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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석유지질， 지화학 및 충서퇴적 연구 

II. 기술개발목적 및 중요성 

1.기술개발의 목적 

1 )사업의 최종 목표 

-석유탐사 기술자립화로 국내 합유가능퇴적층의 퇴적분지해석 빛 석유잠재력 명가 

2)당해연도 연구개발의 최종 목표 

-분지별 퇴적분지해석 빛 석유잠재력 평가 종합 

2. 기술개발의 중요성 

1 ) 기술적 측면: 

• 국내 대륙붕에는 석유부존 가능성이 있는 퇴적층이 넓게 분포함 

- 체계적인 고해상 지질자료 분석방법으로 기존자료의 재해석 필요 

- 경상분지를 위시한 백악기 육상분지의 퇴적모델을 대륙붕 함유분지 

탐사에 적용 

• 기업체의 해외 유전 개발시 해외 기술의 의존도가 매우 높음 

- 석유탐사기술의 조기 자립화 절실 

2) 경제 · 산업적 측면 
국내 에너지 수요의 68.5%가 탄화수소로 전량 수입에 의존 

- 석유개발시 국가 경제와 산업에 미치는 영향이 막대함 

- 원유 및 천연가스의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확보가 절실함 

- 국내 석유자원 확보 및 국내자본 및 기술에 의한 해외유전개발 밀요 

III. 기술개발내용 빚 범위 

1.기술개발내용 

1)생충서분석-퇴적충내 미화석을 관찰하여 지질시대를 결정하고 고환경을 유추. 

2) 암층서분석-퇴적층의 특성을 따악하여 지층의 분대 및 충서 대비. 

3)퇴적상분석-상분석과 상조합에 의하여 퇴적층의 형태와 퇴적환경을 해석. 

4)지질구조분석-분지형성기작과 지층의 변형상태를 따악하여 저류트랩규명. 

5)퇴적암석분석-퇴적암의 성분과 조직 및 속성작용연구로 저류암의 특성따악. 

6)유기지화학분석-퇴적암의 유기물양과 열경력을 측정하여 석유생성력명가. 

7)석유잠재력평가-석유광상의 구성요소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 트랩)와 

형성과정 (트랩의 형성시기，석유 생성-이동-집적)을 진단하여 매장량을 파악. 

” J 



V. 기대효과 

1.석유탐사기술의 체계적인 발천 

2. 석유탐사기반기술의 확보 및 자립화 

3. 유전발견 성공률 제고를 위한 핵심 거점 기술 확보 

4. 민간기업에 자료와 기술을 제공함으로서 효율적인 석유탐사전략기대 

5. 자주적인 해외 석유탐사의 활성화 

6. 석유탐사를 위한 효율적 투자 기대 

7. 자주적인 석유탐사 및 개발로 안정적이고 경제적인 석유공급원 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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石油地質， 地化學 및 層序堆積陽究
孫품陣， 郭英勳， 奉~'ó~밟， 吳在鎬， 鄭泰振， 李땀永 

1911炳훈， 孫炳國， 權寧仁， 쭈榮柱， 黃仁傑， 金鋼周

SEDIMENT ARY BASIN ANAL YSIS AND PETROLEUM POTENTIAL 

OF THE CRETACEOUS AND TERTIARY STRATA IN KOREA 

J.-D. Son , Y.-H. Kwak , P.-Y. Bong, J.-H. Oh , T.-J. Cheong , H.-Y. Lee , 

B.-J. Ryu , B.-K. Son , Y.-I. Kwon , Y.-J. Lee , l.-G. Hwang , H.-J. Kim 

SUMMARY 

Since 1992 sedimentary basin analysis to assess petroleum potential of the 

Cretaceous and Tertiary strata in the Korean onshore and continental shelf 

have been carried out. The Cretaceous non-marine strata mainly occupy the 

Gyeongsang Basin in sou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small 

basins such as Haenam and Gyeokpo depressions in western coastal areas. The 

Tertiary strata are mostly distributed in Domi , Cheju , Socotra subbasins , and 

Okinawa Trough in the South Continental Shelf , and Kunsan and Heuksan basins 

in the West. The basin evolution and petroleum potential for each basins are 

characterized as follows 

The Cretaceous Gyeongsang sediments were deposited in three subbasins 

including Milyang , Euisung and Yongyang subbasins. Based on the 

volcaniclastic sediment distribution , the Gyeongsang Supergroup can be 

subdi vided into Sindong , Hayang and Yucheon Groups. The Sindong Group was 

deposited in alluvial fan , floodplain and lacustrine margin environments : the 

Hayang Group was formed in f1 00d pal in , alluvial fan , braided stream and 

shallow lacustrine environments. The black shales in Nakdong and Jinju 

formations are interpreted to contain abundant organic matter during the 

deposi tion , thermal maturi ty reaching up to the zone of dry gas formation. 

Because porosi ty and permeabi 1 i ty are too low , the sandstones can act as a 

tight gas reservoir rather than conventional oil and gas reservoir. 

The latest Cretaceous starta of Haenam and Kyeokpo depressions in western 

costal area are correlated into the Yuchon Volcanic Group of the Gyeongsang 

Basin. Lacustrine shales in the middle part of the Yuchon Group should be 

good source rocks in the Haenam depression with high TOC values , but those 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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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s1ands and Kyokpo depresion have re1ative1y 10w TOC va1ues. Fractures 

and fau1 ts made by post -deposi tiona1 deformation cou1d be good reservoirs. 

Petro1eum potentia1 of the Early Cretaceous basin in the West Continenta1 

She1 f cou1d be re1ati ve1y high in terms of sedimentary basin fi 11ed wi th 

thick 1acustrine sediments 

The Kunsan basin in the West Continenta1 Shelf originated in the Ear 1y 

Cretaceous time expanded during the Pa1eogene time followed by regiona1 

erosion at the end of Pa1eogene on which Neogene sediment have been 

accumu1ated. The Pa1eocene-Eocene sub1acustrine sha1es may play an major ro1e 

as a source and cap rocks. Organic geochemica1 ana1ysis indicates that TOC 

content is very 10w (be1ow 0.5%) and organic matter can correspond to Type 

111. 1n addition , the sub1acustrine fan sediments can serve as good resevoir 

rocks. 

South Continenta1 Shelf Basin is subdivided by Cheju subbasin in the center , 

Socotra Subbasin to the west , Domi Subbasin to the northeast and Okinawa Trough to 

the East. The Cenozoic strata in the Basin can be divided into 4 megasequences 

by regiona1 unconformity such as megasequence D (Oligocene) , megasequence C 

(ear1y Miocene) , megasequence B (midd1e to upper Miocene) and megasequence A 

(P1iocene to Quaternary) . Megasequence D is 1imited to the depressed zone of 

the ha1f-grabens and grabens and other upper megasequences are deve10ped in the 

basin-wide. Ear1y Miocene 1acustrine sequences are considered as good source 

rocks and Oligocene and Miocene lacustrine sandstones are high1y porous and 

permeab1e , having good reservoir potentia1 in the Cheju subbasin. The therma1 

maturity reached to the oi1 generation zone around the 2, 500 m to 3, 000 m and to 

the wet gas generation zone at 3, 500 m. Based on the geochemica1 modeling , the 

sequence earlier than l , OOOmy i s on1y prospective in the Basin. The potential 

hydrocarbon traps associated wi th antic1 ine , ti t1 ed fau1 t block , fau1 t , 

unconformity , stratigraphic trap and r0110ver structures which were formed 

in the Oligocene and Late Miocene. The Cheju subbasin is more suitab1e for 

petr01eum system investigation in the near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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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지난 1959년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우항리해안의 퇴적층에서 반고체상의 유 

질물이 발견됨에 따라 당시 국럽지질조사소는 야외지질조사를 거쳐 1961 년 10월 

1개공의 시추탐사 (심도 349m)가 실시된 것이 국내 석유탐사의 시초가 된다 (이 

대성， 1964 ). 또한 1964년 포항지역 제3기층을 대상으로 민간인이 자력으로 심도 

122m까지 시추해본 것을 계기로 국립지질조사소가 각종 물리탐사를 실시하고 

1968년까지 총 6개공 연 4, 393m 시추탐사를 실시하였고 1975년 5월 부터 1977년 

3월까지 시추탐사가 재개되어 총 127H공 연 22 ， 025m의 시추코어를 회수된 바 있 

어 훗날 제 6광구 제3기 분지 해석 및 석유탐사에 좋은 자료로 활용된 바 있다 

(한종환 외 , 1986 , 1987 , 1988 , 1989). 한변 경상분지 백악기 지층에 대한 에너 

지자원조사는 1976년부터 정부출연기관인 한국자원개발연구소 주도하에 연차적으 

로 실시되어 1983년에 종합보고서를 제출한 바 있다 (손진담 외， 1980 , 최현일 

외， 1980 , 1982; 엄상호 외， 1983). 그후 자원연구소는 1989년부터 의성 소분지 

와 밀양 소분지에 대하여 백악기 분지발달사와 석유 부존 가능성 검토를 위한 조 

사연구가 연차적으로 실시되어 왔다 (손진담 외， 1990 , 1991; 정태진 외， 1990 , 

1992 , 1997 , 1998; 오재호 외， 1995 , 1996) . 대륙붕 석유탐사의 경우 1970년 해 

저광물자원개발법이 공표됨에 따라 우리나라 연안 대륙붕 (약 30만 뼈)에 7개 해 

저석유광구 (Figure 1-1)가 설정되었고 조광 제도가 확립됨에 따라 외국석유개발 

회사틀이 대륙붕석유탐사에 참여하게되었다. 또한 1978년 한일대륙붕 공동개발협 

정이 발효되어 제7광구전부와 제5광구일부가 편입되어 9개 소구역으로 분활된 바 

있다. 지난 1979년 3월에 한국석유개발공사가 발족되어 국내자본과 기술진에 의 

한 본격적인 석유탐사가 실시되었으며 한국동력자원연구소에서는 물리탐사자료해 

석과 아울러 시추자료 및 시료를 이용하여 광구별로 석유자원탐사 및 펑가연구를 

1984년부터 1991 년까지 동력자원부과제로 수행하여 왔다 (곽영훈 외， 1983 , 1985 

1986 , 1988 , 1989; 김종수 외， 1987; 곽영훈 외， 1991: 오재호 외， 1992). 지난 

1972년부터 1991 년까지 외국석유회사와 한국석유개발공사 (PEDCO)에 의하여 실시 

된 서해와 남해의 대륙붕 시추탐사는 서해 제2광구에 5개 공， 남해 단독광구 

(4 , 5, 6-2광구)에 7개공， 한일공동구역에 7개 공으로 합계 19개 공이다 (Table 

1-1). 1992년부터 한국자원연구소에서는 퇴적분지별로 충서 고생물， 퇴적암석 

학， 석유지질 및 지화학적연구를 실시하여 1996년까지 도미분지，소코트라분지， 

제주분지， 오키나와곡분이 포함되는 남해대륙붕과 1997년부터 1998년까지 군산분 

지를 포함하는 서해대륙붕에 대하여 제3기 퇴적분지 발달사와 석유 부존 가능성 

을 검토하였다 (박관순 외， 1993; 봉필윤 외， 1994; 오재호 외， 1995 , 1996; 정 

태진 외， 1997 , 1998; 박관순 외， 1997) . 

금년 (1999년)은 지난 7년간 수행된 석유지질， 지화학 및 충서퇴적연구 과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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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1. Drilling information on the exploratory wells 

in the Korean South and East seas. 

Comple Water Total 
Well Spuded 

Coordinates Block Basin ted Operator Depth Depth 
Name date 

date (m) (m) 

300 56' 47 " N 
]DZ V- l 

126’ 41' 54" E 
JDZ 2 Cheju 80.5.6 80.7.7 NOEC 122 3.317 

300 56' 09" N 
]DZ V- 2 

1260 21' 55" E 
JDZ 2 Cheju 84.5.3 84.6.20 NOEC 108 3.203 

300 52' 18" N PEDCO/ 
]DZ V- 3 

1260 15' 54" E 
JDZ 2 Cheju 86.5.3 86.7.21 104 3,221 

NOEC 

300 20' 26" N 
]DZ VII- l 

1260 11 ' 23" E 
JDZ 4 Cheju 80.7.13 80.10.28 Hamilton 108 4 ，엉6 

300 23' 27" N 
]DZ VII- 2 

1260 27' 27" E 
JDZ 4 Cheju 8110.5 8112.20 Hamilton 113 4,190 

32 0 39' 32" N 
Dragon- l 

127" 07' 57" E 
V Cheju 93.12.3 93.1 2.26 Kirkland 152 2.520 

310 56' 31" N 
KV - l V Cheju 72. 12.20 73.2.2 T exaco 115 1,196 

1260 39' 37" E 

310 21' 44" N 
Okdom- l 

126 0 17' 46" E 
V Cheju 90.1.20 90.2.1 2 Hadson 110 2.904 

310 12' 23" N 
Geobuk- l 

126 0 1 l ' 55" E 
V Cheju 91.4.6 91.4.30 Ultramar 101 2,722 

33 0 14' 07" N 
Domi • 1 

127" 49' 35" E 
VI -2 Domi 75.5.18 75.6.20 Shell 126 3,212 

33 0 45’ 07" N 
Sora- l 

1280 10' 46" E 
VI -2 Domi 75.6.22 75.7 .22 Shell 152 3.168 

310 18' 57" N PEDCO/ 
PZ- l 

1250 45' 46" E 
IV Socotra 83 .5.30 83.5.30 65 1,205 

jAPEX 

290 46 ’ 또" N H없f업am띠niltonl 
]DZ VII • 3 JDZ 6 Okinawa 85.5.18 85.7 .15 167 4,258 

127" 28' 30" E SDAD 

NIKKAN 290 25' 32" N 

g- lX 127" 11 ' 13"E 
JDZ 6 Okinawa 85.5.2 85.6.18 Teil‘oku 132 3,248 

360 10' 30" N 
Haema- l 

1230 43' 15" E 
Kunsan 91.8.29 91.9.20 Pedco 76 2.542 

350 18' 23" N 
Kachi - l 

123 ’ 20' 45" E 
n Kunsan 91.5.4 91.6. 19 Marathon 99.7 2,726 

350 30' 32" N 
IIH- IXa 

1240 06' 12" E 
II Kunsan 73 .3.31 73.6.10 Gulf 92 3,467 

350 48' 50" N 
IIC- lxa II 

1250 45' 46" E 
Kunsan 73.2. 11 73.3.21 Gulf 93 2,017 

350 23 ’ 52" N 
Inga- l 

1240 56' 59" E 
II Kunsan 89.3. 13 89.6.18 r\/Iarathon 112.5 4,103 

*Depth from Kelly Bush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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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년도로서 육상 백악기 경상분지와 서 남해 대륙붕 제3기 퇴적분지연구를 종 

합하고 석유 부존 가능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는데 주목표를 두었다. 이와 아울 

러 서해연안 및 도서지역에 분포되는 백악기지층에 대하여 지질조사를 단편적으 

로 실시하여 저11371 흑산분지와 군산분지의 기반암과 대비하는 연구가 병행되었 

다. 야외 지표 지질 조사는 주로 백악기 지층에 대하여 충서 분석， 퇴적상 분 

석， 지질구조 분석과 실내실험을 위한 암석시료 채취작엽이 수행되었다. 실내 분 

석은 야외채취시료에 시추시료를 사용하여 주로 되적암석학적， 지화학적 연구방 

법을 적용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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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광역지질 

한반도에 분포되는 비변성 퇴적암류로는 고생대의 캠브리안-오도비써안기의 조 

선누충군과 석탄기 떼름기의 명안누충군， 중생대 쥐라기의 대통누충군과 백악기 

의 경상누층군으로 대별된다. 백악기 경상누층군은 동남부의 경상분지 (약 2만 

km2 ) 에 대규모로 분포되며 그 외 광주 단층대와 공주 단충대 주변에 소규모로 

산재되어 있으며 남서해 연안과 근해 도서지역에는 백악기후기의 화산암충군이 

널리 분포된다 (Figure 2-1). 제3기 지충들은 육상의 경우 포항분지를 위시하여 

동해안 연안에 소규모로 분포되나， 대륙붕의 경우 대규모의 저:1371분지가 존재하 

고 있음이 최근의 석유탐사결과 확인되었다 (김종수 외， 1987; 오재호 외， 

1992). 서해 국내 대륙붕에는 서한만분지， 군산분지， 흑산분지로 대별되며 각 분 

지들은 소분지들로 구성되어 있다. 납해 대륙붕에는 제주분지， 소코트라분지， 도 

미분지와 오끼나와 곡분으로 구분된다. 통해의 경우 서남해 대륙붕과는 달러 마 

이오세 해성층이 두껍게 발달된 울릉분지가 분포된다. 

경상분지는 소위 대보 조산운동이후 대륙 연변부에 발달되는 태평양판의 섭입 

에 의하여 형성된 풀어파트 분지로 해석되고 있다. 경상분지는 백악기 초기에는 

남북방향의 곡분 (닥동 곡분)이 형성되어 신동충군 (충후 약 3000m) 이 형성되었 

으나 후기에는 지꾀운동으로 말미암아 3개의 소분지(지괴)로 나뉘어 졌으며 남 

으로부터 밀양지괴， 의성지과， 영양지꾀 명명된 바 있다 (Chang 1975). 상기 소 

분지는 하양층군의 호성-하성퇴적물이 4000m이상 두껍게 퇴적되어 있다. 백악기 

말에 해당되는 경상누충군의 상부는 대규모 화산활동과 관련되는 화산암층군 (유 

천충군)으로 구성되며 하부의 안산암질암과 상부의 유문암질암으로 대별되나 지 

역적으로는 중부에 호성상의 이질퇴적물이 발달되기도 한다 (황상구， 1979 , 

1990 ; 윤성효， 1987). 본 화산암층군은 경상분지이외의 백악기분지에서도 대부분 

나타난다. 서해연안 및 도서지역에서 분포되는 화산암류들은 경상분지 유천충군 

에 대비되나 선백악기 기반암류상위에 부정합으로 바로 놓이는 것이 특정적이다 

(손진담 외， 1980 , 1992) . 이틀 화산암충군은 대부분 하부의 중성화산암질암층과 

상부의 산성화산암질암층으로 구성되나 고군산열도와 무안반도의 격포와 위도일 

대， 해남， 목포 진도일대에는 상기 양 충 사이에 호성상 셰일이 국부적으로 발달 

되어있으며 이는 화산활동정지기에 고립적으로 형성된 화산칼데라 호수 퇴척과 

관련된다. 시추결과 제 3기 군산분지의 기반암으로서 백악기말 화산암층이 도처 

에 확인된 바 있다. 백악기에 들어서서 서해지역은 중국의 탄루단충운동과 멀리 

핀판의 북서쪽의 섭입작용에 의하여 수개의 열개분지 ( r i ft bas i n ) 또는 인리형 

(pull apart basin)으로 육성퇴적물이 쌓이고 동시에 염기성 화산용암분출이 활 

발하였다. 그러나 말기에는 중성내지 산성화산활동이 왕성하였다. 

서해 군산 앞 바다의 해저에 위치하는 제3기 군산분지는 물리탐사와 시추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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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 두께 2500미터에 달하는 팔레오세-플라이오세의 육성기원퇴적물로서 채워져 

있다(곽영훈 외， 1983; 조규장 외， 1990). 군산분지는 분지안에 발달된 융기부와 

단층에 의하여 남서소분지， 중앙소분지， 북통소분지로 나뉘어진다. 제3기 군산분 

지의 기반암으로는 백악기말의 화산암충군이 대부분이나 남서소분지의 경우 백 

악기 초기-후기의 육성 규산질 퇴적층과 중생대 초기로 보이는 탄산암류가 확인 

된 바 있으며 제3기층은 부정합면에 의하여 메가시원스 1 (팔레오세; 호성퇴적) , 

메가시뭔스 2 (마이오세; 하호성퇴적)， 메가시뭔스 3 (플라이오세; 하성퇴적)으 

로 구분된다 (박관순 외， 1997; 정태진 외， 1998). 

남해대륙붕은 동중국해의 북동부에 위치하며 소코트라분지， 제주분지 및 도미 

분지동의 소분지들은 동중국해의 북부를 점유하며 오키나와 트러프의 서부를 포 

함한다 (Figure 2-1). 동중국해에 발달된 조구조들은 크게 5개로 구분된다. 즉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체민융기대， 통중국해분지， 타이완-신지융기대， 오키나와 

트러프 및 류쿠릿츠가 배열되어있다. 동중국해 분지의 형성은 후기 백악기 또는 

팔레오세에 태명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섭입되면서 고 통중국해 (proto East 

China Sea )에 확장운통을 야기 시킴으로서 시작된 것으로， 오키나와 트러프는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해석된다 (Kimura , 1985). 연구지역의 

중심부에 위치한 후피지아오 융기부 (Hupijiao Rise)를 경계로 서쪽에는 동-서 

방향의 정단층과 이에 관련된 반지구들이 발달되어 있으며 남쪽과 동쪽에서는 북 

동-남서방향의 정단충들과 이와 관련된 지구 빛 반지구 그러고 같은 방향성의 역 

단충틀이 발달되어있다. 제 3기 퇴적분지를 채우는 퇴적충군 (층후 약 3000m)은 

광역부정합변에 의하여 4개의 메가시뭔스가 분대되며 이는 하부로부터 메가시뭔 

스 o (올리고세; 호성퇴적)， 메가시뭔스 C (마이오세하부; 하호성퇴적) : 메가시 

편스 8 (마이오세 중-상부;호성-천해성 퇴적) , 메가시뭔스 A (플라이오세; 천해 

성퇴적)이다 (정태진 외， 1997). 메가시뭔스 D는 반지구 또는 지구 동의 합몰대 

(depression)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메가시뭔스 C는 분지전체에 걸쳐 잘 발달 

되어 있으나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된 오키나와 트러프에서는 시뭔스 81과 메가시 

련스 A만이 분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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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백악기 경상분지 

본 연구는 경상누충군이 발달된 경상남북도 지역에 대한 탄화수소 자원의 부존 

가능성을 면밀히 파악하기 위하여 1990년부터 정밀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는 것으 

로， 1992년과 1993년도에는 의성지역， 그러고 1994년과 1995년에는 진주지역， 

1996년부터 1997년까지 대구 지역 그러고 1998년부터 1999년까지는 합천지역일대 

에 분포하는 경상누충군을 대상으로 탄화수소 자원 부존 가능성을 연구하였다. 

이 보고서는 그 연구 결과의 최종 보고서이다. 

한반도 남통부에는 주로 육성 및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0킥 ol
-, t:l, 사암 및 이암이 

약 9000m 이상의 두께로 분포하는 중생대 백악기의 경상누충군이 분포하고 있다. 

이 분지는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으로 인해 1960년대 이후 충서， 고생물， 암석학 

및 유기 지화학적 연구가 수행되어 왔다. 그러나， 본 분지의 탄화수소 부존 가능 

성에 대한 면밀한 연구는 아직까지 미흡한 상태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경상 

분지의 탄화수소의 생성 가능성， 이동 및 집적 메커나즘 둥에 대한 자세한 연구 

를 위하여 퇴적분지의 규모 및 발달과정， 퇴적환경과 저류암 발달상태 및 특성 

동을 규명함과 아울러 탄화수소 자원의 집적구조를 파악하는 것이 주목적이다. 

본 연구에서 퇴적학적 연구는 경상누충군의 하부인 낙통충군의 낙동층， 하산동 

충 및 진주층에 대해 집중하였다. 밀양소분지 경상누충군의 상부인 칠곡충， 신라 

역암충， 합안층 및 진통층 그러고 의성소분지의 일직충， 후명통충， 사곡충 및 점 

곡층에 대한 퇴적환경 연구도 동시에 수행하였다. 수명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 

에 대하여 1:20 척도의 정밀 수직 주상도를 작성하여 퇴적상을 연구하였고， 이를 

통하여 저류층 사암의 자세한 퇴적작용과 퇴적환경을 유추하였다. 저류사암 외에 

도 근원암 및 덮개암 역할을 하는 이암에 대해서도 자세한 퇴적작용을 연구하였 

다. 퇴적작용에 영향을 주는 지구조 운동， 기후 및 호수면 변화 동의 요인에 대 

한 고찰도 시도하였다. 육성 퇴적층에서의 순차충서 (sequence stratigraphy)를 

확립하기 위한 탄성따 탐사를 수행하기 위해서 야외노두에서 얻어진 시료에 대한 

퇴적학적-물성학적 특성도 분석하였다. 이를 통하여 육상 탄성파 탐사시 탐사지 

역의 암석에 대한 적합한 따라미터를 제공할 예정이다. 합성 탄성따 모델링을 통 

하여 탄성따 탐사시 필요한 문제점을 파악하였으며 다양한 지질 모텔에 대한 탄 

성따 자료 해석의 문제점도 도출하였다. 

저류가능 사암의 저류조건을 따악하기 위하여 사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를 수 

행하였다. x-선 회절분석과 변광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사암의 구성 성분과 조직， 

속성작용 단계 및 공극의 양상을 연구하였고， 점토광물의 구성성분 분석과 일라 

이트의 결정도를 측정함으로써 암석화 단계 및 심도에 따른 변화와 열에 의한 변 

질정도를 밝히고자 하였다. 매몰과정을 파악하기 위해 암석시료 분석과 병행하여 

속성작용， 암석물성 및 조사지역에 국부적으로 분포하는 관입암의 영향에 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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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악 연구도 수행하였다. 특히 

하였으며， 현미경 관찰이 

을 따악하였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경상누층군의 낙동층과 진주층에는 근원암으로 가능할 

정도인 유기물함량이 0.5%인 세일이 비쿄적 풍부하게 합유된 지충들이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유기물의 함량보다는 지역 또는 충서상의 위치에 

따른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변화에 중점을 두고 연구를 수행하였다. 열적 성숙도 

연구에는 Rock-Eval에 열분해 분석과 비트러나이트 반사도 측정법이 이용되었다. 

이번 연구에는 처음으로 열분석 기기인 Rock-Eval 6가 처음으로 이용되었다. 특 

히 현재 미국， 카나다 퉁지에서 타이트 가스의 탐사 또는 개발단계에 있는 타이 

트가스 부존분지와 경상누충군의 근원암 빛 저류암의 특성을 비교 검토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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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번 연구에서는 미세 균열구조에 

불가능한 성장공극은 전자 현미경 

해석 분지 퇴적 절 제 

연구대상인 경상분지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와 쥬라기의 화강암류 상부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퇴적층과 화산암 및 관입체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3-1). 

본 역에 발달되는 백악기 지층은 경상분지의 밀양소분지와 의성소분지를 채운 경 

상누층군과 이를 관입한 불국사 화강암류로 이루어진다. 경상누충군의 충후는 

약 9천미터에 달하며 통쪽으로 10-15도 정도로 경사되어 있어 동쪽으로 감에 따 

라 상부층이 나타난다. 경상누충군은 본 역 서부에 분포되는 선백악기 변성암과 

화강암 상위에 놓이며 하부로부터 신동충군， 하양충군， 유천충군으로 나뒤어 진 

다. 신동충군은 다시 하부로부터 낙동충， 하산동충， 진주층으로구분되며， 하양 

충군은 밀양소분지에서는 칠곡층， 신라역암충， 함안층 (학봉화산암멤버 포함) . 

진통충 (대구 영천 경주지역에서 반야월층 송내동충-채약산 화산암충-건천리층으 

세분됨) 그리고 의성소분지에서는 일직층， 후명동충， 점곡충 및 사곡층으로 

나뉘어진다(Table 3-1). 유천충군은 화산암과 화산쇄설물로 구성되며 하부는 

산암질암류가 우세하고 상부는 산성화산암류가 대부분이다. 경상계 퇴적층은 

북동-남남서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100 SE 내외의 경사를 보이는 대상의 분포 

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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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동충군은 경상분지 내에서 큰 

와 의성소분지에서 뚜렷한 차이를 

로 구분하여 연구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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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1.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Gyeongs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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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1e 3-1. Stratigraphic corre1ation in the Gyeongsang 8asin 

(Modified after Chang , 1975) 

GROUP Euisung 810ck Mi1yang B10ck 

YUCHON GROUP 

Shinyangdong Fm. Konchonri Fm. 

Chaeyaksan Vo1canic Fm. 
Jindong Fm. 

Chunsan Fm 
Songnaedong Fm. 

HAYANG 
Panyawo1 Fm. 

Sagok Fm. Haman Fm. 

GROUP 
Hakbong Vo1canic Fm. 

Jeomgok Fm. 
Shi11a Cong1omerate Fm. 

Hupyeongdong Fm. 
Chi 19ok Fm. 

Il jig Fm. 

JinJu Fm 

SHINDONG 

Hasandong Fm. 

GROUP 

Nagdong Fm. 

가. 신동충군 

신통충군은 밀양소분지 및 의성소분지에서 암색에 따라 최하부의 낙동충， 척색 

을 띠는 하산동충 그러고 상부의 흑색을 띠는 진주층으로 구분된다. 상부의 낙동 

충은 북쪽으로 갈수록 두께가 앓아지며， 안동단층 인근지역에서는 하부의 하산동 

층 과 상부의 일직층과는 암색으로 구분이 모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이
 
“ 



(1) 낙동충 

신동충군의 최하부인 낙동층은 선캠브리아기 빛 쥬라기의 기반암 상부에 부정 

합으로 놓이는 탄질 세일 및 역암， 역질 사암， 사암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원지 

일대의 백마산 인근 지역에서는 기반암 상부에 잔자갈 및 왕자갈이 포함된 역질 

사암과 사암， 암청회색 이암이 60m 정도의 두께로 분포하며， 이는 백마산 충원으 

로 명명되었다 (Choi , 1979 , 1981). 이 충원은 전체적으로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인다. 백마산충원의 상부는 주로 이암과 하도형 사암의 교호로 특정이다. 의성 

지역에서의 낙동층은 암석구성 및 퇴적상에 의해 만경산 충원 및 금당리 충원으 

로 구분된다. 만경산 충원은 역암 및 사질 역암으로 구성되며， 흑색 이암이 협 

재한다. 금당리 충원은 두꺼운 판상의 사암과 암회색 내지 흑색을 보이는 이암의 

호충으로 특정지워진다. 그러나， 본 연구가 주로 수행된 지역에서는 각 충원의 

구분은 힘들며， 단지 기반암 상부에 역암이 우세한 지역과 흑색 세일 및 탄질세 

일이 우세한 지역으로 구분된다. 밀양소분지 내에서 역암이 우세한 지역은 합천 

군 용주면 우곡리 및 방곡리 일대， 그리고 원지 인근지역이다. 역암이 우세한 

지역에서의 낙동층 기저부는 상향 조립화 내지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 

지역에서 멀어질수록 퇴적물의 입도 빛 역압 빛 사암의 두께는 이암에 비해 상대 

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지점은 대규모 선상지의 정점으로 해 

석되며， 녹회색， 흑색이암 및 탄질세일이 우세한 지역은 선상지의 외곽으로 해석 

된다. 낙동충 최하부에서 이암이 우세한 지역은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며， 낙 

동충 상부로 갈수록 퇴적물 입도가 감소하는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역암과 

사암은 주로 괴상， 수명층이， 사충리 및 점이층이를 보이며， 주로 판상 혹은 하 

도형외 외부 형태를 가진다. 이는 선상지 환경에서 쇄설류(debris f1 ow) , 판류 

(sheetflood) 흑은 고농축류(hyperconcentrated flow) 에 의해 이동되었거나， 선 

상지 내부의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암은 주로 암회색， 회색 

혹은 암청회색을 띠며， 식물 화석 및 뿌리흔적 화석이 많다. 이등은 저습지 흑은 

선상지 내에 분포하는 충적펑야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이 층은 경상분지 북쪽 

에서 최대 1, 900m 정도의 두께를 가지나， 진주지역에서는 약 550m정도로 두께가 

상대적으로 앓다. 

(2 ) 하산동층 

낙동충 상부에 정합의 관계를 가지며 분포하는 하산동충은 주로 사암과 적색 

이암의 교호로 특징지어지나， 본 층의 중부에서는 회색 이암도 분포한다. 사암은 

주로 괴상， 수명총리 및 사충리를 보이며， 수명충리 및 사층이를 보이는 역질 사 

암도 협재한다. 적색 이암은 주로 괴상이며 ， 일부 엽리를 보이는 층은 실트스톤 

” “ 



박층과 이암 박충외 교호로 특징지어진다. 적색 이암에는 생교란 흔적화석 및 칼 

리쉬 단괴가 흔하며， 일부 녹회색 및 암회색 이암에는 온콜라이트， 연체동물 화 

석 들도 발견된다. 사암충은 주로 하도형의 지형을 보이며， 로브형도 협재한다. 

이들은 고굴곡 혹은 저굴곡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일부는 범람원에 분포 

하는 얄은 호수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적색 이암은 건조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 

그리고 회색이암은 습윤 기후하의 범람원 혹은 건조 기후하의 법람원에 분포하는 

저습지 흑은 일시적으로 형성된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층은 

경상분지에서 최대 두께가 1 ， 300m에 달하나 진주지역에서는 약 1, 100m 정도이다. 

