH-1Xa공 시 료의 추출물 (평 균 100 ppm 이 하) 보다는 유기 추출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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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5. Quantity and Composition of Organic Extracts , Haema- l. 

D(empt)h TOC TEM Ext.!TOC HC/ TOC Sat Aro NSO 
SaνAro (%) (ppm) (mg/ g ) (mg/g ) (%) (%) (%) 

1220 0.00 185 308.3 181.92 57 2 741 28.5 
1240 0.05 150 300.0 99.00 33 0 67 
1280 0.08 95 118.8 62.94 53 0 47 
1330 0.07 125 178.6 100.00 56 0 44 
1360 0.07 105 150.0 43.50 25 4 71 6.3 
1410 OJn 60 85.7 42.86 37 13 50 2.8 
1460 0.00 120 200.0 100.00 50 0 50 
1520 0.08 70 87.5 56.00 54 10 36 5.4 
1590 0.07 105 150.0 72.00 33 15 52 2.2 
1630 0.04 115 287.5 138.00 38 10 52 3.8 
1650 0.08 70 87.5 37.63 38 5 57 7.6 
1690 0.00 175 291.7 116.67 36 4 60 9.0 
1730 0.07 155 221.4 100.29 48 0 52 
1790 0.05 75 150.0 79.50 46 7 47 6.6 
1820 0.00 145 241.7 116.00 39 9 52 4.3 
1860 0.08 180 225.0 112.50 50 0 50 
1910 0.07 120 171.4 30.86 14 4 82 3.5 
1950 0.05 125 250.0 120.00 41 7 52 5.9 
1990 0.00 120 200.0 70.00 35 0 65 
2020 0.07 200 285.7 137.14 42 6 52 7.0 
2250 0.11 340 309.1 136.00 44 0 56 
2350 0.08 220 275.0 」176맹- 64 0 36 

」 • 

절대량이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분지 Haema-1 , Kachi-1 및 Illi-1Xa 시 

추공에서 회수된 퇴적물은 비투벤 추출량과 총유기탄소 비율을 고려했올 때 석 

유생성 잠재력이 있는 유기물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 6-6; Le 

Tr，없1 and Philippe, 1993). 

나. 생물표기화합물 분석 

Haema-1공 시료에서 생물표기화합물인 노말 알칸 분포는 C25 혹은 C31 피 

크가 가장 우세하다 (Fig. 6-7). C31 피크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시료에서 

는 노말 알칸이 일항 분포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C25이나 C23가 가장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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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7. Representative chromatogram of the alkane fraction , Haema-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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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하게 나타나는 시 료는 (l ,860m, 1,950 m, 2,020 m, 2,250 m, 2,350 m) 이 항 

분포를 나타내는 것과 비교적 가벼운 노말 알칸의 분포를 고려 할 때 조류 기 

원 유기물의 유입도 일부 있었음을 시사한다. 이들 시료는 가지형 혹은 고리 

형 알칸을 많이 포함한다. 이들 시료에서는 기준선이 상승되어 나타나는데 생 

분해된 유흔의 증거일 수도 있다. 이러한 현상은 추출성 유기물 분석시 비투 

벤 및 탄화수소 비율이 높게 나타나는 것과 같은 현상으로 볼 수 있다. 

노말 알칸 분포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흩수 우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육상 기 

원 유기물의 퇴적이 우세하였음올 나타낸다. 탄소 선호지수가 심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Kachi-1 , IIH-1Xa공에서도 유사한 경향올 보 

인다. 이러한 탄소 선호지수의 변화 경향은 열적 성숙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 6-8). 

Haema-1공에서 프리스테인과 파이테인의 비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1 - 1.5 

로 퇴적 당시의 조건은 산화 환경이 지배적이었음을 나타내지만 1,650 m 시 

료에서는 1 이하를 나타낸다 (Fig. 6-9). Haema-1공에서 호판 및 스터 란류 생 

물표기화합물의 분석은 8개 시료에 대해서 이루어졌다 (Table 6-6). CZ7-28갱 

스터란 삼각 도표에 의하여 유기물의 특성 및 퇴적환경을 해석할 수 있는데 

Haema-1공에서 추출된 유기물은 육상 기원과 조류 기원 유기물의 특정올 모 

두 함께 보여준다. 이것은 노말 알칸의 분포에 의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 

다 (Fig. 6-10). 육상 기원 고둥 식물에서 유래되어 나타나는 올레아난과 삼환 

식 터페인은 비록 양은 적지만 육상 유기물의 영향이 있었음올 시사하여 스터 

란을 이용한 유기물 특성의 분류를 뒷받침해 준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트리스노르네오호판/트리스 

노르호판의 비율 (Ts/Tm) 및 CZ9 스터란 20S/20R 비는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리고 분석된 유기물은 모두 석유생성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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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6. GC-MS analysis and Biomarker parameters" Haema-1. 

Depth Pr/Ph API %Ts/ Moretan잉 C31 S!R %2OS C29 %C27 %C28 %C29 
(m) Tm Hopane Hop없le Sterane Sterane Sterane Sterane 
1220 1.41 
1240 1.28 75 0.42 0.91 39.85 34 27 39 
1280 1.43 
1330 1.19 
1360 1.24 2.53 61 0.29 0.67 36.26 45 18 37 
1410 10.6 2.82 
1뼈O 1.2 2.65 
1520 1.17 2.93 
1590 1.01 2.49 71 0.24 1.08 46.24 43 19 38 
1630 1.3 2.28 
1650 0.73 2.22 85 0.28 0.75 38.17 41 19 40 
1690 1.05 
1730 1.37 1.93 100 0.27 1.16 38.3 40 17 43 
1790 1.08 
1820 102 
1860 1.33 1.62 144 0.16 1.28 35.17 36 18 46 
1910 1.26 2.52 
1950 1.62 
1990 1.48 87 0.28 1.14 36.14 48 16 36 
2020 2.02 1.99 } 

2250 1.45 1.67 110 0.17 1.31 44.52 39 20 41 
2350 1.56 

타나 1,240 m에서 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6-6; 

Figs. 6-11 & 6-12). 또 Kachi-1 공 시 추 시 료의 경 우에 도 1,311 m 구간에 서 유 

기물이 석유생성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석 자체의 유기물 함 

량이 0.1 % 이하로 너무 적어서 분석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지고 특히 Ts/Tm의 

경우 유기물의 특성에 따라서 비율이 변화 할 수 있으므로 다른 지화학적 분석 

결과와 비교 연구하는 것이 필요하다. 

第3節 討議

5 개 시추공 시료에 대한 지화학적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시추 구간의 유기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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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이 0.5% 이하로 극히 낮다. 이렇게 낮은 유기물 함량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올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구간에 대한 석유지화학적 평가를 정밀하게 할 

수 없다. 유기물의 타이프는 케로젠의 원소분석이나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타 

이프 m에 비교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열분석 자료도 대체로 타이프 m 유기 

물의 특성올 보인다. 그런데 Haema-l공의 경우 열분석 결과 수소지수가 상당 

히 높은 구간들이 나타나 타이프 I 혹은 H 유기물의 특성올 보이고， 생물표기 

화합물 분석 결과도 조류 기원 유기물의 특성올 일부 보여 타이프 I 혹은 11 

유기물의 폰재 가능성올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역시 유기물의 함량이 다 

른 시추공들과 마찬가지로 극히 낮아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 

기는 어렵다. 

열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터들의 신빙성도 매우 낮아 시추 구간 내에 

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파악하기 어렵다. 원소분석 결과에 의하면 

Haema-l공에서는 2,250 m까지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고， 열분석 결과의 

Tmax가 석유생성대의 상한인 435 oC 이상 되는 구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변화가 매우 불규칙하고 연속적이지 못하여 실제 열적 성숙도를 지시하는 것 

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투멘 분석 결과 역시 분명하게 열적 성숙도를 보여주 

지 못한다. 단지 점토 광물 분석 결과가 제3기 퇴적층이 비교적 두껍게 퇴적 

된 지역에서 에오세 지층 구간에서 석유생성대의 상한에 도달하고， Kachi-l공 

지역과 같이 융기가 크게 일어난 곳에서는 후기 백악기 지층에서 석유생성대 

의 상한에 도달할 수 있올 것 이 라는 추측올 가능케 한다. 

Rock-Eval 열분석에서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피크도 석유의 근 

원암으로 가능한 2 mgHC/gRock에 훨씬 못 미치는 0.5 mgHC/gRock 이하의 

값을 나타낸다. 이상과 같은 지화학적 분석 결과는 군산분지에서 수행된 5개 

공의 시추 구간에서는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올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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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성파 탐사 자료 해석 결과가 퇴적층이 두꺼운 지역에서 기존 시추 구간보다 

심부에 심호성 퇴적층의 발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호성 세립질 

퇴적층이 유기물을 많이 함유할 가능성이 있고， 열적 성숙도도 석유나 가스의 

생성에 충분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군산분지에서 석유나 가스의 부폰올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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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7章 物理探훌 資料解析

第1節 新究寶料 및 方法

l.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중자력， 탄성파 및 시추공 자료를 이용하여 군산분지에서의 

지하 지질구조， 지구조 발달과정 및 분지발달사를 연구하였으며 탄성파 자료 

의 취득 년도 및 취득 지역둥에 대한 설명은 다음과 같다 (Fig. 7-1). 

가. 탄성파 자료 

본 연구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는 1986년부터 1996년까지 황해 지역에서 취 

득한 다중채널 (multichannel) 자료로써 1997년도 연구사업에 사용된 탄성파 

자료는 시 추공의 위 치 및 광구간의 연결 측선 (tie line)을 고려 하여 발춰l 하여 

해석 작업을 수행한 반면에 이번 연구에서는 제 1광구지역에서는 1988년도에 

취득된 자료를， 제2광구지역에서는 1988년도 및 1996년도에 취득된 모든 탄성 

파 자료를 이용， 해석하여 해석 결과의 질올 향상시키는 결과를 도모하였다. 

제 1광구에서 1988년도에 실시된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은 WGS (Western 

Geophysica1 Cooperation)사가 수행하였으며 취득된 탐사자료는 약 2,000 km 

에 이른다. 탐사는 주로 제 l광구의 남서부지역에서 행하여졌으며 취득한 자 

료의 측선 방향은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이며 측선 간격은 약 15 x 20 km 

이다. 제2광구에서 1986년도에 실시된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 또한 WGS 

(Western Geophysica1 Cooperation)사가 수행 하였으며 취 득된 탐사자료는 약 

3，어Okm에 이른다. 탐사는 주로 제2광구의 북부지역에서 행하여졌으며 취득 

한 자료의 측선 방향은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이며 측선 간격은 약 6 x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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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rn이다. 이에 반하여 제2광구에서 1996년도에 실시된 탄성파 탐사 자료취득 

은 Digicon Exploration Ltd.가 수행 하였으며 취 득된 탐사자료는 약 3,000 krn 

에 이른다. 탐사는 주로 제2광구의 북서지역에서 행하여졌으며 취득한 자료 

의 측선 방향은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이며 측선 간격은 약 6x6krn이다. 

Table 7-1은 각각의 자료 취득시 사용한 자료취득 매개변수들을 보여준다. 

Table 7- l. List of seisrnic survey and recording pararneters 

제 1광구 

탐사년도 1998 

탐사회사 WGS 

음원 Airgun 

fold 60 

shot interval 26.66 m 

no. of channels 120 

receiver interval 26.66 m 

sample rate 2 ms 

WGS : Westem Geophysical Services 

Digicon Digicon Exploration Ltd 

나. 시추공 자료 

제2광구 

1986 1996 

WGS DIGICON 

Airgun Airgun 

60 60 

26.66 25m 

120 240 

26.66 m 12.5 m 

2 ms 2 ms 

본 연구에 사용된 시 추공 자료는 Haerna- l , Kachi-l , lnga-l , IIC-IX 그리 

고 IIH-IXA 총 5개 시추공으로 Haema-l 시추공은 제 1광구에， 이를 제외한 

나머지 4개의 시추공들은 제2광구에 위치한다. 이들 시추공들은 지질시대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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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명하는 고생물 자료 그리고 시추공 주변 지층의 암상 및 물리적 특성에 관 

한 자료를 제공하여 주는 자연전위 (self-potential: SP), 전기비저항 

(resistivity), 자연감마선( gamrna-ray), 밀도(density) ， 음파(sonic) 물리 검층 

자료들을 포함한다. 각 시추공들의 시추 현황은 Table 7-2와 같다. 

Table 7-2. Well data infonnation in the Block 1 and 11 

광구 시추공명 시추년도 최종심도(m) 시추결과 

Haema-1 1991 2,541 건공 

IIH-IXA 1973 3,467 건공 

Kachi-1 1991 2,726 건공 

II 
IIC-1X 1973 3,467 건공 

Inga-1 1989 4,103 - 건공 

다. 중력 및 자력자료 

본 연구에서 중력 및 자력 탐사자료 해석올 위해 사용된 주된 자료는 제 1광 

구에서는 1988년， 1989년， 1990년도에， 제2광구에서는 1986년도에 탄성파 탐사 

시 취득된 해상 중력 및 자력탐사 자료이다 (Fig. 7-2). 이들 자료 중 1989년 

과 1990년의 일부자료는 1988년의 탐사지역 일부와 중복되기 때문에 본 연구 

의 중력 및 자력 탐사자료 해석에서는 제외시켰다. 그러나 이들 각각의 자료 

들은 서로 다른 시기에 취득되었을 뿐만아니라 서로 다른 매개변수와 기준점 

을 사용하였기 때문에 이들 자료들의 취합시 r.m.s.(root mean square) 오차를 

구하여 보정을 수행하여야 한다 Table 7-3은 이들 자료들의 r.m.s. (root 

- 109 -



123.00' 123'영U 124"00' 124잉0’ 125.00’ 125"30’ 

‘ , 
φ
 

i U 

o 10 2IJ 30 ‘o a ‘” 
1 : 500000 

Figure 7-2. Gravity and magnetic survey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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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an square) 오차를 보여준다. Table 7-3에서 나타나는 것처럼 중력과 자 

력이상에 대한 자료의 r.m.s. 오차는 매우 낮은 값을 보여주고 있다. 해상에 

서의 중력 및 자력 자료는 교점오차 보정 (cross-over correction)을 수행하는 

것이 일반적이나 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의 r.m.s. 오차가 매우 낮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교점오차 보정은 수행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각 연도 별 자료 

를 모두 종합한 자료 에서는 고도 이상값의 경우 4.08 mgal, 부우게 이상 

Table 7-3. R.M.S. error of data set 

) 팩넓렐쏟 1988 1990 1986 종합 

보정 전 4.08 
고도이상 0.24 0.21 1.32 

중력이상 보정 후 1.45 

(mgaD 
보정 전 4.38 

부우게이상 0.23 0.21 0.15 
보정 후 1.47 

자력이상 
.보정 전 74.27 

0.87 1.97 4.02 
(gamma) 

보정 후 7.10 

값의 경우 4.38 mg떠， 자력이상값의 경우 74.27 gamrna 정도의 차이를 보 

여주고 었다.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고도이상값의 경우 1988년 자료를 기준으 

로 할때 1990년 자료는 평균 6.32 mgal 크게 나타나고 1986년 자료는 평균 

l.83 mgal 작게 나타난다. 부우게이상값도 198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할 때 

1990년 자료는 평 균 6.75 mgal 크게 나타나고 1986년 자료는 2.10 mgal 작게 

나타난다. 자력이상의 경우는 1988년 자료를 기준으로 하였올 때 1990년 자료 

는 평 균 34.36 gamma 크게 나타나고 1986년 자료는 73.50 gamma 작게 나타 

난다. 1990년 자료와 1996년 자료는 교점이 거의 없기 때문에 비교 대상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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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외하였다. 따라서 1988년의 자료를 기준으로 각각의 차를 보정하였다. 결과 

적으로 나타나는 보정 후의 r.m.s. 오차값은 고도이상값의 경우 1.45 mgal, 부 

우게이상값의 경우 1.47 mgal로 매우 낮게 나타났으며 특히 자력이상값의 경 

우 7.10 gamma로 많이 개선되었다. 

2. 자료해석방법 및 과정 

본 연구에서의 해석과정은 크게 중자력 자료해석， 탄성파 자료해석 및 탄성 

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의 대비로 나쥔다. 중자력 자료해석 과정은 다음과 같 

이 3단계로 나쥔다. (1) 서로 다른 매개변수 및 기준점을 이용한 중자력 자료 

를 rms 오차를 구하여 보정한 후 취합 (2) 보정된 자료를 이용하여 부우게 중 

력이상도 및 자력이상도를 작성하여 이들로부터 개략적인 분지 및 고기반암 

(basement high)의 위치 및 규모파악 (3) 관심지 역에서 탄성파 측선과 일치하 

는 단변을 설정하여 모델링 수행. 상기의 과정을 거친 중자력 자료해석은 연 

구지역에서 분지 및 모기반암의 위치 및 규모， 그리고 각각의 분지내에 퇴적 

된 퇴적물들의 밀도 및 자성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뿐만 아니라 

이들 자료는 지하지질 구조 해석에 상당한 도움을 준다. 

탄성파 자료해석은 다음과 같이 6단계로 이루어진다. (1)트랙차트 작성 (2) 

반사층의 선정 및 층서적 대비 (3)선택된 퇴적단위에 대한 시간 구조도 작성 

(4)선택된 퇴적단위 두께를 나타내는 둥층후도 작성 (5) 선택된 퇴적단위 퇴적 

층에 대한 탄성파상 분석 및 퇴적환경 해석 (6)지구조 발달 해석. (7)석유부 

폰 유망성 연구 

(1) 트랙차트 작성: 탄성파 측선 및 시추공의 위치가 표시되어 있는 트래 

차트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Landrnark System올 이용하여 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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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되었다. 일반적으로 국내 대륙붕 도면은 UTM (Universal Transverse 

Mercator) 도법을 이용하며 국내 대륙붕의 도변화 작업에서 UTM을 채택하는 

경우 대륙붕 제1광구 및 제2광구는 동경 123도를 중심자오선(Central 

Meridian)으로 한 UTM Zone 51을 선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국내대 

륙붕 전체를 취합할 경우 한일 공동 개발구역을 포함하는 남해 광구 및 동해 

광구에 대해서는 UTM Zone 51 또는 UTM Zone 52를 선택하면 기준 경도로 

부터 거리가 멀기 때문에 도면의 왜곡이 커진다. 따라서 향후 국내 대륙붕 

전체에 대한 시간구조도 및 둥층후도를 종합 완성할 목적을 고려하여 본 연구 

에 서 는 UTM도법 을 이 용하지 않고 GTM (General Transverse Mercator) 도 

법을 이용하여 동경 126도를 중십자오선으로 하는 비표준 구역을 설정하여 정 

확성올 높였으며 채택된 도면상수는 Table 7-4와 같다. 

(2) 반사층의 선정 및 층서적 대비: 탄성파 자료해석을 위한 반사면의 선정 

은 onlap, downlap, truncation, toplap둥의 반사면의 단절현상(1apout)을 면밀 

하게 분석하여 대표적인 부정합면 3개를 선정하여 하부로부터 Blue, Green, 

Yellow로 표기하였다 (Fig. 7-3). Blue 및 Yellow 부정합면은 그의 하부 지 

층이 지표에 노출된 후 침식작용에 의해 삭박된 흔적을 보여준다. 연구지역 

은 대체적으로 퇴적층이 구조작용 및 침식작용의 영향올 많이 받아 이들 부정 

합면에 대한 시대적 구분이 다소 어려우나 Haema-l 시추공 위치에서 이들 

탄성파 반사면들과 시추공 자료 대비결과 Blue 부정합면은 팔레오세 상부면， 

Green 부정합면은 에오세 상부변으로， 그리고 Yellow 부정합면은 중기 마이오 

세 또는 마이오세 상부면에 대비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이들 부정합면들 사 

이의 퇴적층에 대한 구조 및 층서 해석을 위하여 음향기반암에서 Blue 

horizon 사이의 퇴적층을 시뭔스 1, Blue horizon과 Green horizon 사이의 퇴 

적층올 시편스 2, Green horizon과 Yellow horizon 사이의 퇴적층올 시편스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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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3. Seismic section showing selected horizons. 



Table 7-4. Map parameters used in this study. 

Projection General Transverse Mercator 

Datum Bessel 1841 

Semi-major Axis 0.63774E+07 

Semi-minor Axis 0.63561E+07 

Unit Code meters 

Unit Factor (UnitJl\1eter) 1.0 

Reference Latitude 0.0 

Centr려 Meridian 126.0 East 

Longitude Scale Factor 0.9996 

False Northing 0 

False Easting 0.50000E +06 

으로 구분하였다. (3) 시간구조도 작성: 탄성파 자료를 이용한 각 부정합면에 

대한 탄성파 대비는 루프-타이(loop-tie) 방법을 통하여 경사 방향과 주향 방 

향의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대비한 후 각 경계면에 대한 왕복주시를 동경 126 

도를 중심 자오선으로 하여 만든 트래 차트에 기록하여 퉁고선으로 표시하고 

각 경계면에서 나타나는 단층들올 시간 구조도에 표시하였다. 시간 구조도 

작성이 완성된 후 원래의 탄성파 단면도들올 시간 구조도와 비교 검토하였다. 

이와 같이 작성된 시간 구조도는 구조， 고지형학， 그리고 단층의 분포 퉁에 관 

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4) 둥층후도 작성: 대비된 부정합면틀 사이의 두께는 탄성파 단면도상에서 

나타나는 각 경계면의 주행왕복시간의 차이를 계산하여 트래 차트에 기록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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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고선으로 표시하였다. 동층후도는 지역에 따라 나타나는 어떤 퇴적 단위의 

두께 와 퇴 적 심 (depocenter)둥에 관한 자료를 제공하여 준다. 

(5) 탄성파상 분석 및 퇴적환경 해석: 본 연구에서는 탄성파 자료의 구조 

및 층서해석후에 각 시훤스(sequence)에 대하여 탄성파상 (seismic facies)을 

분석하고 시추자료와의 대비를 통하여 각 시뭔스에 대한 퇴적환경올 해석하였 

다. 탄성파상 분석 (seismic facies analysis)은 탄성파 층서단위 (seismic 

sequence) 혹은 퇴적시스댐 (depositonal systems)내에 나타나는 다양한 형태의 

탄성파상 요소를 분석기술하고 지질학적인 해석올 하는 단계를 말한다 (Vail, 

1987). 탄성파상 요소에는 반사면의 연속성<Continui ty) , 진폭(amplitude) ， 빈도 

수(frequency) , 외 형 (extemal foπn)과 구간속도Gnterv머 velocity)퉁이 포함된 

다. 이러한 탄성파상 요소에 의해 구성되는 탄성파상 단위 (seismic facies 

units)는 인접하고 있는 탄성파상 단위와 구별 가능한 다른 형태의 탄성파상 

요소로 구성 된 반사파의 3차원적 인 집 합체를 의 미 하며 (Mitchum et al. , 1977), 

이러한 탄성파상 요소의 다양성， 수평 수직적인 조합은 퇴적과정， 암상의 상태 

둥올 해석하기 위한 자료를 제공해준다. 

반사면의 연속성(continuity)은 반사변의 수평적인 연속성의 정도를 말하며 

결과적으로 음향임피던스(acoustic impedance) 즉 암상의 수평적인 변화를 의 

미 한다. 따라서 연속성 이 불량한 경 우는 수평 적 인 상변화(facies change)가 급 

격하게 나타나는 경우로 려luvial 혹은 하성환경올 지시하며 연속성이 양호한 

경우는 대체적으로 해성 환경하에서 형성된 퇴적상을 의미한다. 반사면의 진 

폭(amplitude)은 반사변의 pe빼 혹은 trough의 높이의 정도를 말하는 것으로 

각 층의 구간속도 및 밀도차에 의해 결정되는 반사계수(reflection coefficient) 

에 의해 좌우된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진폭의 수직적인 변화는 부정합면 

(unconformity)의 위치를 해석하는데 활용되며 진폭의 수평적인 변화는 서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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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탄성파상(seismic facies)을 구별하는 변수가 된다. 특히 진폭의 수평적인 

이상과 극성 (p이따ity)의 역전현상을 변밀하게 분석하게 되면 탄화수소의 집적 

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브라잇스훗은 물론 가스 및 수분올 함유한 저류암의 

위치와 분포 범위퉁을 찾아낼 수 있는 중요한 변수로 활용된다. 반사면의 빈 

도수(frequency)는 단위 구간내에 포함되는 반사면의 수를 말하는 변수로 탄 

성파 신호(signal)의 빈도수에 의해 좌우되며 층의 두께와 관련이 있다. 

(6) 지구조 발달 해석: 작성된 시간 구조도와 둥증후도 그리고 탄성파 단면 

도를 종합 해석하여 본 연구지역에서 분지 발달과 관계되는 구조의 특정과 형 

성 시기 둥을 규명한다. 