(3) 진주충 

주로 회색 빛 암회색 이암과 회색 역질사암， 사암으로 구성된 진주층은 주로 

적색 이암과 사암의 쿄호로 특정지워지는 하부의 하산동층 및 상부의 칠곡층과 

뚜렷이 구분된다. 사암체는 최대 8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수십cm 두께를 가지 

는 괴상， 수펑충리 및 사충리를 보이는 단위 사암충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 사 

암 빛 이암은 퇴적동시성교란을 받았다. 수명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노두에서 

이 사암체는 로브형 흑은 하도형의 지형을 보이며， 상향조립화 및 상향세립화 경 

향을 보인다. 상향 조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는 수명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 

에서는 로브형을 보이며， 이는 삼각주가 호수환경으로 전진하며 형성된 퇴적로브 

환경으로 해석된다.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사암체는 판상 혹은 하도상이며， 

이는 삼각주 명원에 형성된 하도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회색 및 암 

회색 이암은 괴상， 수명엽리， 사엽리 및 점이충리를 보이며 호수환경에서 푼짐 

퇴적물이 수직침전된 것 흑은 홍수기때 픈집 퇴적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유수가 

호수환경에서 저충류를 이루며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복족류 빛 이매패류 화 

석， 스트로마툴라이트， 어류화석， 에스테러아， 개형류 화석， 식물화석 퉁이 흔히 

관찰된다. 본층은 연구지역에서 최대 1100m 정도이나 북쪽으로 갈수록 앓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나. 하양충군 

하양충군은 하부의 신동충군에 비해 화산 쇄설물의 양이 급격히 중가하는 양상 

을 보이며， 밀양소분지에서는 칠곡충， 신라역암충 함안충 빛 진통충으로 구분되 

나， 의성소분지에서는 일직충， 후명동층， 점곡층， 사곡층， 춘산충， 신양동충 동 

으로 구분된다. 하양충군의 퇴적시기에 들어와 밀양소분지와 의성소분지는 서로 

다른 양상의 퇴적이 일어났으며 ， 본 단락에서는 각 소분지의 충서와 퇴적에 대하 

여 간략히 언급하고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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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밀양소분지 

하양충군의 하부에 해당되는 칠곡층의 하부는 정합의 관계로 진주층과 경계를 

이루며， 적색을 띠고 있어 암회색 및 흑색의 이암으로 구성된 진주층과 쉽게 구 

분된다. 하부의 진주층과 정합의 관계를 보이며， 적색이암의 찾 출현으로 구분된 

다. 상부의 신라역암층과의 경계에서는 역암의 양이 점차 증가하여 신라역암층과 

의 경계는 불분명하다. 칠곡층은 주로 적색을 띠는 이암이 특정이며， 역암， 역질 

사암， 사암 및 화산 기원 퇴적물이 협재한다. 이암은 주로 적색을 띠며， 협재하 

사암은 괴상 흑은 수평충리， 사충리를 보인다. 단위 사암층의 수명적 연장성 

매우 불량하며， 수 10cm 두께의 하도형 및 로브형의 지형을 보인다. 이들은 

건조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크레바스 스플레이에 의해 이동된 퇴적물이 

소규모의 하도나 로브를 만들면서 되적된 것이다. 연구지역에서 본 층은 400m 

800m 정도의 두께를 가진다. 

(가) 칠곡층 

L-'-
。

'-

주로 

(나) 신라역암충 

칠곡충 상부에 분포하는 신라역암층의 하한과 상한은 역암 및 역질 사암의 왕 

성한 첫 출현 및 최종출현으로 특정지워진다. 그러나 칠곡충 상부에 해당되는 노 

두에도 두께가 수십cm에 달하는 역암이 협재하여 일부지역에서는 그 경계가 불명 

확하다. 주로 역암， 역질사암， 사암 및 적색이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단위 역암층 

은 판상의 지형을 보이며， 괴상， 수명층리 및 사충리를 보인다. 적색이암에는 화 

석 카리쉬가 함유되며， 연흔 및 건열이 발달되어 있다. 생쿄란 흔적 화석도 흔히 

관찰된다. 판상의 역암은 선상지 환경에서 판류 혹은 고농축류 동에 의해 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역에서는 신라역암층 상위에 화산쇄설물로 구성된 학봉 

빈암설층이 분포한다. 

(다) 함안충 

신라역암충 상부에 정합적 관계를 가지며 분포하는 합안층은 주로 적색이암과 

웅회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재 퇴적물도 협재한다. 일부 이암은 암회 

색 및 흑색을 띤다. 이 층의 하부에는 수명적 연장성이 매우 양호한 판상을 보이 

며， 사엽리가 잘 발달된 사암이 협재하나， 상부에는 이암이 절대 우세하다. 적색 

이암은 일반적으로 실트스톤 엽층과 적색이막 빛 이암의 쿄호로 특정지워진다. 

실트스톤 엽층에는 사엽리 및 엽리가 잘 발달하며， 상위의 적색이막 및 이암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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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이하는 경향을 보인다. 이암의 퇴적면에는 연흔 및 건열이 흔하다. 이암은 주 

로 범람원 빛 홍수기 이후 일시적으로 형성된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사 

암은 홍수기에 유입된 것이다. 이 층은 최대 두께가 약 1 ， 400m에 달한다. 

(라) 진동충 

진동층은 주로 암회색 및 흑색 세일 (혹은 이암)과 실트스톤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녹회색 혹은 회색의 세립사암이 협재하나 그 양은 극히 미미하다. 엽리가 

발달된 이암은 실트스톤 엽리와 이암 엽리의 쿄호로 특정지어지며， 실트스톤에는 

수명엽리， 사엽리， 연흔 구조가 발달하기도 한다. 일부 이암에는 건열 및 공룡 

발자국 화석도 관찰된다. 암회색 및 흑색 이 암이 우세한 점으로 보아 이 충은 퇴 

적물의 공급량이 적은 호수 혹은 호수 주변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심성암체 주위에서는 열변성작용을 받아 규화된 곳이 도처에서 관찰된다. 

(2) 의성소분지 

(가) 일직충 

칠곡층은 의성소분지에서 일직충， 후명동충 및 접곡층의 하부와 대비된다. 밀 

양소분지와는 탈리 일직충은 진주충 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며 ， 상위의 후명동층 

과는 정합적 관계를 보인다. 북쪽으로 가면서 흑색을 띠는 진주층과의 경계는 모 

호해 진다. 따라서 본연구에서는 일직층의 하한을 밀양소분지에서 뚜렷한 암색의 

변화보다논 왕모래 크기의 펑크색 K-장석을 포함하는 사암으로 잡았다. 기존의 

층의 일직층은 적색이암 및 실트암과 하도형태를 보이는 사암체로 구성되어 있으 

며， 칼리쉬단괴도 흔하다. 하도형태를 보이는 사암은 꾀상， 수명충리， 사충리를 

보이며， 측면누적， 하류누적 및 2차 하도충진 퉁의 형태구성요소를 포함하여 망 

상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적색이암은 건조기후하의 충적명야 환 

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협재하는 사암은 크레바스 스플레이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고각도 일직층의 중부대에서는 두꺼운 사암층이 잘 발달하지 않으 

며， 호침으로 인한 암회색 내지 흑색 세일대가 분포하기도 한다. 

(나) 후명동충 

후명동층은 주로 적색의 실트암 빛 사암으로 구성되며， 하위의 일직층 및 상위 

의 비적색층인 점곡층과는 정합의 관계를 보인다. 층의 두께는 약 500 m로 북쪽 

으로 가면서 두꺼워지는 경향을 보이며， 잡색역암의 존재 유무를 기준으로 구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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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충원과 구계통충원으로 구분된다. 

구미동충원은 주로 적색 이암과 실트스톤으로 구성되며， 수매의 역암층이 협재 

한다. 역암층은 수십 cm- 수 m 정도의 두께를 가지며， 수명총리， 판상 혹은 곡사 

충리를 보이는 역암， 역질사암 및 사암 단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수명적 연장 

성은 불량하며， 간혹 상향세칩화 경향을 보이기도 한다. 적색 이암 빛 실트스톤 

은 건조한기후하의 충적펑야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수명적 연장성이 불량한 

사암 및 역암층은 소규모의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구계동충원 역시 적색의 이암 및 실트스톤이 우세하며， 중칩질 내지 조립질 사 

암은 하부구간에 그리고 세립질 및 중칩질 사암은 중부 및 상부구간에 국한되어 

나타난다. 주로 꾀상인 적색이암의 상부면에는 건열과 흔적화석이 자주 관찰되 

며， 칼리쉬단괴도 흔한 점으로 보아 건조한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 

으로 추정된다. 

(다) 점곡충 

의성소분지에서 신라역암층에 대비되는 점곡층은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의 이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 역질사암， 이회암， 및 용회암이 협재된다. 행촌 

지역의 흑색이암에서는 호성환경을 지시하는 개형충이 산출되며， 연흔도 확인된 

다. 점곡지역에서는 유백색을 띠는 웅회암이 분포하며， 그 상위에서는 암회색 및 

녹회색을 띠는 이암 및 실트암이 분포한다. 지역에 따라 간흑 역질사암 및 역암 

이 협재한다. 본 충은 최대 두께가 900m에 달하며，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앓아진 

다. 

(라) 사곡층 

의성소분지에서 함안충과 대비되는 사곡층은 사곡면 실업동을 중심으로 극히 

제한된 지역에 분포한다. 하부의 점곡층과는 적색이암의 존재유무로 구분되며， 

상한은 춘산충 최하부에 분포하는 구산동웅회암의 직하부로 구분된다. 본층은 적 

색의 이암 및 실트암과 협재하는 웅회질 사암의 교호로 특정지워진다. 적색의 이 

암에는 건열， 연흔， 사충리， 사엽리 및 흔적화석이 흔히 관찰되며， 이는 건조한 

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2. 지질구조 

한반도는 유라시아 대륙판 상에 분포하며， 해양판인 태명양판， 밀리핀판이 유 

라시아판 하부로 섭입하는 활성 대륙주변부에 해당된다 (Hilde et a l.,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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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생대 백악기도 유라시아판에 대한 쿨라판의 충돌로 활성 대륙주변부가 유지 되 

었으며 ， 이에 따라 한반도의 남부는 좌수향 지구조 변형을 받은 것으로 해석된다 

(Klimetz , 1983). 취성변형구조 해석에 의하면 백악기 경상분지의 최하위지층에 

서는 남북방향의 신장웅력이 발달하고 있다. 이와 같은 남북방향의 신장웅력과 

북동-남서 방향의 구조선들은 우수향 주향이동에 의해 백악기 경상분지가 형성되 

었음을 지시하며， 이는 쥬라기말 호남전단대를 우수향으로 이동시킨 힘과도 연관 

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반도의 남부에 분포하는 백악기 소분지툴 (음성 ， 영통， 

공주， 진안 분지 동)도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의 구조선에 연하여 발달하고 있으 

며， 이에 따라 백악기 경상분지의 생성과 발달도 같은 맥락에서 해석되고 있다 

(이동우 외 1991; Lee , 1989). 이 시기의 우수향 변형운동은 오오츠크 블록이 

유라시아판에 대해 통서향으로 충돌하면서 형성된 힘으로 해석될수도 있을 것이 

다. (Jolivet , 1988). 이러한 우수향 변형운동은 경상분지를 열개분지 방식으로 

전개시키며， 남북방향의 신장응력이 경상분지의 최하위지층인 신동충군에 기록된 

것으로 해석된다. 전기 백악기에 들어와 경상분지에는 동서방향의 신장웅력이 발 

달되었다 (Gnibidenko et a l. , 1977 ; 황재하， 1994). 이 신장웅력은 쿨라( Kula) 

판의 북서향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이 한반도를 위시한 주변 유라시아판 통 

부에 좌수향의 지구조변형대를 형성하였다. 이러한 와수향 구조운동은 백악기 중 

엽까지 지속되어 중국남부 일대에서는 천기 백악기 화강암류까지도 좌수향 변위 

를 받았다. 한반도 남부에서도 계속되는 좌수향 변형을 받았다. 좌수향 변형의 

후기에 들어와 경상분지의 중남부에는 화산활동이 시작되며， 경상분지의 북단에 

서는 충상단층이 발달하면서 경상분지는 소멸의 단계로 진행되었다. 고웅력장 복 

원에 의하변 경상분지내에는 북동-남서방향의 신장웅력 이후에 서북서-동남통 방 

향의 압축응력이 확인된다 (황재하 ， 1994). 이 변형은 백악기 말에서 신생대 제3 

기초에 걸쳐 경상분지에 지체구조 변형을 일으켰다. 이 웅력에 의해 경상분지에 

는 화성암류의 관입 및 분출 그러고 동남향의 경동지괴 운동이 일어난 것으로 해 

석된다. 

3. 퇴적 분지 발달사 

가. 밀양소분지 

밀양소분지의 최하부에 해당되는 낙동층은 상향 조립화 빛 세립화 경향을 보이 

는 역암， 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밀양소분지에서는 합천군 용주면 일 

대와 산청군 단성일대에 조립질의 역암이 우세하며， 이 지역의 상위지층인 하산 

동층 및 진주충도 역암을 다량 합유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주향 방향을 따라 남 

북쪽으로 가면 퇴적물의 입도는 급격히 감소하며， 기반암 위에 상향 조립화 경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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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이 분포한다. 이암은 일반적으로 녹회색을 띠나 지역에 

따라 흑색을 띠는 경우도 있으며， 일부는 탄충을 형성하고 있다. 퇴적물의 입도 

분포로 보아 합천군 용주면 일대와 산청군 단성일대에는 대규모의 선상지가 형성 

되었고， 선상지 외곽인 기타 지역에서는 선상지의 전진구축으로 인해 상향 조립 

화 경향을 보이는 이암 및 사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Figure 3-2). 역암 

및 사암은 선상지에 분포하는 망상하천에서 퇴적되었으며， 이암은 범람원 환경에 

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녹회색， 암회색 및 흑색의 이암은 낙동층의 퇴적시 

기에는 상위의 하산동층에 비해 습윤한 기후에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낙동층의 상부인 하산동층은 척색이암의 첫 출현으로 특정 지워지며， 이는 하 

산동충 퇴적시기에 들어와 기후가 건조해졌음을 지시한다. 사암은 주로 하도형의 

외부지형을 보이며， 내부에는 과상， 수명충리 및 사충리를 보이는 사암이 상향세 

립화 경향을 보이며 퇴적된 것이 특정이다. 과상 및 수명충리가 우세한 사암체에 

는 수명누적이 흔하며， 저각도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은 측면누적에 의해 되적된 

것이다. 이는 고굴곡 혹은 저굴곡 하천 혹은 사행천 및 망상하천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산동층 중부에 분포하는 녹회색 이암대는 하산동층이 퇴 

적되던 시기 중반에 기후가 약간 습윤해 졌음을 지시한다. 

진주층은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흑색이암이 특정이며 호수 주변부 환경의 삼각 

주의 하도 및 퇴적로브 소환경에서 퇴적된 하도형 및 로브형의 사암체가 특정이 

다. 로브형의 사암체는 상향조립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호수로 전진구축하는 퇴 

적로브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며 하도형의 사암은 삼각주 표면 (delta plain) 환 

경에서 형성된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부의 범람원 환경에서 호성 

환경으로 퇴적환경이 변한 것은 기후변화로 인한 호수면 상승， 분지의 침강으로 

인한 호수면 상승， 혹은 조구조 운통으로 외부로 연결된 하천이 차단되면서 호수 

가 형성된 경우 동의 가능성이 있다. 

산동층군에 비해 상부의 하양층문에는 화산기원 쇄셜성 입자의 양이 급격히 증 

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이는 하양충군의 퇴적시기에 들어와 주변에 화산활동이 

활발히 일어났음을 지시한다. 하양충군의 최하부인 칠곡충 역시 적색의 이암이 

우세하며 이는 호성환경에서 법랍원 환경으로의 급격한 퇴적환경 변화를 지시한 

다. 하부의 진주층과 하산통층에 비해 두꺼운 하도형의 사암체가 적은 현상은 근 

원지에서 퇴적물 공급의 감소를 지시하며 이는 근원지에서의 계속된 삭박현상， 

기후변화 혹은 조구조운동의 변화로 인한 것으로 추정된다. 상부의 신라역암층과 

의 경계에서 역암의 증가는 근원지에서 조구조 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적색이 

암이 신라역암층에도 분포하는 양상 역시 기후변화 보다는 조구조 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함안층에는 두꺼운 적색 이암이 우세하며， 사암의 양이 극히 미미한 현상은 조 

구조운동후 퇴적물의 공급이 급격히 감소하였음을 지시한다 (Figure 3-3). 적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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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2. Simplified depositional modeJ of Milyang subbasin , 

duri ng the depo[;i t í ‘)11 of Si ndo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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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3. Simplified depositional model of Milyang subbasin during 

the deposi tion of Hayang (;nl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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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이 우세한 현상도 건조한 기후가 계속해서 유지되었음을 지시한다. 대구지역 

에 분포하는 학봉 빈암충 그러고 합천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쇄설물 되적층의 분포 

는 화산 인근지역에서 화산 쇄설물의 공급이 원활하였음을 지시한다. 진통층은 

암회색 내지 흑색의 이암이 우세하며， 이는 기후 변화에 따른 호수면 상승의 결 

과로 해석된다. 조립질 퇴적물 및 화산쇄설물 공급이 적은 현상도 조구조 운동 

보다는 기후변화를 지시하며， 대구인근지역에 분포하는 채약산 화산암은 지역적 

인 화산활동이 지속되었음을 지시한다. 호수주변부의 삼각주 되적층이 적은 현상 

도 퇴적물의 공급이 적었음을 지시하며 이는 램프(ramp)형의 호성 환경이 형성되 

었음을 지시한다 (Figure 3-3). 

나. 의성소분지 

의성소분지의 신동충군은 밀양소분지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나 북쪽의 안통단층 

인근지역으로 갈수록 진주층이 잘 발달하지 않은 것이 특정이다. 이는 분지의 서 

측 및 통측， 안동단층의 북측에 분포하는 기반암이 퇴적물의 근원지 역할을 하여 

경상분지 내부로 공급되었기 때문이며， 따라서 분지의 북측에 호성 환경이 형성 

되지 않았음을 지시한다 (Figure 3-4). 

하양충군의 하부인 일직충내에 분포하는 두꺼운 조립질 하도형 사암체는 고굴 

곡 및 저굴곡 하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두꺼운 사암체는 밀 

양소분지의 칠곡층에서는 드물게 나타난다. 따라서 의성소분지에서는 조립질 퇴 

적물의 근원지가 분지의 서측외에도 북측 및 동측에 분포함을 지시한다 (Figure 

3-4) . 일직충 중부에 호성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는 회색 또는 녹회색의 

이암이 분포한다. 남측의 밀양소분지 내에서도 정확히 대비는 되지 않으나 녹회 

색의 이암이 칠곡층내에서도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일시적인 기후변화에 따른 호 

침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후명동충 역시 건조기후하의 범람원 환경에 

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이는 밀양소분지의 칠곡층과 유사하다. 그러나 협재 

하는 역암은 분지의 북측 혹은 통측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암회색 내지 

흑색의 이암이 우세하며， 사암 및 역질 사암， 이회암 및 웅회암이 협재하는 점곡 

층은 주로 호성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밀양소분지의 칠곡충 상부， 신 

라역암층 및 학봉 빈암층에 대비된다. 밀양소분지의 칠곡충 상부， 신라역암층， 

및 학봉빈암층내에 분포하는 이암은 주로 적색을 띠는 반면 점곡층의 이암은 암 

회색 내지 흑색을 띠는 점으로 보아， 이 시기에 들어와 경상분지의 밀양소분지는 

건조기후하의 범람원환경， 의성소분지는 호성환경이 형성되면서 두 개의 소분지 

는 각각 다른 형태로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또한 신라 역암층에 해당되는 역암 

층의 분포가 의성소분지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현상도 각각의 소분지가 기후변화 

보다는 조구조 운통의 변화에 따라 다르게 진화했음을 지시한다. 밀양소분지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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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안층에 대비되는 의성소분지의 사곡층에서도 적색의 이암외에도 암회색 내지 

흑색의 이암이 분포하는 점으로 보아 건조한 기후하의 범람원 외에도 부분적인 

분지의 침강으로 인해 호성환경이 형성되었음을 지시한다. 

제 2 절 석유 잠재력 평가 

1. 잠재 근원암 

석유생성 잠재력은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측정과 Rock-Eval 열분석에 의하여 

명가되었다. 열적 성숙도는 비트러나이트 반사도， 유기물의 원소분석 및 열분석 

Tmax에 측정에 의하여 연구되었다. 사용된 시료는 채취 당시 최근에 절개된 신선 

한 노두에서 채취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였으며 주로 탄화목을 집중적으로 채취하 

였다. 분석은 대개의 경우 중액 (ZnBrz , S. G. =1. 8)을 사용하고 일부는 산처리 

(염산+불산)를 함으로써 탄질물을 농집한 후에 이루어졌다 (오재호 외， 1995.) 

가. 의성소분지 

(1)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와 열분석 Tmax에 의하여 열적 성숙도가 연구되었다. 의성 

일대에서 채취된 20여 개 시료 (오재호 외， 1993)에서 신벙도가 비교적 높은 결 

과를 얻을 수 있었다. 반사도 값둘은 대체로 2. 7%에서 4.8% Ro 사이에서 변화하 

는데 (Table 3-2) , 이것은 탄화수소 생성단계 중에서 건성가스 생성대에 해당된 

다 (Fig. 3-5). 

낙동충 시료들의 반사도는 4. 76%와 4.87% 깨의 반사도를 가지는 2개의 시추코 

아 시료 (C8 , C5)와 풍화를 심하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는 2개 시료 (911018 , 

910906)를 제외하고는 모두 3.19%에서 3. 78% 사이에서 변화한다. 진주층에서는 2 

개 시료 (911017 , 921101)를 제외하고는 모두 3% 미만이다. 일직층과 하산동층에 

서는 유기물의 반사도를 측정한 시료 숫자가 진주층이나 낙동층에 비해 적어서 

전반적인 열적 성숙도의 변화 경향을 따악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있다. 그렇기는 

하지만 하산동층에서는 반사도가 3% 내외인 것으로 추정된다. 일직층의 2개 시료 

중 3.58%의 반사도를 나타내는 시료는 하위의 진주층과 비교해 볼 때 2차적인 변 

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로 일직층의 일반적인 반사도는 적어도 3%를 넘지 않 

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이와 같은 결과로 보아 열적 성숙도는 하위 지층으로 

가면서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의성 일대에서 신동충군의 유기물은 구 

조운동 이전에 도달한 열적 성숙도가 현재에도 어느 정도 유지되고 있는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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볼 수도 있다. 한펀 낙동층의 2개 시추 코아 시료와 진주층의 2개 시료 (911017 , 

9211 01 )，그러고 일직층의 1개 시료의 반사도가 동일 지층의 다른 시료에 비하여 

비정상적으로 높게 나타나는데 이들 시료의 유기물들은 2차적으로 변질되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이와 같이 반사도가 높아지는 2차적인 변질은 주로 화성암체의 

관입과 관련된 열에 기인하는 것으로， 의성지역 일대에서 나타나는 맥암류의 관 

입이 국지적으로 유기물의 열적성숙에 영향을 미쳤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가 

능성은 앞에서 암석학적 연구에서 점토광물이 관입 암맥 분포지역에서 국지적으 

로 열변질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하는 결과와 일치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2. Vitrinite Reflectance and Pyrolysis Assay Data in Euiseong Subbasin 

Tmax S2 
Fonnation Sample No. Ro (%) (OC) (mgHC/ (mgHC/ 

gRcok) gTOC) 

Iljig Fm. 
920708 2.32 589 0.76 1 
921103 3.58 

911017 3.25 455 l.58 9 
920706 2.33 
920707 2.88 586 l.40 4 
920709 2.95 590 0.84 l 

Jinju Fm. 921101 3.27 467 l.70 11 
921102 2.98 588 0.19 l 
921104 2.90 590 0.90 2 
921105 2.80 590 0.70 5 
921106 2.69 593 0.70 2 

920710 3.06 592 l.21 14 
Hasandong Fm. 921107 2.97 581 0.09 0 

921108 2.83 587 0.90 2 

911018 2.71 575 5.80 16 
911020 592 0.27 5 
911021 3.77 591 2.42 9 
911022 3.78 591 2.09 8 

Nagdong Fm. 
910906 2.62 592 l.65 4 

C8 4.76 580 0.60 1 
C5 4.87 578 0.09 0 

920703 3.19 *** 0.00 0 
920704 3.33 589 2.31 22 
920705 3.34 587 0.76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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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집된 유기물의 열분석 Tmax는 575 0 C와 592 0 C 사이로 측정되었는데 이것은 유기 

물 진화 단계의 건성가스 생성단계에 해당된다. 그러나 비트러나이트 반사도 경우 

와는 달리 충서상의 수직 방향이나 수명 방향으로 성숙도의 어떠한 변화 경향을 인 

지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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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 z ~ 
디 ...:: 

pi「 」i2.0 。C/J

...:: ...:: ~ 3 Z :r: ';' 
r2.2 

SEMI-
ANTHRACITE 

~ 2.35 

r2.9 

1- 3.0 

ANTHRACITE 
·!-----------’--2 

” 
5 

Xμ
 

1j 

’
1

ι
 

‘‘) 

’
4T 

」

L[ 

」

」

5.1 

META
ANTHRACITE 

GRAP I-I ITE 

-

---. 

, ------------------
LATE 

CATAGENETIC 
METHANE 

(DRY GAS) 

• 

Figure 3- 5. Thermal maturity of organic 
matter in Euisung area on the 
basis of vitrinite reflectance. 

(2) 석유생성 잠재력 

유기물들의 석유생성 잠재력은 Rock-Eval 열분석 결과에 의하여 명가되었다. 

Rock-Eval 열분석시 석유생성 잠재력은 일반적으로 열분해 탄화수소 잠재력 지수 

짚
 



(S2)와 수소지수 (HI) 에 의하여 판단되는데， S2는 시료 (전암 시료 또는 농집 유 

기물) Ig에서 열분해시 생성되는 탄화수소의 양이고，Hl는 유기물 Ig이 열분해시 

생성시키는 탄화수소의 양을 나타낸다. 어떤 암석이 탄화수소의 근원암으로서 가 

능성을 갖기 위해서는 최소한 0. 5% 이상의 유기탄소를 포함할 때 S2 및 HI 값이 

각각 lmgHC/g Rock 및 100mgHC/gTOC의 이상의 값을 가져야 한다. 

분석된 시료들의 S2 값은 0에서부터 5 . 80mgHC/gRock까지 상당히 넓은 범위에 

분포하며 상당수가 1 mgHC/ gRock 이상의 값을 가진다 (Table 3-2). 따라서 분석 

된 시료중 일부는 근원암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그러나 분석 

된 시료들이 유기탄소 함량 10% 이상인 농집된 유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 

와 같은 탄화수소의 곤원암으로서의 가능성을 부여하는 것은 의미가 없다. 더우 

기 유기탄소 lmg당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수소지수는 1개 시료가 22 

mgHC/gTOC를 가지는 것을 제외하고 모두 16 이하의 극히 낮은 값을 가지므로 잔 

류 석유생성 잠재력은 없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분석된 시료의 유기물들이 타이프 III에 해당되는 고등식물 기원이고， 경험적 

으로 볼 때 타이프 III의 유기물들은 주 석유 생성대 상한 천후에서 HI 값이 대 

체로 200 이하이라는 점 ， 그리고 Tmax가 520 0 C일때 변환 가농한 유기물의 90% 이 

상이 탄화수소로 변환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점틀을 고려할 때， 현재 

신통충군의 암석 중에 포함된 유기탄소들은 변환 가능한 유기물의 대부분이 이미 

석유나 가스로 변환되고 남은 쩌꺼기 유기물에 함유된 것으로 간주할 수가 있다. 

이미 알려진 바와 같이 신통충군 흑색 이암들은 약 1% 정도의 유기탄소를 합유하 

고 있다. 이러한 유기탄소 함량이 변환가능 유기물의 90% 이상이 탄화수소로 변 

환되고 남은 쩌꺼기 유기물에 함유된 것이라고 할 경우， 암석 중에 포함된 유기 

탄소 함량이 약 1%인 것과 탄화수소 변환률로부터 퇴적 당시의 유기물 함량을 추 

정하면 신동층군 지층의 퇴적 당시의 세립질 퇴적물 중에는 적어도 1% 이상의 유 

기물이 함유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그러고 이와 같이 비교적 풍부 

한 유기물은 퇴적 이후 열적 성숙도가 석유생성 단계에 지나서 현재에 이르기까 

지 상당량의 탄화수소를 생성시켰을 것으로 생각할 수가 있다. 따라서 경상분지 

내에서 비록 건성 가스이기는 하지만 경우에 따라서는 보존 조건이 갖추어진 곳 

에서는 탄화수소의 부존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나. 밀양소분지 

(1)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가) 진주지역 

신동충군에서 채취된 탄질물 시료(오재호 외， 1995)의 반사도는 2. 54%R。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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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94%Ro 사이에 분포한다 (Table 3-3 , Figure 3-6). 이러한 반사도 값은 진주지 

역 신동충군의 유기물이 건성가스 생성대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지충 

별 반사도 분포 범위를 보면 낙동충은 2.99%에서 3.94% , 하산동층은 2.62% 내지 

2.81% 그러고 진주층은 2.54%에서 3.71% 사이의 범위에 대체로 분포한다. 한 개 

내지 두개 시료의 반사도가 예외적으로 높은 것을 제외하면 진주충과 하산동층의 

반사도 분포 범위는 거의 비슷하고， 낙동층의 반사도는 상위의 진주충 및 하산동 

충보다는 높은 반사도 값을 갖는 것으로 볼 수 있다. 측정된 시료의 숫자가 적어 

서 확실치는 않으나 충서 상의 위치에 따른 이와 같은 반사도 변화 경향은 유기 

물의 진화는 주로 매몰 심도에 따른 지온 변화에 의하여 이루어지고 화성암류 관 

입과 같은 요인에 의하여 2차적인 변화를 받았을 가능성을 시사하는 것으로 볼 

수도 있다. 한편 동일 지층에 대한 지역적 반사도 변화 경향은 인지되지 않았는 

데 이것이 시료 채취 밀도가 낮은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혹은 실제로 지역적 변 

화가 미약한 것에 기인하는 것인지 확실치 않다. 

중액 처리 또는 산처리에 의하여 유기물을 농집한 시료의 열분석 Tmax는 신빙 

성이 비교적 높은 것으로 생각되는 거의 모든 시료가 5900 C 이상의 값을 나타내 

어 건성 가스 생성단계를 나타낸다. 일부 시료가 이보다 낮은 Tmax를 보이나 이 

것은 풍화에 의해 변질되었거나 혹은 오염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Tmax는 약 

100C의 변화 폭을 가지고 있으나 충서 상의 위치나 지역 즉 수명적 위치에 따른 

변화 경향을 인지할 수는 없다. 

(나) 대구지역 

낙동충 중부의 2개， 진주충 하부의 2개， 진주충 상부의 4개 시료에 대하여 측 

정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결과를 보면 낙동층의 2개 시료는 각각 4.65% Ro 

및 4. 76% R。이고， 진주층에서는 2.51% 내지 3.85% Ro 이다 (Table 3-4). H4 및 

H4-1 시료의 반사도가 각각 2.51% 및 2.64%로 다른 진주충 시료들보다 층서적으 

로 하위에 위치함에도 불구하고 1% 정도 낮은 값을 보인다. 이것은 시료의 풍화 

에 기 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열분석Tmax 값은 613 OC에서 711 OC 사이에서 변화 

한다. 이러한 비트러나이트 반사도 및 열분석 Tmax 값은 대구지역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진주지역이나 의성지역과 마찬가지로 컨성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탈하 

였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Figure 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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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3. Vitrinite reflectance and pyrolysis data in Jinju area 

Sample Tmax S2 HI 
Formation No. VRo %) (OC) (mRgoHckC)/g (mRgoHckC)/g 

910908- 1 590 3.01 5 
910908- 2 2.98 592 2.21 4 
910908- 3 591 2.35 4 
910909 514 * 0.02 1 
910915 486 * 
940406 2.54 595 1.30 10 

Jinju Fm. 940408 3.44 
940411 2.79 597 1.33 5 
940416 2.66 597 2.10 10 
940418 3.71 * 
940909 3.18 * 0.00 0 
950607 3.38 

910921 2.24 * 589 
910924 589 
910912 533 * 0.76 1 
J]50 2.81 
910913 2.68 

Hasandong 910913 - 1 2.62 492 * 0.01 4 
Fm. 910913- 4 587 0.76 3 

940403 2.79 595 0.19 
940404 2.16 * 596 0.48 0 
940429- 2 2.73 588 0.32 2 

1 

940910 3.37 
910911 3.23 430 * 0.27 0 
910914 3.45 592 1.20 2 
910914- 2 3.28 591 1.10 3 
940425 2.64 * 250 0.66 1 

Nagdong 940426 3.03 596 0.50 2 

Fm. 940431 3.06 594 0.17 0 
940432 2.99 597 0.70 5 
940433 3.16 422 * 0.39 3 
950608 3.94 * 
950609 3.48 
950910 3.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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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6. Thermal maturity of organic matter in Jinju 
area on the basis of vitrinit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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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4. Thenna1 maturity and hydrocarbon genetic potentia1 in Taegu area 

Sample 
No 

Hl 

Hl-l 

H2 
H3 
H4 

H4-1 
H5 

H5-1 

Formation Ro Tmax S2 HI Location 
U~) (OC) (mgHC/gRock) (mgHC/gTOC) 

진주충상부 3. 70 629 0.03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T‘ % ’ iδL 「ti- 3.61 633 0.41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τ ~-'T‘ j옹.. ’ ̂ J.!f- 3.80 631 0.17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진주충상부 3.26 625 0.33 0 칠곡군 지천면 오산리 
진주충하부 2.64 613 O. 72 칠곡군 지천면 덕산리 
진주충하부 2.51 590 1. 08 칠곡군 지천면 신리 

낙동충중부 4.56 **)~ 0.00 0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낙동충중부 4. 76 711 0.96 0 성주군 선남면 관화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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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7 . Thermal maturity of organic 
matter in Taegu area on the 
basis of vitrinite reflect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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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합천지역 

9개 시료 (Table 3-5)에서 유기물의 원소분석 결과를 얻을 수 있었으나 그 중 

2개 시료 {G2 및 G9 시료)의 분석 결과는 신빙성이 낮다 (Table 3-6). 신빙성이 

낮은 시료틀은 시료처리 과정에서 오염되었거나 풍화와 같은 요인에 의하여 변질 

된 것으로 생각된다. 탄소 함량에 대한 수소와 산소의 함량을 원자비로 환산하여 

도시하면 (van Krevlen Diagram , Figure 3-8)과 같다. 이 다이아그램에서 보면 

합천 일대에서 채취된 유기물툴의 열적 성숙도는 건성 가스 생성단계 (메타제네 

시스)에 도달 한 것을 알 수 있다. 그리고 낙동층의 시료가 2 개만 분석되어 분 

명한 것은 알 수 없으나 지충의 시대 즉 충서 상의 위치와 열적 성숙도는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는 것을 볼 수 있다. 

8 개의 탄질물 시료에 대하여 측정된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3.28% Ro에서 

4.46% R。까지 변화한다 (Table 3-7). 이러한 값은 탄질물의 진화도가 무연탄 단 

계의 후기 (카타제네시스) , 즉 건성 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달하였다는 것을 나 

타내는 것이다 (Figure 3-9).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비교적 큰 범위에서 변화하 

지만 충서 상의 위치와는 상관없이 불규칙하게 변화한다. 이와 같이 열적 성숙도 

의 변화가 다른 지역과는 달리 불규칙한 것은 합천지역의 신통충군이 다른 지역 

의 신통충군보다 화성암류에 의하여 더 많은 교란을 받은 것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개 시료의 열분석 Tmax 값은 371 Oc에서 760 Oc까지 변화하는데 G3 시료의 371 

。C는 비정상적으로 낮아 실제의 열적 성숙도를 보여주는 것으로 볼 수 없다. 풍 

화의 영향을 받았거나 오염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G10 시료의 760 Oc는 

비트러나이트 반사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높아 신빙성이 의심스렵다. 이틀 두 개 

시료를 제외한 나머지 3개 시료의 Tmax 값은 비교적 신빙성이 있는 것으로 생각 

되는데 건성 가스 생성단계를 지시한다. 3 개 시료의 분석치만으로는 지역 

충서 상의 위치와 열적 성숙도 사이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어렵다. 

(2) 석유 생성 잠재력 

(가) 진주지역 

I 츠= 
~一'--

석유 생성잠재력을 나타내는 Rock-Eval 열분석 82 값은 0에서 3 mgHC/ gRock 

사이에서 변화하며， Tmax와 마찬가지로 지역 또는 충서 상의 위치와는 무관하다 

(Table 3-3). 상당수의 시료들이 석유 근원암으로 가능한 2 mgHC/ gRock의 비교 

적 높은 82 값을 가지나 분석된 시료들이 모두 농집된 유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할 

때 이와 같은 82 값은 그다지 높은 값이 아니다. 이것은 유기물 1 g의 잔류 석유 

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수소지수에 의하여 보다 더 분명해진다. 즉 분석된 모든 

시료가 10 mgHC / gTOC 이하의 극히 낮은 수소지수 값을 가진다. 이렇게 수소지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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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낮은 것은 유기물들이 장차 탄화수소를 생성시킬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을 말하고， 동시에 퇴적된 유기물 중에서 탄화수소로 변환 가능한 부분 

은 모두 탄화수소로 변환되 었다는 것을 뭇할 수도 있다. 

신동충군에 발달하는 흑색 셰일의 상당 부분이 현재 1% 이상의 유기물을 함유 

하고 있으며 (엄상호 외， 1983) , 이 유기물들은 퇴적 후 탄화수소로 변환 가농한 

부분은 모두 탄화수소로 변환되고 남은 잔류 유기물이다. 따라서 이 유기물들은 

과거에 상당한 양의 탄화수소를 생성시켰을 것으로 생각할 수도 있으며， 저류 조 

건을 갖춘 지층이 존재한다변 경상분지에 탄화수소의 부존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Table 3-5. Sampling location in Hapcheon 따ea. 

Serial Sampling Location Formation Remarks No. No. 

Gl 980301 합천군 영창리 보림 Nakdong Fm. Lower Sandstone 

G2 980302 고령군 우곡면 사전리 저전동 Jinju Fm. Upper shale 

G3 980303 합천군 덕콕연 율원리 율원동 Jinju Fm. Upper coal 

G3-1 980303-1 “ Jinju Fm. Upper coal 

G3-2 980303-2 “ Jinju Fm. Upper coal 

G4 980304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상동 Nakdong Fm. Lower shale 

G5 980305 합천군 용주면 월평리 상동 Nakdong Fm. Lower coal 

G6 980306 합천군 가회변 도탄리 Nakdong Fm. Lower coaJ 

G7 980307 합천군 쌍백면 죽전리 하안교 Jinju Fm. Upper shale 

G8- 980308 합천군 쌍백면 평구리 Jinju Fm. Upper coal 

G9 980309 합천군 대양면 양산리 관동 Jinju Fm. Upper coal 

GlO 9803010 의령군 대의변 추산리 Jinju Fm. Upper coa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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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6. Summarγ of geochemical data in Hapcheon area 

Serial Vitrinite Elemental Analysis Atomic Ratio Pyrolysis 
Formation No. Ro 

C%IH%IO% H/C I O/C S2 Tmax HI 

G2 19.67 2.908 7.53 1.280 0.287 

G3 4.23 85.13 2.338 3.03 0.330 0.039 8.32 371* 849 

G3-1 4.22 83.93 1.978 3.05 0.283 0.027 0 

Jinju Fm. G3-2 4.27 85.80 1.971 2.77 0.276 0.027 0 

G8 3.51 80.62 2.288 4.33 0.341 0.040 1.34 621 197 

G9 3.76 63.22 1.780 9.27 0.338 0.110 0.27 617 54 

GlO 3.58 76.55 1.117 4.56 0.175 0.045 0.9 760 302 

N하<dong 
G5 4.46 83.33 1.650 3.39 0.238 0.031 0 

Fm. G6 3.28 78.44 2.146 4.09 0.328 0.039 1.81 605 251 

Elemental analysis: Dry Base; * Low reliability; 82 : mgHC/Rock; Tmax: 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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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3 - 8. Plot of elemental analysis results of organic matter 
on the van Krevlen diagram , Hapcheo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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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구지역 

유기물의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및 HI 값을 보면 암석의 석유생성 잠 

재력을 나타내는 S2 값은 0.03 mgHC / gRock 내지 1. 08 mgHC/gRock으로 어느 정도 

석유생성 잠재력이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3- 4 ), 그러나 분석된 시료틀 

이 탄질물인 점을 고려하면 매우 낮은 값이다. 이것은 유기물 1 g의 잔류 석유생 

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HI 값이 거의 O( 영)에 가까운 것으로부터 더욱 확실해진 

다. 이러한 결과는 석유생성 농력이 거의 남아 있지 않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 

서 대구 지역의 유기물 중에서 탄화수소로 변환 가능한 부분은 변환이 거의 완료 

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렇게 낮은 석유생성 잠재력과 열적 성숙도가 건성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달할 것을 고려할 때 석유의 부존 가능성을 기대하기는 어렵 

다. 

(다) 합천지역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S2 값은 0에서 8.32 mgHC/gRock까지 변화한다 

(Table 3-6). G3과 G10 시료는 같이 풍화나 오염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므 

로 분석된 시료들의 석유생성 잠재력은 0.27 내지 1.81 mgHC/gRock으로 볼 수 있 

다. 분석된 시료들이 농집된 유기물이라는 점을 고려하면 이러한 석유생성 잠재 

력은 극히 낮은 것이다. 단지 HI 값이 다른 지역에 비하여 상당히 높게 나타나는 

데 그 원인은 알 수 없다. 열적 성숙도가 건성가스 생성단계에 도달한 점을 고려 

할 때 이와 같이 높은 HI 값에 의미를 부여하기는 어렵다. 

다. 고찰 

의성소분지나 밀양소분지의 공통적인 지화학적 특성은 신동충군의 낙동층과 진 

주층에는 흑색 이암층이 비교적 많이 발달하고 있으며 ， 이툴은 유기물을 풍부하 

게 함유하고 있다. 유기탄소 함량은 일반적으로 0.5 내지 2%이나 진주층의 유기 

불 함량이 약간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는 점이다 (염상호 외. 1983). 따라서 유기 

물 함량 측면에서 볼 때 이들 지층은 탄화수소 근원암의 조건을 갖춘 것으로 볼 

수 있다. 하산동층이나 일직충 혹은 칠곡층에 드물게 협재되는 흑색 이암들도 유 

기물 함량은 비쿄적 풍부한 편이나 흑색 이암 자체의 발달이 미약하기 때문에 하 

산동층이나 일직층에서 근원암의 조건을 갖춘 암석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비트리나이트 반사도 측정 결과와 원소분석 결과에 의하면 열적 성숙도는 건성 

가스 생성단계에 이미 도달하였다. 비트러나이트 반사도는 의성소분지와 밀양소 

분지의 예외적인 몇몇 시료와 합천지역을 제외하면 층서상 하위로 가면서 증가하 

는 경향을 보인다. 예외적으로 높은 반사도를 나타내는 시료들은 명확한 증거는 

없으나 맥암류의 관입에 의하여 2차적인 변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는 데 이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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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라이트 결정도가 관입암 주위에서 증가하는 결과와 일치한다. 또한 화성암류에 

의한 신동층군이 쿄란받은 흔적이 다른 지역보다 많이 나타나는 합천지역에서 열 

적 성숙도의 불규칙한 정도가 더 심한 것으로부터도 추측할 수가 있다. 이러한 

점으로부터 신동층군의 유기물 진화는 주로 퇴적 후의 매몰에 따른 지온에 의하 

여 이루어졌으며， 지역적으로 이차적인 변질을 받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열 

분석 Tmax는 비트리나이트 반사도처럼 가시적인 변화 경향을 보이지 않으나 약 

590 0 C 이상으로 건성가스 생성단계를 나타낸다. 

유기물의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수소지수 (HI)는 합천 지역의 몇 

개 시료를 제외하고는 극히 낮아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이 거의 없는 것으로 나타 

났다. 따라서 탄화수소로 변환 가능한 유기물은 모두 탄화수소로 이미 변환되었 

으며， 따라서 흑색 이암에 합유된 유기탄소 0.6 내지 2%는 탄화수소를 생성시키 

고 남은 찌꺼기 유기물로 해석할 수도 있다. 이렇게 볼 때 신동충군 지충들이 퇴 

적될 때에 유기물도 상당히 많이 퇴적되었고 이들은 매몰 이후 진화과정에서 상 

당한 양의 탄화수소 (건성 가스)를 생성시킬 수 있었을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으 

며， 조건에 따라서는 신동충군에서 가스가 보존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2 잠재 저류충 

잠재 저류암 역할을 하는 두꺼운 사암은 밀양소분지의 낙동충， 하산동충， 진주 

층 및 신라역암층 그리고 의성소분지의 낙동층， 하산동충， 진주충， 일직충， 점곡 

충 및 사곡층에 분포하고 있다. 밀양소분지의 칠곡충， 함안층 및 진동층은 사암 

의 입자가 세립질이고 단위사암층의 두께가 대부분 앓아 잠재저류암으로서의 충 

분한 조건을 가기지 못하여 연구대상에서는 제외하였다. 암석학적 연구를 위해 

의성지역， 진주지역 대구지역 및 합천지역의 도로절개지 및 채석장 인근지역의 

신선한 노두를 채취하여 광학현미경 ， 전자현미경 및 x-선 회절분석 둥을 통하여 

사암의 광물조성 ， 조직， 속성작용， 공극의 유형 및 발달상태 퉁을 조사하였으며， 

속성작용과 이와 관계된 생성광물에 대한 연구도 수행되었다. 헬륨 공극측정기를 

이용하여 일부 사암에 대한 공극률도 측정하였다. 

가. 사암의 조성 및 조직 

신동충군의 사암의 골격 입자는 석영 ， 정장석 ， 사장석， 운모 및 암면과 처어트 

뭉으로 구성되며， 약간의 부수 광물인 중광물이 포함된다. 낙동층과 하산동층의 

경우 석영이 단연 우세하여 70%이상이 석영으로 구성된 것도 있다. 단결정질 석 

영이 복결정질 석영에 비해 우세하다. 진주충은 하위지층에 비해 석영의 양이 상 

대적으로 적으며 장석의 양이 최고 32%에 이른다. 정장석이 사장석에 비해 월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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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많으나 진주충 상부의 웅회질 사암에서는 사장석이 정장석에 비해 우세한 경 

우도 있다. 암편은 진주충 상부 사암에서 화산암면이 30%정도로 많으나 하위지 

충인 낙동충 및 하산동층에서는 변성암류의 암면이 10%내외로 들어있다. 교질물 

로는 방해석과 자생점토가 대부분으로 많은 골격입자들이 방해석으로 쿄대되어 

나타난다. Pett ij ohn (1 975) 의 분류에 따르면 낙동층은 석영질 아레나이트에 해 

당되며， 진주충은 알코스 내지 석질 아레나이트에 해당된다. 사암 입자의 원마도 

는 장석의 경우 주로 아원상에 해당되나 석영은 아각상이며， 하부의 낙동층에 비 

해 하산동층 및 진주층에는 각상이 많은 면이다. 낙동충 최하부의 사암입자는 각 

상이 우세한 편이다. 분급은 불량한 편이며， 낙동충 상부와 하산동층의 증상부의 

일부 사암은 양호한 면이다. 입자의 접촉관계는 선접촉 및 봉합접촉이 우세한 편 

이나 간흑 점접촉도 나타난다. 

하양충군의 사암은 신통충군에 비해 웅회질 입자가 우세한 것이 특정이다. 칠 

곡층의 경우 하부사암에서는 석영이 20-37%정도이며 명균 28%정도이다. 석영입자 

는 단결정이 복결정에 비해 우세하다. 장석은 33-49%에 이르며 명균 40%정도이 

다. 암면은 화산암이 대부분이다. 칠곡충 상부의 일부 사암에서는 석영과 장석이 

매우적은 반면 화산암편이 48%에 달하는 것도 있다. 방해석 쿄질물도 35%에 달한 

다. 신라역암충내의 사암도 칠곡층과 대동소이하나 방해석의 양은 충준에 따라 

달라진다. 함안층의 사암은 석영에 비해 사장석이 월둥히 우세하여 40%에 달하는 

것도 있다. 사암의 조직은 아각상 내지 아원상이며 분급은 대체로 불량하나 신라 

역암충 하부의 일부 사암은 분급이 양호한 경우도 있다. 입자의 접촉은 선접촉이 

우세하나 칠곡층에서는 점접촉이 많이 나타난다. 웅회질 사암은 비교적 퇴적지에 

서 가까운 화산쇄설 기원지에서 재이동된 것으로 추정된다. 진몽층의 사암은 대 

부분이 웅회질이다. 대부분의 사암은 세립질이며， 단위사암층은 박층이어 저류층 

역할을 하지 못할 것으로 추정된다. 

의성지역 신동충군의 조성 및 조직은 밀양지역과 유사하나， 하양충군에는 일직 

층， 점곡충 및 사곡층에 두꺼운 사암충이 있어 이에 대한 자세한 연구도 수행되 

었다. 일직층의 석영 명균 함량은 48.5%, 장석은 17.5%, 암면은 8. 7%정도이며， 

암면은 화산성 쇄설암면 ， 이질암면 동으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의 원마도는 아원 

형내지 아각형이고 분급은 하부구간에서 약간 불량한 것을 저외하고는 대체로 중 

간 정도이다. 입자간 접촉은 선접촉이 우세하며 상부의 점곡충 및 사곡층에 비 

해서 치밀화 작용을 많이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점곡충은 석영이 34-43%( 명균 

38%)정도이고 장석은 7.6%로서 칼리장석과 사장석의 함유비가 유사하다. 암면은 

펑균 13.6%정도이며 점토질 암편과 화산쇄설암면이 우세하다. 입간물질은 기질 

및 탄산염 교질물로 구성되어 있다. 입자의 원마도는 아각형 내지 각형이나 하부 

에서는 각형이 우세하다. 분급은 보통 내지 불양이며， 입자의 접촉상태는 대개 

기질위에 입자가 부유하는 형태이며， 점접촉 및 선접촉이 나타나기도 한다. 사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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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은 석영이 38%로 가장많고 장석이 14%, 암면이 3%정도이다. 장석의 변질이 흔 

하고 석영의 일부가 변질이 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물리적 속성작용보다는 화학 

적 속성작용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사암의 교질물로는 철질 돌로마이트가 

우세하다. 원마도는 아각형 내지 각형이며， 분급은 보통 내지 불량하다. 입자간 

접촉상태는 점접촉이 우세하며， 일부는 기질위에 부유한다. 

나. 사암의 속성작용 및 물성 

신동층군 사암의 물리적 속성작용은 골격입자중 쇄설성 운모펀들이 타 광물입 

자들 사이에 휘어져 있는 것과 입자틀의 선접촉 내지 봉합접촉을 틀 수 있으며 

이는 매몰 심도에 따라 하중 압력에 의한 압밀화 작용의 결과이다. 또한 대부분 

의 입자들은 모양이 변형되었고 공극은 거의 소멸되었으며 입자들이 직접 접하지 

않는 경우에는 녹니석， 방해석 또는 미립석영으로 채워져있다. 화학적 속성작용 

은 방해석과 실리카의 쿄질작용， 석영 및 방해석 입자들의 용식작용， 방해석의 

교대작용 및 장석의 알바이트화 작용 그리고 황철석， 적철석 녹나석과 고령토의 

자생 동을 들수 있다. 침전물로서는 석영과 방해석을 들 수 있으며 석영은 드물 

게 과성장이 나타난다. 방해석은 모자이크상의 결정과 세럽의 결정질로 이뤄져 

있고 석영， 장석 및 처어트를 쿄대하여 원래입자의 모양을 바꾸어 놓았다. 이는 

가장자리 쿄대에서 완전 쿄대된 것도 있다. 용식과 교대가 심한 석회질 사암은 

부유조직을 보인다. 침전에 의한 녹니석은 극히 미세한 공극을 채우고 있다. 대 

부분의 경우 침상결정으로 나타나 입자표면에 직각으로 성장되어 있으며 다음 단 

계로 실리카가 침전되는 경우가 많다. 사암 내에는 자생 카올러나이트， 일라이트 

와 더불어 쇄설성 점토가 흔하게 나타난다. 방해석은 입자의 공극을 채우고 있으 

며 석영과 장석을 용해 또는 쿄대하고 있다. 적철석과 황첼석도 여러 충준에서 

나타나는데 이들은 초기 속성 작용의 산물로 판단된다. 장석의 알바이트화 작용 

에 의하여 입자의 주변과 내부에 알바이트 결정이 형성되고 이차공극이 발달된 

다. 하양층군의 사암은 신동충군과 거의 같은 속성작용 단계를 거친 것으로 보인 

다. 즉 높은 압밀작용과 뒤이은 방해석， 석영 및 장석 동의 교질작용으로 공극이 

완전히 메워진 단계이다. 속성작용 단계에서 일어나는 압밀과 교질화에 의하여 

일차적인 공극은 거의 사라졌으며 입자교대 또는 일차공극을 메운 방해석과 장석 

입자의 용해작용으로 인하여 형성된 미세한 2차 공극이 관찰된다. 또한 균열에 

의한 미세한 공극이 나타나나 대부분은 방해석으로 메워져 있다. 

사암의 1 인치 코아 시료를 제작하여 실내에서 밀도를 측정하였고， 공극률은 헬 

륨 공극 측정기 (helium porosimeter)를 사용하여 측정하였다. 대구지역에서는 신 

통충군과 하양층군을 망라하여 사암의 밀도는 2. 52-2. 67g/cm3에 해당되며 명균 
2.62g!cm3이다. 공극률은 명균 1. 4%로 극히 낮으며 최고치 인 5.1 % (밀도 2.52) 

-48-



을 제외하고 4%미만에 머무른다. 합천지역에서의 신동충군 사암의 명균 밀도는 

2.65g/cm3이며 공극률은 3.5% 미만으로 대부분이 미세한 2차공극에 해당된다. 

합천지역의 하양충군 사암의 밀도는 2. 4-2. 8g/cm3정도이며 (명균 2.65g/cm3 ) 공극 

률은 1. 5%에서 7.8%로 다양하다. 일차 공극은 없으며， 대부분이 미세용해공극 혹 

은 균열공극에 해당된다. 진주지역의 각 충준에 발달한 사암의 명균 밀도는 

2.48g/cm3 내지 2.65g/cm3 로 측정 되 었다. 낙동층이 3.3% , 하산동층이 2.5% 그러 

고 진주층이 4.4%의 공극률을 가지며， 이는 사암이 저류암으로서는 불량한 조건 

을 가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의성지역 사암 역시 밀도가 2. 44-2. 64g/cm3으 

로 충준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는 않는다. 각층의 평균 공극률은 낙동충 
4.58% , 하산동충 2.78% , 진주충 2.35% , 일직충 4.04%, 점곡충 3.50%그러고 사곡 

층이 2.09%정도이다. 공극률과 사암의 입도를 비교한 결과， 대부분 공극률이 입 

자의 크기에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는데， 이는 속성작용에 의한 압밀 

작용과 교질화 작용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통일 충준에서 입도의 변화를 보이 

는 사암의 경우 입도에 따라 공극률의 차이가 약간 나타나기도 한다. 사암의 투 

수률을 역시 현재 보유중인 기기 (permeameter)로는 측정이 불가능 할 정도 

(0.1md 이하)로 매우 낮다. 이러한 조건에서는 기존의 가스가 트랩되는 것을 기 

대하기는 어려우며， 단지 타이트 가스가 트랩될 가능성만을 보인다. 

다. 이암의 점토광물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제 퇴적층에 대하여 일라이트 결정도를 측정하여 이를 근 

거로 퇴적층의 온도를 추정하였다. 일라이트 결정도는 x-선 회절분석을 통하여 

Kubler 지수 (Kubler , 1968) 및 Weaver 지수 (Weaver , 1960 )로 측정하여 나타내 

었다. 의성지역 이암의 결정도 값은 속성작용 영역에 해당되는 값과 앵키존에 해 

당되는 값으로 구분되는 것이 특정이다. 앵키존에 해당되는 것은 일부 진주충 시 

료를 제외하고는 칠곡충 및 함안층에 해당되는 시료들이다. 진주층에 해당되는 

시료는 불국사 화강암체 인근지역에서 관입체에 의해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 

다. 하부충준인 하산동충 및 진주층에 비해 칠곡충 빛 함안층에서 일라이트 결정 

도가 높게 나타나는 것은 칠곡충 및 합안층이 유천충군에 해당되는 관입암의 영 

향을 받았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관입암의 열적 영향을 받지 않은 것으로 추정되 

는 지역의 일라이트 결정도 값은 KIO.92-0.45범위에 도시되며 이는 속성작용 말 

기에 해당된다. 일라이트 결정도로 추정되는 온도는 세계적으로 연구지역에 따라 

약간의 차이는 있으나 일반적으로 속성작용이 같나고 앵키존이 시작되는 온도는 

약 2000C로 알려져 있다. 일라이트 결정도가 낮게 나타나는 X 선 회절도에서 스 

멕타이트 성분이 남아있는 점을 고려할 때 이들은 R=3 일라이트/스멕타이트에 해 

당된다. R=3 일라이트/스멕타이트가 나타나기 시작하는 온도는 170 - 1800C임을 

냉
 



고려할 때 속성작용영역에 해당되는 시료는 170 - 2000 C 범위의 열을 받은 것으 

로 추정되며， 관입체의 영향을 받은 칠곡충 및 함안층은 2000C이상에서 3000C정도 

의 열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대구지역의 이암 역시 관입체의 영향을 받지 않은 경우 속성작용의 단계를 넘 

지 못하며， 일라이트 결정도에 따른 매몰온도는 150 - 1800C정도로 추정된다. 

팔공산 화강암체 인근지역의 퇴적층은 충서상 상위임에도 불구하고 속성작용 및 

앵키존의 경계 혹은 앵키존에 해당되는 일라이트 결정도 값을 보인다. 진주지역 

의 낙동층， 하산동충 및 진주충내에서 채취된 20개의 시료분석 결과 대부분의 시 

료는 속성작용단계에 해당되며， 일부 시료만 신뢰도가 떨어지는 위버지수에 의해 

앵키존 영역에 도시된다. 의성지역의 신동충군 시료는 대부분이 속성작용영역과 

앵키존 영역의 경계부에 해당되는 지점에 도시된다. 그러나 상위의 일직충 및 후 

명동충 시료는 앵키존 영역에 도시되며 이 역시 관입체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 

정된다. 

3. 잠재 트랩 및 덮개 

밀양소분지에서 잠재저류충 역할을 할 가능성이 있는 두꺼운 사암층은 닥동층 

의 판형 및 하도형 사암과 하산동층의 하도형 사암， 진주층의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 그러고 신라역암층의 판형 역암 빛 사암층이 있다. 사암충 사이에 분포하는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및 녹회색의 이암과 흑색을 띠는 호성이암은 양호 

한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낙동충， 하산동층 및 진주층의 하도형 사 

암은 수명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에서 수 백 m 이상의 수명적 연장성을 보이며， 

일부에서는 하도의 측변 경계부가 나타나기도 한다. 하도형 사암체의 상하부 및 

측면은 범람원 혹은 호성환경에서 퇴적된 이암이 분포하여 덮개암 역할을 하므로 

양호한 트랩을 형성할 수 있다. 저류암으로 양호한 두께 8 m 이상의 하도형 사암 

체가 흔하며， 수개의 하도가 누적되어 수십 m두께의 사암체가 형성되어 있기도 

하다. 수개의 하도형 사암체가 누적된 경우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수개의 

단위 하도 퇴적체가 확인되기도 한다. 낙동충 및 신라역암층의 판형 사암체는 수 

평적 연장성이 양호한 노두에서도 뚜렷한 두께의 변화를 보이지 않는다. 상하부 

에 분포하는 범람원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이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 

되나， 수명적 연장성이 양호한 관계로 저류층의 측면 seal 이 문제가 될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층의 로브형 사암은 두께가 8m 이상인 것이 흔하며， 수명적 연장 

성이 양호한 노두에서 측면으로 갈수록 두께 빛 사암퇴적물의 입도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암 역시 양호한 저류충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되며 

사암체의 상하부 빛 측면의 호성 이암은 중요한 덮개암 및 근원암 역할을 할 것 

으로 추정된다. 특히 진주층의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은 곤원암 역할을 하는 흑 

색 호성이암 사이에 분포하며， 상하부 및 측면의 덮개암으로서의 역할도 양호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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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양호한 저류층이 될 가능성이 있다. 

의성 소분지에서는 두꺼운 사암층은 낙동층의 판형 빛 하도형 사암체， 하산동 

층의 하도형 사암체， 진주층의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체， 일직층의 하도형 사암 

체， 일직충 중부 및 점곡층의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체 퉁이 있다. 낙동충， 하 

산동층， 일직충의 하도형 사암체 역시 두꺼운 중립 내지 조칩질 사암으로 구성어 

있으며， 상하부 및 측면에 분포하는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적색 및 녹회색을 

띠는 이암은 양호한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진주층， 일직층 중부 및 

점곡층의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체 역시 두꺼운 중립 내지 조립질 사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사암체의 상하부 빛 측면에 분포하는 호성환경에서 퇴적된 흑색 이 

암은 양호한 근원암 및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4. 석유 부존 가능성 

경상분지에는 유기탄소함량 분석결과 석유 생성잠재력이 충분한 흑색 세일 내 

지 탄질세일이 낙동충， 하산동충 중부， 진주충， 일직충 중부 및 점곡층에 두껍게 

발달하고 있다. 비트리나이트 반사도는 2.51 % 내지 4.27% Ro , 열분석 Tmax가 

5750C에서 711 0 C 사이로 건성가스 생성단계 후기에 도달하였다. 일라이트 결정도 

역시 일부 관입체의 영향을 받은 것을 제외하고는 속성작용단계에서 앵키존 영역 

에 해당되어 건성가스 생성단계의 후기에 해당된다고 할수 있다. 따라서 현재의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은 거의 없는 상태로 원래 퇴적된 유기물 중에서 변환 가능 

한 유기물은 대부분 탄화수소로 변환된 것으로 생각된다. 

밀양 소분지의 낙동층， 하산통충， 진주충， 신라역암층， 그리고 의성소분지의 

일직충 및 점곡층에는 저류충 역할을 하는 하도형， 로브형 및 판형의 두꺼운 사 

암체가 발달하였다. 이들은 선상지， 건조 혹은 습윤기후하의 하천 및 호성삼각주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상하부에 분포하는 범람원 환경에서 되적된 적색세일 및 

호성환경에서 퇴적된 흑색세일이 중요한 덮개암 역할을 할 것으로 추정된다. 특 

히 진주층， 일직충 중부 및 점곡층에 분포하는 하도형 및 로브형 사암은 근원암 

빛 덮개암 역할을 하는 호성이암 사이에 퇴적되어 양호한 저류충 역할을 할수 있 

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경상분지의 사암은 최대 공극률이 7%이내 (명균 

3.4%정도)로 매우 불량하며， 공극의 유형도 일차공극은 없고 미세 단열공극 및 

용해공극 동의 2차공극으로만 이루어져 기존의 석유 및 가스의 저류층으로는 매 

우 불량한 조건을 지니고 있다. 그러나 진주충 및 일직충의 일부 사암에 분포하 

는 용해공극 및 미세 단열공극은 LP 유형의 타이트 가스 저류층의 공극 조건으로 
적합하다. 또한 투수률은 기존의 장비로 측정이 불가능한 0.1 md 이하 (pressure 

deacy 방법에 의한 투과률 측정 결과 0. 000383 - 0.002163 md 정도)로 개발적인 

측면에서 본다면 기존의 석유 및 가스 저류충 보다는 타이트 가스 저류층으로서 

의 가능성 이 있다고 할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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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백악기 서해 연안 분지 

제 1 절 퇴적 분지 해석 

1. 충서 및 퇴적 

서해지역 백악기 퇴적층은 대륙붕 제1광구와 제2광구 내 군산분지에서는 기반 

암으로 분포하고 제3광구 내 흑산분지에서는 수 개의 소분지 내 기저부에 발달한 

퇴적층으로 구분된다. 신안지역， 목포지역， 해남지역， 격포지역 및 일부 도서지 

역에서는 백악기 퇴적층이 협재되어 있으나 이들의 연장성을 확인할 수 없다 

(Figure 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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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1. The Cretaceous sequences distributed 

in the study area and location 

。 f seismic exploration li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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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악기 육성 퇴적층은 군산에서 해남까지 서해안 해안가와 도서일대에 널리 분 

포하고 있다. 이들은 심하게 변형되어 있고 이들 보다 상위에 유천충군에 대비될 

것으로 추정되는 화산성 퇴적암 및 화산암이 분포한다. 이들은 광구내에 발달한 

분지내로 이어져 몇 개의 시추공에 시료에서 확인되고 이다. 이들이 퇴적된 백악 

기 시기는 하성 내지 호성환경이 우세한 것으로 해석되고 이러한 증거는 광구내， 

도서， 해안가의 노두에서 확인된다. 통일한 시기에 중국 항해분지의 퇴적환경도 

호성 내지 하성환경으로 보고되었다. 

서해 해안지역의 백악기충은 격포， 해남분지 동에 분포된다 (Figure 4-1). 이 

들분지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는 비교적 잘 되어있다 (Kim et a 1., 1999: 손진담 

외， 1992: 허민과 전승수， 1999). 

가. 해남분지 

한반도 남서부에 위치한 해남분지는 1929년 지질도폭조사의 일부로 연구된 이 

래 시추， 탄성따 탐사 및 육상지질조사와 지화학적분석이 수행되었다. 초기 연구 

자들은 해남분지를 우항리충， 황산 웅회암， 진도 유문암으로 분대하였고 그 후， 

손진담 외 (1 980 ) 는 중성 화산암층과 산성 화산암층으로 분대하였다. 전승수 

(1 989 ) 에 의하면 해남분지를 하부로부터 안산암질 웅회암， 우항리충， 황산 웅회 

암， 진도 유문암으로 구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해남분지에 퇴적된 백악기말기 상부경상화산암층은 하부로부터 화산중성암층과 

화산산성암층으로 나누어지고 유질물이 나타나는 셰일층이 화산산성암충 하부대 

에 수매 협재된다. 화산중성암층은 하성퇴적이 우세하며 화산산성암층은 하부로 

부터 선상퇴적충， 하호성퇴적충， 건성퇴적으로 구분된다. 해남지역과 목포지역에 

분포되는흑색 셰일은 화산중성암층 퇴적직후， 각각 따로 형성된 화산성구조합몰 

지에서 퇴적되었으며 목포지역에서는 함유질 셰일이 발견되지 않는다. 

백악기 해남분지를 구성하는 암석은 안산암의 관입 또는 안산암류층을 포함하 

는 안산암질 응회암충， 화산쇄설성 선상지 주변에서 호소삼각주와 주변 또는 호 

소환경에서 퇴적된 우항리충， 화산쇄설성 저탁류 호소퇴적층을 충내에 포함하고 

있는 황산 웅회암층과， 그러고 유상구조를 갖는 진도 유문암으로 구성되어있다. 

분지 내에서 석영반암 (63Ma)과 각섬석 화강암 (67Ma) 이 이틀 충들을 관입한다. 

해남분지 퇴적층의 상부에 속하는 황산 응회암층의 연대가 알려져있고 최하부층 

인 안산암질 웅회암내에 쥬라기 흑운모 화강암면과 포획암이 보고되어 있으므로 

(손진담 외， 1980: Chun , 1990) , 해남분지의 형성은 후기 쥬라기에서 후기 백악 

기 (Cenomanian) 사이에 이루어진 것으로 추정된다. 

해남군 우항리 일대에 분포되며 흑색 셰일을 함유하는 우항리 퇴적층은 약 400 

미터 두께의 역암， 역질사암과 사암， 엽충리의 흑색 셰일과 쳐어트질 이암 동으 

띠
 ω 



로 구성되어있다. 이충은 병온리， 우항리， 신성리， 내산리 해안에 잘 발달되어 

있다. 층의 하부에는 렌즈상의 역암， 수펑연장성이 좋은 역질사암과 두꺼운 적색 

실트암이 주로 분포한다. 층의 중부는 주로 층상역암 및 역질사암， 사암-실트암 

의 호층 퉁이 서로 명행층을 이루거나 곡형사충리를 보이며 랜즈상 역암을 협재 

하는 복잡한 양상을 보인다. 우항리층의 상부는 병온리에서 신성리까지 수 km에 

걸쳐 각 미세퇴적층들의 수명변화를 확인할 수 있을 정도로 수명연장성이 좋다. 

이 상부 퇴적층은 엽층리의 흑색 셰일， 쳐어트질 이암고 층상사암으로 주로 구성 

되어 있다. 그러나 상부층은 서쪽으로 세립질 되적층의 두께가 두꺼워지고 동시 

에 연흔구조가 사라지고 쳐어트질 이암 동의 화학적 침전 퇴적층의 감소 퉁 퇴적 

당시에 호수가 갚어졌음을 지시하는 특정을 갖는다. 

우항리층은 석유 합유가능성을 시사하여 학자들의 관심을 받아온 퇴적층이다. 