탄성파 자료와 대비한 시추공 자료 해석은 지금까지 수행된 광구별 평가에 

대한 보고서， 탄성파 탐사자료，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층， 퇴적암석학적 자료 

및 각 시추공별로 수행된 고생물 연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추공 대비를 위 

하여 주로 활용된 자료는 Kachi-l공， Haema-l공 및 Illi-1XA공이다. 본 연 

구지역은 하나의 분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개의 소분지가 고기반암에 

의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소분지간의 대비에 구조적인 요소， 분지형태 

및 발달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소분지들간의 대비가 용이하다. 따라서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대비를 통하여 탄성파의 반사특성을 시추공 주변에서 정밀 

히 검사하여 퇴적학적인 요소를 얻어내고자 하였으며 시료로부터 퇴적물의 입 

자， 성분 및 입자의 혼합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탄성파의 반사특성 (층의 두 

께， 간격， 연속성， 퇴적과정)으로부터의 정보를 종합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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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2節 重磁力 寶料解析 結果

1. 중력이상 

Figure 7-4는 중력해석을 위하여 작성된 부우게 중력이상도 (Bouguer 

Gravity Anomaly Map)이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수심변화는 약 20 m 정도로 

매우 작기 때문에 고도 이상도와 부우게 이상도에서 큰 차이를 구별할 수는 

없다. 부우게 중력 이상값은 o - 35 mga1 정도의 변화를 보이고 있다. 

부우게 중력 이상도를 보면 본 연구지역은 소규모의 고중력 이상대 (high 

Bouguer gravity anoma1y) 와 저 중력 이 상대 (low Bouguer gravity 

anom떠y)로 구성되어 있슴을 알 수 있다. 제1광구에서 고중력 이상대는 주로 

자료 취득지역의 북동부 및 동부지역에 위치하며 반면 저이상대는 남서부 및 

납부지역에 위치한다. 일반적으로， 부우게 이상의 대규모적인 변화는 지각 두 

께의 변화에 기인되며 반대적으로 국지적인 변화는 지표 근처에 존재하는 이 

상밀도 (anoma1ous density)를 갖는 질량체에 기인한다. 

본 연구지역에서의 저중력 이상대틀은 이들의 규모， 주파수 및 파장을 고려 

할 때 국지적인 퇴적분지로 해석이 된다. 제 1광구에서 저중력 이상으로 나타 

나는 분지는 광구의 남서 끝단 Haema-l공이 시추된 지역주위에서 동-서 방 

향으로 발달하여 있다. 또한 제1광구와 제2광구의 동쪽 경계부에 소규모의 

분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사료되나 이 지역에서는 중력자료의 격 

자간격이 크기 때문에 자료의 질이 다소 떨어진다. 제2광구에서는 서쪽에 

Kachi-l공이 시추된 지역의 북부지역 및 Illi-lXA공이 시추된 지역 주변부에 

분지가 존재할 가능성이 높다. 다른 시추공 IIC-lXA공과 Inga-l공이 시추된 

지역에서의 중력자료를 검토하여 보면 이들 시추공 주변부에서 중력값은 고이 

상대로 특정 지워지며 따라서 이들 지역은 고중력이상대와 대비되는 고기반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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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 또는 고밀도 암석이 주를 이루는 분지일 가능성이 있다. 

2. 자력이상 

Figure 7-5는 자력 해 석 을 위 하여 작성 된 자력 이 상도 (Total Intensity 

Magnetic Anoma1y Map)이다. 자력 이상은 퇴적층의 대자율이 매우 낮기 때 

문에 퇴적층의 영향올 거의 무시할 수 있으므로 기반암만에 의한 것으로 간주 

하여 기반암 최상부까지의 심도와 기반암의 구조를 반영할 수 있으나 자력이 

상은 자력장 (magnetic field) 자체가 쌍극 자장이고 자화방향， 기반암의 암질 

둥 중력이상보다 더 많은 요인에 의해 좌우되기 때문에 해석도 어렵다. 

본 연구 지역에서 자력 이상값의 범위는 약 400 g없runa이다. 자력 이상도 

를 보면 제1광구 지역은 짧은 파장의 국부적인 고주파수로 표시되는 고자력 

이 상 (hign magnetic anoma1y)으로 특정 지 워 지 며 이 에 반하여 제 2광구지 역 

은 비 교적 저주파수로 표시 되 는 저자력 이상 (1ow magnetic anoma1y)으로 특 

정 지워진다. 

3. 중자력 이상 비교 

중력과 자력 이상을 비교해보면 제2광구의 서쪽에 존재하는 저중력 이상대 

에서 자력값도 낮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는 퇴적물들로 쌓인 퇴적분지로 

해석이 된다. 그러나 llH-IXA의 남부지역에 나타나는 소규모의 저중력 이상 

대에서 자력이상이 주위보다 높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분지에서는 화산 

암이 폰재할 가능성이 있다. 제2광구의 동부지역에서 저자력 이상대가 나타 

나는데 이는 중력이상대에서 보면 고중력 이상대 즉 이 지역은 기반암이 주위 

지역보다 낮은 심도까지 올라온 고기반암 지역 또는 고밀도 암석이 주를 이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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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5. Total magnetic anomaly map (C.1. = 50 gam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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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분지일 가능성이 있다. 그러나 고중력 이상대에서 저자력 이상이 나타나 

는점으로 보아 이 지역은 고기반암 지역보다는 분지로 해석이 된다. 

제 1광구와 제2광구 동쪽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저중력 이상대 또한 고자력 

이상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은 화산암이 존재하거나 변성작용으로 

인하여 밀도가 높아진 변성퇴적층들이 발달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제 1광구와 

제2광구 서쪽 경계부에서 나타나는 고중력 이상대에서는 고자력 이상이 나타 

나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의 고중력 이상은 분지내의 고밀도 퇴적물에 의한 

것이 아니라 고기반암에 의한 것으로 해석된다 Haema-1 시추공 지역에서 

나타나는 분지의 서부지역은 고자력 이상으로 나타나는점으로 보아 분지내에 

화산암이 존재 할 가능성이 있다. 위도 약 36.2-36.5도 사이， 경도 약 125.5도 

에 위치하는 고중력 이상대는 자력도에서 비교적 고자력 이상으로 나타나므로 

이는 고기반암에 의한 고중력 이상으로 해석된다. 본 연구지역의 북쪽 끝부 

분도 고중력과 고자력으로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이 지역에도 고기반암이 존 

재할 것으로 사료되며 따라서 제 1광구의 북부지역은 밀도가 낮은 퇴적층이 

쌓인 분지보다는 고변성도의 변성암 또는 고기반암이 발달하고 있올 가능성이 

높다. 

第3節 彈性波 寶料 解析結果

1. 지질구조 

가. 음향기반암 상부면 

음향기반암 상부면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은 기반암 상부에 놓여있는 퇴적층 

에 비하여 음향 임피던스 차이가 크게 나타나기 때문에 진폭이 매우 강하게 

나타나며 기반암은 대체적으로 연속성이 좋으므로 탄성파 반사면의 연속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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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호하다. 또한 기반암 내부에서의 물리적 특성은 큰 변화가 없어 기반암 내 

부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들은 뚜렷한 층을 이루지 않는 무반사 

(reflection-free) 또는 chaotic 반사면으로 특정 지 워 진다. 이 러 한 기 반암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의 특성 때문에 기반암 상부면은 탄성파 단면도에서 퇴적 

층들과 쉽게 구분을 할 수 있다. 흔히 음향기반암은 화성암이나 변성암과 같 

은 암석으로 이루어져 있는 실제 기반암과 일치하는 경우가 많으나 때로는 퇴 

적층의 연령이 상당히 오래되었거나 변성을 많이 받아 퇴적층의 음향 임피던 

스와 실제 기반암의 음향입피던스의 차이가 거의 없을 경우 이 퇴적층의 상부 

면이 음향기반암 상부면이 되기도 한다. 따라서 음향기반암은 탄성파 자료상 

에서 대비와 mappmg이 가능한 가장 깊이 나타나는 반사면을 나타낸다. 

Figure 7-6은 음향기반암 상부변에 대한 깊이를 왕복주시 (two-way travel 

time)로 나타낸 시간구조도이다. 음향기반암 상부변에 대한 시간 구조도에 의 

하면 본 연구지역은 기반암의 깊이 변화는 어떤 일정한 방향성올 나타내지는 

않지만 1광구에서보다는 2광구에서의 기반암의 깊이가 더 깊은 경향을 보여주 

며 전체적으로는 고기반암과 소분지들이 교대하여 나타나기 때문에 다소 기복 

이 심하고 지역에 따라 깊이가 크게 변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본 연구지역에서 기반암의 깊이는 왕복주시 (two-way travel time)로 얄은 

곳에서는 1초 이하이며 깊은 곳에서는 4.5초에 이르며 제1광구 지역과 연구지 

역의 중앙부에는 주로 고기반암들이 발달하여 있으며 왕복주시 2초 이상의 소 

분지들은 주로 제2광구 지역에 발달하여 있다. 제2광구 지역에 발달한 소분 

지들은 서로 고기반암에 의하여 분리되어 발달하고 있으며 Kachi-l공 인근지 

역에 발달한 소분지는 동-서 방향， Illi-1XA공 인근지역에 발달한 소분지는 

북동-남서 방향， 그리고 Inga-l공 인근지역에 발달한 분지는 북북서-남남동 

방향으로 발달하여 있다. 탄성파 단면도 해석에 의하면 제1광구의 북동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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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6. Top of acoustic basement time structure map (C.1. = 5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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및 제2광구의 통부지역에서는 퇴적층과 기반암 사이의 경계면이 불투명하여 

이들 지역에서 음향기반암 상부면에 대한 rnappmg 및 다른 지역과의 대비가 

불가능하다. 탄성파 자료해석에 의하면 본 연구지역에서 기반암은 경사진 단 

층블럭 (tilted nonnal fault block)의 특성을 보이며， 이 블럭들 사이에는 반지 

구 (half graben) 구조가 발달하여 있고， 소분지들의 경계부에서는 리스트릭 

정단층이 발달하여 있는점으로 보아 본 연구지역에서의 분지는 열개작용 

(rifting)시 인장 조구조운동 (extensional tectonics)에 의하여 형성된 열개분지 

(rift basin)의 특정을 잘 나타내고 있다. 대부분의 고기반암들은 인장력 에 의 

해 형성된 경사진 정단층 블럭 (tilted nonnal fault block)에 의한 것이며， 이 

에 반하여 저기반암들은 경사진 단층 블럭 주위에 발달한 반지구(h려f graben) 

구조인 것으로 해 석 된다 (Fig. 7-7). 

시간구조도에 의하면 본 연구지역에서는 지역적으로 고기반암 (basernent 

high)및 이들 고기반암에 의하여 분리된 소분지 (is이ated subbasin)들이 반복 

적으로 발달하여 있으며 북동 남서방향성을 갖는 서로 다른 3축을 경계로 하 

여 기반암의 깊이가 급격히 변하고 경사진 단층 블럭 경계부에 발달한 리스트 

릭 단층들의 주향 연장성도 이들 북동-남서방향의 축 주위에서 끝나는 점으로 

보아 연구지역의 남서쪽에서는 소규모의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이 

폰재할 것으로 해석되며 이 주향 이동 단층은 열개 작용시 정단층 운동이 활 

발한 시기에 정단층들의 경사 방향에서뿐만 아니라 주향 방향으로의 운동이 

있을 때 형성되는 트랜스퍼 단층 (transfer fault) 일 것으로 해석되며 이 트랜 

스퍼 단층들은 정단층 운동을 받은 지역들을 구획하는 역할을 한다. 

나. Blue horizon 

Blue horizon은 대부분의 연구지역에서 뚜렷한 경사 부정합면으로 나타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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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7. Seismic section showing basement high and ha1f-graben in the study area. 



Blue horizon을 경계로 상부층과 하부층에서의 탄성파 반사특정은 뚜렷한 차 

이를 보인다. 음향기반암과 Blue horizon 사이에 퇴적된 퇴적층은 경사진 단 

층 블럭들 사이에 발달한 반지구 구조내에 퇴적되어 있고 이들 퇴적충들에 대 

한 탄성파 반사면들은 경사진 단층 블럭을 향하여 divergent하게 발달하여 있 

고 이 층내에는 많은 단층들이 발달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 열개작용 (rifting) 

이 가장 활발한 시 기 에 퇴 적 된 동시 열개 성 퇴 적 물(syn-rift sediment)인 것으 

로 해석된다. 이 층의 상부 즉 Blue horizon은 부정합면으로 나타나는데 이 

부정합면 위에 퇴적된 퇴적층들은 아래에 퇴적된 층과는 달리 구조 운동을 받 

은 흔적이 거의 없이 반사면둥이 명행하게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Blue 

horizon은 동시열개성 퇴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post-rift sediment)을 경계짓 

는 부정 합으로 해 석 된다 (Fig. 7-8). 

시간구조도에 의하면 Kachi- l 시추공 주변부와 제2광구의 서쪽끝 광구 

경계부의 일부지역에서도 Blue horizon이 나타나지 않는데 이들 지역에서는 

Blue horizon 아래에 놓여있는 Blue horizon 이전의 시기에 퇴적된 퇴적물들 

이 횡압력을 받아 습곡구조를 형성하였고 이 후에 습곡구조의 정부에서 Blue 

horizon 이후에 퇴적된 퇴적층까지 모두 삭박하는 광역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침식되었기 때문이다. 본 연구지역에서 Blue hozion 상부면은 대체적으로 깊 

이가 동쪽， 남쪽， 북쪽의 전방향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 

며 최저 왕복주시 0.4초에서 최고 1.8초에 이르며 가장 깊은 곳은 Kachi- l공 

북동쪽에서 나타나며 Kachi-l공 주위에서 깊이가 급격하게 변하는 이유는 이 

지역에서 횡압력에 의하여 역단층이 발달하여 급작스런 깊이 변화가 일어났기 

때문이다 (Fig. 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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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8. Seismic section showing unconfonnity that separates post-rift sediments from syn-rift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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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Green horizon 

Green horizon은 본 연구지역의 대부분의 지역에서 침식작용에 의하여 삭박 

되고 제2광구의 서쪽 일부지역에서만 나타난다. 특히 Green horizon 아래에 

놓여있는 Green horizon 이전의 시기에 퇴적된 퇴적물들이 횡압력을 받아 습 

곡구조를 형성하였고 이 후에 습곡구조의 정부에 해당하는 Kachi-1공 시추지 

역 부근에서는 광역적인 침식작용에 의해 침식되었기 때문에 Blue horizon의 

퇴적시기와 Green horizon의 퇴적시기 사이에 퇴적된 퇴적물들은 존재하지 않 

고 이를 경계로 남서쪽으로 가면서 이 층들이 다시 나타나기 시작한다 (Fig. 

7-10). 본 연구지역에서 Green horizon의 깊이는 최저 1000ms 이하에서 최고 

1400 ms 이상에 이르며 대부분의 지 역에서 Green horizon은 동쪽에서 서쪽으 

로 가면서 깊이가 서서히 증가하는 경향올 나타내나 Kachi-1공의 남서쪽에서 

는 Green horizon의 깊이가 남동방향에서 북서방향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추세 

를 보인다 (Fig. 7-11). 

라. Yellow horizon 

Yellow horizon은 본 연구지 역 에 서 가장 광역 적으로 나타나는 horizon으로 

서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며 제l광구의 대부분 지역 및 제2광구의 서부지 

역을 제외한 거의 모든 지역에서 Yellow horizon이 퇴적된 시기보다 이전에 

퇴적된 Blue horizon 및 Green horizon올 삭박하는 광역부정합이다. 지역에 

따라서는 기반암의 융기부도 Yellow horizon에 의해 삭박되었다. 따라서 

Yellow horizon은 연구지역에서 광역적으로 나타나는 광역 부정합이기 때문에 

쉽게 인지가 가능하며 탄성파 반사면은 진폭은 비교적 강하며 연속성이 양호 

하게 나타난다. 시간구조도에 의하면 Yellow horizon은 북동， 동， 그리고 남 

동쪽의 모든 방향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깊이가 완만하게 증가하는 경향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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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0. Seismic section showing fold structure near Kachi-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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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며 그 깊이는 최저 왕복주시 약 0.4초이하， 최고 왕복주시 약 1.2초에 이 

른다 (Fig. 7-12). 시간구조도상에서 Yellow horizon이 어떠한 깊이의 변화가 

없이 서쪽으로 향하여 서서히 증가하고 탄성파 자료상에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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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뭔스 1 (읍향기반암 Blue horizon) 

음향기반암과 Blue horizon 사이의 퇴적층을 나타내는 시뭔스 1에 대한 둥 

층후도에 의하면 층후는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를 나타내는데 고기반암이 발 

달한 연구지역의 중앙부 및 제1광구의 일부지역에서는 시훤스 l이 전혀 나타 

나지 않는다 (Fig. 7-13). 이에 반하여 왕복주시 2.5초 이상의 두께를 가진 

두터운 퇴적층은 제2광구에 나타나는데 이들의 위치는 음향기반암 상부면에 

대한 시간구조도에서 나타나는 소분지의 위치와 잘 일치하며 두터운 시훤스 1 

퇴적층들의 퇴적은 주로 기반암이 깊은 지역에서 이루어졌슴올 알 수 있다. 

따라서 제2광구에 발달한 3개의 소분지는 대부분 시훤스 1 퇴적층으로 채워져 

있슴올 알 수 있다. 탄성파 자료에 의하면 이들 기반암이 깊은 지역은 열개 

작용에 의한 분지 형성시 발달한 지구 및 반지구 구조인 것으로 판명되었으며 

따라서 시훤스 1 퇴적층들은 동시열개 퇴적물 (synrift sediments) 인 것으로 

해석된다. 

나. 시 뭔 스 2 (Blue horizon - Green horiz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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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ue horizon과 Green horizon 사이의 퇴적충올 나타내는 시편스 2에 대한 

퉁층후도에 의하면 시훤스 2가 분포하는 지역은 제2광구의 서부지역에만 국한 

된다.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시훤스 2가 대부분 침식작용에 의하여 삭 

박되었기 때문이다. 시뭔스 2의 충후는 지역적으로 크게 차이가 없으며 최고 

왕복주시 약 0.45초에 이른다 (Fig. 7-14). 가장 층후가 두터운 지역은 

Kachi-1의 북동쪽이며 Kachi-1공 주위에서 충후가 급격히 감소하는 이유는 

Kachi-1공 주위에서 형성된 습곡구조의 정부에서 시뭔스 2가 침식작용에 의 

해 삭박되었기 때문이다. 탄성파 자료에 의하면 시핀스 2는 열개작용에 의한 

분지 형성시 발달한 지구 및 반지구 구조 내에 퇴적된 퇴적층이 아니라 동시 

열개성 퇴적물과 후열개성 퇴적물들올 경계짓는 부정합 위에 형성된 퇴적층이 

며 또한 탄성파 반사면도 대체적으로 평행하게 발달하여 있고 구조 운동을 받 

은 혼적이 미비한 점으로 보아 열개작용이 거의 끝난 이 후에 형성된 후열개 

성 퇴적층인 것으로 해석된다. 

다. 시 훤 스 3 (Green horizon - Yellow horizon) 

Blue horizon과 Green horizon 사이 의 퇴 적 층올 나타내 는 시 뭔 스 3 에 대 한 

둥층후도에 의하면 시훤스 3이 분포하는 지역은 시뭔스 2가 분포하는 지역과 

마찬가지로 제2광구의 서부 지역에만 국한된다. 이 지역 이외의 지역에서는 

Green horizon 대부분 침식작용에 의하여 삭박되었기 때문에 시뭔스 3의 정확 

한 두께를 산정할 수 없기 때문이다. 시뭔스 3의 층후는 지역적으로 크게 변 

화하지 않고 최고 왕복주시 약 0.5초에 이른다. 시뭔스 3이 분포하는 지역의 

동부에서는 두께가 o - 0.2초 사이로 거의 두께 변화가 없으나 Kachi-1공의 

북부지역에서는 서쪽으로 가면서 두께가 약간씩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Fig. 7~15). 탄성파 자료에 의하면 시훤스 3의 상부는 본 연구지역에서 광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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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4. Isochron map ofsequence 2 (C.1. = 100 m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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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나타나는 광역 부정합인 Yellow horizon에 의해 삭박되었다. 이 시훤 

스 3이 퇴적된 이후에 본 연구 지역에는 별 다른 구조 운동이 일어나지 않았 

고 퇴적은 경사 방향인 Yellow horizon학 깊이가 증가하는 방향으로 서서히 

이루어 졌다. 

3. 탄성파상 분석 

가. 탄성파상 유형 

탄성파자료의 분석결과를 기초로 연구해역에 분포하는 퇴적충서 단위 내부 

에 나타나는 대표적인 4가지 유형의 탄성파상(seismic facies)을 분류하였다 

(Fig. 7-16). 탄성파상 분석결과와 시추자료를 대비하여 각 시뭔스에 대한 환 

경해석올 하였다. Table 7-5는 탄성파상의 유형， 음향특성과 예상되는 퇴적환 

경을 보여주고 었다. 

Table 7-5. Acoustic characteristics and environmenta1 interpretation of each 
seismic facies. 

Seismic facies parameters 

Facies Unit Extemal fonn Interpretation 

Continuity Amplitude Fn쩍uency 

Facies-A 
Continuous to 

HIgh 
Sheet 

discontinuous 
Variable 

Drape 
V olcanic flow 

Facies-B 
Continuous to 

discontinuous 
Variable Variable Sheet Lacustrine 

Facies-C 
discontinuous 

but variable 
High Variable Sheet 

Non-marine 

(fluvial ?) 

Facies-C 
Relatively 

High High Sheet 
Shallow 

continuous ma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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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6. Seismic facies types recognized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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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탄성파상-A 

탄성파상-A는 진폭이 매우 높거나 변화가 심한 저주파 반사층의 특정을 보 

여주며 수평적인 연속성이 불량하다 (Fig. 7-16A). 이러한 특정의 탄성파상 

은 주로 음향기반을 피복하는 시뭔스-1의 하부쪽에 주로 분포하지만 퇴적층 

중간중간에 불연속적으로 협재되어 나타나기도 한다. 진폭이 매우 높고 수평 

적인 연속성이 떨어지는 본 탄성파상은 분지형성 당시 열개작용이 진행되는 

동안 활발했을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활동으로 인하여 생성된 화산류(volcanic 

flow) 혹은 화산쇄설성 퇴적물인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7-5). Kachi-1 및 

Inga-1 시추공 분석결과에 의하면 기반암 근처에서 화산류와 화산쇄설물로 구 

성된 퇴적물이 발견됨에 따라 이러한 사실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2) 탄성파상-B 

탄성파상-B는 대체로 진폭이 강하고 주파수가 낮거나 다양한 특성을 보여 

준다 (Fig. 7-16B). 수평적인 연속성은 중간 내지 불량한 이 퇴적상은 시뭔스 

1 퇴적층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탄성파상-B는 주로 본 연구지역에 발달 

하고 있는 지구 또는 반지구 구조의 하부에 퇴적되어 있으며 수평적인 연속성 

이 비교적 양호한 편으로 보아 호성(lacustrine)환경에서 퇴적된 퇴적층을 시 

사한다. 본 연구지역에 위치한 시추공 분석자료에서도 본 음향상과 대비대는 

지점에서 호성환경을 지시하는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 탄성파상-c 

탄성파상-c는 진폭이 낮고 탄성파상-B에 비해 연속성이 다소 떨어지는 특 

정을 보여준다 (Fig. 7-16C). 빈도수는 다양하지만 대체로 높은 편이다. 탄 

성파상-C는 열개후 퇴적층인 시뭔스 2와 시핀스 3에 주로 분포하며， 시훤스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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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하부쪽에 일부 나타난다. 연속성이 불량한 이 퇴적상은 환경변화가 심한 

비해성층에서 주로 나타나는 특정으로 육상하천 (f1uvial) 환경의 전형적인 특 

정에 속한다. 따라서 탄성파상-c는 하성환경하에서 형성된 퇴적층을 지시한 

다 (Table 7-5). 

4) 탄성파상 D 

탄성파상-D는 진폭이 강하고 연속성이 매우 양호하며 빈도수가 높은 반사 

층의 특정으로 나타난다 (Fig. 7-16D). 이러한 유형의 음향상은 주로 최상부 

층인 시뭔스 4의 상부쪽에 제한적으로 분포한다. 이러한 본퇴적상은 하천환 

경 보다는 비교적 균일한 퇴적환경하에서 퇴적작용이 진행되었음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시훤스 4의 하부층이 형성되고 연구해역이 남쪽 혹은 남서쪽으 

로부터 서서히 해양환경의 영향올 받게 되는 시기이후 주로 천해 바다 환경하 

에서 형성된 퇴적물로 구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Table 7-5). 

나. 탄성파상 분석 및 환경해석 

1) 시뭔스 1 

시 뭔스 l은 주로 동시 열개 퇴 적 물 (synrift sediments)로 구성 된 퇴 적 층으로 

기반암이 깊은 지역은 열개작용에 의한 분지 형성 당시 지구 및 반지구 구조 

지역과 일치하며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해 있다. 본층은 대체로 기반암 근처 

의 하부쪽에는 진폭이 매우 높고 변화가 심한 저주파 반사층으로 구성된다 

(Fig. 7-17). 이와같이 고진폭의 불연속적인 탄성파상 특성은 분지형성 당시 

와 열개가 진행되는 동안 활발했을 것으로 보이는 화산활동으로 생성된 화산 

류(vo1canic flow) 혹은 화산쇄설성 퇴적물로 이루어져 있는것으로 해석된다 

(Table 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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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17. Seismic facies types of seismic sequences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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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산류 퇴적충으로 해석되는 강한 진폭의 탄성파상에서 상부쪽으로 향하면 

서 반사파의 연속성이 불량해지고 진폭이 다양한 특성을 갖는 음향상으로 변 

화한다. 음향기반 혹은 화산류 퇴적층올 피복하는 형태로 분포하는 본 음향 

상은 환경변화가 심한 하성환경올 지시해 주고 있다 (Table 7-5). 따라서 분 

지가 형성되는 초기동안 아직 호성 (lacustrine)환경이 발달하기 이전에 주로 

하성환경하에서 퇴적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형성된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퇴 

적충의 상부와 분지 중심으로 향하면서 탄성파 반사면의 연속성이 다소 양호 

해지고 진폭이 증가하는 경향올 보여주는데 이는 분지형성이 가속화되면서 분 

지 대부분이 호성환경으로 됨에 따라 형성된 호성퇴적층(lacustrine)으로 해석 

된다. 즉， 하천으로부터 멀리 떨어진 지역이나 호수의 중앙부에서 세립질의 

쇄설성 퇴적물이나 부유 퇴적물이 퇴적되었슴올 시사해 준다. 시뭔스 1의 상 

부로 가면서 수평적인 연속성이 불량해지고 진폭과 주파수가 다양한 음향상이 

분포하는데 이러한 특성의 음향상은 주로 하호성(f1uvial-lacustrine) 혹은 하성 

(f1uvial) 환경하에서 퇴적된 퇴적층인 것으로 해석된다. 