이 지역은 기노세끼에 의해 1929년 지질조사가 수행된 이래 석유지질학적 연구 

(손진담 외， 1980 , 1992; 이대성， 1964; 이대성과 이하영， 1976) , 퇴적학적연구 

(Chun , 1990; Chun et a1., 1995) 둥이 수행되었고 최근 우항리 지역에 대한 공 

룡과 익룡 발자국에 대한 연구가 수행되었다 (허민 외， 1996 , 1999) . 그 결과 공 

룡발자국， 익룡발자국， 새발자국， 규화목 및 탄화목화석， 개형충， 생흔화석 그러 

고 익룡 및 공룡뼈화석이 발견되었다. 또한 우항리 퇴적층에서는 여러 가지 형태 

의 충내변형구조 (convolute structure) , 성장화산역 (Accretionary lapilli) , 

대소형 불꽂구조 (Flame structure) , 충상쳐어트 (Bedded Chert)동의 퇴적구조 

및 연흔， 사충리， 물빠짐 구조， 쳐어트 돌기， 첩시구조， 칼리쉬 단괴， 트러스트 

습곡， 길버트형 삼각주충 동의 퇴적구조들이 풍부하다 (허민과 전승수， 1999). 

해남 황산면 북부해안에서 함유질셰일의 발틸은 통일 층준에서 5키로 확인되며 

노두상의 2개층준에 반고체상의 유질물이 나타난다. 반사탄성따탐사에의한 심부 

지질구조는 대체로 분지를 형성하며 분지 최대심도는 2 ， 600미터에 이른다. 분지 

중앙부가 주변부보다 더 많은 숙성을 받아 국지적으로 유질물이 형성되었다. 그 

러나 분지주앙부중 신성리일대는 인접한 석영반암의 관입으로 탄화수소류의 형성 

보다 열크랙킹을 받은 것으로 사료된다 (손진담 외， 1980) . 

나.격포분지 

해남분지 보다 북쪽에 위치하며 소규모로 발달된 격포분지에 대한 연구는 김 

승법 외 (1 999 ) 및 전승수 외 (1995) 에 의해 퇴적학적인 연구가 수행되었다. 본 

분지의 충후는 약 300m 내외이고 해안선을 따라서 노두가 발달하였다. 이들 퇴적 

층은 퇴적후의 구조운동에 의해 변형되어있다. 되적층의 지질시대는 백악기로서 

하부로부터 안산암질 내지 산성 응회암， 격포리충， 유문암질 응회암의 순서로 퇴 

적되었다. 이증 격포리층은 7개의 퇴적상으로 구분되고 호소주변 및 호소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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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Chun et al. , 1995 : Kim et al . , 1999) . 7개의 퇴 

적상 중에서 판상역암 역질사암， 렌즈상 역암-역질사암， 불명확한 충리를 보이는 

역암/사암의 호층은 저류암으로서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다.신안， 진도일대 도서지역 

도서에 대한 지질조사는 야외에 노출된 퇴적충에서 퇴적환경과 상변화를 관찰 

하고 충서를 설정함으로서 분지내의 근원암， 저류암， 덮개암을 추정하기 위함이 

다. 또한 구조운동에 의한 단충， 균열동을 해석함으로서 분지형성사를 이해하고 

자한다. 

만재도와 하의도에 대한 흑색 및 암회색 셰일의 분포에 대한 조사에서 만재도 

는 유문암， 웅회암 동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흑색 셰일은 분포가 알려지지 않았 

다. 

흑산분지의 동측에 위치한 대흑산도에는 1 : 25만 지질도폭에는 소백산 편마암 

콤플렉스로 구분되어있으나 시대미상의 변성 퇴적암류가 분포한다. 이들 퇴적암 

은 노두가 연속적이지는 않으나 하부로부터 상부로 퇴적암상의 변화가 관찰된다. 

퇴적층의 최하부에 해당되는 섬의 북단부에는 회색 사암내에 흑색 이암층이 협재 

되어있다. 그 상위에 역암층이 발달하였고 역암층 위에는 충리가 잘 발달된 회백 

색 사암과 사충리를 이루는 회색 실트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남북으로 놓여진 

섭의 중간부분에 해당되는 천촌리 부근에서는 사암과 역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고 

역암층은 역질사암이 우세한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섬의 남쪽에서는 암회색 

사암과 역암이 반복적으로 발달하였고 이들은 상향세립화 현상을 나타낸다. 역암 

은 기질우세와 역질우세 역암이 모두 나타나며 역의 원마도는 좋고 역의 성분은 

면마암， 규암， 석역맥 동을 포함한다. 일부 세립질 퇴적물은 변성작용에 의해 팔 

라이트화 되어있다. 

흑산도의 퇴적암류를 요약하면 이틀은 주로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강암， 산성맥암 빛 염기성맥암퉁이 관임되어 있다. 변성퇴적암류들은 주로 규 

암， 규질사암， 역암， 역질사암 퉁이다. 사리에서 진리에 이르는 도로변에는 역암 

이 두꺼운 충후를 보이며 여기에 역질사암， 사암퉁이 협재되며 ， 사암에는 사총리 

동도 발달되어 있으나 화석은 관찰되지 않는다. 

지도 (솔섭) 내에 퇴적된 화산성 퇴적층은 엽리가 발달된 실트암을 협재하는 

녹회색 세립질 내지 조립질 화산성 사질퇴적물로 구성되었고 북동방향으로 경사 

져있다. 이틀의 퇴적환경은 호소 주변부로 추정되고 부분적으로 수로의 발달에 

의한 역질 퇴적물도 관찰된다. 되적물 내에는 불꽂 구조나 결핵체퉁이 보이며 이 

들 퇴적층은 되적직후에 변형된 것으로 추정된다. 

하닥월도에는 퇴적암류가 주률 이루고 부분적으로 안산암류가 관입하였다.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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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암은 대흑산도와 마찬가지로 남동방향으로 경사져있으나 안산암이 관입한 섬의 

남동쪽에서는 남서방향의 경사를 보이기도한다. 퇴적암류는 사암과 역암의 호충 

으로 구성되었고 상향세립화하며 사층리와 충리가 발달하였다. 역암내 입자의 크 

기는 normal grading을 보이고 이틀내에 셰일편은 하위의 셰일층에서 튿어져 형 

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상낙월도는 주로 사암 및 셰일로 구성되어있고 일부 역암이 협재한다. 이외에 

도 일부 관입암류가 분포하며 이들이 관입한 부분에는 열변질로 인해 흔펠스화 

되어있다. 

송이도는 유백색 석영질 규암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규암내에서 사충리와 연흔 

이 관찰된다. 주변의 다른 도서와는 다르게 변성정도가 매우 심하여 엠피볼라이 

트화 하거나 녹색 면암 내지는 면마암이 퇴적구조를 지닌 규암사이에서 관찰된 

다. 특히 유백색 규암은 다른 성분이 거의 없고 연흔퉁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해양환경에서 형성된 c1 ean sand로 추정된다. 암상이나 변성정도로 보아 송이도 

의 퇴적층은 선캠브리아기에 대비될 것으로 보인다. 

허사도에는 남쪽해안에 소규모로 흑색 셰일이 실트질 사암 동과 교호되어 산출 

된다. 이들 상부는 웅회암， 웅회암질 사암 동으로 구성된다. 흑색 셰일은 웅회질 

세립사암 및 쳐트와 호충율 이루기도 하며 각 충후는 30센티에서 2미터에도 이른 

다. 흑색 셰일은 엽리가 잘 발달되며 개형충 화석이 들어 있기도 하며 슬럼핑구 

조를 보인다 (Figure 4-2). 

함흑색 셰일층은 이외에도 목포시 고하도， 가지도 일대， 진도북부해안， 우수영 

해안일대， 황산면 북부해안， 황산면 남부 성산해안 동에서 나타나며 흑색 셰일， 

웅회암， 박층의 석회암， 웅회질사암， 쳐어트 동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호층을 이 

루고 있다 (손진담 외， 1980). 용회질사암은 사층리를 보이며 물결자국이 보이는 

쳐트와 쿄호되되기도 한다. 허사도 노두에서 측정된 후는 30미터이며 가지도에서 

는 10미터 고하도에서는 20미터에 이른다. 본 층의 상위에는 화산쇄셜각역암이 

두껍게 쌓여있다. 급격한 운반퇴적에 의하여 하위의 흑색 셰일이 따괴되었을 수 

도있다. 흑색 셰일은 목포시내에서도 단편적으로 산출되나 유질물은 보이지 않는 

다 (손진담 외， 19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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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2. Columnar section of southern part of Husa Island. 

라.부안， 군산일대 도서지역 

제 2광구의 서측에 위치한 도서중， 퇴적층이 발달한 위도의 충서대비를 위해 

육상에 발달한 노두에 대한 주상도를 작성하였고 기반암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인접도서들의 시료를 채취하여 물성을 측정하고 이 물성자료를 기반으로 기반암 

의 분포를 따악하고자 하였다. 

위도에서 육상노두를 관찰한 결과， 이틀 퇴적층은 층의 굳기， 변형정도， 성분， 

색， 흔적화석동으로 보아 군산분지내의 백악기 되적충과 대비된다. 위도에 발달 

한 본 퇴적층의 총 두께는 약 250m이다. 이틀 퇴적층이 형성될 당시의 퇴적환경 

은 주상도를 살펴보변 호소내지 호소로 유입되는 하성 환경으로 추정된다. 하도 

의 형태， 사충리 퉁으로부터 추정한 고수류의 방향은 주로 서쪽에서 유입되었음 

을 알수있다. 

군산분지 동측의 광구 경계부에서 기반암은 탄성파 단면상에서 인지하기 어렵 

다. 기반암 경계면을 인지하기 위해 구간속도를 구하여 90-W-Ol 및 90-W-08 측선 

(Figure 4-1)에 대한 속도 단면을 작성해본 결과 탄성따 단면상에서와 마찬가지 

로 기반암 경계부를 명확히 확인할 수는 없었다 (Figur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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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4-3. Velocity model of the 90-W-Ol and 90-W-08 seismic lines. 

하지만 96Y- 및 90-W- 측선에서 얻어진 도면상에서 기반암이 위도방향으로 점 

차 높아짐을 볼 수 있다. 98년도 “석유물리탐사자료취득” 연구사업에서 위도 인 

접해역에서 얻어진 도면에서는 0.2초내지 0.3초 보다 하부의 구조나 충리가 관찰 

되지않는 것으로 보아 매우 밀도가 높은 암질이 해저면 직하부에 분포하는 것으 

로 해석된다. 이들 96Y 및 98년 취득한 단면도상에서는 기반암 및 최상부의 퇴 

적충을 뚫고 화산암이 분출한 모습이 여러곳에서 관찰된다. 육상노두와 비교해 

볼때 위도의 퇴적암은 실내실험결과， 고화가 심하고 매우 높은 탄성따 속도값 

(4 , 500 - 4 ， 900m/ sec)을 갖고 있다 (Table 4- 1). 

이 값은 Li u (1 983) 에 의하면 중부 및 납부 항해분지의 백악기 퇴적암에서 측정 

한 값 (4 ， 500m/ sec)와 유사하고 암석의 굳기 ， 변형정도， 성분， 색， 흔적화석의 

양상둥과 함께 위도의 퇴적층이 후기 백악기 내지 그 이후임을 지지한다. 

황해분지 중국지역은 기반암으로 삼첩기의 미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된 

Qinling층 흑은 석탄기의 치밀한 미결정질 조직을 갖고 있으며 석회암으로 구성 

된 Huang long층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제2광구 주변 도서지역에 발달한 백악기 

퇴적층의 하위에도 이들 삼첩기나 석탄기의 퇴적층이 발달했을 가능성이 있으며 

실제로 위도 보다 내륙으로 위치한 도서에서는 대동계 퇴적층으로 추정되는 일부 

띠
 갱 



퇴적층이 있다. 상기 내용들과 대륙붕 제2광구 주변의 도서에서 화산암내에 백악 

기 퇴적암으로 추정되는 포획암(xenoli th)들이 확인되는 것과 시추공 자료를 종 

합해보면 군산분지 하부에 이들이 넓게 분포하고 인접도서까지 연장되있음을 알 

수있다. 

Table 4-1. P-wave velocities and bulk densities for outcrop lithologies. 

Sample No. Density (g/뼈) P-wave Velocity (m/sec) REMARK 

1. 1 2.62 5570 

1. 2 2.57 4330 

1. 3 2.57 4870 

명균 2.59 4920 위도 

2.1 2.54 4510 

2.2 2.53 4440 

2.3 2.54 4510 

명균 2.54 4490 위도 

3.1 2.56 4870 

3.2 2.56 4860 

3.3 2.56 4790 

명균 2.56 4840 무녀도 

4.1 2.65 4720 

4.2 2.65 4710 

4.3 2.65 4720 

명균 2.65 4720 두리도 

위도에 발탈한 퇴적층은 하부의 경계면이 확인되지 않으며 지표에 노출된 부분 

부터 기재를 하였다. 위도내 퇴적층은 흑색셰일이 발달한 구간에 의해 크게 5개 

의 유니트로 구분된다 (Figure 4-4). 최하부 퇴적충， 유니트 I은 용멸에서 남동 

방향의 해안선을 따라 발달하였다. 이들은 주로 사질 퇴적물이 우세하고 조립질 

사암내에는 석영맥으로 구성된 역질 퇴적물이 협재한다. 이들 역은 각형 원마도 

를 나타내므로 인접한 기반암에서 공급된 것으로 추정된다. 사암충 사이에 발달 

한 이암들은 엽리가 매우 발달하였고 직상부의 사암충 하부에 튿겨진(rip up) 형 

-61-



보인다. 이들 이암은 퇴적직후의 교란에 의해 convolute 충리가 발달하였 

이 구간에서는 상향세립화현상이 수 회 반복되고 사암내에 수로가 발달한 점 

으로 보아 하성환경이 우세했던 퇴적환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일부 사암층에 

흔적화석들은 생물체틀이 많이 존재했었음을 지시한다. 수로 기저변의 침 

추정한 고수류의 방향은 북동 혹은 남서방향임을 보인다. 

태를 

다. 

발달한 

식형태로 

10m 

>

L「-
Z그
 

〉
-
←
-
Z그
 

三

L「-
Z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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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lumnar section of the Wido units. Figure 4-4. 

Sedimentary units are described in the text. 

유니트 II는 흑색셰일이 우세하고 조럽질 사암이 협재된 특정을 보인다. 

의 일부 사암층은 서측으로 층후가 앓아지는 측면상 변화를 보임으로서 서쪽으로 

부터 퇴적물이 공급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한다. 사암과 셰일의 경계부에서 관찰되 

는 소규모 사충리는 북서에서 남동방향으로 흘렀음을 보여준다. 중부구간에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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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사암충에서 관찰된 고수류 방향도 통일하나 약 20도 정도 북쪽으로 기울어 있 

다. 일부 세립질 사암층의 경우는 측면상으로 소멸되기도 한다. 상위 유니트와의 

경계면은 침식면으로 뚜렸이 구분된다. 본 유니트의 퇴적환경은 심부 호소환경으 

로 해석되어지며 흑색 셰일내에는 유기물이 많이 포함된 것으로 추정된다. 

유니트 III은 하부에 침식면이 발달하여 하위 유니트와 뚜렸이 구분되며 최하 

부 퇴적물이 역질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퇴적물내 역은 최대 직경이 20cm에 달 

하여 높은 에너지를 가진 수류에 의해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본 유나트는 하 

위 유니트들에 비해서 화산성 퇴적물이 다량 포함되어 밝은색을 띄므로 야외에서 

도 쉽게 구분된다. 퇴적층은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고 입도는 상향세립 

화하는 경향을 나타낸다. 이들의 두께는 측면상으로 변화가 크고 유나트 I에서와 

같이 convolute 총리가 계속해서 관찰된다. 상부 사암충내에서는 연흔도 관찰되 

며 웅회질 퇴적물이 많이 혼합되어 암석화 작용이 덜된 부분도 있다. 본 유니트 

의 퇴적환경은 상기한 바와 같이 상향세립화하는 사암층이 잘 발달하고 역질 사 

암내 거역을 포함하며 침식면이 뚜렸한점동으로 보아 수로가 발달된 하성퇴적환 

경으로 해석된다. 

유니트 IV은 주로 흑색셰일로 구성되었고 사암을 협재한다. 이들 사암내에는 

하위에 놓인 셰일면틀을 튿어 올린 구조가 보인다. 또한 다른 유니트에 비해서 

엽리가 잘 발달하였다. 셰일내에 협재된 사암내에서는 길이가 약 lcm되는 흔적화 

석이 많이 관찰된다. 중부구간에서는 극히 일부 저색 사암이 협재되기도 하지만 

산화환경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 전체적으로 두껍게 발달한 흑색 셰 

일충， 잘 발달된 엽리구조， 및 흔적화석으로 보아 심호성 퇴적환경으로 추정된 

다. 

유니트 V은 조립질 퇴적불과 역질사암이 하부에 분포하고 상향세립화하며 이암 

이 호충을 이룬다. 하위 유나트에 비해 암색이 밝아진 것으로 보아 유기물의 양 

이 감소한 것으로 보인다. 본 유나트는 계속적으로 발달하나 습곡이 발달한 지점 

에서 기재를 중단하였다. 이들의 되적환경은 호소 가장자리에 발달한 하성환경일 

것으로 추정된다. 

마.대륙붕 지역 

대륙붕 분지들은 소규모로 산재되어있어 백악기에 해당되는 퇴적암의 분포를 

파악하기는 어렵다. 시추공 충서 자료에 의하면 이들 퇴적층이 까치공， IIH-IXa 

공， 그리고 IIC-IX공 지역에 분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백악기 퇴적암은 주로 적색을 띠는 이암 및 사암 흑은 석회암이 특정적이다. 

이들 되적암은 주로 건조기후하의 하천， 호수 혹은 범람원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 

로 추정된다. 백악기 퇴적층은 퇴적후， 구조운동에 의해 변형되었고 많은 부분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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침식되어 충서 대비가 어렵다. 

까치공 지역에서 백악기 퇴적층은 613 m부터 2693 m까지의 구간에서 백악기 퇴 

적층이 산출된다. 이들 백악기 충내에 3개의 부정합면이 확인되며， 최하부 구간 

(2522 m - 2693 m)은 상부에는 주로 괴상의 사암으로， 하부에는 적색 세일 및 실 

트암으로 구성되어있다. 퇴적물 내에 일부 백운암질 성분들이 있는 것은 동일한 

분지의 중국 시추공에서 발견되는 양상과 유사하다. 2452 m - 2522 m 구간의 하 

부는 수매의 안산암 혹은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화산암 상부는 적갈색의 이암 빛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사 

암이 협재한다 2362 m - 2386 m 구간은 산성 화산암류로 구성되어있고 앓은 이 

암층을 협재한다 1335 m - 2280 m 구간은 실트암과 이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본 층의 상부에는 석회암이 협재되어있고 탄질물도 포함한다. 613 m -

1335 m 구간은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있고 사암， 설트암 빛 석회암을 협재한다. 

IIH-1Xa공에서 백악기 퇴적층은 2824 m 하위로 분포한다. 백악기 퇴적층의 하 

부구간인 3285 m에서 3468 m 까지의 구간은 사암이 우세하며 적색 세일이 협재된 

양상을 보인다. 2824 m에서 3285 m까지의 구간은 세일， 실트스톤 및 사암의 호층 

으로 구성되있다. 

IIC-1X 공에서 백악기 퇴적층은 2001 m에서 총심도인 2017 m에 분포하는 열변 

성을 받은 퇴적층으로 추정된다 (Figure 4-4). 이 구간의 퇴적층은 열변질을 받 

아 석영 흑은 마그네사이트 단계의 호온펠스로 변성 되었으며， 연회색 에서 암회 

색까지 다양한 암색을 보이고 일부는 녹색을 띤다. 뚜렷한 화석이 산출되지 않으 

며， 열변성을 심하게 받은 관계로 퇴적시기와 퇴적환경을 유추할 수 없다. 탄성 

파 자료에서 시추지점 곤처에 올리고세로 추정되는 관입암체가 발견된다. 

바.중국지역 황해분지와의 대비 

중국지역 황해분지와 충서대비를 하기 위해서 이용될 수 있는 뚜렷한 건층이 

부족하고 분지들이 소규모로 분리되어 있어 이들의 충서를 대비하기 위해서는 분 

지형성 및 발달과정에 영향을 미친 요인틀을 인지하는 것이 우선 되어야 한다. 

분지발달 과정은 중국 황해분지의 경우 백악기에는 침강작용이 일어나면서 퇴적 

물이 퇴적되기 시작하여 팔레오세에는 분지의 주변부가 융기하였고 에오세에 초 

기 열개작용이 시작되었다. 따라서 이 시기의 퇴적물 내에는 열개작용에 수반된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성 퇴적물이 포함되어있다. 마이오세에 이르러 열개작용이 

끝나면서 분지내로 조립질 퇴적물의 공급이 증가하였다. 열개작용이 끝난 이시기 

에 광역적인 부정합면이 형성되었고 이 부정합면은 남해에 까지 연장된다. 이 후 

광역적인 침강작용이 진행되어 측면상으로 연속성이 매우 좋은 명행한 퇴적층이 

발달하였다. 한국지역의 경우 기존 자료에 의하면 백악기 시기의 침강작용은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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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할 수 없으나 백악기 이후 열개작용에 의한 분지의 형성 및 화산성 퇴적물의 

공급으로 인하여 두터운 제3기 퇴적층이 형성되었으며 초기 마이오세에 부분적으 

로 횡압력이 작용하였고 그 후 광역적인 침강이 이루어졌다. 이 부정합면이 탄성 

따 반사면중 황색 층준으로서 본 연구지역 뿐만 아니라 중국 및 남해까지 연장된 

다. 

황해분지의 창조우공 지역에 발달한 충서와 군산분지를 대비하여 보면 창조우 

공 지역에서 팔레오세에 시작된 단충작용은 올리고세 말에 다시 반복되었고 마이 

오세부터 광역적인 침강이 시작되었다. 이와같은 단충작용이라고 서술한 부분이 

열개작용에 의한 단충운동을 지시하는것으로 해석되며 이에 수반하여 팔레오세 

상하부면， 에오세 상부면， 올리고세 상부면 및 초기 마이오세 상부면에 부정합이 

형성되었다. 본 역에 발달한 퇴적충은 하부로 부터 기반암을 구성하는 트라이아 

스기의 Qinlong층이 미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었고 매우 치밀한 조직을 보인 

다. 이와같은 기반암의 특성은 군산분지의 경우 다른 공들은 화성암이나 규질 퇴 

적암이 기반암을 이루는데 반하여 유일하게 까치공과 같은 양상을 나타낸다. 그 

상위에 팔레오세의 Taizhou층이 갈색내지 회색의 석회암이나 석회질 각력암으로 

구성되었다. 에오세의 Funing층은 최하부가 석회암과 이에 협재된 셰일충으로 구 

성되었고 상부로 가면서 규질 이암 및 사암이 발달한다. 본 층의 상부에서는 이 

암이 발달하였고 석회질 성분을 포함한다. 본 층은 군산분지의 청색충준에서 녹 

색층준 사이의 퇴적층에 대비되며 청색층준 하위층에 해당되는 팔레오세 퇴적층 

이 중국지역에서는 발달하지 못하였음을 알 수 있다. 에오세에 형성된 두터운 퇴 

적충 위로 올리고세의 Dainan층이 적색내지 갈색의 점토암과 회색의 사암이 호충 

을 이루며 형성되었다. 그 상위에 몽시대의 San Duo층이 발달하였다. 마이오세의 

하부 Yancheng충은 적갈색의 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었고 하부구간이 상부구간 

에 비해 조립질 퇴적물이 보다 많이 퇴적되었다. 플라이오세의 상부 Yancheng층 

은 고화되지 않은 회갈색의 모래와 황적색의 점토로 구성되었고 대부분의 하부구 

간에서는 점토가 우세하다. 하지만 군산분지에서 본 층에 대비되는 퇴적물들은 

주로 사질 퇴적물로 구성되어 중국측의 퇴적물들에 비해 조립질인 차이점을 나타 

낸다. 플라이스토세의 Dong Tai층은 주로 고화되지 않은 세립질 모래로 구성되었 

으나 하부의 일부구간에서는 잔자갈을 포함하는 점토와 실트 퇴적물이 발달한다. 

군산분지의 경우 본 층에 해당되는 퇴적물들이 회수 되지 않아 시대 및 암질을 

알수 없으나 탄성파 단면상에 의하면 본 층에 해당되는 퇴적물이 황해전체에 걸 

쳐서 연장되 있음을 알 수 있다. 

황해분지는 백악기 열개작용에 의해 형성이 되었으며 반지구구조를 갖는 분지 

의 형태를 갖는다. 황해분지의 주창공 지역은 백악기 퇴적충까지 시추되었고 탄 

성따 단면자료에 의하면 반지구형 분지의 하한이 약 3초 (왕복주사시간) 부근에 

서 관찰된다. 창조우공 지역은 제3기 퇴적충 하위에 백악기층이 존재하지 않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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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첩기의 미결정질 석회암으로 구성된 Qinling충 혹은 석탄기의 치밀한 미결정질 

조직을 갖고 있으며 석회암으로 구성된 Huang long층이 발달하였다. 따라서 이들 

분지를 형성한 열개작용의 시기는 후기 백악기로 해석된다. 

황해분지에서 충서대비는 퇴적환경이 육성환경이라서 명확한 지질시대 구분이 

어렵다. 따라서 본 역에 대한 충서대비는 저자에 따라 다양한 해석을 하고 있으 

나 크게 두가지로 요약될 수 있다. 즉， 본 연구에서 항색 충준으로 정한 광역 부 

정합면이 중기 마이오세에 형성되었다는 이론과 마이오세와 플라이오세의 경계면 

이라는 이론이다. 이 광역부정합면은 열개작용이 끝나고 융기작용에 의해 퇴적층 

이 융기되어 삭박을 당해 하위의 퇴적층들이 습곡되어 있고 단층작용에 의해 여 

러번 잘리워져 쉽게 구분이 가능하다. 

2. 지질 구조 

육상에 발달한 백악기 퇴적층은 북동-남서방향의 주향이동단층을 따라 진안， 

공주， 영동， 음성에 소규모 분지들로 발달하였다. 이는 해상의 백악기 퇴적분지 

의 발달방향이 주향이동단충에 의해 조절되었을 가능성을 의미한다. 서해의 분지 

들은 대륙지괴내의 열개분지틀로 알려져 있고 이들 열개작용은 주향이통 단층과 

도 관련이 있어보인다. 

황해에 쥬라기 화성암으로 구성된 도서 및 일부 분지지역에서의 기반암은 쥬라 

기부터 초기 백악기 화성활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그 후， 백악기에 

서 초기 제삼기에 열개작용 및 화산활동에 의해 분지가 형성되고 화산성 퇴적물 

틀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 

황해의 화성활동과 관련하여 후기 쥬라기에서 초기 백악기 사이에 황해 서쪽에 

분포하는 육상지과에서도 화성활동이 활발하였다. 이 지역에 발달한 백악기 시기 

의 주향이동성 탄루 단층은 황해내에 북동 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소분지들의 형 

성과 관련이 갚다. 

대륙붕 분지에 인접한 도서에서 퇴적층의 발탈방향 혹은 구조를 살펴보면 흑산 

도에 분포하는 퇴적층은 주로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있다. 섬의 서쪽 곤리에서는 

시대미상의 거정질 화강암이 저각도 (약 15 0 )로 관입하였고 이 화강암은 대흑산 

도 서쪽에 위치한 대장도로 연장되며 대장도와 소장도의 중간 부분에서는 화강암 

과 상위의 변성 퇴적암의 접촉면이 관찰된다. 단층은 북동에서 남서방향의 발달 

이 우세하다. 

만재도의 유문암질 웅회암은 N20E, 20SE동의 주향경사를 보이며 EW , 20S 동의 

절리가 섬의 남쪽으로 우세하다. 하의도에는 노루목에서 오림에 이르는 도로변에 

서 일부 소규모의 세립질 사암이 N20E, 10NW의 주향경사를 보이며 분포 한다. 허 

사도에는 남쪽해안을 따라 퇴적층이 20-40NE, 10SE로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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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도에 발달한 퇴적충내 이암내에는 대부분 convo1ute 충리가 형성되어 있어 

퇴적 동시적인 변형운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본 퇴적층들은 북서방향으로 밀 

려올라간 저각도의 역단충면틀에 의해 잘리워지는 것으로 보아 퇴적층이 고화된 

후에 남동방향으로 부터의 대규모 압축력이 작용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제 2 절 λ4 걷L -, 11 잠재력 명가 

1. 잠재 근원암 

서해안 일대의 백악기 퇴적층은 해남 분지 빛 격포 분지에 비교적 넓게 분포하 

고 있고 그 밖에 함명， 목포， 신안 지역 및 진도 (관매도) 일대에도 부분적으로 

분포한다. 서해안 백악기 퇴적충 내의 석유 근원암을 펑가하기 위해서 해남 분 

지， 격포 분지， 진도 지역 (조도， 관매도 일대) 및 신안지역 (흑산도， 하의도 일 

대) 에서 석유 근원암으로 유망하다고 판단되는 흑색 셰일 빛 이암을 약 60개 채 

취하였다. 채취한 시료에 대해서는 유기탄소의 합량 및 Rock-Eva1 열분석을 실시 

하여 유기물의 함량， 타이프， 열 성숙 단계를 살펴보았으며 석유 생성 잠재력을 

따악하였다. 해남 지역의 일부 시료에 대해서는 케로젠을 분리하여 케로첸의 원 

소 분석을 실시하였다. 

서해안 백악기 층의 유기물의 타이프를 결정하기 위해서는 Rock-Eva1 열분석 

따라메타인 수소， 산소 지수를 이용하였고 해남 지역 유기물의 원소 분석을 위해 

서 프랑스 Geomecanique사의 Kerogenatron을 사용해서 케로젠을 추출하여 분석하 

였다 

가. 해남분지 

이번 연구에서는 해남 분지의 영온리， 신성리 빛 우항리 일대 병온리 충원의 

흑색 셰일과 석회질 셰일을 중심으로 총 15개의 야외 노두 시료를 채취하여 석유 

근원암에 대한 평가를 실시하였다. 

해남 지역의 잠재 근원암층의 총 유기탄소 함량은 0.82% - 7.065% 까지의 범 

위를 보였고 명균 1.75%를 나타냈다. 이 분석치는 기존의 신성리 코아에서 분석 

한 자료보다 높게 나타났는데 (손진담 외. 1992) 이렇게 함량이 비교적 높게 나 

타난 것은 분석된 시료중 유기물의 함량이 4% 이상 나타나는 두 개의 시료가 탄 

질물을 포함하는데 기인 한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틀 두 개의 시료를 제외하면 

유기탄소 합량은 펑균 1.26%를 나타냈다. 근원암층의 유기물의 함량은 충준이나 

시료 채취 지역에 따라서 뚜렷한 차이를 나타내지는 않았고 분석한 곤원암 시료 

는 모두 석유 생성의 하한으로 알려진 0.5% 이상의 유기물을 포함하고 있어서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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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물 함량만을 고려 할 때 해남 분지의 근원암은 석유 생성에 양호한 조건을 나 

타냈다 (Table 4-2). 

Table 4-2. TOC measurement and Rock-Eval pyrolysis assay data , 

Haenam Area. 

시료 번호 
Tmax TOC 비고 

Sl S2 HI 01 
CC) (%) (시료위치) 

990511 0.17 0.84 510 7.61 11 병온리 탄질 셰일 

990521 0.02 0.12 456 0.82 15 병온리 흑색 셰일 

990잉2 3.07 1.85 331 0.89 208 우항리 석회질 셰일 

990551 0.97 2.21 441 1.29 171 우항리 흑색 셰일 

990506 1.69 2.37 453 1.8 132 우항리 흑색 셰일 

990507 0.84 0.01 476 0.89 1 신성리 셰일 

990571 1.52 0.31 444 4.01 8 신성리 셰일 

990501 2.42 1.57 458 1.23 128 16 

990502 1.69 1.60 329 1.45 111 26 

9905021 0.86 1.40 455 1.29 109 12 

990503 0.21 0.17 606 1.84 10 7 

9905022 0.74 1.10 454 1.38 80 23 

9905023 0.84 0.93 442 1.09 85 21 

9905031 1.21 0.39 489 1.16 34 28 

9905032 1.26 0.34 493 1.16 29 8 

(S1 , S2: mg HC/g Rock , HI: mg HC/g TOC) 

원소 분석 결과 및 Rock-Eval 열분석에 따른 수소， 산소 지수 결과에 따르면 

해남 분지 근원암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의 타이프는 크게 두 개의 그룹으로 나 

누어지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비투벤을 포함하는 우항리에 분포하는 석회질 셰 

일충은 타이프 II 내지는 III에 대비되는 반면에 다른 지역에 분포하는 곤원암 

충준은 타이프 III에 대비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2 & 4-3; Figure 4-5). 

광역적인 지질 구조 및 퇴적환경을 고려할 때 (손진담 외， 1992) 해남 분지의 유 

기물의 특성은 육상 유기물의 유입이 매우 우세한 가운데 일부는 호소성 유기물 

이 일차적인 퇴적에 의해서 집적된 것으로 판단한다. 

Rock-Eval Tmax 따라메타에 근거한 해남 분지 근원암에 함유된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는 329 0C에서 606 0C 까지의 분포를 나타낸다 (Table 4-2). 분석 자료를 

검토한 결과 상대적으로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606 0C 는 S2 값이 너무 적어서 나 

타난 결과이고 매우 낮은 값인 331 oC , 329 0C는 비투멘에 의해서 S2 피크가 여러 

개 (multiple peaks) 나타난 결과임이 밝혀졌다. 위의 자료를을 제외하고 해석을 

할 때 해남 분지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는 주 석유 생성 단계의 중반에서 슴성 

가스 생성 단계에 이른 것으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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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enam Area 

시료번호 C (%) H (%) o (%) S (%) Atomic C Atomic 0 H/C O/C 

990542 46. 78 4. 03 7. 84 12.4 3.90 0.49 1. 03 0.13 

990551 53.60 6.34 7.58 8. 44 4.47 0.47 1. 42 0.10 

990506 30.45 3.42 8. 31 1. 06 2. 54 0.52 1. 34 0.20 

990507 70. 77 2. 75 9.61 1. 16 5. 90 0.60 0. 46 0. 10 

990571 74.19 2.92 7. 25 0. 93 6.18 0.45 0. 47 0. 07 

Elemental analysis data of the kerogen . Table 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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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ck-Eval 열분석 결과 연구 지역 근원암 시료의 석유 생성량을 나타내는 51은 

0.21 내지 3.07 mg HC/g Rock을 나타냈고 명 균값은 1.08 mg HC/g Rock을 나타냈 

다. 51 값이 특별히 높은 지역은 우항리 지역의 석회질 셰일에 존재하는 비투벤 

이 분석된 것으로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이 지역의 비투벤은 높은 수소/ 

탄소 비율 (1 .92-2.01) , 따라핀 계열 화합물의 함량 및 강한 CHz- , CH3- 적외선 

스펙트럼을 나타내어서 오조커라이트 (Ozocerite) 형 비투벤으로 분류된 바 있다 

(Kim & Cook, 1988). 근원암의 석유생성잠재력을 나타내는 52는 0.01 mg HC/g 

ROCK 에서 2.37 mg HC/g ROCK 의 값을 나타냈고 수소지수는 10에서 208 mg HC/g 

TOC를 나타냈다 (Table 1). 석유생성 잠재력이 양호한 근원암의 52 및 수소지수 

가 각각 2 mg HC/g ROCK, 200 mg HC/g TOC 임을 감안 할 때 분석된 암석의 석유 

생성 잠재력은 일부 시료를 제외하고는 양호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해남 분지 근원암의 열적인 성숙단계와 이미 비투벤이 형성된 점을 고려하면 분 

석된 근원암이 탄화수소 성분인 비투벤을 생성한 것으로 판단한다. 신성리 일대 

의 근원암층의 수소 지수 및 52 값이 우항리 지역의 그것에 비해서 특히 적게 나 

타나는 것은 두 가지 경우를 생각 할 수 있는데 첫 번째는 원래 퇴적된 유기물의 

타이프가 다른 경우이고 다른 한가지는 열적 진화가 국지적인 조건에 의해서 빨 

리 진행되어 탄화수소의 생성 빛 방출도 역시 빠르게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나 

는 현상으로 볼 수 도 있다. 

나. 격포 지역 

백악기 격포 분지에서는 닭이봉， 적벽강 그리고 봉화봉 일대에서 총 12개의 흑 

색 셰일을 채취하여 석유 근원암에 대한 명가를 실시하였다. 

격포 분지 흑색 셰일의 총 유기탄소 함량은 0.26% - 1. 77% 까지의 범위를 나 

타냈고 평균 0.88%를 나타냈다. 근원암층의 유기물의 함량은 닭이봉에서 채취한 

시료는 명균 1.02%를 나타내서 유기물의 함량이 석유 생성에 적합한 반면에 적벽 

강 및 봉화봉 시료의 유기탄소 함유량은 석유 생성에 있어 하한으로 알려진 0.5% 

이하를 나타냈다 (Table 4-4). 

퇴적된 유기물의 타이프를 알아보기 위해서 Rock-Eval 열분석 따른 수소， 산소 

지수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지역의 수소 지수 및 산소 지수 분석치가 매우 작 

게 나와서 해석에 어려움이 있으나 수소 지수에 비해서 산소 지수가 비교적 높은 

것을 고려하면 잠재 근원암의 유기물은 주로 타이프 III에 대비되는 것으로 간주 

된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 상태를 나타내는 Rock-Eval Tmax 따라메타는 510 0C에서 

566 0C 까지로 매우 높게 나타났다 (Table 4-2). 분석한 자료의 52 값이 너무 적 

어서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격포 분지 근원암의 열적 성숙 단계는 대부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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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성 가스 생성 단계의 후반 및 건성 가스 생성 단계 초기에 해당되는 열성숙 단 

계를 나타났다. 

Rock-Eval 열분석 결과 연구 지역 근원암 시료의 석유 생성량 및 잠재 생성량 

을 나타내는 81 및 82 는 모두 매우 낮게 나타났다. 분석치를 자세히 살펴보면 

81 은O 내지 0.02 mg HC/ g Rock을 나타냈고 82는 O 내지 0.32 mg HC/g ROCK을 나 

타내서 석유생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수소지수는 0에서 

19 mg HC/g TOC로서 현재의 근원암의 석유 생성 가능성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2). 

격포 분지의 근원암 명가를 종합하면 타이프 III에 해당되는 유기물이 비쿄적 

풍부하게 퇴적되어 있으나 현재의 유기물에서 탄화수소의 생성을 기대하기는 어 

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지만 잔류 유기물의 양과 수소 지수 및 82 낮은 것은 

유기물이 열적으로 상당히 진행되었기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으로 해석 할 수 있 

고 이런 관점에서는 이 지역에서 지질 시기동안에 이미 어느 정도의 탄화수소를 

생성했을 가능성도 배제 할 수 없다. 

Table 4-4. TOC measurement and Rock-Eval pyrolysis assay data , 

Kyokpo Basin. 

TOC 
01 

비고 
시료 번호 Sl S2 Tmax ( .C) H1 

(%) (시료위치) 

990401 0.01 0.05 539 O. 75 7 48 닭이봉 

990402 0.02 0.11 515 1. 16 9 23 닭이봉 

990403 0.01 0.02 510 0.60 3 17 닭이봉 

990404 0 0.06 566 0.95 6 22 닭이봉 

990405 0 0 531 0.46 0 35 닭이봉 

990406 0.02 0. 32 527 1. 77 19 5 닭이봉 

990407 0 O. 15 514 1. 62 9 20 닭이봉 

990408 0 0.04 515 O. 79 5 129 닭이봉 

990409 0.02 0 1. 14 0 8 적벽강 

9904012 0.01 0 0.69 0 38 적벽강 

9904013 0 0 0.44 0 95 적벽강 

994015 0 0 0.26 0 115 봉화봉 

(81 , 82 : mg HC/g Rock , HI: mg HC /g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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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진도(조도， 관매도)지역 

진도 지역에서는 조도 및 관매도 일대의 백악기 퇴적층에서 23개의 흑색 셰일 

을 채취하여 석유 생성 가능성에 대한 명가를 실시하였다. 

격포 분지 흑색 셰일의 총 유기탄소 함량은 0%-2.48% 까지의 범위를 나타냈고 

펑균 0.48%를 나타냈다. 그러나 어유포 부근에서 채취한 엽리 구조를 보이는 시 

료에서는 유기물이 전혀 없었고 퇴적암내에 포획암 시료는 대표성에 문제가 있으 

므로 (시료 변호 990609 ， TOC=O%, 시료 번호 990603 ， TOC二2.48%) 이 두 개의 

시료를 제외하고 계산하면 조도 지역의 곤원암의 총 유기탄소 함량은 명균 0.2% 

미만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석유 생성의 하한인 0.5% 이하로 유기물의 함량만을 

고려 할 때 본 지역에서 석유 생성 가능성은 매우 희박한 것으로 나타났다 

(Tabl e 4-5). 관매도 지역의 근원암의 총 유기탄소는 0.11%에서 2.53% 까지， 명 

균 0.89% 합유되어 있었다. 즉， 관매도 지역의 유기물의 함량은 석유 생성에 적 

합한 조건을 나타내었다. 

퇴적된 유기물의 타이프를 알아보기 위해서 Rock-Eval 열분석 따른 수소， 산소 

지수 결과를 살펴보았다. 연구 지역의 수소 지수 및 산소 지수는 지역에 따른 차 

이를 보이지 않고 모두 매우 낮은 수치를 나타냈다 (수소 지수 0-1 mg HC/g 

Rock; 산소지수 0-69 mg HC/g Rock). 수소 및 산소 지수의 값이 너무 낮아 해 

석에 의미는 없지만 수소 지수에 비해서 산소 지수가 높은 것은 육상 기원 유기 

물의 퇴적을 암시한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 상태를 나타내는 Rock-Eval Tmax 따라메타는 S2 피크는 5 

개 시료에서 분석되었고 539.C에서 611 .C 까지의 범위를 나타내었다 (Table 

4-2) . S2 값이 너무 낮기 때문에 신뢰도가 떨어지기는 하지만 분석된 자료를 토 

대로 보면 조도와 관매도 일대의 잠재 근원암에 포함되어 있는 유기물의 열척 성 

숙 단계는 건성가스 생성 단계에까지 도달한 것으로 해석한다. 

진도 일대의 근원암에 대한 석유 생성 가능성을 살펴보기 위해서 Rock-Eval 열 

분석을 실시한 결과 연구 지역 근원암 시료의 석유 생성량 및 잠재 생성량을 나 

타내는 SI 및 S2 는 모두 0.04 mg HC /g Rock 미 만으로 매우 낮게 나타났다. SI , 

S2 그러고 0에 가까운 수소지수를 고려하면 현재의 근원암의 석유 생성 가능성은 

전혀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4-5) . 

진도 일대의 근원암 명가를 종합하면 현재의 암석에서 탄화수소의 생성을 기대 

하기는 어렵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즉， 이 지역의 근원암은 이미 열적으로 진화 

가 많이 진행되어서 탄화수소를 방출하고 잔류 탄소만이 남아 있는 상태임을 나 

타내고 있다. 지질 시기 동안에 이루어진 탄화수소의 생성 빛 방출도 정상적인 

매몰에 의한 것이 아니고 매몰과 함께 화산 활동 퉁에 의해서 지역적인 열 변질 

을 받았을 가능성이 높다. 탄화수소가 집적되기 위해서는 탄화수소의 방출 이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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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이동 경로에 적합한 트랩이 존재해야 하는데 이런 관점에서 볼 때 진도 일대 

에는 지역적인 화산 활동에 의해서 유기물이 변질되고 부분적으로 탄화수소를 생 

성했어도 트랩 될 수 있는 저류층의 형성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을 것으로 판 

단한다. 석유의 생성 및 방출에 대한 좀더 정확한 자료의 획득을 위해서는 이 지 

역의 석유 써스랩에 대한 모델렁 연구가 필요하다. 

Table 4-5. TOC measurement and Rock-Eval pyrolysis assay data , 

Jindo and Shinan area 

TOC 비고 
시료변호 SI S2 Tmax (.C) H1 01 

(%) (시료위치) 

990601 0 0 0.42 0 69 조도 

990603 0 0.02 539 2.48 1 31 조도(xenolith) 

990605 0 0 0.23 0 22 조도 

990606 0 0.02 579 0.07 1 0 조도 

990607 0 0 0.19 0 37 조도 

990609 0 0.02 548 0 1 0 조도 

990610 0 0 0.53 0 66 조도 

990611 0 0.01 611 2.53 0 5 관매도 

990612 0.04 0.03 566 2.14 1 관매도 

990613 0.02 0 0.94 0 0 관매도 

990614 0 0 0.29 0 0 관매도 

990615 0 0 0.32 0 19 관매도 

990617 0 0 0.11 0 0 관매도 

990622 0.01 0 1. 54 0 관매도 

990624 0 0 0.42 0 0 관매도 

990625 0 0 0.38 0 0 관매도 

990626 0 0 0.40 0 23 관매도 

990627 0.01 0 0.71 0 24 관매도 

990701 0 0 0 0 0 흑산도 

990702 0 0 0 0 0 하의도 

(Sl , S2: mg HC/g Rock , HI: mg HC/g T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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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신안 지역 (하의도， 흑산도) 

신안 지역의 하의도， 만재도는 주로 유문암 및 웅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고 흑산 

도의 암상은 주로 변성암 및 변성 퇴적암류로 이루어져 있으며 지질시대에 대해 

서는 경상계와 선캠브리아기라는 주장이 엇갈리는 가운데 화석의 부재로 아직 확 

실한 연대는 알수 없다. 흑산도와 하의도 일대에서 총 5개의 흑색 셰일 및 실트 

암을 채취하여 도서 지역의 석유 근원암에 대한 명가를 실시하였다. 

지화학적 스크리닝 기술인 Rock-Eval 분석 결과 흑산도와 하의도 시료에서는 

유기탄소가 함유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Table 4-5). 또한 석유 근원암 

을 평가하는 따라메타인 SI , S2 , Tmax , 수소 지수， 산소 지수의 값도 분석되지 

않았다. 이런 결과는 흑산도의 경우에 채취한 퇴적충이 선캠브리아기라는 가능성 

을 시사한다. 또한 하의도의 경우에는 국지적인 열의 영향으로 유기물이 완전히 

변질된 것으로 판단한다. 

2. 잠재 저류충 

서해 백악기 퇴적층의 저류특성에 관한 연구는 해남분지 일부 지역에 대해서만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었고 그 외의 지역에서는 단면적인 정보만을 얻을 수 있 

다. 해남 분지의 잠재 저류층은 사암과 웅회암의 호충대가 주 저류암층대이며 그 

외에도 석회암 단열대를 따라서 발달하기도 한다 (손진담 외， 1992). 이들 사암 

및 웅회암의 구성성분은 주로 석영， 장석， 암면 및 부수광물들로서 석영은 전체 

사암입자중 50%를 차지하며 대부분 단결정질 석영으로 구성되어있고 복결정질 석 

영은 약 1% 내외이다. 장석은 15% 내외로서 그 중 9%가 정장석으로 구성되어있 

다. 암면은 화산성 기원의 암면이 주를 이루며 전체입자 구성비중 5%를 차지한 

다. 해남분지 외에 일부 도서에 분포하는 퇴적충들은 p-따 속도가 4500m/sec 이 

상으로 매우 치밀하고 속성작용에 의해 공극이 메워져 있는 것이 관찰된다. 

저류암을 구성하는 사암과 웅회암의 공극 및 투수율에 대한 측정은 해남분지에 

서 유일하게 수행되었다 (손진담 외 ， 1992). 암석물성 측정결과에 의하면 황산면 

해안노두 시료와 신성리 시추코아의 측정결과 공극율은 2. 56-1 1. 05% 이고 투수율 

은 lmd 이하이다. 현미경 관찰결과에 의한 공극율은 사암이 명균 6% 이고 웅회암 

이 명균 8%를 나타낸다. 공극은 주로 미세공극이 우세하다. 단열저류층은 절리의 

발달이 양호하고 (1 mm 이상) 연장성이 좋다. 석회암 내의 열극사이에는 유질물들 

이 관찰된다 (손진담 외， 19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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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석유 부존 가능성 

해안과 도서에 발달한 백악기 퇴적층은 노두가 제한적으로 노출되어있고 풍화 

및 속성작용이 심하여 석유 부존 가능성을 명가하기는 어렵다. 하지만 얻어진 자 

료만에 의하면 해남분지의 경우에는 호소내에서 퇴적된 세럽질 셰일층이 양호한 

근원암 역할을 하고 있다. 이틀은 금번조사에서 얻어진 분석결과， 총 유기탄소 

합량이 명균 1.75% 로서 양호한 수치를 보인다. 이와같은 양호한 근원암은 시추 

가 되지 않아 확인할 수는 없으나 대륙붕 분지내에서도 심호성 환경을 나타내는 

지역에 발달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하지만 격포분지나 도서에서는 각각 평균 

0.88% 와 명균 0.48% 로서 해남분지에 비해 불량한 근원암 조건을 갖고 있다. 이 

와같은 결과는 해남분지에 비해 이들 지역이 호소 중심부에서 먼 즉， 에너지 조 

건이 높은 퇴적환경에서 형성되어 유기물의 집적이 적게 이루어진 결과로 해석된 

다. 저류암으로서는 저탁류암， 하성사암퉁이 양호한 조건을 갖고있으나 화산성 

기원의 입자들에 의해 공극의 발달이 제한되고 속성작용 동에 의해 투수율이 매 

우 낮아 저류조건은 불량하다. 하지만 퇴적후의 구조운동에 의한 단충， 습곡， 균 

열대를 따라서 이차적인 트랩의 형성이 가능하다. 럽개암은 대부분의 세립질 퇴 

적물들이 양호한 조건을 갖고 있다. 특히 낮은 투수율은 좋은 럽개암으로서의 조 

건을 충족시킨다. 

해남， 격포 및 도서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층에는 호소환경에서 형성된 

세립질 퇴적물들이 발달해있다. 이들 퇴적물 내에는 상당량의 유기물이 집적된 

것으로 보아 유사한 환경에서 형성된 대륙붕 퇴적분지 (군산분지， 흑산분지)에서 

도 양호한 근원암이 발달했을것으로 추정된다. 특히 일부 시추공에서 발견되는 

석회암은 중국지역에 발달한 것과 유사하게 양호한 저류암으로서의 역할을 할 것 

이다. 

-75-



제 5 장 제 3기 서해 대륙붕 분지 

우리나라의 서해(황해)분지는 크게 제1 ， 2광구에 분포하는 군산분지와 제3광구 

에 분포하는 흑산분지로 나누어진다. 또한 북한에서는 항해도와 명안도의 서부 

해안지대부터 서쪽으로 대륙붕지역까지 발달된 서한만 분지가 존재한다. 서안만 

분지는 1964년부터 북한에 의하여 석유탐사를 목적으로 조사가 진행되어왔다. 남 

한의 서해분지는 대륙붕 제 1, 2 , 3 광구에 걸쳐 분포하며 36 , 200 Km2에 이른다. 

이들 남한의 대륙붕분지는 백악기 말에서 고제3기에 형성된 퇴적분지로서 한반도 
와 동중국 사이에 위치한 대규모 분지이다. 1991 년 석유공사는 제1광구 서남부의 

해마구조에 탐사시추를 실시하였으나 탄화수소 발견에는 실패하였다. 제2광구에 

서는 4개 공의 탐사시추가 수행되 었다. 1973년 IIC-1X공과 IIH-1Xa공을 각각 시 

추하였으나 탄화수소의 발견에는 실꽤하였다. 1989년 석유공사와 마라톤사는 물 

리탐사 해석결과 도출된 유망구조의 하나인 Inga구조를 시추하였으나 목표층이 

화산암임이 밝혀졌다. 1991 년 광구의 서남 소분지에 Kachi-1공을 시추하였으나 

역시 탄화수소의 발견에는 실때하였다. 제3광구의 흑산분지는 중국 육상에서 유 

전이 발견된 수베이 분지의 해상 연장부이다. 이 지역에서는 물리탐사는 수행된 

바 있으나 탐사시추는 수행되지 않았다. 이 연구는 제1광구와 제2광구의 군산분 

지에서 시추된 5개의 시추자료를 중심으로 하여 수행된 결과를 기술한다. 

제 1 절 퇴적 분지 해석 

1. 충서 및 퇴적 

시추에 의하여 획득된 자료는 단지 군산분지의 5개 시추공에 불과하다. 따라서 

이들을 중심으로 종합적인 충서를 설정하였고 이에 따른 퇴적양상을 정리하였다. 

군산분지는 분지내의 융기부와 단층에 의해 남서， 중앙， 북동의 3개 소분지로 

구분되며 주로 제3기의 육성 쇄설성 퇴적물로 충진되어있다. 남서소분지에는 

Kachi-1공 과 IIH-1Xa공이 시추되었고， 중앙소분지에는 Haema-1공， IIC-1X공 및 

Inga-1공 이 시추되었으며， 북동 소분지에는 시추공이 없다. 

이틀 시추공의 암편시료를 대상으로 고생물학적 연구와 퇴적학적 연구들 (전희 

영 외， 1984; 김종수 외， 1987; 봉필윤 외， 1991: 박관순 외， 1992; 박관순 외， 

1997; 정태진 외， 1998) 이 수행되었다. 그러나 이 지역의 퇴적물은 상당부분이 

육상 산화환경하의 적색 쇄설물로 구성되어있는 관계로 미화석의 산출상태가 미 

약한 양상이다. 주로 산출되는 미화석은 유기질인 화분，포자화석이고 일부 환원 

환경의 퇴적물에서는 담수성 미화석들 (와편모 조류， 개형충， 윤조)이 소량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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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Figure 5-1) , 

이러한 연구결과를 토대로 한 서해 대륙붕 제3기 분지의 종합 층서 빛 퇴적은 

다음과 같이 요약된다. 

가. 팔레오세 충 

군산분지의 제3기 퇴적층을 퇴적시킨 기반은 지역적으로 융기부로 둘러싸인 고 

립분지퉁이 발달하여 지역에 따라 깊이가 크게 변화하는 높은 기복을 보인다. 이 

러한 소분지들은 인장성 조구조운동에 의해 형성되어 경사진 단충블록들로 구획 

되는 반지구 구조를 보인다. 이러한 소분지들은 팔레오세 동안 활발한 열개작용 

으로 열개 동시성 퇴적물들로 충진되었고， 이 시기의 지층은 분지의 침강부를 중 

심으로 퇴적이 이루어 졌으며 주변부로 가면서 점차 소멸되어가는 양상을 보인 

다. 

팔레오세 초기의 퇴적층은 사암이 우세한 가운데 이에 협재되는 이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 사암은 담갈색을 띠며 세립 내지 중립질이고 아각형의 입자틀이 규질 

물로 단단히 쿄착되어있다. 이암 역시 담갈색이 우세하며 약간 실트질이다. 이 

시기는 아열대 건조기후의 하성환경이므로 미화석의 보존이 극히 불량하여 화분 

화석 Monosulcites 만이 특정적으로 산출된다. 

팔레오세 후기로 가면서 퇴적지는 다양해져서 하성환경에서는 사암， 이암， 이 

회암， 실트암둥이 퇴적되었고 범람원의 일부 playa lake 에서는 경석고가 침전되 

었으며 국지적으로는 활발한 화산활동이 일어났다. 이 시기의 지층에서는 좀더 

다양한 종류의 미화석이 산출되는데 화분，포자화석으로는 낙우송과(Taxodiaceae) 

와 자작나무과 (Betulaceae) 에 속하는 화분화석이 주로 나타나고 나자식물화분인 

Classopollis 가 특정적으로 산출된다.한편 천호성 환경에서는 윤조류화석인 

Microchara 가 산출된다. 이 시기에도 아열대 건조기후가 우세하였다. 팔레오세 

의 퇴적 중심은 초기에서 후기로 가면서 대략적으로 西進하는 양상이며， 이 시기 

의 말에는 열개작용이 끝나면서 압축력이 작용하여 습곡작용과 계속되는 침식작 

용을 받았다. 

나. 에오세 충 

에오세 시기에는 북부 지역을 제외하고는 비쿄적 안정된 환경에서 후열개성 퇴 

적이 이루어 졌으나 퇴적중심은 거의 변화가 없고 북동에서 남서 방향으로 가면 

서 심도가 증가한다. 이 시기의 군산분지는 분지내의 융기부에 의해 3개의 소분 

지로 구분되며 각 분지의 주변부에서 중앙부로 가면서 말단 선상지에서 점차 하 

천， 범람원 또는 호수환경으로 전이하며 두터운 퇴적층을 형성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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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1. 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Orill Wells in Kunsan Basin. 



에오세 초기에는 아열대 건조기후가 우세하여 적갈색 이암이 주로 나타나며 부 

분적으로 암갈색 셰일과 세립사암이 협재된다. 또한 석회질 성분이 우세하여 식 

생의 발달이 미약하고 이에 따라 화분，포자화석의 산출이 미약하여 구과류 

(conifers) 화분만이 산출되고 특히 건조기후를 지시하는 마황속 (Ephedripites) 

화분이 흔히 관찰된다. 

에오세 중기로 가면서 온도가 다소 내려가고 습도는 증가하여 호수 주변부나 

저습지환경에서 퇴적된 비적색암들이 빈번히 분포하고 일부에서는 chert 력틀을 

함유하는 사암층이 두텅게 분포한다. 이 시기의 암석에서는 화분， 포자화석이 풍 

부하게 산출되고 윤조와 와편모조류 같은 담수성 미화석이 종종 산출된다. 화분， 

포자군집의 주 구성요소는 Polypodiaceae (고사리류) , Sphagnum (이끼류) 및 낙 

엽수인 Taxodium, Betulaceae , Quercus, Momipites , Ulmaceae 동 주로 저습지 서 

식 종들이 고， 윤조화석 은 Chara , Stephanochar‘a, Sphaerochara 둥이 산출된다. 

에오세 후기에는 기후가 다시 건조해져서 주로 범람원에서 퇴적된 적색 이암들 

이 분포하고 충준에 따라서는 박층의 석회암과 사암이 협재된다. 이때의 식생은 

소량의 낙우송과와 자작나무과가 서식하였던 양상이다. 

이와 같이 에오세의 시기에는 대체로 건조한 아열대 기후가 우세한 가운데 에 

오세 중기에 특정적으로 습윤기후가 발달하였으며 이러한 기후변화에 의해 암상 

과 식생의 변화를 수반하였다. 

다. 올리고세 충 

올리고세에는 분지의 확장과 침강이 계속되어 광역적인 퇴적이 일어났으나 마 

이오세 초기의 압축성 구조운동으로 심한 습곡작용과 역단충 및 융기작용을 수반 

하여 대부분의 지층이 삭박되었다. 이 시기에는 분지의 주경계단층 인근지역의 

범람원이나 얄은 호수 및 그 연변부의 환경에서 이암과 사암이 퇴적되었다. 이 

당시의 기후는 온난기후가 우세한 가운데 습도는 후기로 가면서 점차 습윤해지는 

양상을 보인다. 

따라서 주로 적갈색 이암으로 구성된 올리고세 초기의 층에서는 미화석의 산출 

이 극히 미약하여 수 개체의 구과류 화분만이 산출되는 반면에 후기의 실트암/이 

암/사암 교호층에서는 다양한 양치류 포자화석이 산출되고 층준에 따라서는 윤조 

류 화석도 관찰된다. 특히 시기는 주경계단층 주변의 고지대로부터 급격한 퇴적 

물의 유입이 있었기 때문에 이들과 함께 구시대의 미화석이 통시에 다량 유입되 

는 특정이 있다. 따라서 이 당시의 식생을 복원하기 위하여는 재통된 미화석의 

제거가 필요하다. 

깨
 



라. 마이오세 충 

마이오세로 들어오면서 분지의 동쪽 주변부는 침강이 계속된 반면에 다른 지역 

은 하부층의 변형에 따라 박층의 퇴적충 만이 형성되었다. 기후는 올리고세 후기 

와 거의 유사한 양상을 보이며 비적색의 이암과 썰트암이 우세하고 간간이 사암 

이 협재된다. 이 당시의 식생은 느릅나무과 (Ulmaceae)와 참나무과 (Fagaceae)를 

위시한 닥엽활엽교목이 주종을 이루고 여기에 낙우송과 (Taxodi aceae) . 소나무과 

(Pinaceae)동의 침엽수가 혼재하였으며 소량의 초본식불과 양치류가 협재된 활엽 

수/침엽수 혼합림의 양상으로서 현재와 유사한 기후조건을 나타낸다. 

마이오세 중기로 가면서 분지는 침식 명탄화된 상태에서 전반적인 침강이 일어 

난 상태에서 퇴적이 시작되었고， 온도는 거의 아열대 기후까지 도달하였으며 습 

도도 많이 증가하였다. 이 시기에는 사암의 분포가 우세한 가운데 부분적으로 박 

층의 이암과 갈탄 및 역질 사암이 협재된 암상을 보이며 여기에서 풍부한 화분， 

포자화석군집이 산출된다. 이들은 온난 내지 아열대 기후를 지시하는 

Liquidambar-Carya 화분군집 과 담수식 물인 Ceratopteris-Trapa 화분군집 이 다. 이 

와 같이 신제3기 동안에 중기 마이오세는 한반도 주변에서 가장 온도가 상승하였 

던 시기에 해당된다. 

후기 마이오세에는 분지 전반에 걸쳐 광역적인 융기가 일어나 기존의 지층들이 

삭박을 받게 되었다. 

마. 플라이오세 충 

이 시기는 재차 명탄화된 마이오세 기반위에 광역적인 퇴적이 일어난 시기로서 

하부층과는 병행부정합의 관계로 피복된다. 암상은 주로 미고결 사암과 소량의 

협재된 이암으로 구성되며 여기에서 산출되는 화분군집은 하부 군집과는 확연하 

게 구별되어 초본성 식물의 화분이 주종을 이룬다. 이들 중 우점종은 국화고 

( Compos i tae ) . 여뀌속 (Persicaria) . 벼과 (Gramineae) 및 사초과 (Cyperaceae) 

퉁이다. 당시의 기후는 온랭한 아건조 기후가 우세하였다. 

후기 플라이오세를 지시할 만한 화분 군집이 산출되지 않는 것은 이 시기 이후 

의 퇴적층이 시추시에 회수되지 않았기 때문이며 군산분지 전반에 걸쳐 해양성 

미화석은 확인이 안되고 (Figure 5-2). 서해분지의 전반적인 해칩은 거의 홀로세 

에 와서 시작된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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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구조 

한반도 및 주변 해저에 분포된 지체구조의 발달은 각 시대별 조구조 운동과 밀 

접한 관계가 있으며， 이들 조구조 운동에 의하여 발달된 지질구조선들은 한반도 

의 육상과 해저는 물론 중국 통부와 일본열도에도 연장되어 나타난다. 중생대와 

신생대에 일어난 조구조 운동이 황해는 물론 한반도와 주변 해저에 발달된 퇴적 

분지의 형성에 큰 영향을 미쳤으며， 이들은 판의 섭입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다. 군산분지를 포함하는 서해지역은 중생대 송림변동 이전까지 대규모 구조운 

동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쥬라기와 백악기 초까지 사이에는 한반도와 중국에서 

대규모의 화성활동이 일어났다. 쿨라판이 북쪽으로 섭입한 결과 이들 단층의 운 

동방향은 우수향에서 좌수향으로 바뀌었다 (Zhang and Kou , 1989) , 

백악기에 들어와서 필리핀 판이 북서쪽으로 섭입함에 따라 기존 단충들을 따라 

서 인장성 단충들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 황해지역에서는 열 개작용이 일어나 

기 시작하였다. 초기 백악기에 화산작요이 있었음이 Kachi-1공에서 확인 되었다. 

백악기말 군산분지의 전 지역에서 나타나는 화산작용은 육상의 경상분지에서도 

잘 나타난다， Inga-1공 최하부에서 매우 두껍게 나타나는 화산암은 절대연령 측 

정결과 후기 백악기 Campanian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팔레오세 말에 형성 

된 부정합면 하위에 분포된 퇴적층은 대부분 경사진 단충 블록 사이에 발달된 반 

지구에 퇴적된 열개동시성 퇴적물로 해석된다. 이들 퇴적층에 발달된 다수의 단 

층들과 단충 블럭의 경계부에 발달된 리스트릭 단층이 대부분 팔레오세 퇴적층에 

서 보이는 습곡구조， 경사부정합， 그리고 Kachi-1공과 Inga-1공에서 팔레오세가 

결충으로 나타나는 것은 팔레오세말에 융기와 삭박을 일으킨 조구조 운동이 있었 

음을 지 시 하는 것이 다. 이 조구조 운동은 중국의 위지 앙운동 (Oujiang Movement) 

에 대비된다. 

에오세에 들어서 군산분지 지역은 광역적인 침강작용과 상대 호수면 상승에 의 

하여 점차 넓어지게 되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 하에서 되적작용이 이루어진 것으 

로 해석된다. 에오세 말 중국의 유관운동 (Yuquan Movement) (Zhou , et a1., 

1989)에 대비되는 조국조운동에 의하여 분지는 융기되었으며， 퇴적층의 침식을 

받아 부정합면이 형성되었다. 

올리고세와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융기부 사이에 국부적으로 형성된 퇴적지 

에만 쌓인 것으로 해석된다. 중기 마이오세에 들어 분지는 다시 침강하기 시작하 

였으며 이후 뚜렷한 구조운동은 일어나지 않았고 퇴적은 구조적으로 안정된 환경 

하에서 이루어 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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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퇴적 분지 발달사 

가. 백악기 (분지 생성기 ) 

중생대 트라이아스기까지 조용한 환경에서 광역적인 퇴적이 일어났던 서해지 

역은 쥬라기 이후 서북 태평양판의 섭입작용으로 인하여 압축성의 구조운동을 겪 

으면서 중국 통부지역에 좌수향 주향이동 단층인 탄루 대단층을 형성하였으며 이 

단충 동부 지역인 서행지역에도 일련의 wrench fault 지역을 형성시켰다. 태명양 

판의 섭입과 탄루 대단충으로 인하여 서해지역은 북서-남동방향의 습곡， 역단층 

작용과 함께 구조융기 운동이 일어났으며 ， 이에따라 황해지역에서는 무퇴적 내지 

는 침식， 삭박현상이 일어났다. 그러나 백악기 말에 이르러 인도판과 아시아 대 

륙판과의 충돌은 아시아 대륙 전체에 중대한 지각변동을 일으켰다. 즉， 이러한 

지각변동은 와수향 Tanlu 대단층의 서부지역을 북쪽으로 밀어 올림으로 이 단층 

을 우수향 주향이동 단층으로 변하게 하였다. 그 결과， 황해지역에는 대륙성 열 

개작용에 의하여 여러 개의 분지가 형성되기 시작하였다. 본 연구지역에서는 동 

북동-서남서 방향의 wrench 운동에 의한 인장성 응력이 형성되었고 이로 인하여 

전체적으로 통북통-서남서 방향의 주향과 북동 방향의 경사를 가지는 정단층의 

발탈이 일어났다. 따라서 분지의 구조는 pull -apart 형태로 변환하게 되었다. 

나. 팔레오세 - 에오세 중기 (분지 발달기 ) 

군산분지에서 광역적인 침강이 일어난 시기로 분지의 침강과 함께 상대적인 호 

수면이 상승하여 서서히 퇴적층이 형성된 시기이다. 팔레오세는 뚜렷한 분지 중 

심이 형성되지 못하고 광역적으로 퇴적이 진행되었으며 주 경계단충 주위에 부분 

적으로 선상지 형태의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이러한 분지발달 초 

기의 퇴적물은 급격한 퇴적작용으로 인하여 미성숙 단계를 보인다. 초기 에오세 

에 들어오f 2광구 중앙 소분지에서는 북서-남동 방향으로 연장된 되적중심이 형성 

되면서 서서히 심호성 퇴적환경으로 변하기 시작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그리고 

남쪽 주경계 단층을 따라 팔레오세 보다는 서쪽에 선상지형의 두꺼운 퇴적층이 

형성되는 경향을 보인다. 북동 소분지 및 남서 소분지 지역에서는 뚜렷한 퇴적중 

심이 형성되지 않고 광역적인 침강에 의한 퇴적현상이 일어난 것으로 보인다 

(Figure 5-3) , 

다. 에오세 후기 (분지 구역화 : 융기와 침강기 ) 

광역적이고 급속한 침강현상을 보이던 본 지역은 침강속도가 느려지고 계속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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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gional Subsidence (L. Miocene) 출s 
Kunsan Basin 

Basinwide Inversion (L . Oligocene - E. Miocene ) 출s 

Kunsan Basin 
... 