2) 시뭔스 2 와 3 

시편스 1에 부정합 관계로 놓여 있는 시뭔스 2는 탄성파상 특성상 시뭔스 l 

의 상부충과 유사하다 (Fig. 7-17). 반사파의 연속성 이 중간(moderate) 내 지 

불량하며 진폭도 일정하지 않다. 하부에 놓여있는 시뭔스 1이 지형 기복이 

심한 지구나 반지구내에 퇴적된 반면 시뭔스 2는 반지구 또는 반지구가 시뭔 

스 1으로 채워진 이 후에 퇴적되었기 때문에 거의 명행하게 발달하여 있다. 

수평. 수직적인 탄성파상의 변화가 거의 없으며 전반적으로 퇴적층의 두께가 

매우 앓다. 따라서 본 층은 수심이 매우 낮은 호수 혹은 하천 환경하에서 퇴 

적작용이 진행된 하호성(f1uvial-lacustrine) 퇴적층으로 구성된다 (Fig. 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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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뭔스 3은 탄성파상 특성상 하부의 시뭔스 2와 매우 유사하다. 그러나 하부 

층에 비해 연속성이 불량하며 진폭도 대체로 약한 편이다 (Fig. 7-17). 퇴적 

층후도 하부층과 마찬가지로 앓은 편이며 탄성파상의 수평적인 변화도 거의 

보여주지 않는다. 따라서 시훤스 3은 주로 하성환경하에서 퇴적작용이 진행된 

하성(f1uvia1) 퇴적층인 것으로 해석된다. 

3) 시뭔스 4 

군산분지에 분포하는 퇴적층중 최상부에 속하는 층으로 탄성파상 특성상 서 

로다른 두가지 형태의 음향상으로 구성된다. 시뭔스 3과 접하고 있는 퇴적층 

의 하부는 반사파의 연속성이 매우 불량하고 진폭이 낮게 나타나는 반면 상부 

쪽으로 향하면서 연속성이 매우 양호하고 진폭이 강한 음향상으로 변한다. 

하부쪽의 연속성이 불량한 음향상은 주로 환경 변화가 심한 하성환경하에서 

형성된 퇴적물로 구성된 반면 연속성이 양호한 상부쪽으로 향하면서 수평적인 

연속성이 양호해지는 것으로 보아 하성환경에 비해 비교적 균일한 환경인 해 

양환경하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즉， 시간이 흐름에 따라 연구지역이 점 

차 하성퇴적층에서 천해환경의 해성층으로 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다. 퇴적모델 

탄성파 자료 및 시추공 자료 해석 대비 결과를 근거로 다음과 같은 퇴적층 

서 발달 모식도를 작성하였다 (Fig. 7-18). 본 연구지역은 초기에 분지가 형 

성되는 동안 화산활동과 연계된 화산류 퇴적물이 퇴적되었으며 호성환경이 발 

달하기 이전에 먼저 하성환경하에서 퇴적작용이 진행되고 이 환경하에서 퇴적 

된 퇴적물이 동시열개성 퇴적층인 시훤스 1의 하부를 구성한다 (Fig. 7-18). 

열개작용이 점차 진행되면서 반지구 혹은 지구를 중심으로 물이 정체되는 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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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ha빼 Marine 

醫짧 Non-Marine (Fluvial) 

흩훨 Fluvial-Lac때 

隨l 

Figure 7-18. A schematic model for the evolutionary history of sedimentary 
sequence in the Kuns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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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lacustrine)환경을 형성하였다. 이렇게 형성된 호수를 중심으로 세립질 퇴적 

물과 부유 퇴적물이 주로 퇴적되었으며 결과적으로 시훤스 l의 상당부분올 차 

지하는 호성퇴적층을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호수의 중앙부에는 비 

교적 유기물이 풍부한 세립퇴적물이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호 

성환경은 상부로 향하면서 낮은 수심의 호수 혹은 하성환경으로 변하였으며 

결과적으로 시훤스 1의 상부를 형성하는 하호성 혹은 하성퇴적층을 형성하게 

되 었다 (Fig. 7-18). 

분지를 형성하는 열개작용이 완료되고 연구지역에는 광역부정합면이 형성 

되었으며 후열개 퇴적작용이 진행되었다. 시편스 2, 3, 4로 구성되는 후열개 

퇴적층은 하호성 이나 하성환경하에 놓여 있었으며 결과적으로 일부 하-호성 

퇴적층올 포함하는 하성퇴적층으로 구성된다 (Fig. 7-18). 따라서 연구해역에 

서의 퇴적작용은 대부분 시기동안 하성， 호성 혹은 하-호성환경하에서 진행되 

었으며 최상부 퇴적층은 해양환경에서 퇴적된 퇴적물로 구성된다. 

第4節 휩維孔 對比 및 陽理檢層 寶料解析

본 연구 지역의 암상， 물리검충 및 미화석 자료를 종합하여 시추공간 층서 

및 퇴적환경올 대비하고자 한다. 또한 퇴적상을 정밀하게 구분하여 퇴적분지 

내의 암질 분포를 이해하고 예측하고자 한다. 층서 설정을 위해서 이용한 자 

료는 탄성파， 생층서， 물리검층 및 암질퉁이며 주요 시뭔스 경계변은 탄성파 

단면으로부터 인지되었다. 이들 경계면은 물리검층자료와 대비되어 퇴적상을 

구분하기 위한 콜격으로 이용되었다. 이들 주요 시뭔스들은 생층서 자료와 

일부 시추공(Haema-1 ， Inga-l)의 화산암 절대연령 측정자료 (Table 7-6) 및 

인접한 중국측 시추공 자료와의 대비에 의해 시훤스들의 지질시대가 추정되었 

다 (Table 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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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 사용된 자료는 광구별 평가 보고서， 물리탐사자료， 시추공에 대한 

물리검충 보고서와 퇴적암석학적 보고서 및 각 시추공 별로 수행된 고생물 연 

구 자료를 활용하였다. 시추공 대비를 위하여 주로 활용된 자료는 북부황해분 

지와의 비교를 위해 Zuchengl-2-1공과 Huang-9공올 이용하였다. 이와 같이 

본 연구지역 이외의 시추공 자료를 층서 대비에 이용한 것은 퇴적층이 하성

호성 환경에서 형성되어 명확한 시대자료가 부족하기 때문이다. 또한 본 연 

구지역은 하나의 분지로 형성된 것이 아니라 여러 개의 소분지가 융기대에 의 

해 분리되어 있기 때문에 이들 소분지간의 대비에 구조적인 요소， 분지형태 

및 발달사를 정확히 파악해야 소분지틀 간의 대비가 용이하다. 

Table 7-6. Geologic age of the vo1canics in Haema-l and Inga-1. 

Haema-l Inga-l 

Depth (m) 2076-2228m 2726-4103m 

Lithology tuff basalt 

78.6+-4.3ma 

1l4.0+-5.0ma 
90.18+-4.01ma 

Age 88.9+-4.5ma 
83.43+-1.27ma 

107.1 +-1.6ma 

1l0.5+-5.5ma 

Geologic Age Late Cretaceous Early Cretaceous 

Dating Method K-Ar K-Ar 

P ALEOSERVICE 

Remark KIER GEOCHRON LAB 

K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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Yellow Sea Basin. 

αIR.ONO- Bailey et al. Quinton & Hale L lU BP SEISMIC HORIZONS 
S1RATIGRAPHY Zuchcngl-2-1 (1980) (1987) (1983) (198꺼 China(BP) Kore。

QUATERNARY DONG TA1 205m DONGTA1 

PUOCENE UPPER 
YANCHENG Megasequence IV 

Y ANCHENG 465m DONGTA1 
I--GREEN - - -

YEUOW? 
M10CENE LOWER 

YANCHENG YANCl표NG RED - -
YANCHENG Megasequence m 

88강n BROWN-

SANDOU FM2 SANDUO 
DA1NANlSAN-

SANDUO DOU FM2 
OLIGOCENE DA1NAN/SAN- PINK -

DA1NAN 따A1NAN/SANDOU FMl DA1NAN DOUFMl YEUOW-1-- GREEN-

BA1JU 
116이n 

SANDOU2 

EOCENE F1JNING FUNlNG 
1685m 

며 

SANDOUl FUNlNG 

2053m 

DA1NANl 
2297m FUNlNG 1-- BLUE -

FUNlNG 4 2499m 
GROUP 

FUNlNG3 TAIZHOU 
~ _ _ 113~필 

T찌강IOU PALEOCENE FUNlNG2 2961m 

FUNlNGl 

3355m 

BLUE - •- RED -
CRETACEOUS TA1Z0U 1 K강16 QIANNAN 

Mc맹sequenceI 
TD.3424m 

Table 7-7. Stratigraphy ofthe Northern Depression,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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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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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시추공 대비시 층서상의 문제점 

군산분지내 퇴적층들은 상부의 일부구간을 제외하고는 하성내지 호성층이 

므로 시훤스들이 국지적인 조구조 운동이나 base level의 변화에 의해 형성되 

었으므로 범지구적 해수면 변화와 직접적인 관련이 적다. 더욱이 본 연구지역 

에서 산출되는 미화석은 매우 드물고 타지(他地)성 화석틀이어서 층서대비에 

어려움이 있다. 군산분지는 서측으로 중국의 황해 북부분지와 명칭만 다를뿐 

통일한 분지이다. 분지의 중국측 지역에는 6개의 시추공이 있으며 그 중 

Zucheng 1-2-1공과 Huang-9공이 시추공 대비에 이용되었다 Zucheng 

1-2-1공의 층서는 연구자에 따라서 서로 다르게 분대되었다 (Table 7-7). 이 

와같이 층서가 일치하지 않는 것은 산출되는 화석이 육성화석으로 명확히 지 

질시대를 구분해주지 못하며 해성층과 같이 퇴적층의 연장성이 좋지 않아 대 

비에 곤란하기 때문이다. 

이들 자료를 군산분지의 층서와 대비하는데 있어서 몇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 Zucheng :~;-2- 1공 주상도(시대미상)에 의하면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의 

경계면의 깊이를 465m로 해석한 반면에 BP사에서 황해자료를 종합， 분석하여 

새로 만들어낸 자료에 의하면 670m에 해당된다. 둘째， 시대미상 주상도는 올 

리고세 퇴적층이 없는 반면에 BP사의 자료에 의하면 1500m 이상 두터운 층 

후를 갖는다. 셋째， 중기 마이오세에 광역부정합이 발달하였다는 이론의 사실 

유무이다. 황해분지의 남부 및 중부분지에 대한 자료에서는 많이 나타나나 

북부분지 자료에서는 언급되지 않은 자료가 오히려 많으므로 중기 마이오세 

부정합의 유무가 확실치 않다. BP사의 자료에 의해 군산분지와 대비하여 보 

면 Zucheng 1-2-1공은 Table 7-8에서와 같이 6개의 층준을 선택할 수 있다. 

이 들은 하부로부터 blue, yellow, pi피‘， brown, red, green 선으로 구분되 며 

N38 측선을 따라 Huang-9공으로 연장된다 (Fig. 7-19). 그 중 yellow 층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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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19. Seismic section showing selected horizons near Zucheng 1-2-1 well. 



Table 7-8. Unconformity boundaries at Zucheng 1-2-1 well in twt(sec.) 
and geologic age 

HORIZON TWT(SEC.) GEOLOGIC AGE 

Green 0.73 

Mid. -Late Miocene 
Red 0.89 

Early Miocene 
Brown 1.25 

Late Oligocene 

Pi따‘ 1.6 

Early Oligocene 

YelIow 1.92 

Paleocene-Eocene 
Blue 2.4 

Cretaceous-Paleocene 

Table 7-9. Unconformity boundaries between 8611-104 and 96Y -135 lines. 

N69A 8611-104 96Y-135 

(E margin) (NW margin) (cross 8611-104) 

green horizon O.85sec 1.1 0.89 

red horizon 1.1sec 1.잃 

brown horizon 1.25sec 1.5 1.0 

pink horizon 1.4sec 1.89 1.55 

blue horizon 2.0sec 2.53 1.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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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대비에 어려움이 있어 제외하였다. 이들 층준은 Huang-9공에서 동측으로 

N69A 측선을 따라서 연장되다가 분지가 완만하게 깊어진다 (Fig. 7-20). 

Huang-9공과 바로 인접한 동측에는 소규모의 단층이 발달하였으나 동일 충준 

을 연결하는데는 어려움이 없으며 군산분지 쪽으로는 단층이나 융기대가 없어 

층서 대비에 어려움이 없다. N69A 측선의 동측 가장자리에서 각 층준별 심도 

는 다음과 같다. 

이들이 86II-104 측선으로 직접 연결되지는 않으나 두 측선간의 거리가 짧 

고 이들 사이에 뚜렷한 구조가 없는 것으로 보아 N69A와 유사한 깊이의 부정 

합 경계면으로 대비될 것이다. 86II-104 측선과 96Y-135 측선을 비교하면 red, 

brown, pink 층준은 삭박되어 버리고 그 하위의 blue 층준만이 존재하며 중국 

측의 green 층준이 군산 분지 의 yellow 층준과 대 비 됨 올 알 수 있다 (Table 

7-9). 이 결과를 BP사의 층서 자료와 대 비 해 보면 Kachi-l공의 0.69초 하위 에 

는 팔레오세 내지 백악기 퇴적층， 그 상위에는 플라이오세 내지 마이오세 퇴 

적층이 분포함을 알 수 있다. 창조우공 지역에서 발달한 층서와 군산분지 충 

서를 대비하여 보면 팔레오세에 시작된 열 개작용과 관련된 단충운동은 올리 

고세 말에 다시 반복되었고 마이오세 부터 광역적인 침강이 시작되었다. 이에 

수반하여 팔레오세 상하부면， 에오세 상부면， 올리고세 상부면 및 초기 마이 

오세 상부변에 부정합이 형성되었다. 본 역에 발달한 퇴적층은 하부로 부터 

기반암올 구성하는 트라이아스기의 Qinlong층이 미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 

었고 매우 치밀한 조직을 보인다. 이와같은 기반암의 특성은 군산분지의 경우 

다른 공들은 화산암이나 규질 퇴적암이 기반암을 이루는데 반하여 유일하게 

Kachi-l공에서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그 상위에 팔레오세의 T없zhou층이 갈 

색 내지 회색의 석회암이나 석회질 각력암으로 구성되었다. 에오세의 

Funing층은 최하부가 석회암과 이에 협재된 셰일층으로 구성되었고 상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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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규질 이암 및 사암이 발달한다. 본 층의 상부에서는 이암이 발달하였 

고 석회질 성분을 포함한다. 본 층은 군산분지의 청색층준에서 녹색층준 사이 

의 퇴적층에 대비되며 청색층준 하위층에 해당되는 팔레오세 퇴적층이 중국지 

역에서는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오세에 형성된 두터운 퇴적충 

위로 올리고세의 Dainan층이 적색내지 갈색의 점토암과 회색의 사암이 호층 

을 이루며 형성되었다. 그 상위에 동시대의 San Duo층이 발달하였다. 마이오 

세의 하부 Yancheng충은 적갈색의 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었고 하부구간이 

상부구간에 비해 조립질 퇴적물이 보다 많이 퇴적되었다. 플라이오세의 상부 

Yancheng층은 고화되지 않은 회갈색의 모래와 황적색의 점토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하부구간에서는 점토가 우세하다. 하지만 군산분지에서 본 층에 대 

비되는 퇴적물들은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중국측의 퇴적물들에 비해 

조립질인 차이점을 나타낸다. 플라이스토세의 Dong Tai층은 주로 고화되지 

않은 세립질 모래로 구성되었으나 하부의 일부구간에서는 잔자갈올 포함하는 

점토와 실트 퇴적물이 발달한다. 군산분지의 경우 본 층에 해당되는 퇴적물들 

이 회수되지 않아 시대 및 암질을 알 수 없으나 탄성파 단면상에 의하면 본 

층에 해당되는 퇴적물이 황해전체에 걸쳐서 연장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2. 시추공 구간별 퇴적상 

본 연구에서는 암면시료， 물리검층 자료 및 시추공 주변 탄성파의 반사특성 

을 정밀히 검사하여 퇴적학적인 요소를 얻어내고자 하였다. 따라서 암면 시료 

로 부터 퇴적물의 입자， 성분 및 입자의 혼합에 대한 정보를 구하고 탄성파의 

반사특성 (층의 두께， 간격， 연속성， 퇴적과정) 및 물리검층 자료로 부터 정보 

를 종합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퇴적물의 입도변화와 침식면을 관찰하 

다
 
싸
 



기 위해 물리검층 자료인 감마선과 SP를 이용하였다. 퇴적상을 분석하는데 기 

준이 되는 침식면이나 입도 변화는 암면 시료로부터 알 수 없으므로 물리검층 

자료를 이용하여 확인할 수 있다. SP 값이나 감마선 값은 입자의 크기에 비례 

하므로 이러한 성질을 이용하여 여러 가지 퇴적경향을 알 수 있다. 이들 물리 

검충 자료는 그래프의 형태에 의해 크게 종 모양， 깔때기 모양 및 실린더 모 

양으로 분류된다. 특히 이들 모양중 종 모양의 경우 수로나 해침성 해양 사암 

에서 보이는 상향세립화를 나타내며， 깔때기 모양은 델타 환경에서 보이는 상 

향 조립화 경향올 나타냄으로서 퇴적학적인 의미를 갖는다. 특히 금번연구에 

서는 이들 자료를 분류하기 위해 검층콕선의 형태， 굽은 정도， 기울기， 하위면 

과의 접촉관계동에 의해 새로운 분류기준을 정하여 퇴적 유니트의 범위안에 

속하는 5-20m 내 에 서 구분하였다 (Table 7-10). 

가. Inga-l공 

유니트 1 (4030-3940m 구간): 감마곡선의 형태가 실린더형올 나타내며 이들 

값이 상위에 있는 퇴적물에 비해 매우 낮은 값(5 - 15cps)올 나타낸다 (Fig. 

7-21). 이와 같이 낮은 감마선값을 나타내는 특정은 현무암내지 초염기성암에 

의한 영향으로 상위층과 뚜렷이 구분된다. 본 구간의 최상부에서는 풍화된 적 

갈색의 화산암면을 보이기도 하는 것으로 보아 구간내의 현무암이 분출된 후 

수면아래 혹은 공기 중에서 산화되고 그 위로 응회질 퇴적물이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유니트 II (3940-3658m 구간): 본 구간내 하부에서는 깔때기형 감마곡선의 

형태， 상부에서는 종형 감마콕선의 형태가 특정적이다. 하부에서 상부로 전체 

적인 감마선 값의 변화는 증가하는 경향올 보인다. 하부의 깔때기형 특정은 

화산성 퇴적물이 초기에 프로그레이딩하면서 경사면올 따라 발달하여 상향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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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10. Classification of gamma-ray and SP curve sha야s in terms of s어imentary pattems. 

BELL TYPE FUNNEL TYPE CYLINDER I EGG TYPE 

1Jn0얘l selT8ted .mooth serrated 1Jn00th serrated 

concave Iinear convex c:oncave linear convex concave 파lC8r convex concave 파lC8r convex concave h야ar convex concave linear convex 

horiz- horiz- horiz- horiz- horiz- horiz-
l낀1 down up down l낀) down up down up down up down 

ontal m뻐l on뼈l ontal ontal on때 

sh없p 뼈se gradual base sharp base grad뼈l 뼈se ’뼈p 뼈se grad뼈1 뼈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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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1. Gamma-ray logs of Inga-l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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립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 후 퇴적물을 이동시키는 운반에너지 

가 줄어들면서 세립질 퇴적물틀이 하성환경에서 쌓이므로 상향세립화 경향을 

나타내는 종형 감마곡선의 특정을 보이게 된다. 본 구간은 수회의 퇴적물 공 

급에 의해 여러 매의 윤회층이 발달하였다. 이러한 증거는 탄성파 단면상에서 

도 수회의 층준으로 관찰되며 시추시료에서도 암색이 녹회색내지 저색에서 회 

색으로 변하였고 화산성 퇴적물내 성분이 변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입 

증된다. 

유니트 III (3658-3330m 구간): 본 구간은 평균 25 cps의 낮은 감마선값을 

나타내며 소규모의 종형과 깔때기형 감마곡선이 관찰된다. 전체적으로 낮은 

감마선 값을 나타내는 것은 유상 현무암에 기인한 것이며 부분적으로 화산성 

퇴적물이 협재된 것으로 추정된다. 탄성파 단면상에서도 본 구간은 높은 진폭 

으로 특정 지워진다. 3400m 층준에 앓게 발달한 석회질 암석의 성인은 확실 

치 않다. 

유니트 IV (3330-2765m 구간): 본 구간의 하부(<3050m)는 감마선값의 변화 

폭이 크지 않으나 상부는 그 폭이 크게 변화한다. 이와같은 특성은 하부는 주 

로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구성된 반면에 상부는 쇄설성 퇴적물이 혼입된 결과 

로서 탄성파 단면상에서도 본 구간의 상부에서는 층리가 점차 발달하는 경향 

을 보여준다. 상부구간의 감마곡선은 뚜렸한 입도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 

고 이것은 이 구간에 퇴적물들이 주로 실트 및 점토질 쇄설성 퇴적물과 화산 

성 퇴적물의 호층으로 구성되었기 때문이다. 

유니트 V (2765-1990m 구간) : 본 구간은 감마곡선에 의해 크게 3부분으로 

나누어진다. 본 구간의 하부는 종형 감마곡선이 우세하며 깔때기형 곡선이 섞 

인 낮은 감마선 값올 나타내는 특성올 보인다. 중부는 가장 높은 감마선 값을 

보이며 뚜렸한 경향올 보이지 않는 피크들이 톱니모양을 이룬다. 상부는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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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비해 낮은 감마선 값을 갖고 주로 종형 감마곡선들로 구성되있다. 최하부 

의 종형 감마곡선은 하성환경에서 발달하였고 일부 혼입된 화산성 퇴적물들은 

풍화되었다. 2530m 부근에 발달한 종형 및 깔때기형 곡선은 이들 층준에서 

산출되는 석회질 퇴적물， 육성화석 및 입도의 변화로 보아 하성 수로변이나 

댈타환경에 의해 형성되었음올 알 수 있다. 중부구간은 점토질암과 실트암이 

반복되면서 높은 감마선 값을 나타내므로 호성환경을 지시하나 화석의 산출이 

극히 드물어 퇴적환경 해석이 곤란하다. 상부구간은 주로 종형이고 일부 깔때 

기형 감마곡선을 보이며 석영질이 우세한 사질퇴적물로 주로 구성되어 하성 

퇴적환경을 지시한다. 

유니트 VI (l990-1l60m 구간): 1600-1700m 사이에서는 주로 깔때기형 감 

마곡선을 보이나 이 보다 하위 구간에서는 뚜렸한 특성올 보이지 않는다. 상 

부구간에서는 종형 감마곡선이 우세하고 드물게 깔때기형 곡선이 발달하였다. 

하부에서 상향 세립화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는 종형 감마곡선 층 

준에서 조립질 사질 퇴적물이 발달되고 탄성파 단면상에서 연속성과 진폭이 

불량하고 일부 침식된 부분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하성환경으로 해석된다. 

깔때기형 감마독선을 나타내는 중부구간에서 시추시료의 입도 변화가 점토질 

에서 사질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임으로서 텔타환경으로 추정된다. 상부구간에 

서 수로의 발달로 형성되는 종형과 깔때기형 감마곡선이 수 회 반복되면서 시 

추 암편내에 역질 사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아 하성 퇴적환경을 지시하며 역 

질사암내 포함된 적색내지 녹회색 쳐트 입자들은 퇴적기원 암면으로 추정된 

다. 

유니트 VII (1l60-450m 구간): 본 구간의 최하부에서 950m 층준까지는 감 

마선 값이 완만하게 감소하다가 800m 층준까지는 다시 증가한다. 이 보다 상 

위구간에서는 종형과 깔때기형 감마곡선이 빈번히 뚜렸하게 발달한 양상을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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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최하부 구간에서는 입자의 변화에 따라 감마선 값이 변화하나 그 상 

위에서는 입도의 변화를 추정하기 어렵다. 시추시료에 의하면 석회질 성분이 

우세한 것으로 보아 감마선 값에 영향올 준 것으로 해석된다. 탄성파 단면상 

에서는 층리의 연속성이 불량하고 볼록한 형태를 갖고있어 호수주변의 건조환 

경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올 암시한다. 중부구간 감마선 값에서 입도 변화를 

관찰하기 어려운 것은 시추 시료내 역질 퇴적물들이 빈번히 발달하고 분급이 

불량한 결과로 해석된다. 역의 종류는 석영맥， 변성암면， 쳐트 둥으로서 하위 

층에서도 지속적으로 산출되는 쳐트는 주변의 퇴적기원 기반암이 있음을 암시 

해준다. 상부구간은 종형 감마콕선이 우세하게 발달하였고 일부 깔때기 및 계 

란형 감마곡선이 협재된다. 이들 곡선은 하도의 발달에 의한 입도 변화를 뚜 

렷이 지시해주므로 하성 퇴적환경으로 추정되며 시추시료에서 해성 화석이 존 

재하지 않는 점은 이들이 하성 기원임올 암시한다. 