Syn-Rifting (Paleocene - E. Olig。∞ne) 출s 

Crustal thinning & Rifting (L . Cretaceous) 

Transpression (Jurassic) 

‘-

Figure 5-3. Schematic tectonic evolution and basin developments of the West (Yellow) s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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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물의 유입으로 호수면이 점차 낮아지게 된 것으로 추정된다. 한편， 구조운동 

의 영향으로 기존의 융기대는 더욱 더 융기하여 삭박되었다. 또한， 국지적인 융 

기에 따라 인접한 퇴적분지는 더욱더 침강하여 여러 개의 국지적 퇴적중심을 보 

이면서 퇴적분지가 구역화되었다. 에오세 초기에 형성되었던 2광구 동부지역의 

퇴적중심은 좀 더 서쪽으로 이동되었으며， 이전에는 뚜렷한 퇴적중심을 보이지 

않았던 제2광구의 남서 소분지 서측지역과 제1광구 서부에도 두꺼운 퇴적층이 쌓 

이게 되었다. 

라. 올리고세 

올리고세에는 제2광구 통부지역과 서부지역에서 부분적인 융기가 일어나 후기 

에오세에 형성된 퇴적 중심축은 좁아지게 된다. 한면 제1광구 지역에서는 뚜렷한 

퇴적중심이 형성되지 못하고 분지경계 단층 주위에 부분적으로 두껍게 퇴적되었 

다. 보하이 분지의 경우 퇴적불 공급이 분지 침강속도를 능가하여 progradation 

형태의 퇴적양상이 보고된 바 있으며 또한 중국의 수베이 분지에서도 하성 삼각 

주 (F1 uvio-del ta) 사암층이 두껍게 발달하여 주요 저류암 역할을 하고 있다. 본 

지역에서도 올리고세 퇴적층은 주된 저류암 역할을 할 것으로 기대되나 마이오세 

초기의 융기작용으로 삭박되어 그 폭이 좁아진 것이 흠이다. 

마. 마이오세 초기 

이 시기의 구조운동은 압축성 구조운동으로써 서남부로부터 밀려오는 응력에 

의하여 심한 습곡작용과 역단충 및 지반 융기작용을 수반하여 제1광구 빛 제2광 

구 지역에 가장 대규모의 지각운동을 일으킨다. 제2광구 Kachi-l호공 지역은 역 

단충， 습곡작용과 함께 구조 역전 현상이 뚜렷하게 보인다. 따라서 남서 소분지 

의 서부지역 기존 퇴적충은 이때 대부분이 삭박되었다. 제1광구의 북부 내지 북 

동지역 또한 심하게 습곡， 융기되었으며， 융기 삭박된 정도는 3 km 이상으로 추 

정된다. 따라서 제1광구 북동부 지역은 에오세의 지층이 직접 후기에 쌓인 플라 

이오-플라이스토세 지층과 접하게 되면서 오랫동안 노출되었다. 

바. 마이오세 후기 (광역침강기) 

대규모 조산운동에 의하여 융기부는 대부분 삭박되어 군산분지 지역에 광역적 

인 부정합을 형성한 후 항해 전지역에 걸친 광역적인 침강이 일어났다. 플라이스 

토세 이후의 해칩과 함께 황해에 변형되지 않은 해성퇴적충을 퇴적시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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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석유 잠재력 평가 

1. 잠재 근원암 

가. 유기물의 함량 및 타이프 

군산분지에서 굴착한 5개공에서 채취된 시료의 유기물 함량은 극히 낮다. 극히 

일부 구간에서 0.5% 이상의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이고 대부분 0.2% 이하의 유기 

탄소 함량을 보이거나 유기탄소가 검출되지 않았다. 유기탄소가 0.2% 이상 검출 

된 구간에서도 Tmax의 변화가 매우 불규칙하여 유기물틀이 재동되었거나 산화되 

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 적색층이 모든 시추 구간에 발달하는 것으로부터 이러 

한 추정이 가능하다. 즉 적색층은 일반적으로 산화 환경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이와 같이 유기물 함량은 근원암으로 가능한 총유기탄소 함량의 하한인 0.5%에 

미치지 못하는 것으로 시추 구간에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단 

지 Kachi-1공의 700 m에서 1, 200 m 사이 구간의 몇 곳에서 유기탄소 함량이 0.5% 

이상 나타나는데 이 구간의 시대가 백악기인 점을 유의할 만 하다 (Figure. 5-4; 

박관순 외， 1997). 

열분석 결과의 수소지수는 Haema-1공의 극히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모든 시 

추 구간에서 200 mgHC/ gTOC 이하이고， Kachi-1공과 Inga-1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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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뿐 

만 아니라 일부 시료들은 심도에 비하여 Tmax가 지나치게 낮은 것으로 보아 오염 

의 가능성이 있으므로 수소지수가 높은 것에 의미를 부여하기 어렵다. Haema-1공 

의 케로젠을 현미경으로 관찰하면 부식질 유기물이 대부분을 차지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고 1, 220 m부터 2, 250 m까지 8개 시료 케로젠의 원소분석 결과는 

van Krev1en 도표 상에서 타이프 III 유기물의 진화 경로 상에 위치한다. 이러한 

점틀로부터 군산분지의 시추 구간에 포함된 유기물들은 타이프 III에 비교될 것 

으로 추정할 수 있다 (Figure 5-5). 

나.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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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판단 할 수 없을 정도로 신빙성이 

낮다. Kachi-1 공과 Haema-1 공의 경우에도 다른 시추공보다는 규칙적이지만 연속 

적이지 못하여 정확한 열적 성숙단계를 판단하기 어렵다 (Figure 5-4). 이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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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5-4. Summary ofRock-Eval pyrolysi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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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상은 낮은 유기물의 함량 혹은 유기물이 熱 외의 다른 요인에 의한 변질(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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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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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높은 열경력을 나타내기 때문이다. 비투벤 (추출성 유기물) 분석 결과에 의하면 

Kachi-1공과 Haema-1공에서는 1 , 300 m 부근에서 주석유생성단계의 상한에 도달 

할 것으로 추정되지만 유기물의 함량이 낮고 추출된 비투멘의 절대량이 적어서 신 

빙성이 낮다. 그리고 Haema-1공의 케로젠 원소분석 결과는 2 , 250 m까지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으로 나타나 (Figure 5-5) 지화학 자료에 의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판단이 어렵다. 점토 광물의 분석에 의하면 석유생성대 (oil 

window) 에서 산출되는 것으로 알려진 R=1 1I S가 Kachi-1 공의 경우에는 1 , 658 

m, IIC-1x의 경우에는 630 m에서 처음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나타났다. IIC-1x공 

에서는 1 , 570 m까지 미성숙 단계에서 산출되는 R=O 1I S가 산출되므로 이보다 갚 

은 곳에 주석유생성대의 상한이 위치할 것으로 추정된다. Kachi-1 공의 1 , 658 m 

는 백악기， IIC-1x공의 630 m 빛 IIC-1xa공의 1 , 570 m는 에오세로 각각 지질시 

대가 밝혀졌다. 이러한 점들을 종합하여 볼 때 제3기층이 비교적 두껍게 퇴적된 

지역에서는 에오세 지층에서 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하고 Kachi -1 공 지역과 같 

이 융기가 크게 일어난 곳은 백악기 지층에서 주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할 것으 

로 추정된다. 

다. 석유 생성 잠재력 

유기물 함량과 마찬가지로 석유생성 잠재력 역시 Kachi-1공과 IIH-1xa공의 극 

히 일부 구간을 제외한 전 구간에서 O. 5 mgHCI gRock 이하의 매우 낮은 S2 값을 

보여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Kachi-1공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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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인다.그러나 수소지수가 100 

mgHC/gTOC 내외로 낮은 면이어서 양호한 곤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Kachi-1공에서 특기할 것은 심도 1200 m를 경계로 하여 상위 구간은 0.5% 정도로 

하위 구간보다 높으나 S2 및 HI 값이 매우 낮고， 하위 구간에서는 TOC 함량은 상 

위 구간보다 낮으나 S2 및 HI 값이 높게 나타난다. 이러한 현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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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위 구간 

보다 2 배정도 높게 나타난다 (Figure 5-4). 그러나 수소지수 값은 양쪽 구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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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고， 하위 구간에서는 유기물 함량이나 S2 값이 낮아 양호 

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다. 이러한 S2 값의 분포 상태로 미루어 볼 때 

군산분지의 기존 시추 구간에서는 탄화수소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n 
U 

Q “ 



라. 비투벤 분석 

(1) 유기 추출량과 성분 

전년도에 분석된 Kachi-l 빛 IIH-IXa공에 이어 Haema-l공의 22 개 시료의 추출 

성 유기물 (비투벤) 분석이 이루어졌다. 총 비투벤 추출량은 60 ppm 에서 340 

ppm까지의 범위에서 변하며 추출량은 시료의 심도나 총유기탄소의 함량과 무관하 

게 변화한다. 분석된 시료의 유기탄소 함량은 매우 적어서 0.04% 내지 0.11%이 

고， 비투멘 비율 및 탄화수소 비율은 각각 8.5%에서 30.9%, 3.1%에서 17.6% 범위 

에서 변화한다 (Figure 5-6). 

탄화수소 비율이 10% 이상의 높은 수치를 나타내는 구간은 일반적으로 유흔을 

포함하는 구간으로 간주되는데 Haema-l공 시추 시료의 경우에는 유기물의 함량이 

너무 적은데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Haema-l공의 경우에는 Kachi -1 , 

IIH-IXa공 시료의 추출물 (명균 100 ppm 이하) 보다는 유기 추출물 절대량이 많 

은 것으로 나타났다. 군산분지 Haema-l , Kachi-l 및 IIH-IXa 시추공에서 회수된 

퇴적물은 비투벤 추출량과 총유기탄소 비율을 고려했을 때 석유생성 잠재력이 있 

는 유기물을 포함하지는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Figure 5-7: Le Tran and 

Philippe , 1993). 

(2) 생물 표기 화합물 분석 

Haema-l공에서 생물표기화합물인 노말 알칸 분포는 CZ5 혹은 C31 피크가 가장 우 

세하다 (Figure 5-8). C31 피크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시료에서는 노말 알칸 

이 일항 분포를 보이는 것이 대부분이다 CZ5이나 CZ3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 

시료는 (1 , 860m , 1, 950 m, 2, 020 m, 2, 250 m, 2, 350 m) 이항 분포를 나타내는 것 

과 비교적 가벼운 노말 알칸의 분포를 고려 할 때 조류 기원 유기물의 유입도 일 

부 있었음을 시사한다. 노말 알칸 분포는 대부분의 시료에서 홀수 우세를 보여 

전반적으로 육상 기원 유기물의 퇴적이 우세하였음을 나타낸다. 탄소 선호지수가 

심도의 증가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Kachi -1 , IIH-IXa공에서도 유사 

한 경향을 보인다. 이러한 탄소 선호지수의 변화 경향은 열적 성숙도의 변화를 

반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5-9). 그렇지만 이 결과를 이용한 열적 성 

숙도 판단은 어렵다. 

Haema-l공에서 프리스테인과 따이테인의 비가 대부분의 구간에서 1 - 1. 5로 퇴 

적 당시의 조건은 산화 환경이 지배적이었음을 나타내지만 1, 650 m 시료에서는 1 

이하를 나타낸다 (Figure 5-10). CZ7-Z8-Z9 스터란 삼각 도표에 의하면 Haema-l공에 

서 추출된 유기물은 육상 기원과 조류 기원 유기물의 특정을 모두 함께 보여준 

m 

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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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것은 노말 알칸의 분포에 의한 분석과 일치하는 결과이다 (Figure 5-11). 

육상 기원 고퉁 식물에서 유래되어 나타나는 올레아난과 삼환식 터페인은 비록 

양은 적지만 육상 유기물의 영향이 있었음을 시사하여 스터란을 이용한 유기물 

특성의 분류를 뒷받침해 준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 단계를 나타내는데 이용되는 트리스노르네오호판/트리스노 

르호판의 비율 (Ts/Tm) 빛 CZ9 스터란 20S120R 비는 깊이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그러고 분석된 유기물은 모두 석유생성단계에 진입한 것으로 나타나 

1, 240 m에서 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한 것으로 볼 수 있다 (Table 5-1: 

Figures. 5-12 & 5-13). 또 Kachi-l 공 시추 시료의 경우에도 1, 311 m 구간에서 

유기물이 석유생성단계에 이르는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암석 자체의 유기물 

함량이 0.1 % 이하로 너무 적어서 분석 자료의 신뢰도가 떨어진다. 

Table 5-1. GC-MS analysis and Biomarker parameters, Haema- 1. 

Depth Pr/Ph API %Ts/T Moretanel C31 S/R %20S CZ9 %CZ7 %CZ8 %CZ9 
{m} m Hopane Hopa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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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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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 73 2.22 85 0.28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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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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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토의 

5 개 시추공 시료에 대한 지화학적 분석 결과 거의 모든 시추 구간의 유기물 

함량이 0.5% 이하로 극히 낮다. 이렇게 낮은 유기물 함량 때문에 여러 가지 분석 

을 수행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시추 구간에 대한 석유지화학적 평가를 정밀하게 할 

수 없다. 유기물의 타이프는 케로젠의 원소분석이나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타이 

프 III에 비쿄되는 것으로 나타나고， 열분석 자료도 대체로 타이프 III 유기물의 

특성을 보인다. 그런데 Haema-1공의 경우 열분석 결과 수소지수가 상당히 높은 

구간들이 나타나 타이프 I 흑은 II 유기물의 특성을 보이고， 생물표기화합물 분 

석 결과도 조류 기원 유기물의 특성을 일부 보여 타이프 I 흑은 II 유기물의 존 

재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그렇지만 역시 유기물의 함량이 다른 시추공들과 

마찬가지로 극히 낮아서 이러한 분석 결과를 그대로 받아들이기는 어렵다. 

열적 성숙도를 나타내는 파라메터들의 신빙성도 매우 낮아 시추 구간 내에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를 따악하기 어렵다. 원소분석 결과에 의하면 Haema-1공에 

서는 2, 250 m까지 미성숙단계에 머물러 있고， 열분석 결과의 Tmax가 석유생성대 

의 상한인 435 Oc 이상 되는 구간이 나타나기는 하지만 변화가 매우 불규칙하고 
연속적이지 못하여 실제 열적 성숙도를 지시하는 것으로 보기는 어렵다. 비투멘 

분석 결과 역시 분명하게 열적 성숙도를 보여주지 못한다. 단지 점토 광물 분석 

결과가 제3기 퇴적층이 비교적 두껍게 퇴적된 지역에서 에오세 지층 구간에서 석 

유생성대의 상한에 도달하고， Kachi-1공 지역과 같이 융기가 크게 일어난 곳에서 

는 후기 백악기 지층에서 석유생성대의 상한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이라는 추측을 

가능케 한다. 

Rock-Eval 열분석에서 석유생성 잠재력을 나타내는 82 피크도 석유의 근원암으 

로 가능한 2 mgHC/ gRock에 훨씬 못 미 치 는 0.5 mgHC/gRock 이 하의 값을 나타낸 

다. 이상과 같은 지화학적 분석 결과는 군산분지에서 수행된 5개 공의 시추 구간 

에서는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 어렵게 한다. 반면에 탄성따 탐사 자료 

해석 결과가 되적층이 두꺼운 지역에서 기존 시추 구간보다 심부에 심호성 퇴적 

층의 발달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이 경우 호성 세립질 퇴적층이 유기물을 많 

이 함유할 가능성이 있고， 열적 성숙도도 석유나 가스의 생성에 충분할 것으로 

추측되므로 군산분지에서 석유나 가스의 부존을 기대할 수도 있을 것이다. 

2. 잠재 저류충 

가. 시추공 별 잠재 저류 구간 

군산분지에서 시추된 Haema-l 공， Kachi-l 공， IIH-IXa공， IIC-IX공， lnga-l공에 

서 추정되는 잠재저류구간은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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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Haema-1공 

Haem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저류층은 심도 1665 m - 심도 1580 m 구간에 

발달한 사암이다. 두 번째 양호한 잠재 저류 사암충은 심도 2325 m - 심도 2240 

m 구간에 발달하여 있다. 전반적으로 심도에 따라 공극률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이며 이는 압밀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장석의 용해에 의하여 형성된 2차공극은 

비교적 전 구간에서 관찰된다. 

심도 2325 m - 심도 2240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하천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극세립질 내지 세칩질이다. 사암의 보통의 분급상태를 보이며 아원상의 원마도를 

가진다. 심도 2240 m, 심도 심도 2260 m, 심도 2299 m 빛 심도 2310 m 구간에서 

회수된 측벽코아에 대한 현미 암석학적 연구결과 공극률은 4-6%로 매우 낮게 측 

정되었으며 이차공극이 우세하게 관찰되었다. 이것은 기질과 쿄질물에 의한 공극 

의 충진과 장석의 용해에 의한 것으로 상부의 두 구간에서 특히 심하다. 투수율 

또는 입자가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이고 점토 및 탄산염광물의 교질물을 포함하고 

용해공극의 연결상태가 불량한 점으로 미루어 양호하지 않을 것으로 판단된다. 

심도 1665 m- 심도 1580 m 구간에 발탈된 잠재 저류층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하성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은 아각상에서 아원상의 원마도를 보이며 분 

급상태는 보통 내지 불량하다. 심도 1610 m 와 심도 1640 m 구간에서 회수된 측 

벽코아에 대한 분석 결과 공극률은 각각 15% (일차공극 8%, 이차공극 7%)와 

9% (일차공극 4% ， 이차공극 5%)로 측정되었다. 특히 심도 1610 m 구간의 사암 

은 입자가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입자들이 부유접촉 내지는 점접촉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투수유 또한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2) Kachi-1공 

Kachi - 1공에서 발달된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2021 m- 2017 m 구간과 1592 

m - 1587 m 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심도 2021 m - 2017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물리검충 상에서 뚜렷한 상향 세 

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천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상위 

(1 592 - 1587 m) 에 발달된 잠재저류충의 경우 하천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양호 

한 공극률을 가진다. 그러나 점토광물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에 의하면 심도 약 

1600 m에서 석유생성단계 (약 100.C ), 심도 약 2500 m에서 가스생성단계 (약 

170.C) 에 진입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하위 구간에 분포된 사암은 대부분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며 간흑 줄립질이자가 

관찰되기도 한다. 분급상태는 보통이며 입자의 원마도는 각형에서 아원형이다. 

석영입자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다. 공극은 부분적으로 탄산염광물로 충진되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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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상위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대부분 극세립에서 중립질까지의 입도를 가지나 

간혹 조립질 입자가 나타나기도 한다. 분급상태는 양호하며 입자의 원마도는 아 

원형이다. 사암을 구성하는 콜격입자 중 석영입자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며 ， 자 

생광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은 미약하다. 

시추시료가 불량한 관계로 잠재 저류암에 정확한 물리적 특성 및 공극형태를 

따악할 수 없었다. 상부구간에 발달된 사암에는 자생광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이 

미약한 점과 이암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 결과로 미루어 입간 공극이 용해공극 보 

다는 우세할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구간에 발달된 잠재 저류사암의 공극은 부분 

적으로 탄산염 광물에 의하여 충진되어 있으며 용해공극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된 

다. 

(3) IIH-IXa공 

IIH-1Xa공에서 발달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2012 m - 1956 m 구간 

에 분포되어 있으며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잠재 저류사암은 물리검충 상에서 상향 세립화 경향을 보이는 점으로 보아 하 

천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사암입자는 세립질 내지 중립질이다. 원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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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인다. 분급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입자간 접촉상태는 점접촉 내지 선접촉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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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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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원이며 간흑 변성암 또는 심성암 기원의 암면도 관찰된다. 석영의 경우 거의 단 

결정질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물게 복결정질 석영이 나타나기도 한다. 

IIH-1Xa공에 발달된 퇴적암의 공극은 해저면으로부터 심도 약 2300 m 구간까지 

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이 뚜렷하게 관찰된다. 그 하부부터 최종 심도까지 

발달되어 있는 퇴적암은 거의 일정한 공극률을 나타내고 있다. 심도 약 2000 m를 

경계로 상위에 발달된 사암에서는 입자간 공극에 잘 발달되어 나타난다. 그러나 

하위구간에서는 압밀작용과 교질화 작용에 의하여 공극이 많이 감소하고 미세한 

입자간 공극과 용해공극이 관찰된다. 탄산염광물로 교질화된 사암은 대부분 심도 

약 2000 이하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이틀 사암의 투수율은 유효공극이 적은 관 

계로 전반적으로 낮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공의 잠재 저류사암 입자의 접촉상태는 점접촉 내지 선접촉을 하고 있다. 

공극은 부분적으로 탄산염광물과 점토광물로 충진되어 있으며， 입자간 공극이 잘 

관찰된다. 따라서 이 사암의 유체 투과율은 압밀작용의 정도와 공극의 유형 및 

교질화 정도로 볼 때 양호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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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IIC-IX공 

IIC-1X공의 잠재 저류층은 심도 1690 m - 심도 1680 m 구간과 심도 1935 m -

심도 189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는 사암층이다. 공극률의 경우 심도 1200 m 까지 

는 심도에 따라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그 하위의 구간에서는 거의 일정한 분 

포를 나타낸다. 이들 사암은 세립질에서 중럽질의 입자로 구성되어 있으며 각상 

에서 원상의 원마도를 보인다. 사암은 탄산염광물과 실리카로 충진되어 있고 기 

질을 많이 포함하고 있으며 분급상태가 불량한 점으로 미루어 좋은 저류조건은 

가지지 못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5) Inga-l공 

Inga-1공에서 가장 양호한 잠재 저류층은 심도 1814 m - 심도 1768 m 구간에 

발달한 사암이다. 심도 1550 m 까지는 압밀작용의 영향으로 심도에 따라 공극률 

이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나 이하 구간에서의 공극류은 거의 일정하다. 

심도 1814 m - 심도 1768 m 구간의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칩질까지 다양한 입자 

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의 원마도는 아각상이며 불량 내지는 보통의 분급상태를 

보인다. 그러나 현미경하에서 관찰되는 이 사암의 유효공극률은 매우 낮아 투수 

율이 불량할 것으로 판단된다. 

나. 토의 

군산분지 지역은 백악기의 열개작용에 의하여 분지가 형성된 후， 팔레오세에 

들어와 분지 주변부의 선상지 환경에 조립질 역암 및 사암이 퇴적되었고， 분지 

중앙에는 범람원 및 천호 환경에서 사암， 이암 및 화산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 

된다. 에오세에 들어와 퇴적 중심측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분지 중심부에는 심 

호성 선상지사암 및 심호성 셰일이 퇴적되었으며， 분지 주변부에는 선상지， 삼각 

주， 범람원 환경에서 역암， 사암， 빛 이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시기가 

남황해 분지의 석유근원암 및 저류암이 퇴적된 시기이다. 올리고세에는 충적명원 

과 소택명원 환경에서 이암 및 사암이 퇴적되었다. 올리고세 말기에 구조운동이 

일어나 올리고세의 습곡과 NNW 방향의 역단층에 의한 광역 경사부정합이 형성되 

었다. 이 구조운동은 중국 동부의 수베이 유전에서 저류구조를 형성시킨 운동이 

며 이 운동 이후 성장단충 및 구조운동이 약화되면서 황해 대륙붕 전반에 걸친 

광역적인 침강이 일어나 마이오세 지층이 쌓이게 되었다. 

탄성파 충서 해석으로부터 저류암 역할을 할 수 있는 암상을 추적하면 주 경계 

단충 주위의 선상지 지역과 선상지 인근 지역의 범람원 지역에 분포하는 망상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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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 및 사행천에 퇴적된 사암을 들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저류암 역할을 할 수 

있는 암석의 분포는 시기마다 조금씩 달라진다. 연구지역의 저류암 분포 예상지 

로는 중앙 소분지의 경우 팔레오세의 남측 분지 경계단충 주위와 에오세 초기의 

남측 분지 경계단충 주위에 분포하는 선상지 퇴적충， 그리고 에오세 후기의 북서 

-남동 방향으로 발달된 퇴적중심축의 동측에 발달한 천호성 삼각주 퇴적층을 들 

수 있다. 또한 제2광구 동부지역에서 특이할 사항은 다수의 심호저 선상지 

(Sub1acustrine fan)로 추정되는 마운드이다. 이들 심호저 선상지들은 주로 사암 

으로 구성되어 공극률이 양호할 것으로 추정되며 팔레오세와 초기 에오세의 퇴적 

중심지역에 위치하고 있고 석유 근원암과도 인접하여 있을 것으로 해석된다. 

3. 잠재 트랩 및 덮개 

심호저 선상지는 공극률이 양호하고 또 그 하부에 팔레오세 심호성 셰일과 그 

상부와 주위에 넓게 분포하는 초기 에오세 심호성 셰일이 양호한 석유근원암 역 

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전망이 밝은 석유 부존 유망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심호저 선상지 퇴적충 상부에 퇴적된 초기 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은 석유 

근원암 뿐만 아니라 덮개암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4. 석유 부존 가능성 

팔레오세 - 에오세 까지 석유 근원물질이 주로 퇴적된 지역은 제2광구 중앙 소 

분지의 북통-남서 방향으로 발달된 퇴적 중심축 지역과 남서 소분지의 동남측， 

그러고 제1광구 서부 지역인 것으로 추정된다. 이 중 중앙 소분지의 북동부 지역 

이 가장 유력한 것으로 생각된다. 

지금까지 시추된 5개공은 주로 분지 주변부의 범람원 환경에만 시추된 결과 석 

유 근원암이 되는 심호성 셰일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탄성따 충서 해석에 의하면 

펠레오세 퇴적층과 에오세 초기부터 에오세 후기까지 중앙소분지의 북서-남동 방 

향으로 발달된 퇴적중심 지역에 심호성 셰일이 퇴적되어 석유근원암이 발달한 것 

으로 예상된다. 또한 남서 소분지의 남동측에도 에오세 후기에 석유근원암이 퇴 

적되었을 것으로 예상된다. 중국측 퇴적분지에서 수행된 팔레오세-에오세의 퇴적 

충들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에 따르면 이 시기의 심호성 셰일은 유기탄소 함량 

이 대략 1-2.5%, 탄화수소 대 탄소 비는 약 4.5%이며 포함된 유기체는 mixed and 

humic types 들이 대부분 임을 보여준다. 이것을 감안할 때 이 시기의 퇴적층들 

이 양질의 석유근원암 및 저류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저류암의 분포 가능 지역도 제2광구 중앙소분지의 퇴적중심축 동쪽지역의 삼각 

주와 심호성 선상지 그리고 남쪽 주 경계 단충지역의 선상지 환경에서 퇴척된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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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및 역암을 들 수 있다. 그 중 중앙 소분지의 북동측은 팔레오세-심호성， 에오 

세-심호성， 후기 에오세-천호성 환경이 중첩되어 석유 근원암이 퇴척될 환경이 

형성된 이후에 석유저류암 퇴적될 환경으로 변하면서 근원암과 저류암이 중첩되 

거나 인접하게 분포하여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된다. 

륙히 제2광구 중앙소분지의 에오세 초기 퇴적층에는 심호저 선상지로 추정되는 

마운드 구조가 넓은 지역에 발달하고 있다. 심호저 선상지는 공극률이 양화하고 

또 그 하부에 팔레오세 심호성 셰일과 그 상부와 주위에 넓게 분포하는 초기 에 

오세 심호성 셰일이 양호한 석유근원암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어 매우 전망이 

밝은 석유 부존 유망구조라 할 수 있다. 또한 이 심호저 선상지 퇴적충 상부에 

퇴적된 초기 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은 석유근원암 뿐만 아니라 덮개암 역할도 할 

것으로 생각된다. 향후 황해지역에서 탐사를 수행한다면 우선적으로 이러한 저수 

위 심호성 선상지를 대상으로 하여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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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제 371 남해 대륙붕 분지 

제 1 절 퇴적 분지 해석 

1. 충서 및 퇴적 

우리나라 남해에는 대만에서 제주도 동부해역까지 남서-북통 방향으로 발달된 

동지나해 분지 (East China Sea Basin) 및 타이완-신지 융기대 (Taiwan-Sinzi 

Upli ft Bel t) 에 의해 통남쪽으로 격리된 오키나와 트러프 (Okinawa Trough)가 분 

포한다. 동중국해 분지와 오키나와 트러프의 동북단이 우리나라의 남해 대륙붕 

분지에 해당되며， 이들은 다시 제주 소분지， 도미 소분지， 소코트라 소분지 및 

오키나와 트러프로 세분된다. 이들 퇴적분지들은 대부분 신생대의 비해성 쇄설물 

들로 충진되어 있으며， 최상부는 천해성 퇴적물로 덮여있다. 

남해 대륙붕 분지에는 총 147H공이 시추되었는데， 제주 소분지에는 KV-l공， 옥 

돔-1공， 거북-1공， 드래곤-1공， JDZ V-l공， JDZ V-2공， JDZ V-3공， JDZ VII-l공 

및 JDZ VII-2공이 시추되었고， 도미 소분지에는 도미 -1공과 소라-1공이， 소코트 

라 소분지에는 PZ-l공이， 오키나와 트러프에는 JDZ VII-3공 및 Nikkan 8-1X공이 

시추되었다 (Table 1-1). 각 시추공의 암석학적， 고생물학적 연구는 해당 조광권 

자틀에 의해 주요 부분에 대한 분석이 이루어 졌으며， 체계적인 연구는 한국자원 

연구소에 의하여 수행되었다 (전희영 외， 1986; 봉팔윤 외， 1988 , 1989 , 1990). 

본 연구지역에 발달된 신생대 퇴적층은 4개의 광역적인 부정합면에 의하여 4개 

의 메가써괜스로 분대되었다 (Table 6-1). 

Table 6-1. Unconformities and megasequences developed in the study area. 

Age 
Unconformity 

Megasequence/Sequence 
(Megasequence Boundary) 

Quaternary Al 
A 

Pliocene A2 - -
Late Miocene Bl 

B 
Middle Miocene B2 

Ear1 y Miocene C 
~ (~ 

01igocene D g~ --
Base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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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광역 부정합변의 형성시기는 포자 · 화분 (spores . pollen) 및 유공충 

(foraminifera) 화석에 의한 생충서 분석 결과가 이용되었다. 부정합면의 정확한 

심도 결정을 위하여 시추공으로부터 획득된 암석시료와 물리검충 (well log) 자 

료를 이용하였다. 메가써련스 D는 반지구 (half-graben) 또는 지구 (graben) 동 

의 함몰대 (depression)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에 발달한 메가써 

련스들은 분지 전체에 걸쳐 잘 발달되어 있다.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된 오키나와 

트러프에는 씨련스 B1과 메가 씨련스 A만이 분포되어 있다. 

가. 소코트라 소분지 

PZ-1공이 시추된 지역 즉， 후피지아오 융기부에는 기반암 상위에 부정합 관계 

로 메가써련스 C, B 및 A가 발달되어 있다 (Figures 6-1 - 6-3). 후피지아오 융 

기부 서쪽과 남쪽에 위치한 중국측 창지앙 분지 (Changjiang Basin)에는 신생대 

의 전 퇴적 써련스가 발달되어 있다. 본 역에서는 초기 마이오세와 중기 마이오 

세 때 화산활동이 있었음이 시추자료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 결과 확인되었다. 

(1) 기반암 

PZ-1공에 분포된 기반암은 주로 암회색 내지는 암록색을 띠며， 흑운모， 장석 

및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는 압쇄 면마암 (mylonitic gneiss)으로 구성되어 있다. 

흔히 관찰되는 복결정질 석영 ， 장석과 흑운모들은 미세한 압쇄구조를 보인다 (꽉 

영훈 외 ， 1985). 이 기반암의 정확한 지질시대는 밝혀지지 않았으나， 원생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Zhou et al. , 1989). 

(2) 메가써련스 C 

PZ-1공의 심도 995 m에서 1, 196 m까지의 구간에 분포되어 있는 메가써련스 C는 

사암， 이암， 실트암 및 현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s 6-1 & 6-3). 상부 구 

간에는 주로 담회색의 이암과 극세립질의 사암이 교호하며 발달되어 있으며， 수 

매의 현무암층이 협재되어 있다. 현무암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결과는 17.59 :t 

0.64 Ma로 초기 마이오세 말을 지시한다. 현무암의 하위에 발달된 구간은 주로 

다양한 암색의 이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은 중립질에서 극조립까지 

다양한 입도와 아각형 내지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본 메가써련스의 지질시 

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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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메가씨련스 B 

메가씨련스 B의 충후는 PZ-1공에서 340 m에 달하며， 써련스 B1과 써뭔스 B2로 

세분된다. 

(가) 씨련스 B2 

PZ-1공에서 충후 115m인 써괜스 B2의 상부는 주로 중립 내지 조집질의 사암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심도 942 m 하위 구간에는 현무암이 분포되어 있다 (Figure 

6-3). K-Ar에 의한 절대연령 측정 결과 이 현무암의 지질시대는 14. 55 :t 1. 25 Ma 

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써련스 B2의 지질시대는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나) 써련스 B1 

PZ-1공의 심도 655 m - 880 m 구간에 분포된 씨련스 B1은 주로 사암， 실트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3). 사암 

은 세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와 원형 내지는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최상부 구간에는 천해 환경을 지시하는 울라이트 (ooli te)와 펠레트 

(pellet)를 포함하는 이암과 극세립 내지 세립질의 미고결 사암이 발달되어 있 

다. 써뭔스 B1의 지질시대는 후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4 ) 메가씨련스 A 

PZ-1공의 메가써뭔스 A는 유공충에 의하여 씨괜스 A1과 씨련스 A2로 분대된다 

(Figure 6-2). 하부 구간은 주로 회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미고 

결 사암이 이암과 호층을 이루며 협재되어 있다 (Figure 6-3). 사암은 상부 구간 

의 사암에 비하여 분급도와 원마도가 불량하며， 간흑 조립질의 사암 입자가 관찰 

되기도 한다. 상부구 간은 주로 미고결의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의 사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패각편 (shell fragment) 이 자주 관찰된다 (Figure 6-3). 이들 사 

암의 분급상태는 양호하며， 원형 내지 아원형의 입자들은 마식작용 (abraision) 

을 받은 흔적을 보인다. 박충으로 협재하는 이암은 회색 또는 암회색의 암색을 

띤다. 써련스 A2와 씨뭔스 A1의 충서 경계는 전기한 바와 같이 부유성 유공충인 

Globorotalia trun 

나. 제주소분지 

후피지아오 융기부와 타이완-신지 융기대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제주 소분지는 

남해 대륙붕에 발달된 소분지 증 가장 넓은 지역을 점하고 있다. 본 역에서 시추 

m 

μ
 



된 총 9개 시추공 가운데 KV-1공 이외의 지역에서는 비교적 거의 모든 퇴적 써괜 

스가 발달되어 있다 (Figures 6-1 - 6-12). 퇴적층의 두께는 동남쪽으로 가면서 

두터워 지며， 초기 마이오세에 화산활동이 있었다. 

(1) 기반암 

제주 소분지에서는 JDZ V-2공 빛 JDZ V-1공， 옥돔 1공 빛 KV-1공에서 시추를 

통하여 기반암이 확인되었다 (Figures 6-1 , 6-7 , 6-8 , 6-10 & 6-11). JDZ V-1공 

의 심도 3 , 170 m 하위에 분포된 기반암은 변질을 심하게 받은 화강 섬록암 

(granodiori te)로， 이의 지질시대는 K-Ar에 의한 절대연령 측정 결과 85 :t 4.3 Ma 

내지 93.8 :t 4.7 Ma로 후기 백악기 ( Coniacian-Turonian)로 판명되 었다. JDZ V-2 

공의 심도 3 , 165 m 하위에 분포된 기반암은 압쇄 편마암 (mylonitic gneiss)로 

정확한 지질시대는 확인되지 않았으나， 원생대인 것으로 판단된다. 옥폼-1공의 

심도 2, 853 m 하위구간에 분포된 기반암은 현정질 화강암 (phaneitic granite)로 

거북-1공 지역까지 잘 연장되어 분포하는 것이 탄성파 탐사자료 상에서 확인된 

다. 이 기반암의 지질시대는 백악기로 해석된다. KV-1공의 심도 1, 082 m 하위에 

나타나는 화강암의 지질시대는 123 Ma로 중기 백악기에 해당된다. 

(2) 메가씨련스 D 

제주 소분지에서 기반암 상위에 발달되어 있는 메가씨련스 D는 지구 또는 반지 

구에 국한되어 발달되어 있으며， 분지의 가장자리에 시추된 KV-1공에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Figures 6-1 & 6- 4 - 6-12). 탄성파 자료와 시추자료 분석에 의한 

메가써련스 D의 두께는 JDZ V지역에서는 가장 두꺼우며， 옥톰-1공 및 거북-1공 

지역에서는 최대 600 m, 드래곤- 1공 지역에서는 최대 1, 460 m에 달한다. JDZ V-3 

공， JDZ V-1공 및 드래곤-1공의 본 메가씨련스 하부 구간에 나타나는 화산암과 

화산 쇄설물은 분지생성 초기의 산물로 판단된다 (Figures 6-6 , 6-8 & 6-12). 

JDZ VII-1공의 메가써련스 D는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간혹 탄층이 협재되어 분포한다 (Figure 6-4). JDZ VII-2공에서는 주로 사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트암과 이암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5). JDZ V-3 

공에서는 이암 내지는 셰일， 실트암 및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흑 

관입암이 분포되어 나타난다 (Figure 6-6). JDZ V-2공의 상부 구간은 대부분 이 

암， 중부 구간은 사암 그러고 하부 구간은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호층으로 구 

성되어 있다 (Figure 6-7). JDZ V-l공에서는 다양한 암색을 띠는 산성 웅회암이 

분포되어 있다 (Figure 6-8). 거북-1공에서는 주로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실트암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ure 6-9). 하부 구간에 화산 쇄설물 기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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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DZ V-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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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역암이 사암， 이암 및 실트암과 호층을 이루며 발달되어 있다. 옥돔-1공의 경 

우에는 주로 사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구간에는 이암과 탄층이 

분포되어 있다 (Figure 6-10). 드래몬-1공의 상부 구간에는 사암， 이암 및 실트 

암의 호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하부 구간에는 화산 쇄설물 기원의 역암이 발달되 

어 있다 (Figure 6-12). 심도 2, 464 m 하위에는 현무암이 분포되어 있다. 메가씨 

련스 D에서는 해성을 지시하는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 관계로 층서 분대는 화분 • 

포자화석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Figures 6-1 & 6-4 - 6-12). Taxodiaceae , 

Butulaceae, Quercus, Ulmaceae 및 Castanea 퉁이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본 메 

가씨련스의 지질시대는 올리고세로 해석된다. 

(3) 메가 씨뭔스 C 

메가써련스 C는 제주 소분지에 시추된 9개공 중에서 KV-1공을 제외한 나머지 

공에 분포되어 있으며， 최대 충후는 JDZ VII-1공에서 1, 295 m이고 최소 충후는 

드래곤-1공에서는 276 m이다 (Figures 6-1 & 6-4 -6-12). 

JDZ VII-1공에서 메가써련스 C의 최하부는 사암으로 구성되었고 실트암 및 셰 

일을 협재한다. 그 상위에는 사암과 실트암은 호충을 이루고 있다 (Figure 6-4). 

중부 구간은 과상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 사암은 담회색에서 담갈색을 

띄고 있으며， 분급은 불량하다. 상부 구간은 앓게 반복되는 사암， 셰일 및 실트 

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었다. 사암은 담회색을 되고 있으며， 입자크기는 세립 내지 

중립질이고 기질은 석회질 성분을 포함하기도 한다. JDZ VII-2공의 하부에서는 

주로 세립질에서 조럽질의 탐회색 사암과 역암의 호충으로 구성되었고 셰일 빛 

실트암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5). JDZ V공틀에서는 탄층이 협재된 사암과 

셰일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JDZ V-3공과 JDZ V-2공에서는 수매의 역질 사 

암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s 6-6 - 6-8). 거북-1공과 옥톱-1공에서 메가써련스 

C는 탄층이 협재된 사암， 실트암 및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섬록암 

(diorite) 이 옥돔-1공의 심도 2, 172 m - 2, 192.5 m 구간에 분포되어 있다 

(Figures 6-9 & 6-10). 드래곤-1공의 메가써련스 C는 주로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KV-1공의 경우 메가써련스 C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Figure 6-12). 

주로 하 · 호성 퇴적물로 구성된 메가써뭔스 C에서 산출된 대표적인 화분 식물군 

은 Fern-Conifers-Betulaceae으로， 이들 중 Ceratopteris, Osmunda 및 Quercus가 

풍부하게 산출된다. 거북-1공 지역에서는 담수조류인 Botrycoccus가 집중적으로 

나타나며， 드래곤-1공 지역에서는 담수 서식종인 Typha 화분화석이 지속적으로 

산출된다. 이들 산출된 화석틀에 의하여 메가써련스 C의 지질시대는 초기 마이오 

세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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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메가써련스 B 

제주 소분지에 분포된 메가써괜스 B는 씨련스 81과 씨련스 82로 세분된다. 

(가) 써련스 82 

제주 소분지에서 씨련스 82는 JDZ VII-2공에서 층후 1, 102 m로 가장 두껍게 발 

달되어 있다. 반면에 드래곤-1공에서는 39 m 만이 발달되어 있으며， KV-1공에서 

는 분포되어 있지 않다 (Figures 6-1 & 6-4 - 6-12). 

JDZ VII-1공에서 씨괜스 82는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호충으로 구성되어 있으 

며 , 중부와 상부 구간에는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4). JDZ VII-2공의 

경우는 상부구간은 사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암과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5). 하부 구간에는 화산암과 역질 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JDZ 

V-3공에서는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암， 실트암과 탄충이 협재되어 

분포되어 있다 (Figure 6-6). JDZ V-2공의 경우에는 사암， 이암 및 실트암의 호 

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층은 주로 상부에 협재되어 있다 (Figure 6-7). JDZ 

V-1공에서는 탄층이 협재되어 있지 않으며， 사암， 이암 및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6-8). 거북 1공에서는 주로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 

트암이 협재되어 분포된다 (Figure 6-9). 간흑 탄층이 협재되며， 심도 1, 680 m 

및 1, 800 m 구간에 백운암이 발달되어 있다. 옥톰-1공의 상부 구간은 주로 이암 

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구간에는 주로 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Figure 6-10). 드래곤-1공의 씨련스 82는 주로 탄층을 수반하는 이 암으로 구성 

되어 있다 (Figure 6-12). 

써괜스 82를 대표하는 식물군은 Taxodium-Alnus로 KV-1공 지 역은 물론 PZ-1공 

지역 및 오키나와 트러프에서는 산출되지 않는다. 본 써련스에 나타나는 화분， 

포자화석은 위도에 따라 구성요소가 탈라지는 양상을 보인다. 즉， 남쪽지역에서 

는 Rutaceae와 Ceratopteris가 우세 한 반면 북쪽지 역 에서 는 Pterocarya , 

Osmunda, Lycopodi um, Laevi ga tospor i tes 둥이 우세하게 산출된다. 산출된 화 

분 · 포자 화석에 의한 생충서 분석 결과 본 써련스 82의 지질시대는 중기 마이오 

세로 해석된다. 

(나) 씨련스 81 

제주 소분지에 분포된 씨련스 81은 JDZ V-1공에서 충후 28 m로 가장 앓게， 거 

북-1공에서는 587 m로 가장 두껍게 발달되어 있다 (Figures 6-1 & 6-4 - 6-12). 

JDZ VII-1공에서 써련스 81은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암과 실트암 

이 협재되어 분포한다 (Figure 6-4). JDZ VII-2공의 경우 하부 구간은 주로 사암 

과 역질 사암￡로， 상부 구간은 이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중부 구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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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탄층이 발달되어 있다 (Figure 6-5). JDZ V-3공에서는 사암， 이암 및 실트 

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탄층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6). JDZ V-2공 

의 경우에는 주로 이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실트암과 사암 그러고 탄충이 협재되 

어 분포한다 (Figure 6-7). JDZ V-1공에서는 주로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6-8). 거북-1공에는 대부분 사암과 실트암이 발달되어 있으며， 하부 구 

간에는 탄층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ure 6-9). 심도 1, 330 m 구간에는 백운암 

이 분포되어 있다. 옥돔-1공의 상부 구간은 주로 이암으로， 하부 구간은 사암으 

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6-10). 드래곤-1공에서는 사암과 이암의 호층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최하부 구간에는 탄층이 협재되어 나타난다 (Figure 6-12). 

Liquidambar-Ceratopteris-Polygonaceae 화분 • 포자 화석군집으로 대표되는 써 

뭔스 81에서는 초본성 식물화석 화분이 급격하게 많이 산출된다. 온난기후에 서 

식하는 Li qui dambar의 경우 우리 나라 남해 대륙붕 분지에서 후기 마이오세를 지 

시하는 종이며， Polygonaceae 역시 후기 마이오세에 많이 산출되는 화석이다. 따 

라서 본 씨뭔스 81의 지질시대는 후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5) 메가써련스 A 

메가써련스 A에는 주로 미고결 상태의 점토와 모래로 구성되어 있는 천해성 퇴 

적물로 제주 소분지를 포함 남해 대륙붕 분지 전역에 잘 발달되어 있으며， 충후 

는 명균 800 m에 달한다 (Figures 6-1 , 6-2 & 6-4 - 6-12). 써괜스 A1과 씨뭔스 

A2의 생충서 분대는 유공충에 의하여 이루어졌다 (Figure 6-2) 

써련스 A2는 써핀스 A1에 비하여 비교적 충후가 앓다. 씨뭔스 A2은 주로 모래 

와 점토로 구성되어 있다. 써련스 A1은 대부분 모래와 점토가 두렵게 호층을 이 

루며 발달되어 있으며， 하부 구간에서 사암은 화산성 암편이 우세한 것과 변성기 

원 암면이 전무한 퇴적암석학적 특성을 나타낸다. 또한 장석은 K-장석이 사장석 

에 비해 많은 경향을 보인다. 유공충 동 고생물 자료에 의하면 메가써괜스 A는 

분지의 침캉과 해수면 상승에 의해 형성된 컷이다. 산출된 유공충은 주로 

Asterorotalia concinna, A. multispinosa, Pseudorota1ia yabei 및 Ammonia 

beccarii 퉁이며， 초본식물의 화분화석인 Periporites-Gramineae가 많이 산출되 

었다. 산출된 화석에 의하여 써뭔스 A2의 지질시대는 플라이오세， 써련스 A1의 

지질시대는 플라이스토세로 해석된다. 

다. 도미소분지 

도미 소분지의 두 개 시추공은 기반암까지 도달하지 못한 관계로 기반암의 암 

상，지질시대 및 정확한 열개시기를 알 수 없다. 그러나 초기 마이오세 또는 이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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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약간 오래된 시기에 열개가 시작된 것으로 판단된다. 시추공으로부터 올리고 

세에 형성된 메가써련스 D는 확인되지 않았다 (Figures 6-1 , 6-13 & 6-14). 

(1) 메가써련스 C 

도미 -1공과 소라-1공에 발달한 메가써련스 C의 최하부 구간은 충적 선상지 

(alluvial fan) 또는 펜 델타 (fan del ta)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s 

6-13 & 6-14). 이 조립질 퇴적물의 상위 구간에는 주로 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된 

하성과 호성 퇴적물이 발달되어 있으며， 이들 하 · 호성 퇴적물의 두께는 도미 -1 

공 지역에서는 718m인 반면 소라-1공 지역에서는 986 m에 달한다. 사암의 입도 

는 도미 -1공의 경우 대부분 세립 내지 중립질이다. 그러나 소라-1공 지역의 경우 

는 세립에서 조립까지 다양하며， 대부분 각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이암은 소라-1 

공 하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회색을 띤다. 탄충은 도미 -1공 지역의 경우 

심도 2, 630 m 상위 구간에서 나타난다. 

열개 동시성 퇴적물로 구성된 메가써련스 C의 생충서 분대는 화분 · 포자 화석 

에 의해 이루어졌다 (Figures 6-1 , 6-13 & 6-14). Liquidambar와 Pterocarya가 

T.D. 까지 지속적으로 산출된다. 또한 한국 동남부에 위치한 포항분지의 초기 마 

이오세 퇴적층에서 흔하게 산출되는 Tilia가 다량 산출되는 점으로 미루어 메가 

써련스 C의 지질시대는 초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2) 메가씨련스 B 

도미 소분지에 발탈된 메가씨괜스 B는 써괜스 B1과 씨뭔스 B2로 세분된다. 

(가) 써련스 82 

사암， 실트암 빛 이암의 호충으로 구성되어 있는 씨련스 82의 두께는 소라-1공 

지역에서 761 m이며， 낮은 지역에 위치한 도미 -1공 지역에서는 870 m에 달한다 

(Figures 6-1 , 6-13 & 6-14). 본 씨뭔스의 전 구간에 걸쳐 박층의 탄충이 협재되 

어 있다 (Figures 6-13 & 6-14). 사암은 대부분 세립 내지 중립질로 보통의 분급 

상태를 보인다. 소라-1공에 발달한 써련스 82 사암의 원마도는 대부분 각형인 반 

면 도미 -1공에 분포된 사암에서는 원형의 입자들이 자주 관찰된다. 이암의 암색 

또한 소라-1공에서는 갈색을 많이 띠는 회색인 반면 도미 -1공에서는 갈색의 암색 

이 나타나지 않는다. 

본 써련스 82의 상한에서는 초본성 식물화석의 산출이 끝나고 Quercus를 위시 

한 Tricolpate 화분화석이 급격히 많이 산출되는 식물상의 변화를 보이는데， 이 

러한 변화는 우리나라 주변지역에서 중기와 후기 마이오세를 구분하는 주요한 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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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 중 하나이다. 또한 동중국해 분지에서 중기 마이오세의 주 구성요소인 

Rutaceae가 산출된다. 따라서 본 써뭔스 B2의 지질시대는 중기 마이오세로 해석 

된다. 

(나) 씨련스 B1 

소라-1공의 써련스 B1의 두께는 단지 16 m에 불과한 반면에， 남서쪽에 위치한 

도미 -1공 지역에서는 약 650 m에 달한다 (Figures 6-1 , 6-13 & 6-14). 또한 소라 

-1공으로부터 북서쪽으로 약 50 m 떨어진 지역에서는 써련스 B1이 모두 삭박되어 

남아 있지 않은 것이 탄성따 자료상에서 확인된다. 이러한 현상은 써련스 B1이 

퇴절될 당시 도미 소분지 북쪽에 위치한 쓰시마 지역에서의 융기작용과 이로 인 

하여 야기된 틸팅 (til ting) 현상에 의한 결과로 해석된다. 도미 -1공의 써뭔스 

B1은 대부분 사암과 이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탄층이 하부 구간 

에 발달되어 있다 (Figue 6-13). 이암은 대부분 회색 내지는 녹회색의 암색을 딴 

다. 하부 구간에서는 대부분 세립 내지 중립질의 사암이 우세하나， 상부로 가면 

서 조립질의 사암도 나타난다. 사암 입자의 원마도는 각형에서 원형으로 다양하 

다. 

씨련스 B1에서는 Gramineae-Persicaria를 포함 다양한 초본성 화분화석이 산출 

되며， 수생식물인 Trapa와 Ceratopteris 또한 집중적으로 산출된다. 그밖에 일본 

오가 (Oga)반도를 비롯하여 V광구 및 JDZ 지역에서 후기 마이오세에 주요 요소로 

나타나는 Fagus와 동중국해 분지에서 후기 마이오세에 가장 풍부하게 산출되는 

Liquidambar가 많이 산출되었다. 산출된 화석으로 미루어 본 써뭔스 B1의 지질시 

대는 후기 마이오세로 해석된다 

(4) 메가씨련스 A 

도미 -1공 및 소라-1공이 시추된 지역에서 충후가 약 300 m에 달하는 메가써련 

스 A는 주로 사암과 설트질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연체동물 화석의 파편이 

산출된다 (Figures 6-1 , 6-13 & 6-14). 써련스 A1과 써련스 A2의 생충서 분대는 

유공충에 의하여 이루어 졌다 (Figure 6-2) . 시추 시료가 회수된 구간의 하부는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는 운모를 많이 포함하는 암회색 내지 암녹 

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s 6-13 & 6-14). 소라-1공 지역에서 나타나 

는 사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인 것이 대부분이나， 도미 -1공 지역에서는 입도가 

세립질로 변한다. 또한 소라-1공 지역에서 실트질의 이암이 도미 -1공 지역에서는 

암회색의 이암으로 상변화 하는 것이 관찰된다. 이러한 것은 도미 1공 지역이 소 

라-1공 지역 보다 공급지로부터 상대적으로 멀리 떨어져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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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추 코아가 회수된 심도 315 m 이하 구간에 발달한 써련스 A2에서는 플라이오 

세를 지 시 하는 Ammonía beccaríí , Elphídíum advenum, E. críspum, 

Epístomínella sp. , Mí1 íol ínella sp. 퉁의 유공충 화석 이 산출되 며 , 

Compositae , Chenopodíum, Caryophyllaceae , Liliaceae , Saxífraga 동의 초본성 

화분화석이 하위의 메가씨련스 B에 비하여 현저하게 높은 산출비를 보이며 나타 

난다. 산출된 화석에 의하여 씨괜스 Al의 지질시대는 플라이스토세 A2는 플라이 

오세로 해석된다. 

라. 오키나와트러프 

오키나와 트러프는 서쪽의 타이완-신지 융기대와 동쪽의 류큐 릿츠 사이에 위 

치하고 있다. JDZ VII-3와 Nikkan 8-1X 두개공 모두 트러프의 서쪽 가장자리에 

시추되었다. 본 역 퇴적층의 두께는 Nikkan 8-1X 지역에서는 약 3, 000 m인 반면 

에， JDZ VII-3 지 역에서 심도 약 7, 700 m (Sibuet et a1., 1987)에 음향 기반암 

이 존재하는 것으로 확인된 바 있다. 시추자료 해석결과 오키나와 트러프는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되기 시작한 것으로 판단된다 (Figures 6-1 , 6-15 & 6-16). 

(1) 기반암 

Nikkan 8-1X공에서는 심도 3 , 184 m의 하위 구간에 기반암이 분포되어 있는 반 

면에 JDZ VII-3공 지역의 경우는 심도 약 8 , 000 m에 음향 기반암이 탄성파 단면 

상에서 확인된다. 시추공으로부터 확인된 기반암은 풍화 · 변질된 각섬암 

(amphibolite)으로 지질시대는 불분명하다 (Figures 6-1 & 6-15). 이러한 기반암 

분포 심도의 차이는 후기 마이오세 말에 있었던 구조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2) 메가씨련스 B 

오키나와 트러프의 시추공 중 Nikkan 8-1X공에만 씨련스 81이 발달되어 있으 

며， 써련스 82는 시추자료 상에서 확인되지 않는다 (Figures 6-1 , 6-15 & 6-16). 

(가) 씨련스 81 

써련스 81의 두께는 Nikkan 8-1X공에서는 345 m에 불과하고 상한이 부정합으로 

경계지어 진다 (Figure 6-16). 반면에 탄성파 자료해석 결과 JDZ VII-3공 지역에 

서는 충후가 2, 000 m 이상에 달하며， 상위의 써뭔스와는 정합적인 관계로 발달되 

어 있다. Nikkan 8-1X의 경우 하부구간은 화산 쇄설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적갈 

색의 실트암과 녹회색 이암이 협재된다. 이는 열개작용 초기에 빈번하게 발생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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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kinawa Trough. Figure 6-15. Geological summary of the JDZ VII-3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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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화산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부 구간은 대부분 적갈색 실트암과 녹 

회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세립질 내지 중립질 사암이 협재된다. 

상부 구간의 경우 역암 또는 역질사암， 사암 빛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의 

입도는 대부분 극세럽에서 중립에 해당되나， 본 구간 최하부에서는 조립질 내지 

극조립질 사암도 나타난다. 역은 주로 반암면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암의 암색 

은 갈회색 내지 적갈색을 띤다. 

본 써원스 81에서는 플라이오세에는 산출되지 않으며， 마이오세 지시종인 

Hystrichosphaeropsis obscura와 Spiniferites pseudofurcatus 동의 와면모 조류 

화석이 산출되는 점으로 보아 씨련스 81의 지질시대는 후기 마이오세로 해석된 

다. 두 시추공 사이에서 나타나는 퇴적충 두께의 차이는 후기 마이오세 말의 구 

조운동에 의해 Nikkan 8-1X 지역이 융기되었으며， 일부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이 

삭박된 것으로 판단된다. 

(3) 메가써련스 A 

써련스 A2는 Nikkan 8-1X공의 경우 주로 미고결 또는 반고결 상태의 회색 내지 

암회색의 이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박층의 극세립질 또는 세립질 사 

암이 협재되어 있다 (Figure 6-16). 반면 JDZ VII-3공 지역은 세립질 내지 중립 

질의 사암과 회색 내지 암회색의 이암과 실트암이 호충으로 발달되어 있다 

(Figure 6-15). 충후가 Nikkan 8-1X 지역에서는 약 1, 700 m이나， JDZ VII-3공 지 

역에서는 약 5, 600 m에 달하는 씨뭔스 A2에서는 Gephyrocapsa caribbeanica, 

Reticulofenestra pseudoumbilica 및 Pseudoemiliania lacunosa 동의 초미화석이 

산출된다. 따라서 씨련스 A2의 지질시대는 플라이오세로 해석된다. 

충후가 780 m (Nikkan 8-1X)에서 1, 920 m (JDZ VII-3)에 달하는 써뭔스 Al은 

대부분 회색 내지 담회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s 6-15 & 6-16). 

Nikkan 8-1X에 발달된 써괜스 Al은 대부분 미고결 상태이며， 돼각면이 자주 관찰 

된다. 상부 구간에서는 주로 실트가 분포되어 있으며， 박충의 모래가 협재되어 

있다. JDZ VII-3공 지역의 경우 상부와 중부 구간은 주로 반고결 상태의 실트질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간흑 세립질 내지 극세립질의 사암이 협재되어 있다. 

상부구간에는 대부분 담회색의 이암 또는 실트질 이암이 발달되어 있다. 써련스 

Al에서는 플라이스토세를 지시하는 석회질 초미화석인 Gephyrocapsa 

caribbeanica, G. oceanica, Coccol i thus macintyrei , Hel icosphaera sell i i , 

Pseudoemiliania lacunosa 빛 Reticulofenestra asanoi 퉁이 산출된다. 주로 세 

립질 퇴적물로 구성된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의 두께 차이는 단지 침강작용과 퇴적 

작용만으로는 설명하기 힘틀며， 본 지역이 플라이스토세 초기까지 구조운동에 의 

한 영향을 더 많이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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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 구조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남해 대륙붕 분지 (동중국해 분지)의 생성은 백악기 

또는 팔레오세에 태명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침강되면서 침강대 배후에 확장 

운동을 야기시키면서 시작된다 (Li , 1984; Letouzey et al. , 1988; Zhou et al. , 

1989) . 구조척 특정을 보면 타이완-신지 융기대의 북서 지역에는 후피지아오 융 

기부， 올리고세 및 후기 마이오세 습곡구조가 발달되어 있으며， 남동 지역에는 

오키나와 트러프가 발달되어 있다. 

탄성파 탐사자료 상에서 확인된 음향 기반암 상부면은 후피지아오 융기부 주변 

부에서 매우 얄으며 올리고세 및 후기 마이오세 습곡구조가 발달한 지역에서 깊 

다. 대체적으로 3초 이상 깊이의 깊은 기반암은 한일공동개발구역에서 나타난다. 

특히 오키나와 트러프 지역에서는 4.5초 이상으로 매우 깊다 (정태진 외， 1996). 

분지 형성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기반암이 깊은 지역에서는 경사진 단충블럭 

(tilted normal fault block) , 반지구 및 지구 동 열개분지의 특정이 나타나는 

점으로 보아 본 연구지역에서 분지 형성은 열개작용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 

로 판단된다. 반지구 및 경사진 단충 블럭들의 경계부에는 리스트릭 단층이 발달 

되어 있다. 특히 오키나와 트러프에서 북서-남동 방향의 트랜스퍼 단충 

(transfer fault) 이 발달하는데， 이는 열개작용에 의한 리스트릭 정단층 발달시 

정단충 작용을 받은 블럭간의 이동 운동량 (slip rate)의 차이가 있었음을 시사 

하는 것이다. 

가. 제주， 소코트라 및 도미 소분지 

열개작용이 활발했던 시기는 지역에 따라 상이하다. 즉， 타이완-신지 융기대의 

북서 지역에서는 올리고세 및 선올리고세 되척충이 대부분 반지구에 충진되어 있 

으며， 이들은 리스트릭 단층에 의해 경사진 단충 블럭과 경계를 이루고 리스트릭 

단층의 상반에서 탄성파 반사면이 다이버견트 (divergent)하고 롤오버 

(rol1-over) 구조를 보이는 점으로 보아 열개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는 올리고 

세로 해석된다. 반면에 남동 지역에서는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이 북서 지역의 

올리고세 및 선올리고세 퇴적층의 구조와 매우 유사한 특정을 보이는 점으로 보 

아 초기 플라이오세가 열개작용이 가장 활발한 시기로 해석된다. 오키나와 트러 

프의 경우 열개 시작시기는 후기 마이오세의 부정합면과 화산 쇄설암의 존재 동 

으로 미루어 보아 후기 마이오세 일 것으로 사료된다. 

후피지아오 융기부의 형성시기는 정확하게 알 수는 없지만 탄성파 자료상에서 

올리고세 상부면을 형성하고 있는 침식 부정합면이 후피지아오 융기부를 넓게 침 

식한 것으로 보아 후기 올리고세 이전에 이미 상당히 융기되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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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후피지아오 융기부가 초기 마이오세에 국지적으로 또다시 침식되었음이 관 

찰되는데， 이는 융기가 초기 마이오세까지도 부분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 

다. 

후피지아오 융기부 주변에 나타나는 올리고세 변형구조는 습곡의 형태를 보이 

는 것이 특정이다. 그러나 이들 구조가 광역적인 것인지 연구지역에만 국한된 것 

인지는 알 수 없다. 연구지역의 남쪽에 위치한 써후 트러프 (Xihu Trough)에서 

후기 올리고세에 형성된 배사구조가 확인되었으나， 그의 영향범위는 소규모인 것 

으로 보고되어 있다 (Western Atlas & CNOOC , 1994). 이 변형구조는 후피지아오 

융기부의 융기와 관련된 지각의 압축운동 때문일 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구조 

들이 확장성 단층이 만든 지구 흑은 반지구내의 퇴적층에 나타나기도 하며， 기반 

암도 뚜렷한 단충 없이 이들 구조와 명행한 습곡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따라서 

이들 구조들은 대부분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일부는 형 

압력이 아닌 화성암의 관입 (igneous intrusion)에 의한 상향요곡 (upwarping) 일 

수도 있는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타이완-신지 융기대 서부에 나타나는 후기 마이오세 구조 역전대는 동중국해 

분지의 축과 비슷한 북동-남서 방향을 가진 배사구조와 역단층으로 이루어져 있 

다. 이 배사구조는 동중국해 분지의 중심부와 동부 지역에 집중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Western Atlas & CNOOC , 1994) , 후기 마이오세에 있었던 압축전 

단 (compressional shearing) 구조 운동에 의하여 형성된 것이다 (Li, 1984). 제 

주 소분지의 남동부에 분포하는 엔-에실론 (en echelon) 구조와 역단층의 주향이 

타이완-신지 융기대의 주향 방향과 사교하는 것으로 미루어 좌수향 블록 이동 운 

동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배사구조의 형성시기가 후기 마이오세인 것으로 

볼 때， 이는 오키나와 트러프 열개가 시작된 시기와 일치한다. 따라서 오키나와 

트러프의 열개가 타이완-신지 융기대 북서부 지역에 횡압력을 가함으로서 구조 

역전대가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기반암에 나타나는 구조역전에 의한 역단층들 

중에는 기존의 정단충들이 재활성된 것들도 있다. 

소코트라 및 제주 소분지의 열개시기는 기반암에 나타난 확장성 정단층의 상당 

수가 올리고세 상부의 부정합면까지 절단시키는 것으로 보아 올리고세 또는 그 

이후까지 분지확장이 지속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들 정단충 중에서 연구지역의 

동남쪽， 즉 동중국해 분지 중심부에 가까운 지역에서는 초기 마이오세 상부 부정 

합면까지도 절단하는 점으로 미루어 동중국해 분지 중앙부에는 작은 규모이지만 

초기 마이오세 까지도 확장운동이 계속된 것을 알 수 있다. 후기 마이오세에 본 

역 동쪽에서 transpression에 따른 압축운동이 일어나면서 확장운동이 끝나고 플 

라이오세에 이르러 본 역에서 침강작용이 가장 우세한 구조운동이 되면서 해침이 

일어나고 현재와 같은 대륙붕 환경이 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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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오키나와 트러프 

북부 오키나와 트러프의 서북부 지역에서의 지구조 발달은 리스트릭 단충에 의 

하여 경계 지워지는 일련의 경사진 단층 블럭들에 의하여 특정 지워진다. 이들 

단충 블럭들의 발달 방향은 오키나와 트러프의 축 방향과 준 명행하며， 단충 블 

럭틀 사이에 발달한 반지구에는 두터운 마이오세 및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충들이 

발달되어 있다. 이 퇴적층은 리스트럭 단층에 의하여 경계가 이루어진다. 리스트 

릭 단층의 상반에서 뚜렷한 롤오버 구조를 보이고， 경사진 단충 블럭들에 의하여 

발달한 반지구에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보아 열개 작용이 활발한 시기에 퇴적된 

충으로 해석된다. 

반지구내에 발달된 후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은 국부적으로 경사를 이루며 롤오 

버 구조도 보이지만， 대부분 경사진 단충 블럭의 정상부를 덮고 있는 점으로 보 

아 마이오세 및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에 의하여 반지구가 거의 충진된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초기 플라이오세 말에 단층 블록틀의 회전운동이 

끝났다는 것을 지시하는 것이다. 그러나 경사진 단충 블럭의 경계부에 나타나는 

리스트릭 단충들이 플라이오세 상부충과 플라이스토세 하부층에도 발달하여 있으 

며， 미약하지만 롤오버 구조가 나타나는 점으로 미루어 열개작용이 초기 플라이 

스토세까지 계속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플라이스토세에 형성된 광역 부정합변의 

상위에 쌓인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은 거의 명행하게 발달하여 있는 점으로 보아 

열개작용이 같난 이후에 퇴적된 후열개 퇴척물 (post-rift sediment) 인 것으로 

해석된다. 