물리검층 자료는 시추공에서 얻어진 암질 및 탄성파상 분석자료에 의해 보 

완되어 보다 정확한 해석과 층서 대비를 가능하게 한다. 따라서 시추공별 탄 

성파상 특성을 살펴보면: 

4103-2728m 구간: 본 구간은 진폭이 매우 강하고 연속성이 다양한 탄성파 

특성을 보인다. 구간 내에는 수회의 퇴적윤회가 관찰되며 각 윤회의 상하부는 

연속성이 좋으나 내부는 무질서한 형상을 보이는 특정이 있다. 

2728-2050m 구간: 본 구간은 연속성이 보통이고 진폭이 높은 탄성파 특성 

을 나타내지만 서쪽으로 연속성과 진폭이 증가한다. 이와 같은 현상은 Inga-l 

공에 인접한 동면에서의 화산활동에 의해 퇴적후의 교란작용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이들 퇴적층 내에서 관찰되는 높은 연속성과 진폭은 안정된 퇴적조 

건에서 세립질 퇴적물들이 쌓이고 간헐적으로 공급된 퇴적사건들의 반복에 의 

한 현상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퇴적물은 주로 실트 및 점토질로 구성되었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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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혹 사암을 협재한다. 

2050-1380m 구간: 본 구간은 시추공 부근에서 연속성이 불량하고 진폭은 

보통인 탄성파 특성을 나타낸다. 암질은 하위층과 유사하게 실트와 점토 사이 

에 사암이 협재되어 있으나 하위층들에 비해서는 보다 빈번하게 호층을 이룬 

다. 본 퇴적층의 탄성파 특성은 하부구간이 상부구간에 비해 진폭과 연속성이 

좋은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보아 하부구간의 퇴적시기 동안에 퇴적환경이 

보다 안정돼 있었올 것으로 추정된다. 

1380-450m 구간 : 본 구간은 탄성파 특성상 2구간으로 세분된다. 하부구간 

은 하위 층과의 경계면으로 부터 왕복주사시간 0.8초까지이며 연속성이 불량 

하고 빈도가 높은 반면에 0.8-0.5초 사이의 상부구간은 진폭이 높고 연속성이 

하부구간 보다는 양호하며 빈도가 낮은 특성올 나타낸다. 이와 같은 탄성파상 

특성의 차이는 이툴 두 구간이 부정합에 의해 구분되어 하부구간에서는 암색 

이 적색으로 혼합되어 있고 석회암올 협재하며 주로 점토암과 실트암으로 구 

성되어 있으나 상부구간은 적색층이 전혀 퇴적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실트암 

으로 구성되어 나타난 현상이다. 상부구간은 서측으로 점차 진폭과 연속성이 

증가하는 현상을 보인다. 이것은 분지의 경계부 퇴적조건이 점차 안정된 결과 

로 해석된다. 

450m-해수면 구간: 본 구간은 황색층 상위의 구간으로서 해수변에서 0.3초 

구간은 연속성이 좋고 진폭이 높으며 빈도가 낮은 특성올 나타내나 그 하위에 

서는 연속성이 진폭이 떨어지고 빈도가 높아지는 특성을 보인다. 또한 탄성파 

반사면이 매우 평행한 특성을 나타내지만 동측으로 수심이 낮아지면서 상향중 

첩하기도 한다. 이와 같은 탄성파 특성들은 0.3초 보다 하위의 구간에서는 상 

부에 비해서 수로의 발달이 빈번하고 측면 상으로의 연속성이 적은 하성환경 

이 일부 발달한 반면에 상부구간에서는 안정된 퇴적조건이 지속되어 두터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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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립질 퇴적층이 발달하였음을 추측할 수 있다 

나. IIC-IX공 

유니트 1 (20l0-2001m 구간): 낮은 감마선 값(35-40cps)을 나타내는 변성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니 트 II (2001-1710m 구간): 약lOOcps 값을 보이 는 1950-1900m 구간을 

제외하고는 낮은 감마선 값을 나타낸다 (Fig. 7-22). 하부 구간에 발달한 깔때 

기형 감마옥선은 델타 환경에서 형성된 상향조립화 경향을 나타내는 것으로 

추정되며 시추시료의 입자 변화도 통일한 경향을 보인다. 특히 수면 위에서 

(subareaD 형성되었올 것으로 추정되는 무수석고 (anhy마ite)의 산출은 호수 

가의 하성 퇴적환경을 지시한다. 1900m 층준보다 상위에서 나타나는 낮은 감 

마선 값의 실린더형 독선은 두껍게 발달한 사암층을 나타낸다. 이 두 사암충 

사이에 발달한 톱니 모양의 종형곡선은 델타가 형성된 후 수로가 발달하면서 

세립질 점토 퇴적물이 퇴적된 환경으로 추정된다. 

유니 트 III Cl710-960m 구간): 본 구간 내 감마선 값은 하부(1710-1420m)에 

서 점차 증가하다가 중부(1420-1150m)구간에서는 변화 폭이 심하고 상부 

(1150-960m)에서 다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하부 구간에서 주로 관찰되는 

감마콕선들은 깔때기형으로서 입자의 크기는 상부로 가면서 전체적으로 감소 

하나 구간별 입도 변화들은 상향 조립화 경향올 보임으로서 퇴적환경이 분지 

의 중심부로 이동하는 퇴적상을 나타낸다. 반면에 상부구간은 전체적으로 상 

부로 가면서 퇴적물 입도가 증가하면서 수 회의 상향 조립화 경향올 보인다. 

따라서 퇴적환경이 하부 구간과는 정반대로 분지의 가장자리로 이동하는 퇴적 

상을 보인다. 

유니 트 IV (960-610m 구간): 하위 나 상위 의 퇴 적 층에 비 해 낮은 감마선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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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톱니 모양의 빈도가 하위 퇴적층에 비해 높다. 본 구간 내에 주로 

발달한 감마콕선은 깔때기형이나 일부 종형도 관찰된다. 이 구간을 구성하는 

퇴적물은 주로 세립질 점토 및 사질 퇴적물들이며 석회질 성분이 많이 포함되 

어있어 황해분지의 다른 시추공에서와 동일하게 낮은 감마선 값을 나타낸다. 

800m 부근의 충준에서 매우 낮은 감마선 값을 나타내는 실린더형 감마곡선은 

백운암으로 구성된 층준에 의한 영향으로 보인다. 

유니트별 탄성파상의 특성은 아래와 같다: 

기반암: 본 시추공이 위치한 지역은 기반암이 완만히 융기한 지역으로 탄성 

파 자료의 품질이 불량하여 탄성파 특성올 뚜렷이 구분하기 힘들다. 기반암의 

암질은 호온펠스이며 이들의 지질시대는 측정되지 않았으나 백악기 이전의 기 

반암으로 추정된다. 

2017-1528m 구간: 본 구간은 연속성이 불량하고 진폭이 낮은 탄성파상 특 

성올 보인다. 이러한 특성은 하부 구간이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었으나 

상부로 가면서 점차 점토질 퇴적물이 증가하여 나타난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 

층의 두께는 본 시추공이 위치한 지역에서 가장 앓게 분포하고 측면 상으로 

증가한다. 

1526- 610m 구간: 본 구간은 하위의 퇴적충과 동일한 탄성파상 특성을 보인 

다 

610m-해수면 구간: 본 구간은 연속성이 양호하고 진폭이 높은 탄성파 특성 

을 보이며 분지 내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나 남동 방향으로 층후가 앓아진다. 

第5節 地構造 훌훌運 

본 연구 지역에서 특이할 만한 지질구조는 제2광구의 Kachi-l공 주위에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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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한 대규모의 습곡구조이다. 이 습독 구조는 북동 주변부에서는 대규모의 

역단층이 발달하고 있는데 이 단층의 상반부에는 주로 팔레오세 또는 선팔레 

오세 퇴적층이 주로 이루고 제371 퇴적층은 마이오세 말기에 일어났던 광역 

적인 침식작용에 의하여 거의 삭박되었다. 이에 반하여 역단층의 하반부에는 

제3기 지층이 두럽게 퇴적되어있다. 본 연구에서는 96Y-133 측선을 이용하여 

역단층의 상반부와 하반부에 존재하는 퇴적층들에 대한 구간속도를 검토하였 

다 (Fig. 7-10). 그 결과 왕복주시 약 0.5초에서 2.5초 정도의 깊이에서 탄성 

파 속도가 단층면을 경계로 크게 변화함을 알 수 있었는데 (Fig. 7-23) 상반 

부에 존재하는 퇴적층에 대한 구간속도가 하반부에 존재하는 퇴적층에 대한 

구간속도보다 상당히 빠르게 나타나며 이는 단순하게 단층면을 경계로 하여 

퇴적층의 연령올 비교하자변 동일한 깊이에서 상반부에 퇴적된 퇴적물들이 하 

반부에 퇴적된 퇴적물보다 오래된 것이라고 이야기 할 수 있다. 특히 구간속 

도는 Kachi-l공에 가까워질수록 빨라짐을 알 수 있다. 

탄성파 자료 해석에 근거를 두어 Kachi-l공 주위에 발달한 습콕구조의 발 

달과정을 살펴보면 제2광구의 Kachi-l공 주위에 발달한 대규모의 습콕구조는 

횡압력에 의하여 기반암에서 단층 활동이 일어난 것으로 시작된다. 단층 활 

동은 더욱 더 활발해 져 퇴적층에서도 단충 활동이 일어나 그 결과 상반이 하 

반위로 경사 이동 (dip slip)하게 되었으며 단충면이 지나가는 퇴적층 주위에 

서는 퇴적층 사이에 전단대 (shear zone)가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시 

간이 흐름에 따라 경사 이동량 (dip slip rate)은 지속적으로 증가하여 동시대 

의 퇴적충일지라도 큰 수직적 변위 차를 나타낸다. 이 때 Kachi-l공을 중심 

으로 강하게 작용한 횡압력은 하반부에 있는 퇴적층에는 별 영향을 미치지 못 

한 반면 상반부의 퇴적층에 강하게 작용하여 습곡구조를 형성하였다. 그러나 

마이오세 말기에 광역적으로 일어난 침식작용이 상반부에 형성된 습곡구조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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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를 침식하여 대부분의 제3기충을 삭박하였으며 광역부정합올 형성하였다. 

이 후에 퇴적작용은 계속되었으며 이 광역 부정합 위의 퇴적충에 대한 탄성파 

반사면에서도 부정합 아래 지층에서 발달한 단충이 부정합 위에까지 연장되어 

발달하여 있고 탄성파 자료상에서 왕복주시 0.2초와 0.4초 사이에까지 핀치아 

웃이 보이는 점으로 보아 이 역단충의 경사 이동은 상당히 최근까지도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第6節 石油顧存 有望性 檢討

이미 해석이 완료된 서부지역을 포함하여 동부지역과 함께 군산분지 전체에 

대한 탄성파 자료의 정밀해석 결과를 종합하여 석유부존 유망성올 검토하였 

다. 탄성파 자료해석과 군산분지 내의 시추공 자료의 고생물학 및 암석학적 

인 분석 및 중국측 시추공틀에 대한 문헌 자료를 종합한 결과， 군산분지에서 

가장 석유부폰이 유망한 지층은 팔레오세 및 에오세 지층으로 밝혀졌다(한국 

자원연구소， 1992, 1997). 열개작용에 의하여 분지가 형성된 후， 침강작용이 

계속되었으며 광역적인 침강으로 확장된 분지에는 호성 퇴적물이 집적되었다. 

따라서 분지 내의 팔레오세-에오세 지층의 퇴적 환경은 충적평야에서부터 심 

호성 환경까지 모두 갖추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한편 군산분지를 포함하는 황해 중부 해역에서 유일하게 유정을 보인 곳은 

중국측 시추공인 ZC 1-2-1 공으로써 이 시추공에서 얻어진 퇴적환경은 반 심 

호성 내지 심호성 환경이다(Chin， 1994). 그리고 이러한 환경으로 인하여 유기 

물의 함량이 석유 생성에 양호한 정도까지 발달해 있다(Tong et a1., 1990). 그 

러나 ZC 1-2-1공을 제외한 군산분지 내의 5개공 시추 결과는 모두 근원암의 

부재로 석유 발견에 실패하였다. 우선 군산분지 내의 석유 발견에 대한 실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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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인을 분석하면 (1)근원암의 미확인， (2)화산암의 존재 그리고 (3)저류암과 

탄화수소를 집적할 수 있는 집유구조 확보 실패를 꼽을 수 있다. 따라서 군 

산분지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먼저 석유부존의 장애 요소를 

검토하고 이들이 배제될 수 있는 지역을 중심으로 부존 가능성올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군산분지는 호성 퇴적분지로서， 서부소분지， 중앙소분지 및 동부소분지 동 3 

개의 소분지로 구분된다. 그러나 동부소분지는 제 1광구 지역과 제2광구 지역 

으로 구분할 때 제 1광구 지역은 해마공 주변을 제외하고는 대부분이 분지 주 

변부 지역으로써 기반암이 융기되어 제3기 퇴적층이 삭박되고 백악기 및 이전 

퇴적층만이 남아 있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제2광구 지역은 제 371층이 두럽게 

발달하고 있다. 서부소분지 지역은 전반적으로 올리고세 전후의 화산활동이 

백악기 및 저11371 퇴적층을 교란하고 있음이 탄성파 단면상에서 인지되었다(박 

관순 외， 1997). 따라서 제3기 퇴적층은 동부소분지 남부지역 및 중앙소분지 

지역에서 두럽게 발달하고 있다. 시추를 통하여 밝혀진 군산분지 내에서 

근원암이 펼 수 있는 셰일층은 모든 시추공에서 풍부하게 나타나고 있으나 모 

두 적색 셰일층으로 유기물이 산화되어 근원암으로서의 역할을 할 수 없는 것 

들이었다 (한국자원연구소 1997). 이들은 대부분 호수 주변 지역 아니면 천호 

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따라서 유기물이 풍부한 근원암층은 심호성 퇴적 

환경을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화산암의 분포는 분지 형성과 그 변형에 

따른 구조운동의 역사를 추적하고， 또한 탄성파 단면을 비롯한 중력 및 자력 

탐사 자료를 분석함으로써 그 분포 형태를 파악할 수 있었다. 군산분지에서 

나타나는 화산암의 분포 지역은 대체로 분지 경계를 이루는 단층지역에 나타 

나고 있다(한국자원연구소， 1992). 

남서 소분지의 화산활동은 크게 열개작용에 의한 분지 형성기인 백악기 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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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와 열개작용이 종식된 후 올리고세 전후의 것으로 구분된다. 특히 군산분지 

서부 지역에서의 화산활동은 제 1광구 지역보다 제2광구 지역에 많이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Kachi-1공과 IIH-1Xa 공 사이 지 역에 집중적으로 분포한다 (정 

태진 외， 1997). 제1광구 지역의 화산암 분포 특성은 Haema-1공 부근의 기반 

암 융기 지역을 구분하는 단층지역에 대체로 집중된다. Haema-1공 지역은 과 

거 rift shoulder에 해당하였던 지역으로써 올리고세에 들어와서 화산활동이 

다시 재개된 지역으로 판단된다(한국자원연구소， 1997). 

백악기 열개작용에 의하여 군산분지가 형성된 이후 백악기 말의 분지 전역 

에 걸쳐 나타나는 화산 활동은 주로 분지 경계부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연 

구 지역 남측은 분지 경계 단층올 따라서 화산 활동이 인지되는데 주로 백악 

기 말의 화산활동으로 판단된다. 대표적인 예가 잉어 시추공 지역이다. 이 지 

역은 올리고세의 화산활동도 중첩되어 퇴적층의 분석을 어렵게 하고 있다. 

남서 소분지는 화산활동에 의하여 분지 퇴적구조가 교란되어 석유 집적에 유 

리한 퇴적층이 파괴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퇴적 환경의 추적이 가능한 지 

역도 존재하고 있다. 그러나 석유부폰 유망성은 다른 지역에 비하여 떨어친다. 

한편， 팔레오세부터 에오세 중기에 이르는 기간 동안 군산분지 북동소분지 

지역은 광역적인 침강작용에 의하여 점차 확대되었으며 호수의 수위 상승도 

수반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호수면 상승에 대한 증거는 탄성파 층서 가 

운데 에오세 구간에서 인지될 수 있었다. 그러나 분지 주변부인 제 1광구 지역 

은 탄성파 자료의 질이 저급하여 정확한 자료해석이 이루어지지 않았다. 초 

기 에오세 시기는 호수면은 비교적 저수위 상태이었으며 시간이 경과함에 따 

라서 점차 호수면이 상승된 것으로 해석되었다(한국자원연구소， 1997). 한편， 

고생물학적 자료분석에 의하여 밝혀진 고기후는 팔레오세의 고온 건조한 상태 

에서 에오세 중기의 고온다습한 아열대성 기후로 변화하여 석유 생성에 좋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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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을 이루고 있었올 것으로 보인다. 

한편， 호수 규모가 확대되고 수위가 상승함에 따라서 심호성 환경도 형성되 

었다. 또한 호수 중심부에는 저수위 상태에서 집적 발달된 사암으로 이루어진 

호저 선상지의 발달을 기대할 수 있다. 탄성파 단면에서 해석된 deep lake 

지역은 연속성이 좋고 강한 반사 이벤트가 평행하게 발달되고 있음을 보여주 

는데 이로부터 심호성 셰일층의 발달을 예상할 수 있다. 한편 호수면의 계속 

적인 상승은 심호저 지층의 암상올 점차 심호성 셰일층으로 변화시켰으며 이 

러한 셰일층은 근원암과 덮개암의 역할올 동시에 수행 할 것으로 예상한다. 

물리탐사 자료 분석 결과로부터 도출된 화산암 분포 지역을 배제시키고 퇴 

적층 분석으로부터 종합된 고퇴적 환경 자료에 의하여 두터운 심호성 셰일층 

이 집적된 에오세 퇴적층 발달 지역올 석유부존 가능성이 가장 높은 조건으로 

선택한다면 이러한 조건을 가장 만족시키는 지역이 군산분지 동부 소분지의 

측선 86-142 일대 지역이다 (Fig. 7-24). 이 지역에서 석유부존이 가능한 저류 

층은 심호성 호저 선상지로 예상하며. 저류층은 비록 깊은 환경의 사암층으로 

보이지만 중력이동에 의하여 운반된 사암층은 조립질일 것으로 예상하며 공극 

율은 10-20% 정도로써 Illi- lX 공과 대동소이할 것으로 예상한다. 한면 저 

류층은 상하층이 sublacustrine fan의 특성 상， 셰 일층으로 덮 여 있을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집유조건은 양호할 것으로 판단한다. 근원암층은 팔레오세 

및 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층이며 호저 선상지 상부는 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이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예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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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7-24. Seismic profile showing deep lake facies with well stratified strong reflection events. 



第8章 結論

군산분지는 분지 안에 발달된 융기부와 단층에 의하여 남서소분지， 중앙소 

분지 및 북동소분지로 나뉘어 지며， 주로 백악기와 제371 의 육성 쇄설성 퇴적 

물로 충진되어 있다. 다양한 동식물 미화석 연구에 의하면 군산분지는 백악기 

초기에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고제3기 동안에 확장을 거듭한 후 융기되어 광 

역적인 삭박 작용올 받아 분지가 평탄화되었고， 이 위에 신제3기 퇴적층이 형 

성되었다. 퇴적지는 산록 선상지에서 하천 및 얄은 호수 환경까지 다양하다. 

고기후는 건조 기후와 습윤 기후가 반복되는 아열대 기후가 우세한 가운데 신 

제371로 오면서 점차 온대 기후로 전이하는 양상을 보인다. 

Kachi-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2021m - 심도 2017 m 구 

간과 심도 1592 m - 심도 1587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백악기 하성 사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Haem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665 m 

- 심도 1580 m 구간에 발달한 에오세 사암이다. 두 번째 양호한 잠재 저류층 

은 섬도 2325 m - 심도 2240 m 구간에 발달하여 있는 팔레오세 사암이다. 

Ill-I-1Xa공에 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 류층은 심 도 1978 m - 심 도 1969 m 구간 

에 발달한 에오세 하성 사암이다. Ill-I-1X콩의 잠재 저류층은 섬도 1690 m -

심도 1680 m 구간과 심도 1935 m - 심도 189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팔 

레오세 사암층이다. Ing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814 m -

심도 1768 m 구간에 발달한 올리고세 사암이다. 

기존의 시추 구간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거의 전 구간에서 0.5% 이하로 

극히 낮아 모든 석유지화학적 분석 결과의 신빙성을 낮게 한다. 그럽에도 불 

구하고 케로첸의 현미경 관찰， 원소 분석 결과 퉁은 시추 구간에 나타나는 유 

기물들이 타이프 III에 비교될 수 있는 특정들을 보여 준다. 유기물의 열적 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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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도를 확실하게 판단 할 수 있게 하는 지화학적 분석 결과를 얻지 못하였다. 

열분석 ， 원소분석， 비투멘 분석 및 점토 광물의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볼 때 

단지 에오세 지층 구간에서 석유생성대에 진입할 수 있을 것을 추정된다. 

Kachi-l공 지역과 같이 융기가 크게 일어난 지역에서는 백악기 후기 지층 구 

간에서 석유생성대에 진입할 가능성도 보여준다. 낮은 총유기탄소 함량과 함 

께 낮은 석유생성 잠재력은 기존의 시추 구간에서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 

대하기 어렵게 한다. 탄성파 탐사 자료 해석 결과가 기존 시추 구간보다 심부 

에 심호성 퇴적층의 발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석유생성에 유망 

한 유기물의 퇴적이 가능하고， 또 열적 성숙도도 충분할 것으로 예상되므로 

군산분지에서 석유의 부존을 기대할 수도 있올 것이다. 

탄성파， 중자력 및 시추공 자료 해석 결과에 의하면 군산분지에는 고기반암 

에 의하여 분리되어 있는 3개의 소분지 동소분지 중앙소분지 그리고 서소분 

지가 발달하여 있으며 서분지 주위에는 북서-남동 방향의 역단층이 발달하여 

있다. 탄성파 자료해석 결과에 의하면 대부분의 소분지들은 제2광구에 존재 

하며 가장 갚은 분지는 동분지로 깊이는 약 왕복주시 4.5초에 이른다. 소분지 

내에 반지구 및 지구， 경사진 단충 블록 및 리스트릭 단층들이 다수 발달한 

점으로 보아 군산분지에서의 분지 발달은 열개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 

으로 해석된다. 퇴적충 하부에서 반사면의 형태가 불분명하고 분지 최심부까 

지 시추된 시추공이 없어 열개작용이 시작한 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가 없으나 

반지구 내에 퇴적된 퇴적층의 시기， 반사면의 특정 및 리스트릭 단층의 발달 

시기 동을 종합하면 열개작용은 백악기에 시작하여 팔레오세 말에 끝난 것으 

로 사료된다. 

탄성파 자료에서 확인된 부정합면올 시추공 자료와 대비하여 하부로부터 기 

반암 상부면， 팔레오세 상부면， 에오세 상부면， 그리고 마이오세 상부변 동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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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부정합면을 설정하여 퇴적층올 3개의 시뭔스로 분대하였다. 탄성파상 및 

시추공 자료 분석에 의하면， 시뭔스 1 (기반암 상부면-팔레오세 상부면)은 호 

성 환경이， 시뭔스 2 (팔레오세 상부면-마이오세 상부면)는 하성-호성 환경이， 

시뭔스 3 (마이오세 상부면 마이오세 상부면)은 하성 환경이 우세하다. 

구조 및 층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열개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에 지구 또 

는 반지구 내에 퇴적된 시훤스 l의 호성 퇴적물이 중요한 근원암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시훤스 2에서의 하 호성 사암과 시뭔스 3에서의 하 

성 사암이 저류 가능층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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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S 

PLA TE 3-1 to 3-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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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studied Wells. Scale bar is 30 때t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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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 

1. Algae (psilate-thin) 2449a 36.9:109.1 IIC-1X 265m 

2. Miσhystridium 2253a 32.0:110.9 rlli -lXa 735m 

3. Leiosphaeridia 2240a 40.5:113.8 rlli-1Xa 497m 

4. Cucurbitariaceites (?) 2457a 39.8:109.8 IIC-1X 521m 

5. Polypodiisporites 2455b 41.0:99.5 IIC-1X 393m 

6. Sphagnum 2454a 46.5:104.1 IIC-1X 384m 

7. Leptolepidites 2322a 30.5:104.2 Kachi-1 762m 

8. Cyathidites 2475b 42.1:95.6 IIC-1X 991m 

9. Ceratopteris 2457b 28.8:94.3 IIC-1X 52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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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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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2 

1. Dictyophyllidites 2483b 41.4:98.5 IIC-1X 1204m 

2. Deltoidospora 2462a 27.0:97.7 IIC-1X 671m 

3. Lygodium 2485a 36.0:93.5 IIC-1X 1265m 

4. Jam따sporite 2477a 48.8:101.2 IIC-1X 1042m 

5. Trilete spore undet. 2482b 40.0:96.2 IIC-1X 1180m 

6. Klukisporites 2457b 34.2:111.2 IIC-1X 521m 

- 184 -



PLATE 3-2 

- 185 -



PLATE 3-3 

1. Pinus 

2. Tsuga 

2478a 32.3:104.2 

2450b 27.6:99.4 

3. lnaperturopollenites dubius 2460a 35.6:99.2 

4. lnaperturopollenites dubius 2506a 46.8:94.8 

5. Larix/Pseudotsuga 2454a 45.1:103.3 

6. Taxodium h따tus 

7. Taxodium hiatus 

8. Cycadopites 

9. M onosulcites 

2506a 28.2:100.9 

2446a 27.0:112.2 

2480b 30.0:110.5 

2504a 32.1:96.5 

10. Ephedripites hz따ngm따ensis 2485a 29.0:95.6 

11. Ephedripites multicos따tzιs 2485b 34.1:10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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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IC-1X 1073m 

IIC-1X 잃3m 

IIC-1X 625m 

IIC-1X 1870m 

IIC-1X 384m 

IIC-1X 1870m 

IIC-1X 235m 

IIC-1X 1131m 

IIC-1X 1809m 

IIC- 1X 1265m 

IIC-1X 1265m 



PLATE 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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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4 

1. Alnipollenites 2461b 37.5:104.8 IIC-1X 646m 

2. Alnus 2458a 40.0:92.0 IIC-1X 558m 

3. Carpinus 2457b 45.7:101.4 IIC-1X 521m 

4. Myrica 2494a 37.7:99.8 IIC-1X 1512m 

5. Betula 2493b 30.0:100.0 IIC-1X 1앵4m 

6. Til따 2451b 40.9:113.0 IIC-1X 302m 

7. caηa 2457a 38.2:113.1 IIC-1X 521m 

8. Caryapollenites 2498a 39.7:103.3 IIC-1X 1643m 

9. Pterocarya 2457a 44.2:107.1 IIC-1X 521m 

10. Juglans 2446a 27.9:111.1 IIC-1X 235m 

11. Ulmipollenites tricostatus 2475b 27.8:101.7 IIC-1X 991m 

12. Ulmaceae 2447a 43.8:100.4 IIC-1X 241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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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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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5 

1. Fagus 2458a 35.1:110.8 IIC-1X 558m 

2. Quercus 2476a 29.5:101.7 IIC-1X 1015m 

3. Castanea 2455b 43.9:101.9 IIC-1X 393m 

4. Salix 2473b 29.1:94.8 IIC-1X 936m 

5. Euphorbiaceae 2457b 25.2:100.6 IIC-1X 521m 

6. Rhus 2506a 26.5:95.6 IIC-1X 1870m 

7. Rutaceae 2475b 42.1:98.6 IIC-1X 991m 

8. Rosaceae 2449a 32.2:102.9 IIC-1X 265m 

9. Ilex 2457b 31.1:99.3 IIC-1X 521m 

10. Vibumum 2458a 32.6:106.9 IIC-1X 558m 

11. Comus 2477a 46.8:106.4 IIC-1X 241m 

12. Hydrangea 2454a 32.3:112.8 IIC-1X 384m 

13. Saxifragaceae 2459a 38.0:96.8 IIC-1X 576m 

14. C강mellia 2478a 28.5:1æ.6 IIC-1X 1073m 

15. Symplocos 2459a 28.4: 102.8 IIC-1X 576m 

16. Acer 2460a 30.0:112.9 IIC-1X 6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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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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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6 

1. Liquidambar 2454a 27.5:110.8 IIC-1X 384m 

2. Persicaria (mid-focus) 2454a 25.3:106.8 IIC-1X 384m 

3. Persicaria (1ow focus) same specimen as 2 

4. Caryophyl1aceae 2458a 38.2:107.7 IIC-1X 558m 

5. Artemisia 2447a 25.5:104.0 IIC-1X 241m 

6. Gramineae 2447a 29.3:98.2 IIC-1X 241m 

7. Cyperaceae 2506a 32.9:100.8 IIC-1X 1870m 

8. Nymphaea 2447a 30.5:100.8 IIC-1X 241m 

9. Asteropollis 2457b 39.3:108.2 IIC-1X 521m 

10. Trapa medius (polar view) 2455b 37.9:105.1 IIC-1X 393m 

11. Trapa medius (equatorial view) 2457b 39.0:102.9 IIC-1X 521m 

12. Trapa minor 2460a 28.8:102.6 IIC-1X 625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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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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陸上 含油可能益地 解析 昭究

-俠川地域 1次年度-

정태진， 곽영훈， 손진담， 오재호， 봉펼윤， 이호영， 

류병재， 손병국， 권영인， 황인걸， 이영주， 김학주 

Petroliferous Basin Analysis in Hapcheon Area (1) 
T.]. Cheong , Y.H. Kwak , ].D. Son, ].H. Oh , P.Y. Bong , H.Y. Lee, 

B.]. Ryu , B.K. Son, Y. I. Kwon, I.G. Hwang , Y.]. Lee, H.]. Kim 

ABSTRACT 

The Cretaceous Gyeongsang Supergroup consists of more than 9 km 

sequences of sedimentary and volcanic rocks in Hapchon-Changyong-

Euiryong-Haman area and occupies the middle part of the Milyang subbasin. 

The Supergroup can be divided into three groups; Sindong, Hayang and 

Yuchon groups in ascending order. Based on rock color, the Sindong Group 

can be subdivided into Nakdong, Hasandong and Jinju Fonnations. The 

Hayang Group can be subdivided into Chilgok, Silla Conglomerate, H없n와1 

and Jindong Fonnations. The Chilgok Fonnation includes bas려tic lava and 

tuffs in the upper part. The Haman Fonnation has Kusandong tuff (keybed) 

in the uppermost part in the Changyong area, whereas the tuff is intercalated 

below the volcaniclastics in the Haman 따ea. 

The Sindong Group is represented by an alluvial fan (Nakdong and 

Hasandong Fonnations) and fan-delta (Hasandong and Jinju Fonnations) 

system in which the fan apex may have located near the Wugogri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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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nggogri, Y ongjumyun, Hapchungun. Sandstones of the Nakdong and 

Hasandong Fonnations were deposited in braided stream environment, 

whereas the dark gray and reddish mudstones were deposited in floodp1ains 

of a 1arge-scale alluvial fan. The alluvia1 fan prograded into shallow 

1acustrine environment (Jinju Formation) , in which the sandstones were 

deposited in braided stream and depositional 10bes of a fan-de1ta. 

The Chi1gok and Ham뻐 Fonnations are represented by thick red, greenish 

gray and dark gray mudstones, deposited in floodp1ain environment. Variation 

in climate may be responsib1e for the diverse co10r. The Silla Cong10merate 

were deposited in braided streams of an alluvial fan , whereas the thick, dark 

gray and b1ack mudstones (Jindong Fonnation) were deposited in 1acustrine 

envlronment. 

Sandstones of the Sindong and Hayang Groups be10ng to the quartz 

arenite to subarkose, and arkose to lithic arenite respective1y. In Sindong 

Group, sandstones are dominated by quartz grains except the upper part of 

the Jinju Formation. In the Hayang Group, however, feldspathic and 

tuffaceous sandstones are abundant. 

Sand grains are subangular to subrounded and moderately sorted, and 

show chiefly long contact. Primary pores are filled with diagenetic minera1s 

such as calcite, silica and authigenic clay minerals. Dissolution of calcite and 

feldspar a1teration form the minor secondary pores. Reservoir qualities of the 

sandstones are poor with 1ess than 5% of porosity. I1lite crystallinity values 

coπespond to diagenesis or anchizone. The values in the anchizone are 

thought to be caused by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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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1 장 서언 

경상누층군이 발달된 지역에 대한 탄화수소 자원의 부폰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정밀한 연구를 수행하고 있다. 1992년과 1993년 

도에 의성지역， 1994년과 1995년에 진주지역，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대구 일 

대에 분포하는 경상누층군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자원 부존 가능성을 연구한 

바 있다. 1998년부터 2년간은 합천 일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할 예정이며 이 

보고서는 그 1차 연도의 연구 결과이다. 

경상분지에서는 1960년대 이후 층서， 고생물， 암석학 및 유기지화학적 연구 

가 수행되어 왔다 (엄상호 외 ， 1983). 그 결과로 퇴적분지의 규모 및 발달 과 

정， 퇴적환경， 저류 가능 지층의 발달 상태 및 특성 둥이 상당 부분 밝혀진 바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 큰원암， 저류암 및 덮개암이 발 

달될 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는 신동충군 대한 퇴적학적 연구를 위하여 집중적 

인 야외 조사를 수행하였다.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에 대하여 1:20 척도 

의 정밀 수직 주상도를 작성하여 퇴적상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하여 저류 가 

능 사암의 자세한 퇴적작용과 퇴적환경올 유추하였다. 저류사암 외에도 근원 

암 및 덮개암 역할을 할 수 있는 이암에 대해서도 자세한 퇴적작용을 연구하 

였다. 퇴적작용에 영향을 주는 지구조운동， 기후 및 호수면 변화 둥의 요인에 

대한 고찰도 시도하였다. 사암의 저류 조건을 파악하기 위한 암석학적 연구에 

서는 x-선 회절분석과 면광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사암의 구성 성분과 조직， 

속성작용 단계 및 공극의 양상올 연구하였다. 점토 광물의 구성 성분 분석과 

일라이트의 결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속성작용 단계 빛 매몰 심도에 따른 고지 

온 변화를 추정하였다 

경상누층군의 낙동층과 진주층에는 비교적 풍부하게 유기물을 포함하는 세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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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암석들이 발달하고 있어 이들이 근원암의 역할을 할 수 있는 가장 유망한 지 

층으로 과거 연구 결과에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물 함량 분포보다는 

지역 또는 층서 상의 위치에 따라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특별한 변화 경향을 

보이는가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적 성숙도 연구에는 Rock-Eval 

에 열분해 분석과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법 그리고 유기물의 원소분석이 이 

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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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2장 지질 개요 

이번 연구 지역 (합천-창녕-의령-함안 일대 포함)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를 기반으로 하는 백악기 성층암 (경상누층군)과 이를 관입하는 백악 

기 말기의 심성암류와 신생대 처11471 충적층으로 대별된다 (Fig. 2-1). 경상누 

층군의 기반암은 연구 지역의 서부에 분포되며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과 

쥬라기의 화강암으로 구분된다. 화강편마암은 주로 합천군 서부와 산청군 일 

대에 분포되며 쥬라기 화강암은 합천군 대병면 합천댐 일대에 주로 분포된다. 

이번 연구 지역은 경상분지의 남부인 밀양소분지의 중심부에 해당되며 경상누 

층군이 넓게 분포한다. 

경상누층군의 층후는 약 9,000 m로 추정되어 왔으며 동쪽으로 10-15 도의 

경사를 보인다. 합천과 산청에서 의령을 거쳐 함안 창녕으로 가면서 상부층이 

분포된다. 경상누층군은 하부로부터 신동층군 (층후 약 3000m) , 하양층군(약 

4ooom) , 유천층군 (약 2000m)으로 구분되고 다시 신동층군은 암색에 의하여 

닥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하양층군은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그리고 

진동층으로 나뒤어 진 바 있다 (Chang, 1975). 신동층군은 대체로 본 지역 서 

부에서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고 대상으로 분포되는 반면에 하양충군의 분포 

지는 중심부에 광범위하게 발달되는 것이 특정이다. 이는 단사 구조와 아울러 

수직단충 구조에 의하여 지층이 반복되어 나타나는데 기인한다. 유천충군의 

하부를 구성하는 안산암질암류가 연구 지역의 동부에 분포된다. 관입암류는 

대부분이 암주 상의 화강암으로서 연구 지역 도처에서 경상누층군을 관입하여 

열변성대를 형성하고 있다. 하양층군은 하위의 신동층군과는 정합 관계이나 

상위의 유천층군과는 부분 부정합 관계이다. 제4기층으로는 합천군 초계면， 적 

중면 일대에 화강암 분포지를 피복하는 풍화토와 낙동강변의 충적토를 들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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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본 역의 중앙부를 관통하는 남북 방향의 낙동강과 동서 방향의 황강과 

토평천에는 제471 충적층이 분포된다. 주로 모래 사주가 하천에 분포되며 토 

평천에는 우포늪을 위시하여 여러 습지에 빨들이 퇴적되어 있다. 이상과 같은 

연구 지역의 지질 계통은 Table 2-1과 같이 요약된다. 

Table 2-1. Stratigraphy of the Gyeongsang Basin in Hapchon
Changyong area 

BULGUKSA INTRUSlVES 

- Intrusion-

YUCHON VOLCANIC GROUP 

“~ Unconformity ~‘~ 

CRETACEOUS 
HAMAN Fm. GYEONGSANG 

SUPERGROUP HA Y ANG GROUP 
SILLA CONGLOMERATE Fm. 

CHILGOK Fm. 

JINJU Fm. 

~‘Unconformity~‘~ 

JURASSIC BIOTITE GRANITE 

- Intrus Ìün-

PRE-CAMBRIAN MET AMORPHIC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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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3장 층서 

제 1절 신동층군 

l. 낙동충 

본 역에 발달되는 낙동층은 합천군 율옥면， 합천읍， 용주변， 가회면， 삼가면， 

산청군 신퉁면， 신안면 일대에 주로 분포되며 주향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경사는 남동 10-15이다. 층후는 합천도폭 지역에서 약 600 m, 삼가도폭 지역 

에서 약 800 m에 달한다 (장기홍 1966, 강필종과 박석환 1975). 이 층의 하한 

은 변성암류와 쥬라기 화강암과 접하는 부정합면이며 상한은 적색층을 협재하 

는 하산동층의 하한과 동일하다. 구성 암석은 역암， 역질사암， 사암， 이질암， 

용회암， 탄질 세일을 들 수 있다. 기저부에는 역암과 탄질 셰일을 협재하는 

이질암이 발달된다 (Plate 1, photo A). 이질암은 대체로 회색이며 간혹 적갈 

색을 띄는 부분도 나타나나 상위의 하산동층의 적색 실트암과는 현저히 다르 

다. 사암은 역질 사암과 함력 사암이 우세하며 하부대에 많이 나타난다. 역의 

성분은 백색 내지 암회색 규암인 경우가 대부분이며 셰일， 호온펠스， 석영맥， 

편암암질 화강암， 산성 맥암 및 쳐어트이다. 역들은 비교적 잘 원마되어 있어 

서 아원상 내지 원상이 대부분이다. 역의 크기는 직경이 평균 4 cm이나 비교 

적 큰 것들은 10 cm - 20 cm에 달한다. 합천군 용주면 우곡동-방콕동 사이의 

나타나는 최하부 층에는 역의 직경이 최대 57cm에 이르는 것도 나타난다 (장 

기홍 1966). 이러한 거력들은 대부분이 화강면마암이며 이것틀이 놓여있는 편 

상 화강암체에서 유래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장기홍 1966). 

본 층의 하부는 일반적으로 암질의 횡적 변화가 심한데 반하여 상부는 비교 

적 세립 상이고 사암과 실트암이 빈번하다. 사암 단위 층의 두께는 다양하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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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m 내외가 대부분이다. 역질사암 내지 사암 단위 층은 판상 사층리와 깎고 

메우기가 가장 흔하며 분급이 조악하고 기질 우세인 것으로 보아 선상지와 망 

상 하천의 퇴적상으로 해석된다. 합천군 윷콕면 노양리의 본 충 하부 이질암 

에서 공룡뼈 화석이 발견된 바 있다. 

2. 하산동층 

합천군 율독면， 용주변 동부， 대양면 통부， 쌍백면 서부， 삼가면， 산청군 생 

비량면 일대에 주로 분포된다. 적색 실트암이 역질사암과 사암 내에 협재되어 

있으며 층후는 합천도폭 지역에서 600 m, 삼가도폭 지역에 750 m로 기록된 

다. 암질은 기본적으로 낙동층과 유사하나 입도가 보다 세립질이다. 역질암의 

역의 성분도 하위의 닥동충과 유사하나 붉은 색을 띠는 규암역이 대체로 많은 

편이다. 관찰된 최대 역은 직경이 15 cm이고 평균 역은 5 cm이다. 원마도는 

낙동층에 비하여 낮은 편이며 각상 내지 원상이다. 퇴적 구조는 판상 사층리 

와 깎고 메우기 구조가 빈번하며 사암 단위 층의 두께는 1 m 이상의 두꺼운 

편에 속한다. 본 층에 협재된 적색층은 전형적인 경우 연갈색 (5 YR 5/2)내지 

회적색 (lOR 4/2)의 색조를 가진다 (Plate 1, photo B). 적색층의 암질은 실트 

암과 사질 실트암이 대부분이다. 적색층 직하에는 흔히 녹회색 사암 내지 역 

질 사암이 놓인다. 적색층의 두께는 수 m 내지 10 m 정도이며 렌즈 상이다. 

합천읍을 통과하는 단변에서는 9매가 존재하나 다른 단면에서는 적색층이 보 

다 드물게 존재한다. 적색층에는 칼릿체 결핵체가 다량 들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이들 적색층은 사반나 형 아열대 기후 하의 범람원 평원에서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장기홍 1966, 엄상호 외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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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진주층 

합천군 쌍책면， 덕콕면 서부， 초개면， 적중면， 대양면， 쌍백면， 삼가면 동부， 

의령군 대의변에 주로 분포되며 층후는 합천도폭 지역에서 900 m, 삼가도폭 

지역에서 1,450 m에 달한다. 사암과 녹회색 실트암이 상부와 하부에서 우세한 

데 반하여 중부는 흑색 내지 암회색 세일이 우세하다. 역질 사암은 매우 드물 

게 하부에서 발견되나 입도가 낮다. 역의 평균 크기는 2.5 cm이며 발견된 최 

대역은 평균 7cm 정도이다. 중부에 해당되는 덕곡면 율원리 노두에서는 암회 

색 석회질 사암이 발달되며 어란상 조직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보아 이는 호 

수 주변 퇴적상으로 해석된다. 또한 박층의 실트암과 점토암의 호층이 중부에 

서 발달되며 석회질 이암이 발달되는 부분은 용식 작용으로 동굴 (상책변 베 

티 세 일 동굴) 이 형 성 된 부분도 있다 (Plate 1, photo A). 

본 층의 상부 사암 중에는 화산재가 다량 섞여 있는 것이 특정으로 이는 화 

산활동이 진주층 상부 퇴적 기간에 일어났음을 지시하고 있다. 초개면과 적중 

면 일대에는 본 층을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에 의하여 접촉 열변성대를 형성하 

고 있다. 쌍책면 상신리 언덕 마루의 흑색 세일에는 소형의 담수 어류 화석이 

보고된 바 있다 (양승영외 1996). 이외에도 에스테리아， 오스트라코다， 식물화 

석 ， 흔적 화석 퉁이 나타난다. 

제 2절 하양층군 

1. 칠독층 

합천군 덕곡면， 청덕면과 의령군 봉수면， 부림면， 낙서면， 궁유면， 가례면， 화 

정면， 유곡면， 지정면 일대에 널리 분포된다. 낙동강 동편의 창녕군 남지읍 일 

대는 과거 남지도폭 조사시 함안층으로 취급된 바 있으나 1979년 시추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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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칠곡층으로 판명된 바 있다 (엄상호외 1983). 

두께는 400 m - 800 m로 지역에 따라 차이가 많으며 이는 신라역암과의 

경계가 지역에 따라 불분명한데 기인되는 경우도 있다. 하위의 진주충과 달리 

적색충을 협재하며 상위의 신라역암과는 역의 빈도와 크기에 따라 구분되므로 

경계가 모호한 부분이 있다. 본 층의 하부에는 판상 사층리가 잘 발달되는 

역질 사암이 발달되며 사층리의 고수류 방향은 동쪽에서 서쪽으로 향한다 

(Plate 1, photo D). 상부로 가면서 역질 사암의 입도가 커지는 경향올 보이고 

신라역암과는 점이적이다. 덕곡면 학리 장구텀동 도로변 노두 관찰에 의하 

면 약 10미터의 두꺼운 역암층이 발달되고 역암 직하에는 박층의 적갈색 응회 

암이 협재되므로 이를 칠콕층 상한으로 설정하였다. 

본 충은 적갈색 실트암 회색 내지 녹회색 이암， 옹회암질 사암과 화산 기원 우 

세의 역암 내지 역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상부에는 현무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적 

색 실트암에는 석회질 단괴가 빈번히 나타나며 내부에 셉타리안 구조가 보이는 

것도 있다. 창녕도폭 지질도에는 암상으로 취급된 바 있으나 덕곡면 병배동 앞 

강변 채석장 노두에 의하면 현무암의 다공질에 행인상 구조가 잘 발달되며 이는 

방해석과 녹니석 둥이 대부분이다 (Plate 2, photo A). 이는 고령 지역의 청룡사 

화산암 (정태진 외 ， 1997)과 연결되는 것으로 경상누층군 중 최하부 용암층이다. 

칠독층 최하부에는 적색 실트암 상위에 2m 두께의 왕모래 (granule) 역암이 발달 

되는데 이 역암은 주로 핑크색 정장석 입자 (직경 2-4cm)로 이루어져 있고 원마 

도는 각상-아각상에 해당된다. 이는 근거리에 위치한 쥬라기 화강암체에서 유래 

된 것으로 추정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는 벌레 구멍 혼적 화석이 발견된다. 

2. 신라역암층 

분포지는 하위 칠독층과 비슷하며 침식에 강하여 높은 고지에 주로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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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낙동강 주위의 합천군 덕곡면 율지리， 삼학리와 창녕군 이방면 현창리와 

유어면 미구리 일대에도 분포된다. 주향과 경사는 N10-20도E , 10-15도 SE로 

자세를 취하고 있다. 유어변 미구리의 경우 토평천이 낙동강으로 유입되는 지 

역에서 협착부를 이루어 우포늪올 비롯한 여러 개의 소택지를 형성시키는 요 

인이 되고 있다. 본 층은 역암， 역질 사암， 사암과 적색 실트암으로 구성되며 

층후는 400 m에서 100 m로 곳에 따라 차이가 나며 창녕도폭에서는 북에서 

남으로 감에 따라 층후가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역의 성분은 편상 화강암， 화 

강 면마암， 현무암， 안산암， 산성 맥암， 응회암， 염기성 맥암， 규암， 사암， 셰일 

퉁이며 드물게 석회암 역이 들어있다. 역의 크기는 왕모래 (granule)에서 표력 

Cboulder)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고 있다. 그러나 잔자갈 (pebble)과 

왕자갈 (cobble)이 역의 대부분올 점하고 있다. 역의 원마도는 일반적으로 아 

원상에서 원상이 대부분이다. 역암의 기질은 대부분이 응회질이다. 본 층의 기 

저 역암의 역이 직경이 5 cm 정도인데 반하여 상부는 비교적 풍화에 강한 안 

산암과 규암의 역으로 그 최대의 직경이 60 cm에 달하는 것도 있다. 또한 역 

은 대체로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역암층 내에 협재 

되는 사암， 사질 실트암， 이암 층리면에는 많은 연혼과 건열이 발견되며 사층 

리 가 발달한다 (Plate 2, photo B). 

3. 함안층 

본 층은 함안군의 대부분과 창녕군 이방면， 대지면， 유어면， 장마면， 남지읍 

그리고 의령군 중부의 궁유면 유곡면 용덕면과 의령읍 일대에 넓게 분포된 

다. 적색의 실트암이 대부분이고 녹회색 이암과 응회질 사암이 협재된다. 의령 

도폭 지역에서는 화산 쇄설암 멤버가 상부에 놓이며 최대 두께 500 m이고 연 

장이 lOkm에 달한다. 의령도폭 지역에서 함안층의 층후는 약 2600m이고 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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멤버가 분포되지 않는 창녕도폭 지역에서는 약 1500m에 달한다. 실트암 내에 

연흔과 건열이 빈번하며 벌레 구멍의 흔적 화석이 많이 발견된다. 유어면 세 

진리 우포늪 일대에 발달되는 본 층의 중부에는 공룡 발자국 화석이 나타난 

다. 이틀 흔적 화석은 층리면과 아울러 단면상에서 관찰되는데 공룡이 걸어갈 

때 생긴 하중에 의하여 미고결 퇴적 층리가 부서져 있다 (Plate 2, photo C). 

함안군 칠서면 칠서공단 공사장에서도 대량의 공룡 발자국 화석과 새 발자국 

이 산출되고 있다. 본 층 상부에는 재 이동된 결정질 옹회암 (구산동응회암)이 

실트암 내에 협재되는데 두께는 약 2 m로서 연장이 양호하다. 구산동응회암 

은 시간 층서의 열쇠층으로서 창녕군에서는 이방면 대곡리와 대합면 주매리 

와 대지면 본초리를 거치면서 함안층 최상부에 나타나는 반면에 함안군에서는 

상기 화산 쇄설암 멤버의 하위 층준에서 나타난다. 반면에 암층서 기준으로 

나뉘어진 함안층 (적색 우세층)과 진동층 (비적색층)과의 경계는 동시기에 일 

어나는 퇴적상 변화를 말해준다. 즉 함안층의 범람원 퇴적환경과 접하여 진동 

층의 호성 환경 이 같은 시 기 에 병 치 (juxtaposition) 되 었음을 알 수 있다. 

4. 진동층 

본 층은 조사 지역의 동부인 창녕군 대합면， 창녕읍， 영산면， 도천면， 부곡 

면， 길곡면과 함안군 칠북면， 칠원면 일대에 분포하며 암회색 내지 흑색 세일 

과 녹회색 이암이 주이고 세립질 사암과 이회암이 협재된다. 본 층의 두께는 

창녕과 영산도폭 지역에서 2,500 m를 기록한다. 주향과 경사는 북동부의 

N20-40OW, 15-20oNE와 남동부의 N5-700 E , lQoSE로 구분된다. 유천 화산암충 

과 단층으로 접하거나 피복되어 있으며 불국사 화강암의 관입으로 열변성대가 

많이 형성되어 있다. 즉 호온펠스와 처어트질 암석이 넓게 분포하며 높은 지 

형을 형성한다. 부곡온천의 일성 콘도 부근과 고속도로변， 창녕 읍내 도로변 

- 215 -



둥 도처에서 공룡 발자국 화석이 발견된 바 있으며 주로 초식 공룡 sauropoda 

의 발자국이 나타난다. 공룡 발자국이 나타나는 지층은 연혼 (Plate 2, photo 

D)과 물결자국이 같이 나오며 이는 물이 얄은 호수 주변의 퇴적상을 지시한 

다. 

제 3절 유천층군 

본 역의 동부 진동층군 상위에 피복된 화산 기원암류의 복합체로서 층후가 

약 2,000 m로서 안산암과 안산암질 응회암이 대부분으로서 창녕군 성산면， 고 

암면， 부콕변 일대에 분포된다. 영산도폭 (김남장외 1964)의 팔용산 응회암은 

본 층군의 하부로서 주로 녹회색 응회암， 각력암과 적색 응회암， 각력암 그리 

고 이암층이 협재된다. 각력의 크기는 표력에서 잔자갈에 이르기까지 다양하 

며 응회질 역도 상당히 나타난다.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응회암은 각상 내지 

아각상의 조면암질 안산암면과 세립의 화산회가 기질로 채워져 있는 암설 응 

회암 또는 암설 와케이다. 주산 안산암질암은 안산암， 조면암질 안산암， 휘석 

안산암， 함각력 안산암 동으로 구성되어 있고 암색은 암록색이 우세하나 녹색 ， 

암회색 ， 암갈색， 혼잡색 둥으로 잡다하며 산상 역시 용암류， 천부 관입암체 ， 암 

상 등으로 다양하다. 창녕에서 밀양으로 넘어가는 천왕산 고개에는 이암과 사 

암의 호층으로 된 퇴적층이 안산암류 상위에 두껍게 쌓여 있으며 이는 밀양도 

폭의 정각사층에 대비된다. 그러나 대부분이 열변성되어 호온펠스화 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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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4장 퇴적환경 

이번 연구의 대상 지층은 합천-창녕 측선에 발달하는 신동충군의 낙동층 

하산동층 및 진주층， 그리고 하양층군의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및 진동 

층이다. 퇴적학적 연구는 각 층의 특성을 대표하며，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하 

고 신선한 노두가 분포하는 지점에 대해 수행되었다 (Fig. 2-1). 

지층들은 주로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Fig. 2-1), 암상， 퇴적 구조 및 

퇴적체의 지형에 의해 여러 개의 상조합으로 구분된다. 낙동층은 망상 하천에서 퇴 

적된 사암이 우세하며， 하산동층은 망상 하천에서 퇴적된 역암 및 사암 그리고 범람 

원 및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및 흑색 이암이 특정이다. 진주층은 호수 주 

변부 환경에서 퇴적된 회색 및 암회색 이암， 그리고 선상지-삼각주의 망상 하천 및 

퇴적 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역암 및 사암으로 구분된다. 

칠곡층은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및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녹회색 및 

흑색 이암이 우세하며， 신라역암층은 망상 하천 혹은 선상지 환경에서 퇴적된 역암 

및 사암과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으로 특정 지워진다. 함안층은 주로 범 

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이 우세하며 진동층은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흑 

색 이암이 우세하다. 

제 1절 신동층군 

1. 낙동충 

합천지역의 낙동층은 기반암올 이루는 시대 미상의 편마암질의 화강암， 섬 

장암 및 섬록암의 상부에 부정합의 관계를 가지며 분포하고 있다. 합천지역 

에서의 낙동층은 최하부의 일부를 제외하고는 두꺼운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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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흑색의 이암 및 역암이 협재하고 있다. 합천군 용주면 우콕리 및 방콕리 

지역에서는 기반암의 상부에 역암층이 발달되어 있으나， 이 지점을 경계로 남 

북으로 갈수록 역암의 양은 급격하게 줄어든다. 또한 이 지점에서는 상부로 

갈수록 퇴적물의 입자는 감소하나， 이 지점의 남측 및 북측에서는 기반암의 

상부에 이암이 우세하게 발달되어 있고， 사암의 양은 상부로 갈수록 증가하는 

것이 특정이다. 

본 연구에서는 용주-대병 사이의 1026번 지방도 주위에 분포하는 절개지에 발달된 

선선한 노두 중 최하부에서 2개 그리고 하부 지점에서 1개의 노두를 선정하여 정밀한 

주상도를 작성하였다. 

가. 낙동충 기저부 

본 노두는 용주-대병간의 1026번 지방도의 절개지로서 합천군 용주면 황계 

리 황계재에 분포한다 (Fig. 2-1). 황계재의 중턱에서부터 정상까지는 낙동층 

의 경사가 기반암과 낙동층의 경계면의 경계와 유사하여 기반암과 낙동층의 

경계면 관찰이 매우 용이하다. 기반암을 이루는 편마암상의 섬록암은 기복이 

심하며， 이에 의해 도로 절개지를 따라서 기반암과 낙동층 기저부의 퇴적층이 

반복하여 나타나는 양상을 보인다. 낙동충 기저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층 

서적으로 기반암과 낙동층의 경계부에서 약 5m 상위에 위치한다. 

본 노두는 청회색 (medium bluish gray; 5B5/1)을 띠는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쐐 

기형의 사암이 특정이다 (Fig. 4-1). 이암은 괴상이며， 분급이 매우 불량하다. 왕모 

래 및 잔자갈 크기의 역들도 분포한다. 사암은 두께 50 cm - 2 m 내외， 넓이는 수 

십 m 내외의 렌즈형 지형을 보이며， 일부 사암체는 폭이 3m 내외로 매우 좁은 하도 

형의 지형을 보인다 (Fig. 4-1 , arrow 1). 단위 사암층은 괴상 혹은 희미한 층리를 

보이며 상하부의 단위 사암층이 융합 (amalgamated)되어 단위 사암층을 구분 

- 218 -



• 1 

FS CS GR 

Fig. 4-1. Columnar section of the basal part of the Nagdong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see Fig . 2-1 (St: C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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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기 힘든 경우도 있다. 일부 단위 사암층은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하여 사암층 사이 

에 분포하는 이암에 의해 퇴적 단위가 구분되기도 한다 (Fig. 4-1 , arrow 2). 사암은 

분급이 매우 불량하며， 왕모래 및 잔자갈 크기의 역을 포함한다. 역은 각형의 미사장 

석이 우세하며 ， 이는 하부의 섬록암의 조성과 같다. 

본 노두는 기반암의 기복 사이의 요부에 분포하며， 역의 조성이 기반암의 조성과 

같은 점 ， 분급이 불량한 점 둥으로 보아 기반암 사이에 분포하는 요부에 주변의 기반 

암에서 유래된 풍화토가 이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소규모의 하도형의 지형 

을 보이는 사암체는 분급이 불량한 점， 괴상올 보이는 점 둥으로 보아 홍수기 때 형 

성된 소규모의 하도에 쇄설류 혹은 고농축류 (hyperconcentrated flow)동의 퇴적작 

용으로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나. 낙동충 최하부 

본 노두 역시 용주변 황계리의 황계재에 소재하며 ， 층서적으로는 기반암과 

낙동층의 부정합변에서 약 20 m 상위에 해당된다 (Fig. 2-1). 노두의 하부는 

암녹회색， 녹혹색 및 암회색 (5G 2/1, 5Y4!1 , N3)퉁의 색을 띠는 이암 및 이질 

사암 사이에 분포하는 세립 및 극세립의 사암이 특정이다 (Fig. 4-2). 이암 

빛 이질 사암은 괴상이 우세하나 일부 이암에는 엽리가 잘 발달되어 있다.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 엽리를 보이는 극세립 내지 세립 사로 구성되어 있다. 

노두의 상부는 6m 이상의 두꺼운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다 (Fig. 4-2). 단위 

사암층은 주로 괴상， 희미한 엽리 ， 수평 엽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중립 내지 

세립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단위 사암층은 흑색을 띠는 이질의 퇴적물 혹 

은 엽리를 보이는 세립 퇴적물 둥에 의해 구분된다. 사암체의 최상부에는 엽 

리를 보이는 세립 사암이 우세한 점으로 보아 전체적으로 상향 세립화 경향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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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4-2. Columnar section of the lowermost part of the Nagdong 
Formation. For location, see Fig. 2-1 (St: C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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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이는 것으로 해석되며， 그 상부는 두꺼운 암녹회색의 이암이 특정이다. 

노두의 하부에 분포하는 이암은 암회색， 암녹회색 및 녹흑색 풍의 암색올 띠는 점 

으로 보아 습윤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재하는 세립 

사암은 홍수기 때 제방 붕괴 둥으로 인해 범람원으로 유입되는 유수에 의의 뜯어 올 

림 암면으로 구성되어 있다. 기질은 극조립사로 구성되어 있다. 수평으로 배열된 역 

에 의해 수평 층리가 나타나기도 하며， 일부 역의 함량이 적은 부분에서는 기질인 극 

조립사에 수평 충리가 뚜렷이 나타나기도 한다. 노두의 상부에 분포하는 사암체는 하 

부 경계면이 뚜렷하고， 부분적으로 상향 세립화 경횡t올 보이는 점으로 보아 망상 하 

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다. 낙동충 하부 

낙동충의 하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군 용주면 황계리의 하황마을 서 

쪽 300 m 지점에 분포하는 용주-대병간 국도변의 절개지에 위치한다 (Fig. 

2-1). 본 노두의 하부는 수평 충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역질 사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 (Fig. 4-3, aπow 1). 역질 사암의 상부는 역점이 층리를 보이는 

역암이 분포한다 (Fig. 4-3, aπow 2). 역은 주로 아원형의 규암， 반려암， 면 

마암 그리고 아원형 내지 아각형올 보이는 역질 사암 및 사암이 분포한다 

(Fig. 4-3, arrow 3). 노두 하부의 역질 사암은 사층리 및 수평 층리를 보이 

는 점으로 보아 상부 유권 내지 하부 유권 하의 유수에 의해 끌림 작용을 받 

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역점이 충리를 보이는 역암은 내부에 나타나는 

수평 충리， 분급이 양호한 극조립사로 이루어진 기질 둥으로 보아 고농축류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규암， 반려암， 편마암 둥으로 이루어진 

역의 조성은 본 충 하부의 조성과는 다르며， 이는 이 노두의 북쪽 (용주면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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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리 및 방독리 인근 지역)에 분포한 것으로 추정되는 주 퇴적물 공급로를 통 

해 이통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이 역암 및 역질 사암은 선상지 내부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중부는 점이 층리를 보이는 사암올 침식하며 발달된 두꺼운 사암체가 특정 

이다 (Fig. 4-3). 사암은 주로 중립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 수평 엽리 및 사엽리를 보 

인다. 일부 사암에는 엽리변에 발달된 탄질 퇴적물에 의해 엽리 및 사엽리가 나타나 

기도 한다 (Fig. 4-3, arrow 4). 단위 사암층의 융합으로 인해 퇴적 단위를 구분하 

기 힘든 것이 특정이다. 이 사암체는 상향 세립화 경향올 보인다. 이 사암체는 주로 

수명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부 유권 및 하부 유권 하에서 끌림 작 

용을 받아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하부의 침식면 그리고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 

는 점으로 보아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중부는 괴상 혹은 엽 리를 보이는 녹흑색 (greenish black; 5G 2/ 1) 및 녹 

회색 (greenish gray; 5G 4/1 - 5G 6/1)의 이암이 특징이다. 이암 사이에 분포하는 

사암체는 희미한 엽리 및 수평 엽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향 세립 

화 경향을 보인다 (Fig. 4-3). 녹회색 및 녹흑색을 보이는 이암은 습윤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된 것으로 추정된다. 협재하는 사 

암은 홍수기 때 제방 붕괴에 의해 공급되는 유수에 의해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이 

암이 침식되어 형성된 소규모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2. 하산동층 

하산동층은 하부의 낙동층과 정합적 관계로 놓이며， 적색 이암의 첫 출현으 

로 하부의 낙동층과 구분된다. 상부의 진주층과도 역시 정합의 관계로 놓이 

며 ， 적색 이암의 최종 출현으로 상부 경계가 설정된다. 합천지역의 하산동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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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4-3. Columnar section of lower part of the Nagdong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 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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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북쪽의 대구지역 및 남쪽의 진주지역에 비해 적색 이암의 발달이 미약한 

점과 역암이 다량으로 산출되는 점이 특징이다. 본 층에 대해서는 하산동충 

중부의 2개 노두를 정밀히 기재하였다. 

가. 하산동충 중부 

하산동충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읍 남측에 소재하는 정양 저수지 

동측의 절개부에 위치한다 (Fig. 2-1). 노두의 하부는 괴상 및 수평 층리를 

보이는 역암 및 역질 사암， 그리고 괴상， 수평 충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4). 역암 및 역질 사암에는 녹회색 이암으로 이 

루어진 튿어 올림 역편이 흔히 관찰된다 (Fig. 4-4, arrow 1). 역은 하부의 

낙동충과 같은 원형 내지 아각형의 규암이 우세하다. 극조립사의 기질에 역 

지지 혹은 기질 지지의 조직을 보인다. 일부 역암은 하부의 역질 사암을 침 

식하여 하도형의 지형을 보이며， 침식곡에는 수평 충리를 보이는 역암이 퇴적 

되 어 있다 (Fig. 4-4, 따row 2). 

노두의 중부는 저각도로 기울어진 성층 ( stratified)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이 분 

포한다 (Fig. 4-4). 이 역암 및 사암체는 하부의 역암체를 저각도로 침식하고 있다 

(Fig. 4-4, arrow 3). 노두의 상부 역시 성충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일부는 괴상 및 사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Fig. 4-4). 역암충 내에는 수명 

적 연장성이 불량한 녹회색의 이암이 협재한다.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충은 주로 괴상， 성층 및 사충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 

부 유권 혹은 하부 유권 하의 유수에 의해 끌림 작용올 받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역암 및 역질 사암은 하부의 침식변， 저각도 사층리 둥으로 보아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협재하는 이암은 습윤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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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4-4.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Hasandong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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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된 것이거나， 하도 환경에서 일시적으로 퇴적된 것이 다음 홍수기에 침식되어 수 

명적 연장성이 불량한 상태로 산출된 것으로 추정된다. 역의 조성은 하부의 낙동층과 

유사하며， 이는 이 망상 하천이 용주면 우곡리 및 방곡리 인근 지역에 주 하도가 분포 

하는 선상지의 일부인 것으로 추정된다. 

나. 하산동충 중부 

하산동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읍 남측에 소재하는 정양 저수지 

동측의 절개부에 위치하며， 층서적으로는 상기한 하산동충 중부의 노두에서 

약 50m 상위에 해당된다 (Fig. 2-1). 본 노두의 하부는 두꺼운 녹회색의 이 

암으로 특정 지워진다 (Fig. 4-5). 이암은 주로 괴상이며 일부는 엽리를 보이 

기도 한다. 탄산염에 의한 교결 작용을 받은 단괴가 흔히 관찰된다. 이암층 

의 상부는 이암을 침식하며 발달된 두꺼운 사암체로 특정 지워진다 (Fig. 

4-5). 단위 사암층은 괴상이며， 상하부의 단위 사암층은 융합되어 그 경계를 

확인하기가 힘들다. 그러나 일부에서 단위 사암층의 경계가 저각도로 기울어 

진 것이 확인된다. 사암체의 상부에 해당되는 단위 사암층에서는 상부로 가 

며 퇴적물의 입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사암체의 상부는 두꺼운 이암 

이 분포한다 (Fig. 4-5). 이암은 사암체 하부와 같이 녹회색을 띠며， 괴상 및 

수평 엽리를 보인다. 탄산염에 의한 교결작용올 받은 단괴가 흔히 관찰되며， 

괴상의 극세립 사암도 나타난다. 사암체 상하부의 이암은 범람원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는 하 

부의 침식변， 상향 세립화 경향 및 저각도 사층리 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굴옥 하천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중부는 13 m 이상의 두께를 가지는 두꺼운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다 (Fi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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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5.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Hasandong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see Fig. 2-1 (St: C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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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5). 이 사암체는 주로 융합된 괴상의 단위 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희미한 층 

리， 수평 충리 및 사충리도 혼히 관찰된다. 일부 사암은 침식되고， 침식면에 역암이 

곡사충리를 보이며 배열된 것이 확인되며， 이는 소규모 하도의 하부에 분포하는 잔류 

퇴적물(lag deposit)로 해석된다 (Fig. 4-5, arrow 1). 층리변에 수명으로 배열된 녹 

회색 혹은 혹색의 이암으로 이루어진 튿어 올림 역면에 의해 수명 층리 및 사층리가 

확인되기도 하며， 탄질 퇴적물에 의해 사층리가 확인되기도 한다. 사암체의 중부에는 

두께 10 cm 내외의 이암 및 사암의 교호충이 확인된다 (Fig. 4-5, aπ'Ow 2). 이 사 

암체 내에는 뚜렷한 상향 세립화 경향은 확인되지 않으나 침식면을 경계로 부분적으 

로 상향 세립화 경향이 나타나며， 사암체 내부에 잔류 퇴적물에 의한 콕사층리 둥이 

확인되는 점으로 보아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 내부에 

분포하는 이암 및 사암의 교호층은 범 람원 환경 혹은 망상 하천 내에 분포하는 

inactive bar의 상부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체의 상부는 사암과 이암의 교호층이 분포한다 (Fig. 4-5). 사암 및 이암의 

교호층 상부에는 하부의 층을 침식하며 발달된 두꺼운 사암층이 분포한다 (Fig. 4-5). 

이 사암은 상부로 갈수록 이질 퇴적물이 증가하여 퇴적물의 입도가 감소하며， 부분적 

으로 탄산염에 의한 교결을 받았다 (Fig. 4-5, aπow 3). 사암층의 상부는 두꺼운 

이암으로 특정 지워진다. 이암은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 4/1), 회적색 

(grayish red; 5R4/2) , 갈회색 (brownish gray; 5YR 4/1) 동의 다양한 암색을 가진 

다. 주로 괴상이나 일부에서는 수평 엽리가 발달하기도 한다. 탄산염에 의한 교결작 

용을 받은 단괴가 혼하며 일부 이암은 생교란을 받았다. 괴상의 극세립 사암이 협재 

하기도 한다. 이암의 상부는 수평 엽리 및 사엽리가 발달된 사암체가 분포한다 (Fig. 

4-5). 이암은 적색 내지 암녹회색의 다양한 암색올 보이는 점으로 보아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혹은 습지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협재하는 극세립 사암은 홍수기 때 제방 붕괴로 인해 범람원 환경으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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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되는 유수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3. 진주충 

진주층은 주로 회색 및 암회색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의 

하산동층과는 적색 이암의 최종 출현으로 구분된다. 진주층의 사암체는 수평 

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노두에서 판상 로브상 혹은 하도상의 외형올 보이 

며， 상향 조립화 및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는 신선한 노두 

가 잘 발달되어 있는 진주층 중부 및 상부에서 각각 1개의 노두를 정밀히 기 

재하였다. 

가. 진주충 중부 

진주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군 초계면 정곡리의 정곡저수지 동 

측에 도로공사로 절개된 지역에 위치한다 (Fig. 2-1). 이 노두는 13개의 상향 

조립화 및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 및 이암체로 구분되며， 편의상 이 

를 Unit 1 - Unit 13으로 명 명 하였다 (Fig. 4-6). Unit 1의 하부는 두꺼 운 암 

회 색 (dark gray; N3) 내 지 흑색 (grayish black; N2)을 띠 는 이 암 빛 이 질 사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6). 이암 및 이질 사암 내에는 앓은 이막이 분 

포하며 ， 일부 이암은 엽리를 보이기도 한다. 일부 이암은 퇴적 동시성 교란을 

받았다 (Fig. 4-6, arrow 1). 이암 사이에는 ‘ 괴상 및 점이 층리를 보이는 세 

립 내지 극세립 사암이 협재한다. 이암의 상부는 두꺼운 괴상의 사암으로 특 

정 지워진다. 사암의 하부에는 불꽃 구조 (f1ame structure)가 나타난다 (Fig. 

4-6, arrow 2). 세립 사암의 상부에는 두꺼운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역질 사 

암이 분포한다. 이 역질 사암의 역은 아원형 및 원형의 규암이 우세하다. 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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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6.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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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사암의 상부는 조립질 성층 사암이 분포한다 (Fig. 4-6). 성층 사암의 상부에는 

담흑색 (olive black; 5Y 2/1)올 띠는 괴상의 이암과 괴상 내지 희미한 층리를 보이 

는 사암의 교호로 특정 지워진다 (Fig. 4-6). Dnit 1은 전체적으로 상향 조립화 -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Fig. 4-6). Dnit 1의 하부에 분포하는 흑색 이암은 호수 환 

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하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괴상 및 점 

이 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홍수기 때 밀도가 큰 유수가 호수로 유입되면서 저층류 

를 형성하며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는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퇴적 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호수로 

유입되는 하천수는 호수 입구에서 매우 급격히 유속이 감속하므로 푼짐으로 운반 

된 사질 퇴적물은 매우 빠른 속도의 침전되어 두꺼운 괴상의 사암이 퇴적되게 된 

다. 급격한 퇴적의 결과 불꽃 구조도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역질 사암 내에 

분포하는 역의 조성은 하부의 하산동층과 유사하며， 이는 합천군 용주변 우곡리 및 

방곡리에 점점이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선상지의 역암 조성과 유사하다. 따라서 

이 사암체는 선상지 퇴적물이 직접 호수로 공급되는 선상지 삼각주 퇴적층으로 해 

석된다. 

Dnit2는 두께 약 4m 정도의 두꺼운 사암층으로 특정 지워진다 (Fig. 4-6). 이 

사암층은 하부의 이암을 침식하며 사암층 내에는 희미한 층리 및 사층리가 나타난 

다 (Fig. 4-6). 이 사암층의 상부는 담회 색 (olive gray; 5Y 4/1)의 괴상 이 질 사암 

과 희미한 층리， 수평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사암층의 교호로 특징 지워진다 

(Fig. 4-6). 이 사암체는 뚜렷한 상향 조립화 내지 세립화 경향은 보이지는 않으 

나， 하부의 침식면， 주로 괴상， 수명 층리 및 사층리 동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선상지-삼각주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 

의 담회색 이암은 호수 주변부의 삼각주 평원 (d리ta plain)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 

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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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nit 3의 하부는 암회 색 (dark gray; N3, medium dark gray; N4)의 이 암과 암 

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Y 4/1)을 띠는 실트스톤 내지 극세립 사암의 교호 

로 특정 지워진다 (Fig. 4-6). 이암， 실트스톤 및 극세립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 

엽리를 보인다. Unit 3은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인다 (Fig. 4-6). 상향 조립화 경 

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Unit 3은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 전변에 분포하 

는 퇴적 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4는 하부의 이암 및 사암을 

침식하며 발달한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에 의해 구분된다 (Fig. 4-6). 이 사암체는 

수평 엽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나， 융합되어 각각의 단위 사암 

층을 구분하기 힘들다. Unit 4는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하부의 침식면， 상 

향 세립화 경향 등으로 보아 이 사암체는 삼각주 평원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Unit 5와 6은 두께 1 m 내외의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체로 

특정 지워진다 (Fig. 4-6). 이암은 암흑색 (grayish black; N2)을 띠는 이압 박막과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Y 4/1)을 띠는 이질 사암 내지 실트스톤 층의 교 

호로 특정 지워진다. 사암은 괴상 혹은 수평 엽리를 보인다.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Unit 5와 6은 호성 선상지 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퇴적 로 

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7의 하부는 암녹회 색 (5GY 4/1)을 띠는 이질 사암과 협 재하는 이 암 박층으 

로 특정 지워지며 그 상부는 암회색 (medium dark gray; N4)올 띠는 두꺼운 괴상의 

이암으로 구성되어있다 (Fig. 4-6). 이질 사암의 상부는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극세 

립 및 중립 사암으로 구성되며， 사암의 상하 경계는 불분명하다. Unit 7은 전체적으 

로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퇴적 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8은 하부의 사암을 침식하며 발달된 두 

꺼운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6). 이 사암은 삼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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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평원에 분포하는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9 역시 상 

향 조립화-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괴상， 수평 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체 

가 특징이며， 이는 삼각주의 전면에 분포하는 퇴적 로브 혹은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10, 11 , 12 및 13은 두께 1 m 내외의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 

체로 특징 지워지며 (Fig. 4-6) , 이 역시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의 퇴 

적 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Unit 13의 상부는 두꺼운 흑색 

(grayish black; N4) 및 암회 색 (medium dark gray; N4)올 띠 는 이 암 빛 이 

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암 및 이질 사암에는 이암 박막 및 실트스톤 

박막이 분포한다. 일부 이암 박막은 엽리를 보이기도 하며， 이질 사암 내지 

실트스톤은 괴상， 수평 엽리를 보인다. 협재하는 사암은 주로 극세립 사로 구 

성되어 있으며， 괴상 혹은 수평 엽리를 보인다 (Fig. 4-6). 이암은 호성 환경 

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이고， 이암 내에 분포 

하는 실트스톤은 홍수기 때 호수 환경으로 유입되는 퇴적물을 다량으로 함유 

한 유수가 저층류를 이루며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협재하는 사암 역시 홍 

수기 때 저층류로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나. 진주충 상부 

진주층 상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군 쌍책변 죽고리에 소재하는 쌍책 

농공단지 동측의 채석장에 소재한다 (Fig. 2-1). 본 노두의 하부는 두꺼운 역 

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의 교호로 특정 지워진다 (Fig. 4-7). 역암 및 역질 사 

암은 수평 층리 및 사층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 흑색 세일로 이루어진 뜯어 

올림 역편이 층리면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수평 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기도 한 

다. 역질 사암의 일부는 저각도 사층리를 보인다 (Fig. 4-7). 단위 역암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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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7. Columnar sec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Jinju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 see Fig. 
2-1 (St: C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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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질 사암충은 융합되어 퇴적 단위를 구분하기 힘들다. 일부 단위 역암층의 

하부에는 침식면이 분포한다 (Fig. 4-7, arrow 1). 역은 원형 혹은 아각형의 

화산암 및 규암이 우세하다. 규암이 분포하는 점은 퇴적물의 주 공급 통로인 

합천군 용주변 우곡리 및 방곡리에서 기인한 선상지가 진주층 상부의 퇴적충 

올 형성한 시기까지도 빠른 속도로 전진하였음올 의미한다. 그러나 화산암으 

로 이루어진 역이 다량으로 산출하는 점은 퇴적물 주 공급지에서의 조구조 운 

동이 있었거나 혹은 화산활동이 있었음올 의미한다. 역암 및 역질 사암은 수 

평 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부 유권 혹은 하부 유권 하에서 

끌림 작용올 받아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퇴적상 및 내부의 침식면으로 보 

아 이 역암 및 역질 사암체는 선상지의 말단 부분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으로 

추정 되 며 , 역 암 및 역 질 사암체 상부의 녹흑색 (greenish black; 5GY 2/1)의 

이암은 얄은 호수 혹은 삼각주 평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므로， 이 

퇴적체는 선상지-삼각주 평원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중부는 조립질 내지 세립질의 사암체와 협재하는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7). 이암은 녹흑색 (gree띠sh black; 5GY 2/ 1),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Y 4/1) 및 암회색 (dark gray; N3)올 띠며， 괴상 혹은 수평 엽리를 보인다. 

사암체에는 괴상， 수명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체가 융합되어 있으며， 층 

리변에 평행하게 배열된 튿어 올림 역편， 왕모래 크기의 사암 입자 퉁에 의해 층리가 

발달하기도 한다 (Fig. 4-7). 일부 이암은 생교란을 받았으며， 사암 및 이암의 경계 

부분에서는 퇴적 동시성 교란에 의한 구조도 확인된다 (Fig. 4-7, arrow 2). 이암은 

삼각주 평원의 범람원 혹은 얄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사암은 수평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상부 

유권 혹은 하부 유권 하의 유수에 의해 끌림 작용을 받아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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뚜렷한 상향 조립화 및 세립화 경향이 확인되지는 않으나， 이 사암층은 삼각주 평원의 

하도 혹은 얄은 호수에서의 퇴적 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상부는 두꺼운 이암 및 이질 사암 사이에 협재하는 사암체가 특정이다 

(Fig. 4-7). 이암 및 이질 사암은 녹흑색 (greenish black; 5GY 2/1)을 띤다. 협재 

하는 이암 박막에 의해 층리가 나타나기도 한다. 사암은 주로 괴상이나， 수평 엽리 

및 사엽리도 흔히 관찰된다 (Fig. 4-7). 일부 이암 및 사암은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인다.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은 호수 환경으로 전진하는 삼각주 

의 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암은 주로 얄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노두의 상부는 두께 20 m 이상의 두꺼운 역암 및 역질 사암체로 

특정 지워진다 (Fig. 4-7). 역질 사암은 하부의 이암을 침식하고 있으며， 주로 수평 

층리를 보인다. 역암은 주로 수평 층리 및 사층리를 보인다 (Fig. 4-7). 이 역암 및 

역질 사암체는 본 노두 하부의 역암 및 역질 사암체와 유사한 선상지 삼각주의 명원 

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제 2절 하양층군 

1. 칠독충 

하양충군의 하부에 해당되는 칠곡층은 진주층의 상부에 정합적으로 놓이며 ， 

진주층과의 경계는 적색 이암의 첫 출현으로 구분된다. 하양충군은 하부의 

신동층군에 비해 옹회질 사암이 우세하며， 이에 의해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이 

구분되기도 한다. 본 연구에서는 이와 같은 경계를 관찰하기 용이한 진주층 

과 칠곡층의 경계 지점에서 1개의 노두를 정밀히 기재하였다. 

가. 칠곡충 최하부 (진주충-칠곡층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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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주층과 칠곡층의 경계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군 쌍책면 다라리 인근 

지역의 황강변 절벽에 위치한다 (Fig. 2-1). 진주층의 최상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의 하부는 암녹회 색 (dark greenish gray; 5GY 4/1)을 띠 는 두꺼 운 이 암 

으로 특정 지워진다 (Fig. 4- 8). 암녹회색의 이암 상부는 녹회색 (greenish 

gray; 5GY 6/1)을 띠는 괴상의 이질 사암이 분포하며 이질 사암 사이에는 괴 

상의 응회질 사암 수매 분포한다 (Fig. 4-8). 이질 사암 및 사암의 교호층 상 

부에는 회적색 (grayish red; 5R 4/2)을 띠는 이질 사암이 분포한다 (Fig. 4-8, 

arrow 1). 회적색의 이질 사암 내에는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사암이 분포 

한다 (Fig. 4-8, arrow 2). 이 이 질 사암층은 적 색 의 이 암 첫 출현으로 경 계 

지워지는 진주층과 칠독층의 경계가 된다. 그러나 하부의 암녹회색 이암 상 

부에 분포하는 응회질 사암은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의 경계가 되므로 진주층 

및 칠곡층의 경계가 되기도 한다. 

회적색의 이질 사암 상부는 두께 2.5 m 이상의 두꺼운 성층 사암이 분포하며， 성 

층 사암 사이에는 두께 2.5 m 정도의 안산암질 맥암이 관입하였다 (Fig. 4-8, arrow 

3). 성층사암 내에는 두께 5 cm 내외의 세립 내지 극조립 사암， 역질 사암 및 역암 

층이 교호하며， 층리면에 수명으로 배열된 튿어 올림 역편도 흔하다. 성층사암의 상부 

는 회적색을 띠는 이질 사암이 분포하며 이는 상위의 성층 사암에 의해 심하게 침식 

되었다 (Fig. 4-8, arrow 4). 성층 사암의 상부에는 적색 이암 그리고 그 상부에는 

중립사로 이루어진 성층 사암이 분포한다 (Fig. 4-8, arrow 5). 성층 사암은 내부에 

두께 5 cm 내외의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세립 내지 극세립 사암， 역암층이 교호 

하는 점으로 보아 유속의 변화가 심한 판류 혹은 고농축류에 의해 운반된 것으로 추 

정된다. 협재하는 적색 이암은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 

석된다. 

성층 사암의 상부에는 적색 (blackish red; 5R 2/2) , 암녹회색 (dark green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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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8. Columnar section of the lowermost part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location , see Fig . 2-1 (St: C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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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5GY 4/ 1) 및 녹회색 (greenish gray; 5GY 6/1)동의 다양한 암색올 가지는 이 

암 및 이질 사암이 분포한다 (Fig. 4-8). 이암 빛 이질 사암 내에는 칼리쉬 단괴도 

혼하다. 협재하는 사암은 주로 세립 내지 극세립이며， 이는 범람원 환경에 홍수기 때 

제방 붕괴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2. 신라역암충 

칠곡충 상부에 정합적으로 분포하는 신라역암층의 하한과 상한은 역암 및 

역질 사암의 왕성한 출현 및 최종 출현으로 특정 지워진다. 본 충의 충후는 

연구 지역에서 약 700 m 정도이며， 주로 역암， 역질 사암， 사암 및 적색 이암 

으로 이루어져 있다. 본 연구 지역에서는 신라역암충 하부의 1개 노두에 대 

하여 정밀한 기재를 하였다. 

가. 신라역암충 하부 

신라역암층 하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합천군 청덕면 삼학리에 소재하는 

구슬고개 인근 지역의 절개면에 위치한다 (Fig. 2-1). 노두의 하부는 괴상 및 

희미한 층리를 보이는 사암 및 역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9). 사 

암 및 역질 사암에는 적색올 띠는 이암 역편이 혼하며， 충리면에 수평으로 배 

열되어 있기도 한다. 이암 박층과 수평적 연장성이 양호한 역암 박층도 협재 

한다 (Fig. 4-9, aπow 1). 사암 및 역질 사암의 상부는 괴상， 수명 엽리 및 

사엽리를 보이는 세립 내지 극세립 사암이 분포한다 (Fig. 4-9). 사암 내에는 

앓은 회적색 이암이 협재하며 ， 이암 주위에는 생교란 혼적도 관찰된다 (Fig. 

4-9, aπow 2). 극세립 사암의 상부는 두꺼운 괴상의 사암이 분포하며， 이 사 

암은 상부의 성층 역암에 의해 심하게 침식되었다 (Fig. 4-9, 따row 3). 침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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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9. Columnar section of the lowermost part of the Silla 
Conglomerate.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 t. For 
location, see Fig. 2-1 (St: C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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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을 채우는 역암 내에는 수평적 연장성이 불량한 두께 수 cm 내외의 점이 

층리를 보이는 사암이 분포한다 (Fig. 4-9, arrow 4). 역은 안산암질의 화성 

암이 우세하며， 규암 및 면마암도 미량으로 존재한다. 침식면의 상부에는 괴 

상 및 성충 구조를 보이는 역암， 역질 사암， 사암이 교호하며， 앓은 적색 이암 

도 협재한다 (Fig. 4-9). 역암충은 하부의 사암 내지 역질 사암을 침식하며， 

수평으로 배열된 적색의 뜯어 올림 역편도 혼하다 (Fig. 4-9). 노두의 상부에 

사충리를 보이는 역암이 분포하며， 이 역암은 하부의 사암을 심하게 침식하였 

다 (Fig. 4-9, arrow 5). 역암의 상부 역시 괴상， 수평 층리 및 사층리를 보이 

는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의 교호로 특정 지워진다 (Fig. 4-9). 주로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으로 이루어진 본 노두는 역암 하부의 침식면， 성층 및 사 

층리를 보이는 퇴적 구조， 분급이 상대적으로 양호한 점으로 보아 상부유권 

및 하부 유권 하의 유수에 의해 끌림 작용을 받아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도형의 침식면이 혼한 점으로 보아 이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은 망상 하 

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의 신동충군에 비해 화산암 역이 

많은 것은 퇴적물의 근원지에서의 화산활동을 지시할 수도 있다. 

3. 함안충 

함안층은 합천-창녕지역에서 최대 두께가 약 1500 m에 달하며， 주로 적색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이암은 회색 및 흑색올 띠며 옹회질 사암도 

협재한다. 연구 지역에서 본 층은 합천-창녕간의 24번 국도변에 잘 발달하고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함안충 중부의 노두 1개를 정밀히 기재하였다. 

가. 함안충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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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안충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창녕군 유어면 유장리에 소재하는 24번 

국도변의 채석장에 위치한다 (Fig. 2-1). 노두의 하부는 두꺼운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Y 4/2) 내 지 암회 색 (medium dark gray; N4)올 띠 는 

사질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10). 사질 이암 내에는 두께 1 mm 내 

외의 이암 박막이 분포하며， 일부 이암은 탄산염에 의해 교결되어 단괴의 형 

태로 분포한다 (Fig. 4-10, arrow 1). 이 암 내 에 는 두께 0.5 cm 정 도의 앓은 

웅회 질 사암이 분포한다 (Fig. 4-10, arrow 2). 사질 이 암의 상부는 수평 엽 

리를 보이는 옹회질 사암이 분포한다 (Fig. 4-10, arrow 3). 이 용회질 사암 

은 수평 엽리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분출된 화산재 퇴적물이 홍수기 때 재동 

되어 범람원 환경으로 이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웅회질 사암의 상 

부는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4/1)올 띠는 괴상의 이질 사암이 분포 

하며， 그 상부에는 암적색의 이암 면올 다량으로 함유한 이질 사암이 분포한 

다 (Fig. 4-10, arrow 4). 이 이 질 사암에 는 옹회 질 사암이 다량으로 함유되 

어 있으며， 이는 분출된 화산재 퇴적물이 홍수기 때 고농축류의 형태로 범람 

원으로 이동되면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응회질 이질 사암의 상부는 매우 두꺼운 괴상의 암녹회색 이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10). 이질 사암의 상부는 회적색 (grayish red; 5R4/2)을 띠는 이암과 

극세립 내지 중립질의 사암이 교호하는 것이 특정이다 (Fig. 4-10, arrow 5). 이암은 

주로 괴상이며， 생교란 혼적 화석도 혼하다. 층리면에는 건열이 혼히 나타난다. 교호 

하는 사암은 두께 1 - 5 cm 정도의 극세립 내지 중립사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로 괴 

상이나 일부 사암은 수평 엽리를 보인다. 적색 이암은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 

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사암은 홍수기 때 제방 붕괴로 범람원 환경으로 유입되 

는 유수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노두의 상부는 두꺼운 암녹회색 (dark greenish gray 5G4/1) 내지 암회색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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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0.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Haman 
Formation. Arrowed features are described in the text. For 
location, see Fig. 2-1 (St: C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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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y; N3)을 띠는 괴상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10). 이 이암은 습윤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 혹은 얄은 호수 환경에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하면 

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4. 진동충 

진동층은 주로 암회색 및 흑색 세일(혹은 이암)과 실트스톤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녹회색 혹은 회색의 세립 사암이 협재하나 그 양은 극히 미미하다. 

심성암체 주위에서는 열변성 작용을 받아 규화된 곳이 도처에서 관찰된다. 

본 연구에서는 진동층 중부에 해당되는 1개 노두를 1:10 척도로 정밀히 기재 

하였다. 

가. 진동충 중부 

진동층 중부에 해당되는 본 노두는 경남 창녕군 대지면에 소재하는 창녕 

IC 인근 지역의 절개지에 위치한다 (Fig. 2- 1). 본 노두의 하부는 암회색 내 

지 흑색 (medium dark gray; N4 - grayish black; N2)을 띠 는 사질 이 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11). 사질 이암은 주로 괴상이며， 앓은 이암 박막에 의 

해 층리가 확인되기도 한다. 일부 사질 이암은 생교란을 받았다. 이 사질 이 

암은 호수 환경에서 홍수기 때 뜬짐으로 운반된 세립 퇴적물이 급격히 침전되 

면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암 박막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물의 공급이 

적은 시기에 매우 느린 속도로 세립 퇴적물이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 

된다. 

노두의 상부는 두꺼운 암회색 (dark gray; N3)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4-11). 이암은 1 mm 내외의 두께를 가지는 이암 박막과 5 mm 이내의 두께를 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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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11. Columnar section of the middle part of the Jindong 
Formation. For location, see Fig. 2-1 (St: C1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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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이질 사암 혹은 실트스톤 박층의 교호로 특정 지워지며， 일부 이암은 탄산염에 

의한 교결을 받았다. 이암 박막은 주로 괴상이나 수평박리도 확인되며， 이질 사암 및 

실트스톤 박막은 괴상， 수평 엽리 ， 점이 층리를 보이기도 한다. 이암 박막은 퇴적물 

공급이 적은 시기에 세립 퇴적물이 매우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 

된다. 이질 사암 및 실트스톤 박막은 홍수기 때 뜬짐으로 운반된 세립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침전되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수평 엽리를 보이는 이질 사암 

및 실트스톤 박층은 저층류에 의해 끌림 작용을 받았을 가능성도 제시한다. 

제3절 퇴적 환경 종합 

합천지역의 신동층군은 대구지역 및 진주지역에 비해 하산동충 내에 적색 

이암이 적게 발달하고 있으며， 하산동층 및 진주층에 조립질 퇴적물이 흔한 

것이 특정이다. 낙동층은 주로 망상 하천에서 퇴적된 사암이 우세하며 ， 하산 

동층은 망상 하천에서 퇴적된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이 우세하다. 하산동층 

의 이암은 적색， 녹회색 및 암회색 둥의 암색을 띠며 ， 이는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혹은 습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층은 호성 삼각주 

의 평원 및 전변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 및 퇴적 로브 환경에서 형성된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이 우세하며 ， 이암은 삼각주 평원 및 전면 환경에서 퇴적된 

암녹회색 및 흑색의 이암이 우세하다. 

낙동층 기저부의 합천군 용주변 우곡리 및 방곡리 일대에서는 역암층이 우세하게 

발달하고 있으나 그 남측 및 북측에서는 역암의 발달이 미약하다. 이와 같은 암상의 

분포는 용주면 우곡리 및 방곡리 일대가 선상지의 정점이었음올 지시한다. 선상지가 

성장함에 따라 우곡리 및 방곡리의 남북측 지역에서는 상부로 갈수록 사암 및 역암의 

양이 증가하는 상향 조립화 경향이 나타난다. 하산동층은 이 선상지 내에 발달된 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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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역압， 역질 사암 및 사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 

지역 및 대구지역에 비해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이 상대적으 

로 적은 점도 선상지에서 양호하게 발달된 하도의 영향이 우세하였음을 지시한다. 진 

주층 역시 이 선상지가 호수로 전진하면서 형성된 선상지-삼각주 퇴적계로 추정된다. 

따라서 진주층에는 선상지-삼각주의 평원 및 전면의 망상 하천 및 퇴적 로브 환경에 

서 형성된 역암， 역질 사암 및 이암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된다. 진주지역 및 대구지 

역에 비해 흑색을 띠는 호성 이암의 발달이 미약한 점도 선상지에서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기 때문에 심호성 환경의 발달이 미약하였고 이에 따라 호수 주변부 환경이 

오랜 기간 동안 지속되었기 때문으로 추정된다. 

신동층군과 하잉풍군의 경계는 진주층 상부의 적색 이암 첫 출현 및 응회질 퇴적 

물의 급격한 증가로 특정 지워진다. 하양층군의 하부인 칠곡층은 적색 내지 암회색 

의 이암이 우세하며 이는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및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신라역암층은 판형 및 하도형의 역암 및 사암이 우세하며 이는 선상지 혹 

은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함안층은 적색， 녹회색， 암회색의 이암이 우 

세하며 이는 범람원 혹은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양층군의 최상 

부에 해당되는 진동층은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두꺼운 암회색 내지 흑색을 띠는 이암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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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5장 퇴적암석학 

제 1절 사암 

연구 지역에 분포되는 사암의 퇴적암석학적 연구를 위하여 합천군 용주면 

횡계리 낙동층에서부터 시작하여 1026번 지방도와 24번과 20번 국도변올 위주 

로 신선한 중립 내지 조립 사암을 채취하여 박편과 프러그 코아를 제작하고 

현미경 관찰과 물성 측정을 실시하였다. 금년도에는 그 중 20 개의 대표 시료 

를 선정하여 층군별로 사암의 성분과 조직， 속성작용과 물리적 성질을 기술코 

자 한다. 사암의 시료 채취 위치는 figure 2-1에 표시되어 있으며 사암의 조직 

과 물성 자료는 table 5-2에 나타난다. 

1. 신동충군 

가. 성분과 조직 

신동충군의 사암의 골격 입자는 석영， 정장석， 사장석， 운모 및 암면과 처어트 

동으로 구성되며 약간의 부수 광물인 중광물이 포함된다. 낙동층과 하산동층의 

경우 석영이 단연 우세하여 70%에 이르는 것도 있다 (Plate 3, photo A). 석영은 

단결정이 대부분이며 복결정도 6-17%에 이른다. 진주층은 하위 지층에 비하여 

석영이 상대적으로 적으며 장석의 양이 증가하여 최고 32%에 달한다. 정장석이 

사장석에 비하여 월둥히 많으나 진추층 상부의 응회질 사암의 경우 사장석이 

25%정도로 정장석 (20%)에 비하여 우세하다. 암편은 진주충 상부 사암에서 화 

산 기원의 입자가 30% 정도로 월둥히 많으나 그 하위의 사암에는 변성암류의 

암편이 10% 내외로 들어 있다. 운모는 5% 미만으로 백운모가 대부분이고 판상 

이다. 기질은 5%미만이나 진주층 상부의 응회암질 사암에서는 30%에 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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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1. Petrographic 뻐d Petrophysica1 data of Cretaceous sandstones 

in Hapchon-Changyong area. 

SaNmop.le Formation Classification 
Grain Texture D(ednrsyit)y 

Size I Roundness I Sorting IContact 
S 1 L Nakdong calcareous M-F SA-SR Poor S 2.6 
S 2 M.Nakdong feldspathic M SA-SR Poor CC-L 2.6 
S 3 U.N와‘dong calcareous M-C SA-SR W-M L-S 2.7 

S 4 L.Hasandong C머C따eous F-C A-SA V.P L-CC 2.7 

S 5 M.Hasandong calcareous G-M R-SA V.P CC 2.6 
S 6 M.Hasandong feldspathic M SA-SR M-W L 2.6 

S 7 U.Hasandong calcareous V.F-F A-SA P P-L 2.6 

S 8 L. Jinju calcareous V.F A-R P P 2.7 
S 9 M. Jinju feldspathic C-M SR-R P P-L 2.6 

S lO u. Jinju tuffac∞us C-F SA V.P L-P 2.6 

S11 u. Jinju tuffac∞us C-G SA-SR P L-P 2.6 
S 12 L. Chilgok tuffaceous M-C A-SA P L-P 2.6 
S 13 M. Chilgok tuffaceous M-G SR P L-CC 2.6 

S 14 M. Chilgok tuffaceous M SR M L-CC 2.6 

S 15 U. Chilgok calcareous F-M SA P P-L 2.8 

S 16 U. C비19ok tuffaceous V.C SR-SA P P-L 2.7 

S 17 L. Silla tuffaceous M SR-SA w L-CC 2.8 

S 18 M. Silla tuffaceous F-M SA P L-P 2.7 

S 19 U. Silla tuffaceous V.C-G SA-SR P L-CC 2.5 

S20 M. Haman calcareous G-V.C SA P L-P 2.4 

Formation: U-Upper part, M-Middle part, L-Lower p따t 

Size: G-granule, V.C-Very coarse,C-coarse, M-m려ium， F-Fine, V.F-Very fme 
Roundness: A-Angular, SA-Subangular, SR-Subround, R-Round 
Sorting: W-Well, M-Moderately, P-Poorly, V.P-Very poorly 
Contact: S-Sutur어， CC-Concave/convex, L-Iρng， P-Point 

Po(r%os)ity 

2.9 
2.9 
2.5 

2.0 

2.8 
2.1 
3.3 

2.8 
3.4 
3.4 

2.3 
2.4 
3.3 
3.9 
2.4 
3.0 

2.8 
2.5 
5.8 
7.8 

교질물은 방해석과 자생 점토가 대부분으로 많은 골격 입자들이 방해석으로 

교대되어 나타난다. 방해석이 많은 사암은 석회질 사암 (Plate 3, photo B)으 

로 분류되었으며 장석이 상대적으로 많은 사암은 알코즈 사암 (Plate 3, 

photo C)으로， 화산암편이 많은 사암은 옹회 질 사암 (Plate 3, photo D)으로 

분류되었다 (Table 5-2). 진주층 하부의 사암은 방해석이 42%에 달하는 것도 

있다. Pettijohn (1975)의 사암의 분류에 의 하면 닥동충은 석 영 질 아레 나이 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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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우세한 반면에 진주층은 알코즈 내지 석질 아레나이트에 해당된다. 

사암 업자의 원마도는 장석의 경우 주로 아원상에 해당하나 석영은 대부분 

아각상 (Plate 3, photo A) 에 해당되며 하부 낙동층에 비하여 하산동층과 진 

주층에 각상이 많은 편이다. 분급 상태는 불량한 편이 많으며 낙동층 상부와 

하산동층 중상부 사암의 경우 양호한 편에 속한다. 입자의 접촉 관계는 선 접 

촉과 봉합 접촉이 대부분이나 간혹 점 접촉도 나타난다 (Plate 3, photo B). 

나. 속성작용과 암석 물성 

신동층군의 사암의 물리적 속성작용으로는 치밀화 작용에 의하여 골격 입자 

중 운모류가 타 광물의 입자들 사이에 요곡되어 있는 것을 들 수 있다 (Plate 

4, photo C). 또한 대부분의 입자들 (주로 천매암질 암편들)은 모양이 변형되 

어 있다. 공극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입자들이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 

니석， 방해석， 또는 미립 석영으로 충진되어 있다. 

속성작용 과정에 일어난 화학적 작용은 침전에 의한 방해석 (Plate 4, photo 

A , B, C, D)과 실리카의 교질 작용과 석영 및 장석의 입자들의 용식 작용과 

방해석의 교대 작용 및 장석의 알바이트화 작용 (Plate 4, photo B) 그리고 황 

철석， 적철석， 녹니석과 고령토의 자생 둥을 들 수 있다. 침전에 의해 생성된 

실리카로는 석영과 옥수를 들 수 있다. 석영과 장석은 간혹 과성장 (Plate 4, 

photo D)으로 나타난다. 방해석은 미크라이트나 모자이크 상의 결정질로서 석 

영， 장석 및 처어트를 부분적으로 혹은 전체적으로 교대하고 있다. 용식과 치 

환이 심한 석회질 사암은 부유조직 (f1oating texture)올 보인다. 장석의 용식 

구조는 미세한 2차 공극을 형성하며 있으며 주변에는 알바이트가 생성되어 있 

다. 자생 점토로는 녹니석과 고령토 (Plate 4, photo D)로서 전자는 미세한 공 

극틀을 채우고 있으며 고령토는 비교적 큰 입간 공극을 메우고 있다. 하산동 

찌
 
생
 



층 사암 내에는 적철석이 형성되어 있으며 진주층에는 황철석이 가끔 나타나 

다. 적철석은 산화 환경에서 형성되는 것에 반하여 황철석은 환원 환경 하에 

서 형성된다. 

물성 측정에 의하면 신동층군 사암의 밀도는 평균 2.65이며 공극률은 3.5% 

미만으로 대부분이 미세한 2차 공극에 해당된다 (Table 5-2). 

2. 하양층군 

가. 성분과 조직 

하양층군의 사암은 신동층군에 비하여 응회질이 우세한 것이 특칭이다. 칠 

곡층의 경우 하부 사암에서는 석영이 34% 정도로 단결정이 복결정에 비하여 

약간 우세하다. 장석은 38%이고 사장석이 우세하다. 암면은 35%로 화산암이 

대부분이다. 칠곡충 상부의 사암에는 석영과 장석이 각각 4%와 8%인 반면에 

화산암편이 무려 48%에 달한다. 방해석 교질물은 35%를 차지한다 (Plate 5, 

photo A). 신라역암 내의 사암도 칠곡층과 대동 소이하나 방해석의 양이 층준 

에 따라 달라진다. 방해석은 주로 교대 작용에 의한 산물이며 ， 장석의 알바이 

트화 작용에 기인한다. 함안층의 사암에서는 석영에 비하여 사장석이 월둥히 

우세하여 40%에 달하는 것도 있다. 기타 입자로는 마그네타이트， 녹렴석， 각 

섬석 퉁이 나타난다 (Plate 5, photo C). 기질은 함안층의 경우 24%에 달하며 

방해석과 자생 점토도 각각 10% 내외로 들어 있다 (Plate 5, photo D). 

사암의 조직은 아각상 내지 아원상이며 분급은 대체로 불량하나 신라역암층 

하부 사암 (Plate 5, photo C)의 분급은 월둥히 좋은 편이다. 입자의 접촉은 

선 접촉이 우세하나 칠곡층에서 점 접촉이 많이 나타난다 (Plate 5, photo B). 

응회질 사암 (Plate 6, photo A)은 비교적 퇴적지에서 가까운 화산 쇄설 기원 

지에서 재 이동된 것으로 해석된다. 진동층의 사암은 대부분이 옹회질이며 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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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인데다 세립질이어서 현미경 관찰 대상에서 제외되었다. 하양충군의 사암은 

석질 아레나이트가 주종올 이룬다. 

나. 속성작용과 물성 

하양충군 사암의 물리적 속성작용은 신동층군에 비하여 낮은 치밀화 작용을 

들 수 있다. 그 결과 입자들은 흔히 선 접촉으로 접하나 입자의 신장은 일어 

나지 않았다. 화학적으로는 방해석과 실리카의 교질물과 녹니석， 고령토의 자 

생 점토 (Plate 6, photo B) 형성， 장석의 변질 및 용식 작용， 방해석의 교대 

작용 그리고 적철석의 형성올 들 수 있다 (Plate 6, photo C). 이러한 속성작 

용 양상은 진주층 상부의 웅회질 사암과 비슷하다. 특히 칠콕충과 신라역암 

내에는 적철석이 많이 들어 있는 것으로 보아 퇴적 후 초기 속성작용 단계에 

서 극심한 산화 환경으로 인화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함안충 중부 사암 

의 경우 균열을 채우는 방해석 세맥에 의하여 석영의 부서진 업자가 포획되어 

나타난다 (Plate 6, photo D). 

사암의 밀도는 2.4-2.8에 해당되며 평균 2.65로서 공극률은 1.5%에서 7.8% 

로 다양하나 일차적인 공극은 없다. 모두가 2차적으로 형성된 미세 용해 공극 

이거나 균열 공극에 해당된다. 

제 2절 이질암 

가. 시료 및 연구 방법 

합천지역에 분포하는 제 퇴적층에서 이질암의 일라이트 결정도를 측정하였 

다. 또한 이를 기준으로 하여 이 지역 퇴적층의 온도를 추정하여 보았다. 시료 

는 합천지역올 중심으로 하여 채취하였으며 특히 24번 국도를 따라서 각 지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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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 가로지르며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원심분리기를 사용하여 2μ 

m 이하 입도의 점토만을 분리하여 방향성 시료를 제작하여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일라이트 결정도는 Kubler 지수와 Weaver 지수로 측정하여 나타 

내었다. 그러나 일반적으로 Kubler 지수가 Weaver 지수보다 신빙성이 높은 

것으로 알려져 있고 많이 쓰이고 있기 때문에 이 연구의 결과는 Kubler 지수 

를 중심으로 해석하였다. 일라이트의 001피크는 일라이트 결정도가 증가할수 

록 피크는 크고 좁게 나타나게 되고， Kubler 지수 값은 적은 숫자로 Weaver 

지수 값은 큰 숫자로 나타난다. 

나. 결과 및 해석 

대표적인 x-선 회절도를 figure 5-1에 도시하였다. 일라이트 결정도가 증가 

함에 따라 8.9 0(2 e)부근에서 나타나는 일라이트 001 피크는 좁고 강하게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일라이트 결정도가 낮은 시료의 피크는 저각도 쪽이 

고각도 쪽보다 불룩하고 완만하게 나타나는 데 이것은 이 일라이트가 약간의 

스멕타이트 성분층을 함유하고 있음을 시사한다. 

측정된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table 5-2와 figure 5-2에 나타내었다. 그림에서 

눈에 띄는 것은 결정도 값들이 속성작용 영역에 해당되는 값들과 앵키 존 이상에 

해당되는 값들로 구별되는 것이다. 앵키 폰에 해당되는 것들은 M15번의 진주층 

시료를 제외하고는 모두 칠곡층과 함안층에서 채취한 시료들이다. M15의 진주층 

시료는 새로 작성된 지질도에서 보는 바와 같이 불국사 관입암체 가까운 곳에서 

채취하였다. 따라서 이 시료는 관업체의 높은 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앵키 존에 도시되는 값들은 대부분 층서학적 위치 상으로는 상위인 칠콕층과 함 

안층의 시료에서 측정된 값들이다. 이들이 층서 상으로는 하산동층이나 진주층보 

다 상위임에도 일라이트 결정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이들보다 상위 지충이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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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 1. X-ray powdεr diffraction pattems of clay fractions from the IIC-IX. 

R=O US : randomly interstratified illite/smectitε， 1: illite, K: kaolinite, 
Q: quartz, 1: R= 1 ordered illite/smectite, R=3 US: R=3 ordered illite/smec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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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5-2. I11ite crysta1linity of the mudstone from the Hapcheon area 

Sample No. Kubler Index Weaver Index 지 "(흐，. 

M1 0.49 2.94 하산동충 
M2 0.46 3.20 하산동충 
M3 0.54 2.30 하산동층 
M4 0.60 2.36 하산동충 
M5 0.62 2.01 하산동충 
M6 0.49 2.59 하산동충 
M7 0.68 1.86 하산동층 
M8 0.92 1.60 이 7그l-:z「.1jir: 

M9 0.38 7.90 칠곡충 
M10 0.21 10.42 i금1 그 「11i5:「

M lO 0.46 2.80 츠날]고「각흐，. 

M11 0.51 2.53 함안충 
M12 0.42 7.90 함안층 

M13 0.32 5.42 함안충 

M13 0.33 6.52 함안층 
M14 0.37 5.71 함안층 

M15 0.38 3.11 진주충 

M16 0.45 2.73 진주층 

M16 0.76 1.94 진주충 

M17 0.62 2.11 진주층 

M18 0.49 2.26 진주충 

M19 0.56 2.50 칠곡충 

지질도 상에서 오른쪽에 보이는 유천층군올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의 열적 영향 

올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나머지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KIO.92에서 0.45의 범위 

에 도시된다. 즉 속성작용 말기에 해당된다고 할 수 있다. 일라이트 결정도로 추 

정된 온도는， 세계적으로 연구된 지역마다 조금씩 차이가 있다. 그러나 일반적으 

로 속성작용 단계가 끝나고 앵키 폰이 시작되는 옹도는 약 200 0C로 받아들여지고 

있다. 한편 일라이트 결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회절도에서 스멕타이트 성분층이 

남아있는 점올 고려할 때 이들은 R=3 일라이트/스멕타이트에 해당된다. 따라서 

R=3 일라이트/스멕타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가 170-180 0C 임을 고려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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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 속성작용 영역에 도시되는 값들은 170-2(X)"C 범위에 들어갈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관입체의 영향으로 함안충 칠곡충은 200 0C 이상에서 300 0C정도의 열을 받 

은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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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6장 지화학적 연구 

합천 지역 경상누충군의 낙동충과 진주충에도 유기물이 비교적 풍부하게 함 

유된 지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엄상호 외 ， 1983). 그리고 이 연구의 일환으로 

1989년부터 1997년까지 수행된 연구 결과에 의하면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정태진 외， 1989; 손진담 

외， 1990; 정태진 외， 1991, 1996, 1997; 오재호 외， 1993, 1994, 1995). 이러한 

지금까지의 연구 결과를 고려하여 지역 혹은 층서 상의 위치에 따라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변화하는 양상을 연구하는 데에 중점을 두었다. 열적 성숙도 

를 파악하는 데에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으나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분 

지에서는 유기물의 진화가 상당히 진행되어 사용할 수 있는 방법과 시료가 제 

한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는 Rock-Eval에 열분석 Tmax 측정，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및 유기물의 원소분석이 이용되었다. 

열분석 기기인 Rock-Eval은 유기물을 포함한 암석 시료와 농집된 유기물 

시료를 모두 분석할 수 있다. 그러나 경상누층군 내의 유기물은 열적 성숙도 

가 상당히 높아 유기물이 10% 이내로 포함되어 있는 암석의 전암 시료에서는 

정확한 열분석 결과를 얻올 수 없다. 따라서 세일과 같은 암석보다는 유기물 

이 농집된 시료 즉 석탄 시료 채취를 위주로 하였으며， 셰일의 경우에는 시료 

채취 후 유기물 농집올 위하여 산처리를 하였다. 또한 지화학적 분석 결과는 

시료의 풍화나 오염에 매우 민감하므로 가능한 한 최근에 절개된 곳에서 시료 

를 채취하고자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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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1. Sampling location 

Serial Sampling Location Formation Remarks No. No. 
G1 980301 합천군 영창리 보림 Nakdong Fm. Lower Sandstone 
G2 980302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저전동 Jinju Fm. Upper shale 

G3 980303 합천군 덕곡면 율원리 율원동 Jin，피 coa1 

G3-1 980303-1 “ Jinju Fm. Upper coa1 

G3-2 980303-2 “ Jinju Fm. Upper coa1 

G4 980304 합천군 용주변 월병 리 상동 Nakdong Fm. Lower sha1e 

G5 980305 합천군 용주면 월병리 상동 N akdong Fm. Lower coa1 

G6 980306 합천군 가회면 도탄리 Nakdong Fm. Lower coa1 

G7 980307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하안교 Jinju Fm. Upper sha1e 

G8 980308 합천군 쌍백변 명구리 Jinju Fm. Upper coa1 

G9 980309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관동 Jinju Fm. Upper coal 

GlO 9803010 의령군 대의면 추산리 Jinju Fm. Upper coa1 

제 1절 유기물의 원소분석 

9개 시료에서 유기물의 원소분석 결과를 얻올 수 있었으나 그 중 2개 시료 

(G2 및 G9 시 료)의 분석 결과는 신빙 성 이 낮다 (Table 6-2). G2 분석 결과는 

셰일올 산처리 하여 농집한 유기물을 분석한 것으로 산처리 과정에서 오염되 

었을 가능성이 있다. G2 시료의 경우에는 신빙성이 낮아진 원인을 알 수 없었 

다. 유기물의 원소분석 결과로부터 열적 진화와 유기물의 타이프에 관한 정보 

를 얻올 수 있다. 유기물의 진화 정도 결정올 위한 원소분석 결과 해석 방법 

은 여러 가지가 있다. 그 중에서 가장 합리적인 것으로 알려진 것은 탄소 함 

량에 대한 수소와 산소의 함량을 鳳子比로 환산하여 다이아그램으로 나타내는 

것이다. 이 방법에 따라 이번 분석 결과를 나타내면 figure 6-1과 같다. 이 다 

이아그램에서 보면 합천 일대에서 채취된 유기물들의 열적 성숙도는 건성 가 

스 생성단계 (메타제네시스)에 도달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낙동층의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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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가 2 개만 분석되어 분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층의 시대 즉 충서 상의 

위치와 열적 성숙도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Table 6-2. Summary of geochemica1 data 

Seria1 Viσinite Elementa1 Ana1ysis Atomic Ratio Pyrolysis 
No. 

Fonnation 
Ro C % H % 0 % WC O/C S2 T max 

G2* 
jinju Fm. 

Upper 
19.67 2.908 7.53 1.280 0.287 

G3 
jinju Fm. 

Upper 
4.23 85.13 2.338 3.m O.잃O 0.039 8.32 371‘ 

G3-1 
jinju Fm. 

Upper 
4.22 83.93 1.978 3.05 0.283 0.027 0 

G3-2 
jinju Fm. 

4.27 85.80 
Upper 

1.971 2.77 0.276 0.027 0 

G8 
jinju Fm. 

Upper 
3.51 80.62 2.288 4.33 0.341 0.040 1.34 621 

G9 
jinju Fm. 

Upper 
3.76 63.22 1.780 9.27 0.338 0.110 0.27 617 

GlO 
jinju Fm. 

Upper 
3.58 76.55 1.117 4.E*J 0.175 0.045 0.9 760* 

G5 
Nakdong 

Fm. Lower 
4.46 83.33 1.650 3.39 0.238 0.031 0 

G6 
NaRdong 

Fm. 1ρwer 
3.28 78.44 2.146 4.09 0.328 0.039 1.81 605 

Elementa1 analysis: Dry Base; *. 1ρw reliability; S2: mgHC!Rock; Tmax: oC 

제2절 유기물의 Rock-Eval 열분석 

Rock-Eval 열분석에 의하여 유기물의 탄화수소 생성 잠재력과 열적 성숙도 

를 파악할 수 있으며 ， 유기물의 타이프 추정도 가능하다. Rock- Eval 열분석은 

불활성 대기 하에서 유기물올 300 oc에서부터 850 0C까지 온도를 증가시키면서 

유기물올 분해하는 것이다. 유기물은 분해 과정에서 주로 탄화수소를 생성시키 

고 일부 탄산가스도 생성시킨다. 탄화수소 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것은 S2 값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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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암석 1 g으로부터 열분해에 의하여 생성된 탄화수소의 양이다. 열분해 과 

정에서 탄화수소의 생성이 최대일 때의 온도를 Tmax라고 하며 이것은 유기물 

의 열적 성숙도를 나타낸다. Tmax 435 oC가 석유생성단계의 상한， 465 0C가 습 

성 가스 생성단계의 상한 그리고 520 0C가 건성 가스 생성단계의 상한으로 알려 

져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채취된 12개 시료 중 8개 시료의 열분석 결과를 얻올 수 

있었다 (Table 6-2). 그 중에서 3개 시료로부터는 S2 피크와 Tmax 값을 얻을 

수 없었으며， 2개 시료의 분석치는 신빙성이 낮다. Tmax 값은 371 oC에서 

760 oC까지 변화하는데 G3 시료의 371 oC는 비정상적으로 낮아 실제의 열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풍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GlO 시료의 760 oC는 지나치게 높아 신빙성이 의심스 

럽다. 이들 두 개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시료의 Tmax 값은 건성 가스 생성단 

계를 지시한다. 3 개 시료의 분석치만으로는 지역 또는 층서 상의 위치와 열 

적 성숙도 사이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값은 0에서 8.32 mgHC/gRock까지 변화한 

다. G3 시료는 위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풍화나 오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분석된 시료들의 석유생성 잠재력은 1.81 mgHC/gRock으로 볼 수 

있다. 분석된 시료들의 유기탄소 함량이 60% 이상인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석유생성 잠재력은 극히 낮은 것이다. 이러한 결과는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매우 높아서 분석된 시료의 유기물 중에서 탄화수소로 변환 가능한 부분은 거 

의 전부 탄화수소로 변환되었다는 것올 나타낸다. 

제3절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 265 -



8 개의 탄질물 시료에 대하여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Leica 

MPV Compact 11 반사도 측정 현미경을 사용하였고， 비편광 하에서 평균반사 

도 (mean reflectance)를 측정 하였다. 탄질물을 1 mm 정 도로 파쇄 하여 연마편 

을 제작하였다. 시료당 100 개 탄질물 입자에서 반사도를 측정하고 빈도분포 

도를 작성하여 한 시료의 대표 반사도 값올 결정하였다. 반사도는 3.28% Ro 

에 서 4.46% Ro까지 변화한다 (Table 6-2). 이 러 한 값은 탄질물의 진화도가 무 

연탄 단계의 후기 (메타제네시스) 즉 건성 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달하였다 

는 것올 나타내는 것이다 (Fig. 6-2).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에 의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측정 결과도 다른 분석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지역 혹은 층서 상 

의 위치에 따른 특별한 변화 경향을 보여주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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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 Thermal maturity of organic matter in Hapcheon area 
on the basis of vitrinite ref1 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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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17장 결론 

합천-창녕-의령-함안지역에 분포되는 백악기 경상누충군은 하부로부터 신 

동층군 (층후 약 3，어o m), 하양층군 (약 4,000 m), 유천충군 (약 2,000 m)으로 

나누어진다. 신동층군은 다시 하부로부터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으로 나뉘 

어지고 하양층군은 칠곡층，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으로 세분된다. 경상누 

층군의 화산활동과 관련된 화산 쇄설암은 진주층 상부에서 처음 시작되어 하 

양충군 전반에서 나타난다. 칠곡층 상부에 나타나는 현무암과 유천층군의 안 

산암류는 경상누층군의 대표적인 분출암이다. 열쇠층인 구산동응회암은 창녕 

지역에서는 함안층 최상부애 나타나는데 반하여 함안지역에서는 함안 응회암 

멤버의 하위에 놓인다. 

합천지역의 신동층군은 선상지 내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조립질 퇴적물과 건조한 기후 하의 범람원 환경 혹은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녹회색， 흑색 이암이 교호하고 있다. 진주층에서는 선상지 퇴적물이 호 

수로 전진하면서 선상지-삼각주 퇴적계를 형성하고 있다. 하양층군의 칠곡층 

및 함안층은 주로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이암이 우세하며， 기후 변화에 따 

라 이 이암은 적색， 녹회색 혹은 암회색올 띠기도 한다. 신라역암층에는 선상 

지의 망상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역암 및 사암이 우세하며， 진동층에서는 주 

로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암회색 내지 흑색 이암이 우세하다. 합천지역의 신 

동층군 중 낙동층， 하산동층 및 진주층에 분포하는 망상 하천 퇴적물은 두께 

가 수 m - 20 m 정도의 매우 두꺼운 역암， 역질 사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구지역 및 진주지역에 비해 적색 이암의 발달이 미약하다. 유기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흑색 이암도 잘 발달하여 양호한 저류암 및 근원암 역할을 

할 수도 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러나 합천지역 도처에서 발달되는 화성암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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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의해 열변질올 심하게 받았을 가능성도 많다. 

사암의 특정상 신동층군에는 석회질 사암과 장석질 사암이 우세하며 하양층 

군에는 옹회암질 사암이 우세하다. 공극은 5%미만이 대부분인데 속성작용 시 

일차 공극이 사라졌으므로 이 공극률은 미세한 2차 용해 공극률에 해당된다.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속성작용 영역에 해당되는 것과 앵키 폰 영역해 해당되 

는 것으로 구분된다. 앵키 존 영역에 해당되는 것은 관입체의 영향이 있었던 

것으로 생각된다. 

여러 가지 지화학적 분석 결과에 의하면 합천 일대의 경상누층군에 포함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무연탄 단계 후기에 도달하였다. 또한 지역 혹은충 

서 상의 위치와 관련하여 특별한 변화 경향을 보이지 않는다. 이와 같이 높은 

열적 성숙도에 따라 석유생성 잠재력도 극히 낮다. 이러한 석유지화학적 특성 

으로 미루어볼 때 합천 일대의 경상누층군에서 석유의 부존 가능성은 희박하 

다. 단지 저류 조건이 갖추어진 곳이 있올 경우 가스의 부존 가능성 측면에서 

연구를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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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S 

PLATE ‘ 1 to 6 Photomicrographs of Sandst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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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Photo A: Altemated zone of Coa1y sh머e and pebbley sandstone in the 
basa1 part of the Nakdong Forrnation near Hwaengaeri 
Yongju-myeon Hapchon-Gun 

Photo B: Fining-upward sequence from pebbley sandstone to purple 
mudstone, the middle part of the Hasandong Forrnation, near 
Hwangang river, Hapchon-eup 

Photo C: Black sha1e cave in the middle p따t of the Jinju Forrnation near 
Sangsinri, Ssangchqek-myon, Hapchon-gun. 

Photo D: Plannar cross bedded pebbly sandstone in bas려 part of the 
Chilgok Formation near Jangri, Dukgok-myon, Hapchon-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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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Photo A: Basa1t wth vesicular and amygda1oida1 structure in the upper part 
of the Chilgok Formation near Byeongbaeri, D따땅ok-myon， 

Hapchon-gun 

Photo B: Cross bedded conglomerate in the basa1 part of the Silla 
Conglomerate near Byeongbaeri, Dukgok-myon, Hapchon-gun 

Photo C: Dinosaur foot print in the cross section of purple siltstone bed 
near Daedaeri, Y our-myeon, Changyong-gun 

Photo D: Large mudcrack in the dark grey mudstone in the middle part of 
the Jindong Formation, Wangsanri, Goam-myeon, Changyong-gu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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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Photo A: Sarnple S 2, Middle p따t of Nak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Fine to rnediurn quartz arenite 
Q: Quartz, p : Plagioclase, C: Calcite 

Photo B: Sarnple S 7, Upper part of Hasan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Mediurn calcareous quartz arenite 
Q: Qu따tz， p: Plagioclase, C: Calcite 

Photo C: Sarnple S 9, Middle par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Poor sorted, feldspathic arenite 
Q: Quartz, K: K -feldspar C: Calcite 

Photo D: Sarnple S 11, Upper part of Jinju Formation, Crossed Nicols 
Poor sorted, rnediurn to coarse tuffaceous sandstone 
p : Plagioclase, C: Calcite V: Volcanic rock fragrn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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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4 

Photo A: Sarnple S 1, Lower part of Nak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Calcite replacement of Plagiodase and quartz 
Q: Quartz, p: Plagiodase, CR: Calcite replacement 

Photo B: Sarnple S 1, Lower part of Nak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Dissolution of Plagioclase and Calcite Replacement 
Q: Quartz, PD: Plagiodase dissolution 

Photo C: Sarnple S 5, Middle part of Hasan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Mica deformed between grains by compaction. 
Q: Qu따tz， C; Calcite, p: Plagioclase, M: Mica 

Photo D: Sarnple S 6, Middle part of Hasan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Quartz overgrowth and kaolinite authigenesis 
Q: Quartz, CR; Calcite Replacement, KA: Authigenic Kaolinite, 
M: Mic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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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5 

Photo A: Sarnple S 15, Upper part of Chi1gok Forrnation, Crossed Nicols 
fine calcareous sandstone with floating texture 
Q: Quartz, C: Calcite 

Photo B: Sarnple S 16, Upper part of Chi1gok Forrnation, Crossed Nicols 
Poor sorted, rnediurn tuffaceous sandstone 
P; Plagiodase, CR: Calcite Replacernent V: Vo1canic rock 

Photo C: Sarnple S 17, Lower part of S i1la Conglornerate Forrnation, 
Crossed Nicols 
Well sorted, fine arkose 
p: Plagioclase, K: K -feldspar, 

Photo D: Sarnple S 20, Middle part of H없nan Forrnation, Crossed Nicols 
Very coarse calcareous arkose 
K: K -feldspar, C: Calcite, p: Plagioda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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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6 

Photo A: Sample S 10, Middle part of Nakdong Formation, Crossed l\icols 
Ca1cite replacernent of basa1t fragrnent and plagioc1ase 
B: Basa1t, p: Plagioc1ase, CR: Ca1cite replacernent 

Photo B: Sample S 12, Middle part of N와‘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Ca1cite replacernent and chlorite authigenesis 
p: Plagioclase, CH: Chlorite, V: Vo1canic fragrnent K: K -feldspar 

Photo C: Sample S 15, Middle part of N와‘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Ca1careous lithic arenite, Ca1cte cernentation and replacernent, 
K: K -feldspar, V: Vo1canic rock C: Ca1cite, H: Hernatite 

Photo D: Sample S 20, Middle part of N와‘dong Formation, Crossed Nicols 
Quartz inc1usion in ca1cite vein after fracture 
Q: Quartz, CV: Ca1cite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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