시추공 자료가 부족하여 오키나와 트러프 지역에서 열개작용이 시작한 시기를 

정확히 규명하는 것은 쉽지 않다. 또한 탄성파 탐사자료 상에서도 선열개 퇴적물 

(pre-rift sediment)과 동시열개 퇴적물 (syn-rift sediment)의 경계부에서 나타 

나는 부정합변이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그러나 Nikkan 8-1X공 자료에 의하 

면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에 화산 쇄설암 (vo1canic1astic rock)이 분포되어 있으 

며，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에서 부정합의 존재가 확인된 점으로 미루어 후기 마이 

오세 또는 그 이전에 화산 활동을 수반한 열개작용이 시작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3. 퇴적 분지 발달사 

생물상 (bi 0- facies) 및 암석상 (1 i tho-facies)은 물론 물리검충상 

( 10g-facies) 및 탄성파상 (seismic facies)을 종합적으로 분석하고 상호 연관 

시켜 퇴적환경을 분석하였다 (Figure 6-1 7). 각 시대 별 퇴적층의 충후와 퇴적환 

경은 Figure 6-18에 도시하였다. 시추자료와 탄성파 탐사자료를 토대로 분석한 

퇴적분지 발달 모델은 Figure 6-19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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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18. Sequential distribution of Sedimentary strata based on paleontological data during Tertiary Period 
showing their thickness and sedimentary environments in South Continental Shelf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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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End of Oligocene. Hupijiao Rise already uplifted; Oligocene and older sediments west of 
Hu미iao Rise deformed; late Oligocene erosion f1attened the area west of Hu미iao Rise; 
extension continued 

(8) End of early Miocene. Hu미iao rise locally uplifted; late early Miocene erosion truncated 
part of Hu띠iao Rise and removed part of ea끼y Miocene sediments; minor extension continued 

in the eastern part of the area 

(c) End of Miocene. No apparent movement in Hu미 iao Rise; structural inversion east of 
Hu미iao Rise; late Miocene erosion flattened the area east of Hupijiao Rise; marine transgression 
started in the easternmost part of the area 

(미 Present. Subsidence is the dominant tectonic movement; the area became continental shel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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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t'e 6- 19. Geo l og i c evo luti on o f the South Continenta l Shelf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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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올리고세 

올리고세 동안에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연구지역은 지각확장과 단충함몰작 

용이 일어나면서 지구 내지 반지구가 형성되었으며， 여기에 국지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졌다. 이러한 퇴적작용은 주로 하성 및 호성환경 하에서 진행되어 비적색 

의 사암 빛 이암으로 구성된 지층을 형성하였고， 일부 지역에서는 화산활동에 수 

반된 화산암과 화산 쇄설물이 분포되었다. 이 올리고세층은 분지내의 위치에 따 

라 다양한 퇴적환경을 보이는데， 분지의 중심부에서는 호소환경에서 형성된 저탁 

류암이 나타나고 주변부로 가면서 점차 삼각주， 하성환경， 충적선상지 환경으로 

전이된다. 

올리고세 퇴적층에서 미화석 산출은 비교적 적은 편이며， 낙우송과 

(Taxodiaceae) , 자작나무과 (Betul aceae ), 참나무속 ( Quercus) , 느릅나무과 

(Ulmaceae) , 밤나무속 ( Castanea)퉁 온대성 낙엽수혼합림의 화분화석이 주로 산 

출되고 분지 중심부에서는 담수성 와면모 조류화석이 산출된다. 당시에는 습윤기 

후가 다소 우세하였다 (Figure 6-1 7). 

나. 초기 마이오세 

초기 마이오세에 들어서서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연구지역은 침강단계에 

접어들어 분지 전반에 걸쳐 퇴적이 시작되었고 퇴적중심은 통쪽으로 이동되었다. 

이러한 침강작용의 결과로 지역적인 기복 지형을 형성하여 측면상으로 충후의 변 

화가 큰 지충 분포양상을 초래하였고 (Figure 6-1) , 국지적으로 고립된 소분지가 

나타나기도 한다. 이 시기에 북동부의 도미 소분지에서는 충적선상지 내지 펜 텔 

타 (fan-delta) 가 형성되었으며 ， 남서쪽 제주 소분지로 오면서 점차 하 · 호성의 

퇴적충으로 전이하는 분포양상을 보인다. 분지 주변부의 충적 선상지에서는 주로 

조립질 퇴적물인 역암과 사암이 우세하다가 하호성 환경에서는 세립질의 함량이 

점차 증가하여 세립 사암， 실트암 빛 세일의 빈번한 협채 탄층의 증가와 부분적 

으로 석회암 집적 퉁의 암상을 보인다. 반면에 융기부 일대에는 현무암층이 사 

암， 이암， 실트암들과 교호하여 나타나기도 한다.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에서는 다양한 종류의 화분，포자화석틀이 산출되어 ， 충적 

선상지에서는 풍나무속 (Liquidambar) , 중국굴피나무속 ( Pterocarya) , 피나무속 

(Tilia)동 낙엽활엽교목의 화분화석이 산출되고， 하성환경에서는 자작나무과 

(Betul aceae ), 고비속 (Osmunda) , 참나무속 ( Quercus) 동의 화분，포자화석이 주 

로 산출되며， 호성환경에서는 담수성인 물고사리속 (Ceratopteri s) , 부들속 

(ηpha) 및 담수 조류화석인 Botryococcus가 관찰된다. 이 당시의 기후는 냉온대 

의 습윤기후가 우세하였다 (Figure 6-17). 

-141-



다. 중기 마이오세 

중기 마이오세에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연구지역에서는 침강에 따른 퇴적 

작용이 계속되었으며， 광역적인 해수면 상승에 따라 분지 통북쪽 연변부인 도미 

소분지와 드래곤-1공 지역은 일시적인 해칩을 받았다. 이 시기의 퇴적층은 남해 

대륙붕 전역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며， 일부 융기부에서는 박충으로 분포하고 오키 

나와 트러프에서는 아직 퇴적이 시작되지 않았다 (Figures 6-1 , 6-15 & 6-16) , 

이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은 주로 하 · 호성 퇴적물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지 주 

변부에는 사암 내지 역질 사암이 우세하고 중앙부로 가면서 이암 또는 실트암과 

세립 사암의 교호층이 발탈되어 있다. 지역에 따라서는 박층의 탄충과 석회암이 

협재된다. 

중기 마이오세에는 퇴적환경의 변화에 따라 식생의 변화도 다양하여 주변부에 

서는 참나무속 (Quercus) , 중국굴피나무속 ( Pterocarya) , 운향과 (Rutaceae)동의 

온대 내지 아열대의 활엽수가 흔히 관찰되며， 중심부에서는 저지대 식물인 낙우 

송속 (Taxodium) , 오리나무속 (Alnus)동의 목본식물과 고비속 (Osmunda) , 석송속 

( Lycopodi um) , 일반 고사리류 (Laevigatospori tes) , 물고사리속 ( Ceratopteris) 

뭉 다양한 양치식물이 번성하였다. 일부 지역에서는 담수 조류화석이 산출되며， 

일시적인 해칩의 영향하에 형성된 퇴적층에서는 와면모 조류화석과 유공충 화석 

인 Len ti cul i na가 발견된다. 이러한 화분 · 포자 화석상이 지시하는 당시의 기후 

는 습윤기후가 우세하였으며， 난 · 온대에서 아열대까지 도달하였먼 고기후 양상 

을 보여준다 (Figure 6-17) , 중기 마이오세는 신 제3기동안 한반도 주변에서 가 

장 따뭇하였던 시기였으며， 이 당시에 번성하였던 여러 종류의 식물들은 현재 한 

반도에서는 서식이 되지 않는다. 

라. 후기 마이오세 

후기 마이오세 동안에도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연구지역에서는 분지의 침 

강에 의한 퇴적이 계속되었다. 후기 마이오세 말기에 구조역전에 의한 역단충 운 

동이 활성화되어 융기부가 침식을 받음으로서 박층의 지충만이 분포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 소라-1공의 경우에는 단지 16m 만이 남아있다. 그러나 분지의 서쪽 

에는 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지 않아 퇴적층의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다. 후기 마이 

오세 말에 오키나와 트러프가 형성되기 시작하여 화산 쇄설물의 퇴적을 시작으로 

적갈색 이암과 실트암， 사암 빛 역질 사암 둥이 되척되었다. 반면에 분지의 주변 

부인 도미 소분지와 소코트라 소분지에서는 사암과 이암이 호충으로 나타나고 박 

층의 탄층을 협채하며， 중심부인 제주 소분지에서는 이암과 실트암이 쿄호하는 

양상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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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기 마이오세 시기에는 하성환경이 우세하였으며， 이 퇴적환경에 풍나무속 

(Liquidambar) , 너도밤나무속 (Fagus)동의 난 • 온대의 목본식물이 서식하였으며， 

초본성 식물들이 급격히 번성하여 마디풀과 (Polygonaceae)와 벼과 (Gramineae) 

식물이 번성하였고 마름속 (Trapa) , 물고사리속 ( Ceratopteris) 동의 담수 식물 

이 수중 또는 불가에 서식하였다. 이 시기의 말기로 가면서 분지의 주변부는 해 

침의 영향을 받기 시작하여 소코트라분지에서는 울라이트 (oolite)와 펠렐 

(pellet) 이 나타나며， 오키나와 트러프에서는 Hystrichosphaeropsis obscura, 

Spiniferites pseudofurcatus 동의 와연모 조류화석이 산출된다. 이 당시의 기후 

는 온난 습윤기후가 우세한 가운데 말기로 가면서 점차 온도 및 습도가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Figure 6-1 7). 

마. 플라이오세 - 플라이스토세 

플라이오세 이후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연구지역은 광역적인 침강작용을 

받았으며， 오키나와 트러프는 후열도 확장을 받았다. 이 시기에 세계적인 해수면 

상승에 의하여 남해 대륙붕 분지 전역에 해성 되적물이 집적되었다. 이때 퇴적중 

심이 동쪽으로 이통합으로서 동쪽으로 가면서 충후가 두터워 지는 분포양상을 보 

인다. 광역적인 해칩은 플라이오세 초기에 일어나 연안 (coastal) 환경을 거쳐 

후기 플라오세에는 완전히 천해환경으로 전환된다. 따라서 이 분지 주변부에는 

사암상이 우세한 반면에 중심부로 가면서 회색 이암상이 우세한 양상을 보이며， 

상부로 가면서 돼각편의 함량이 증가한다. 

플라이오세와 플라이스토세 퇴적물에서는 다양한 형태의 연안성 내지 천해성의 

미화석들이 다양하게 산출된다. 유공충 화석의 경우 도미 소분지의 퇴적층에서는 

Ammonia beccarii , Elphidium advenum, E. crispum, Epistominella sp. 

Miliolinella sp. 퉁이 산출되며， 제주 소분지에서는 산출량이 풍부하여 하부로 

부터 Ammonia beccarii , Pseudorotalia yabei , Asterorotalia multispinosa, A. 

concinna 퉁 4개의 유공충 화석대가 구분된다 (Figure 6-3). 플라이오세의 퇴적 

이 가장 활발하였던 오키나와 트러프의 퇴적충에서는 Gephyrocapsa 

caribbeanica, Reticulofenestra pseudoumbiJica, PseudoemiJiania Jacunosa 동 

의 석회질 초미화석이 산출된다. 이외에도 개형충 (ostracoda) , 소형 복족류 

(microgastropoda) , 성게 침골 (echinoid spine ), 와펀모 조류화석 

(dinofragellata) 유기질 미화석 (acritarch) 퉁 다양한 해양성 미화석이 산출된 

다. 한면 육상에서 유입된 화분화석은 주로 초본식물 화분화석으로 구성되며， 벼 

과 (Gramineae) , 국화과 ( Compos i tae ) , 명아주속 ( Chenopodi um) , 석죽과 

(Caryophyllaceae) , 백합과 ( Li 1 i aceae ), 바위먹풀속 (Saxi fraga) 이 주종을 이룬 

다. 이 당시의 기후는 초기의 온냉기후에서 점차 온난기후로 회복되며， 해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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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도 후기로 가면서 약간 상승한 것으로 나타나고 습도는 점차 감소되는 경향 

을 보인다 (Figure 6-17). 

제 2 절 석유 잠재력 평가 

1. 잠재 근원암 

가. 유기 탄소 함량 

갈탄충을 제외한 세립질 암석의 유기탄소 (organic carbon) 함량이 극히 낮은 

PZ-l공， KV-l공， 드래곤-1공 및 Nikkan 8-1X공을 제외한 모든 시추공에서 총유기 

탄소 함량이 0.5% 이상인 구간들이 잘 발달하고 있다 (Figure 6-20). 그러나 유 

기물 함량의 변화가 충서상으로 어떠한 규칙성을 보이지는 않는다. 

거북-1공과 옥폼-1공에서 심도 약 2, 100 m까지 구간에는 유기물의 함량이 매우 

낮아 거의 모든 시료가 석유 근원암의 하한으로 알려진 0.5% 이하의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인다. 이후부터는 유기물의 함량이 증가하여 대부분의 시료가 1%에서 

2% 사이의 비교적 풍부한 유기탄소 함량을 보인다. 

JDZ V-l공과 JDZ V-3공에서는 석탄을 제외한 세립질 시료들도 비교적 많은 충 

준에서 1% 이상의 유기탄소 함량을 보여준다. 세립질 암석으로 구성된 일부 충준 

에서 0.5%와 1% 사이의 유기탄소 함량을 나타낸다. 

JDZ VII-l공 및 JDZ VII-2공의 심도 약 3, 000 m까지 구간에는 여 러 매의 탄층 

이 발달하는 것과 함께 유기물의 함량도 높아서 많은 구간에서 1% 이상의 유기탄 

소 함량을 나타낸다. 심도 3, 000 m 이하 구간에서는 유기물의 함량이 낮아져서 

대부분의 시료가 0.5% 이하의 유기탄소 함량을 나타낸다. JDZ VII-3공에서는 심 
도 900 m 부근과 2, 800 m - 3, 300 m 구간의 일부 충준에서 0.5% - 2%의 유기물 

함량을 보이나， 나머지 구간에서는 0.5% 이하의 낮은 유기물 함량을 보인다. 

도미 -1공의 전 시추구간에는 석탄층과 탄질 셰일이 많이 발달하고 있어 분석된 

전 시료가 10% 이상의 매우 높은 유기물 함량을 보인다. 반면에 소라-1공의 경우 

에는 심도 2, 100 m까지의 구간에서는 분석된 시료들이 10% 이상의 풍부한 유기탄 

소 함량을 보이나， 이하 구간에서는 0.5% 내외의 낮은 유기탄소 함량을 보인다. 

나. 유기물의 타이프 

열분석 결과의 Tmax에 대한 HI 값을 나타내는 Tmax-HI 도표에 의하면 분석된 

시료의 대부분이 타이프 III의 영역 또는 타이프 III과 타이프 II의 경계부에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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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20: Summary of the geochemical data of the East China Sea Basin 



치한다 (Figure 6-21). 그러나 상당수의 시료들이 타이프 II의 영역에 위치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거북-1공과 옥돔-1공의 섬도 2, 000 m 하위 구간에서 많은 

시료들이 Tmax-HI 도표에서 타이프 II의 영역에 위치하며， 원소분석 결과도 대부 

분의 시료틀이 van Krevlen 도표 상의 타이프 II 진화경로 혹은 타이프 II와 타 

이프 III 유기물 중간에 위치하는 것을 보여준다 (Figure 6-22). 이러한 현상은 

이들 구간의 유기물들이 타이프가 II에 비쿄되거나 타이프 I 또는 타이프 II에 

비교되는 유기물들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할 수 있게 한다. 그런데 케로젠 

현미경 관찰과 GC/MS 분석 결과에 의하면 이들 두 개 공의 유기물들은 호성 조류 

(타이프 1)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다. 

거북-1공과 옥톰-1공을 제외한 다른 시추공의 시료들은 타이프 III 유기물의 

특정들을 보여준다. 즉 케로젠의 대부분이 부식질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음이 현 

미경하에서 확인되고 원소분석 결과는 van Krevlen 도표 상에서 대부분 타이프 

III 진화경로에 위치한다 (Figure 6-22). 비투벤의 알칸 크로마토그람은 육성 기 

원 유기물의 특정인 흘수 우세성을 보여준다. 그렇지만 생체표기물 분석에서는 

조류 기원 생체표기물이 확인되고， 스테란류의 함량비는 육성환경과 호성 환경의 

점이대를 지시한다 (Figure 6-23). 이러한 비투벤 분석결과는 거북-1공과 옥돔-1 

공에서 타이프 II 유기물의 특성을 보여주는 구간의 케로젠은 타이프 I과 타이프 

III의 혼합물일 가능성을 시사한다. 현미경 관찰 결과도 이러한 화학분석 결과를 

뒷받침한다. 즉 상기 두 개 공의 케로젠이 심도 2, 100 m까지는 부식질 유기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심도 2, 100 m 하위에서는 조류 기원 유기물과 무정형 유기물이 

부식질 유기물과 함께 나타나지만 부식질 유기물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미약한 것 

을 알 수 있다. 이상과 같은 점들로 미루어 볼 때 우리 나라 남해 대륙붕 분지 

제3기충 중 일부에는 석유 생성에 유리한 유기물을 포함하는 지층이 존재할 수도 

있음을 시사한다. 

다.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 

Rock-Eval 열분석 Tmax와 비트러나이트 반사도， 열변질 지수 및 비투벤 분석 

결과에 의하면 연구지역 내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는 거의 모든 시추공의 제3기충 

구간에서 심도의 증가에 따라 규칙적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PZ-l공과 

KV-l공이 시추심도가 얄아서 천 시추공이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는 것을 제외 

하고 모든 시추공에서 유기물의 열적 성숙도가 심도 2, 000 m 내지 2, 500 m정도에 

서 주 석유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한다. 시추 심도가 깊은 JDZ VII-l의 경우에는 

총심도 부근에서 건성 가스생성 단계에까지 도달하였다 (Figure 6-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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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KV-l공 

전 시추 구간에서 Tmax가 주 석유생성대의 상한인 4350C에 미치지 못한다. 따라 

서 이 시추공이 관통한 구간의 유기물들은 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음 

을 알수 있다. 

(2) 거북-1공 

공내 붕락 또는 재통된 퇴적물의 영향으로 Tmax의 변화가 상당히 불규칙하다. 

그러나 전체적으로 볼 때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Tmax가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 석유 생성단계의 상한인 4350C는 약 심도 2, 200 m 부근에서 도달하고， 심도 

2, 700 m (총심도) 부근에서는 437.C - 4390C에 도달한다. 

(3) 옥돔-1공 

심도 2, 200 m 부근에서 Tmax가 주 석유 생성대의 상한인 4350C에 도달하여 총심 

도 2, 890 m까지 4350 C 내외로 거의 일정한 값을 보여준다. 이러한 현상은 공내 

붕락에 의한 시료의 오염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되며， 하위 구간에 대한 정확한 

열적 성숙도 판단을 어렵게 한다. 

(4) 드래곤즈-1공 

심도 약 1, 700 m까지의 구간에서는 Tmax가 심도에 따라 증가하여 심도 1, 700 m 

부근에서 주 석유 생성대의 상한인 4350C에 도달한다. 이후부터 Tmax는 4350C에서 

4380 C 사이에서 불규칙하게 변화하는데， 이러한 현상은 심도 약 2, 200 m까지 계 

속된다. 심도 2, 200 m부터는 오히려 4350C 이하로 Tmax가 감소하는데， 이것은 공 

내 붕락에 기인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5) JDZ V-l공 빛 JDZ V-3공 

이들 시추공에 대해서는 적은 숫자의 시료가 분석되었지만 열분석 Tmax는 심도 

에 따라 규칙적으로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인 Tmax 

4350C에 도달하는 심도는 JDZ V-l공에서 심도 약 2, 400 m, JDZ V-3공에서 심도 

약 2, 900 m로 추정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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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6) JDZ VII-1공 및 JDZ VII-2공 

2개 시추공 모두 유사한 열적 성숙도 변화 양상을 보이며， 심도 2, 000 m 부근 

에서 주 석유생성대의 상한인 Tmax 4350C에 도달하고， 심도 3, 800 m 부근에서 습 

성 가스 생성대의 상한으로 알려진 Tmax 4650C에 도달한다. 

(7) JDZ VII-3공 

심도 2, 900 m까지의 구간에서는 Tmax가 공내 붕락의 영향을 받아 불규칙한 변 

화를 보이고， 이후부터 심도에 따라 규칙적으로 변화한다. 주 석유생성대 상한인 

Tmax 4350C에 도달하는 심도는 3, 800 m 부곤이고 총심도인 심도 4, 300 m까지 주 

석유생성단계에 머물러 있다. 

(8) Nikkan 8-1X공 

주 석유생성대 상한인 Tmax 4350C에는 심도 2, 400 m 부근에서 도달하여 총심도 

인 2, 800 m까지 주 석유생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9) PZ-1공 

전 시추구간이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다. 

(1 0) 도미 -1공 

심도 약 2, 600 m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 도달하여 총심도까지 주 석유 

생성 단계에 머물러 있다. 

(11 ) 소라-1공 

심도 2, 100 m부터 시료의 상태가 나쁘고 분석이 충분히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 

문에 열적 성숙단계를 판단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으나 열분석 Tmax와 비트러나이 

트 반사도의 변화경향으로부터 심도 2, 600 m 부근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 상한에 

도달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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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석유 생성 잠재력 

석유의 근원암으로 가능한 Rock- Eval 열분석 S2 값이 2 mgHC/ gRock 이상이거나 

Hl 값이 200 mgHC/ gTOC 이상인 구간이 JDZ VI1 - 1, JDZ VII-2 , 거북-1 ， 옥돔-1 및 

도미 -1공에서 발달한다 (Figure 6-20 ). 이틀 중에서 거북-1 및 옥톰-1공에서는 

S2값이 4 mgHC/ gRock 이상이고 HI 값이 400 mgHC / gTOC 이상인 구간이 발달하여 

우수한 근원암의 조건을 나타낸다. JDZ VlI - 1, JDZ VII-2 및 도미 -1공에서는 82 

값은 높으나 HI 값이 대부분 200 mgHC/ gTOC 이하로 석유보다는 가스의 근원암으 

로 가능성을 보여준다. 

KV-1공과 PZ-1공에서는 석탄충 또는 탄질물을 합유하는 셰일들의 S2 값은 1 

mgHC / gRock 이 상이 나 유기 물의 함량이 적 은 암석 들의 82 값은 1 mgHC/ gRock 이 하 

의 값을 갖는다. 더욱이 전 시추구간이 열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들 시추공이 관통한 구간에서 근원암으로 유망한 지층이 발달하기는 어려울 것으 

로 생각된다. 

거북 1공과 옥돔-1공의 심도 약 2, 100 m까지는 거의 모든 시료가 0.5% 이하의 

적은 유기탄소를 합유하면서 석유생성 잠재력도 낮아 1 mgHC/ gRock 이하의 82 값 

을 가진다. 이후부터는 유기탄소의 함량도 증가하고 석유생성 잠재력도 높아 많 

은 시 료들이 2 mgHC / gRock 이 상의 82값을 나타내 며 , 최 고 23 mgHC/gRock의 석 유 

생성 잠재력을 가진다. 200에서 600 mgHC / gTOC 사이의 상당히 높은 수소지수를 

갖는 시료들이 많아 석유 근원암의 발달에 상당히 유망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 

데 이 구간에서 심도에 따른 Tmax 변화의 정도가 매우 미약하여 시료의 상당 부 

분이 공내 붕락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생각되어 석유 근원암의 발달이 유망한 정 

확한 구간을 결정하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그렇지만 심도 2, 200 m 하위 층준에 

서 유망한 근원암이 발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드래곤-1공에서는 심도 1, 800 m - 2 , 200 m 구간에서 82 값이 1에서 2 

mgHC/gRock 사이 의 석 유생성 잠재 력 을 갖는 것을 제외 하고는 모두 1 mgHC/ gRock 

이하의 매우 낮은 석유 생성 잠재력을 보여준다. 수소지수도 대부분 100 

mgHC/ gTOC 이하로 낮아서 석유의 생성에 유망한 근원암이 발달하기 어려운 것으 

로 추정된다. 

JDZ V-1 및 JDZ V - 3공에서는 석탄층이 발달하는 구간에서 석유생성 잠재력이 

매우 높아서 수십 mgHC/gRock에서 최고 135 mgHCI gRock까지의 82 값을 갖는다. 

그러나 수소지수가 그다지 높지 않아서 석유의 생성에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석탄층이 발달하지 않는 구간에서는 2 

mgHC/gRock 이 하의 낮은 석 유생성 잠재 력 을 보여준다. 

JDZ Vll-1공과 JDZ VII - 2공은 서로 매우 유사한 지화학적 특성을 보인다. 심도 

약 1 , 200 m - 3, 000 m 구간에서 석유생성 잠재력이 높아서 대부분의 시료가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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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gHC/ gRock 이 상의 82 값을 가지 며 최 고 77 mgHC/gRock의 석 유생성 잠재 력 을 보 

여준다. 수소지수는 대부분이 200 mgHC / gTOC 이하이나 200 mgHC/gTOC에서 300 

mgHC/gTOC 사이의 값을 갖는 시료도 상당수 있어서 석유생성이 가능한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을 보여준다. 심도 약3 ， 000 m 하위 구간에서는 낮은 유기물 함량과 

함께 석유생성 잠재력 (82) 및 수소지수 (HI) 값도 감소하는데 이것이 원래 유기 

물의 퇴적이 적은 것에 기인한 것인지， 열적 성숙도가 높아서 많은 부분의 유기 

물이 이미 탄화수소로 변환되었기 때문인지는 확실치 않다. 그런데 유기물 함량 

변화는 규칙적이지 않은 것에 반해 82 값과 HI 값이 심도에 따라 비교적 규칙적 

으로 변화하는 것을 볼 때 후자의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JDZ VII-3공에서는 심도 3, 300 m까지의 일부 구간에서 1 mgHC/ gRock 이상의 82 

값을 보이고 심도 2, 800 m - 3, 300 m 구간의 일부 충준에서 근원암으로서 양호한 

2 mgHC/ gRock - 4 mgHC/gRock의 82 값을 나타낸다 HI 값은 심도 2, 800 m -

3, 300 m 구간에서 석유의 근원암으로 가능성이 있는 200 mgHC/ gRock - 300 

mgHC/ gRock 보여주고， 그 외 여러 구간에서 가스 근원암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100 mgHC/gRock - 200 mgHC/gRock의 값을 보여준다. 그러나 열적 성숙도가 주석 

유생성대에 도달한 구간에서는 근원암으로서 가능성이 있는 82 흑은 HI 값을 보 

여주지 않는다. 

Nikkan 8 - 1 X공의 분석이 이루어진 전 구간에서 0.42 mgHC / gRock (82 값) 이하 

의 매우 낮은 석유생성 잠재력을 보여준다. 심도 2 , 600 m 하위 구간에서 가스 근 

원 암으로서 가능성 이 있는 100 mgHC/ gTOC - 200 mgHC/gTOC의 HI 값을 보이 기 는 

하지만 유기물의 함량이 매우 낮아서 신빙성이 떨어질 뿐만 아니라 82 값이 낮아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 가능성이 낮다. 

도미 1공에서는 거의 모든 구간에서 10 mgHC/ gRock 이상의 매우 높은 82 값을 

보인다. HI 값도 최고 279 mgHC/gTOC까지 나타나 전체적으로는 비교적 높은 편이 

다. 그러나 주 석유생성 단계에 도달한 구간에서는 대체로 가스 근원암으로서 가 

능성이 있는 100 mgHC/ gTOC - 200 mgHC/gTOC의 HI 값을 보인다. 비록 수소지수의 

값이 높지는 않지만 유기물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82값이 매우 높아 충분한 석유 

나 가스의 생성이 가능한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소라-1공 

의 심도 2, 100 m까지의 구간은 유기물 함량이 풍부하고 82 값도 매우 높으나 열 

적으로 미성숙 단계에 머물러 있어 이 구간에서 근원암을 기대하기 어렵다. 심도 

2, 100 m 이후 구간에서는 유기물 함량이 0.5% 내외로 낮으며 수소지수도 100 

mgHC/ gTOC 이하로 매우 낮아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이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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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추출성 유기물 분석 

(1) 포화 탄화수소의 가스크로마토그라피 

오키나와 트러프를 제외한 남해 대륙붕 분지의 총 127>> 시추공 중에서 거북-1 ， 

옥톰-1 ， 드래곤-1 ， JDZ V-1 , JDZ V-3 , JDZ VlI-1 그리고 JDZ VII-2 시추공의 포 

화 탄화수소의 특성은 크게 두 가지 그룹으로 구분되는데 거북-1공과 옥톰-1공의 

추출성 유기물은 다른 시추공의 유기물과 크게 다른 특성을 보인다는 것이다. 즉 

다른 시추공에서는 육성기원 유기물의 특성이 지배적으로 나타나지만 거북-1공과 

옥톰 1공의 일부 구간에서는 호소성 기원 유기물의 특성이 뚜렷하게 나타난다는 

것이다. 

거북-1공에서 노말 알칸은 대부분 일항성 (unimodal) 분포를 나타며 프리스테 

인/파이테인 (Pristane / Phytane) 비율은 0.18 - 1. 13으로 퇴적 당시에는 환원 환 

경이었음을 나타낸다. 탄소 선호지수는 1. 62 - 2.03으로 육성 기원 유기물의 유 

입이 우세했음을 나타낸다. 반면에 프리스테인/nC17과 파이테인/nC18의 관계를 

보면 거북-1 공의 추출성 유기물의 특정은 육성 유기물 외에도 호소 기원 유기물 

의 특정을 나타낸다 (Figure 6-24). 옥톰-1공에서도 노말 알칸은 대부분 일항성 

(unimodal) 분포를 보이고 nCZ5 , nCZ7 , nCZ9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난다. 이들 노말 

알칸의 분포 양상은 확스질 유기물의 분포 유형을 나타내며 호소성 조류 기원을 

지시한다. 프리스테인/nC17-따이테인/nC18 도표에서 옥톰-1공의 유기물들은 호성 

과 육성 사이의 전이대 특성을 나타낸다. 

상기의 3개공 외에 JDZ V-1 , JDZ V-3 , JDZ VlI-1 , JDZ VII-2공에서는 포화 탄 

화수소 성분은 일항성 분포를 나타내며 홀수 우세 특성을 보인다. 프리스테인 

/ nC17 - 따이테인/nC18 도표에서 이들은 주로 육성기원 유기물의 특성을 보여준 

다 (Figure 6-24). 

(2) 생체 표기불 분석 

생체표기물 분석 결과도 포화 탄화수소의 가스 크로마토그라피의 결과와 유사 

하여 거북-1공과 옥톰-1공의 추출성 유기물은 다른 시추공들과 다른 특정을 보인 

다. 거북 1공에서 스터란 (sterane) 이 호판에 비해서 매우 소량 나타났으며 CZ7 

성분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조류 기원의 유기물이 우세함을 보여주는 

것이다. 또한 CZ8 QQQ 20 R과 CZ9 QQQ 20 R 스터란의 함량은 각각 16% - 27% 빛 

32% - 43%이다. 이툴 스터란을 CZ7 , CZ8 , CZ9 삼각 도표에 도시하면 거북-1공의 유 

기물은 호성 및 육성 기원 유기물이 모두 나타나는 것을 알 수 있다 (Figure 

6-23 , 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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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소프레노이드류 중에서 특징적인 것은 C33 보트리오코켄 (botryococcane , 

Figure 6-25)으로 이것은 nC28 노말알칸 다음 위치에 나타나는 성분으로 해수나 

담수의 조류인 Botryococcus brauni i로부터 유래된 생체표기물이다 (Moldowan 

and Seifert , 1980). 옥돔-1공에서 트리터페인은 C27부터 C31까지의 호판이 주를 

이루며 C30 얘 호판이 가장 우세하게 나타난다. Ts/Tm의 비율은 26.8에서 64.2 

사이에서 변화하며 심도에 따라 증가하는 추세를 나타낸다. 스터란은 구간에 따 

라 C27과 C29 동족체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C27과 C29 aaa20R 스터란의 분포 비율 

은 각각 31% 내지 46% 그리고 34% 내지 53%이다. C27 , C28 , C29 삼각 도표에 이 

들 성분을 도시하면 옥돔-1공 시료의 유기물은 주로 조류와 육성 기원 유기물에 

서 유래된 것으로 볼 수 있다 (Figure 6-23). 4-메틸 스터란이나 극소량의 디노 

스터란 퉁이 발견되는 것도 역시 호소성 유기물의 유입이 있었음을 나타낸다. 일 

반적으로 거북 1공이나 옥돔-1공의 경우에 호판류가 스터란에 비해서 매우 우세 

하게 나타나는데 이는 비록 일부 구간에서 호소성 조류의 유입이 있었지만 전반 

적으로 육성 유기물이 우세한 퇴적 환경이었음을 나타낸다 (Tissot and Welte , 

1984) . 

드래곤-1공에서는 호판류가 스터란에 비해 우세한 가운데 호판류 중에서는 C30 

얘 호판이 가장 풍부하게 나타난다. 스터란의 분포는 C29 동족체가 45% 내지 57% 

로 가장 우세해서 육성 기원 유기물의 유입이 가장 우세했음을 나타낸다. 이를 

정규 스터란의 삼각 도표에 도시할 때도 역시 육성 유기물이 우세함을 나타낸다. 

전반적으로 육성 유기물이 우세한 가운데 심도 1, 970 m, 2 , 110 m 그러고 2 , 500 m 

에서는 C27 4-메틸 스터란도 검출되어 조류의 영향도 일부 있었음을 나타낸다. 

JDZ V-1 , JDZ V-3 , JDZ VlI-1 , VII-2공에서는 호성환경을 지시하는 4-메틸 스 

터란이나 보트리오코켄이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 반면에 호판류가 스터란에 비해 

매우 우세하게 나타나고 올레아난이 구간에 따라 나타난다. 이러한 점틀로부터 

이틀 지역은 거북-1공이나 옥톰-1공이 시추된 지역과는 탈리 육성기원 유기불의 

유입이 우세했음을 알 수 있다. 

바. 토의 

남해 대륙붕 분지의 14개 시추공 중에서 Nikkan 8-1X공， PZ-1공， KV-1공， JDZ 

VII-3공은 유기물의 함량이 석유 근원암의 하한인 0.5%에 미치지 못하거나 열척 

성숙도가 석유생성단계의 상한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들 시추 구간에서 잠재력 있 

는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JDZ VlI-1 , JDZ VII-2 , JDZ V-1 , JDZ V-2 , JDZ V-3들은 대체로 서로 유사한 유 

기상을 나타내며， 유기물들은 타이프 III에 비교된다. 유기물의 함량은 비교적 

풍부하여 총유기탄소 함량이 0. 5% 이상인 구간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JD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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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I -1 빛 JDZ VII-2공에서는 주 석유생성 단계에 도달한 구간에서 유기물 함량이 

2% 이상 합유되고 S2 값도 2 mgHC/ gRock 이상인 곳이 매우 많다. 그런데 HI 값이 

대부분 100 mgHC/ gTOC - 200 mgHC/gTOC이므로 석유보다는 가스의 생성이 기대된 

다. 그렇지만 유기물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S2 값도 높아서 석유의 생성 가능성 

을 배제할 수는 없다. 한변 JDZ VII-1공의 심도 3, 300 m 및 JDZ VII-2공의 심도 

2, 700 m 부근부터 유기탄소 함량의 변화와는 달러 수소지수 (Hl ) 값이 심도가 증 

가함에 따라 규칙적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는데 이것은 이 구간에서 탄화수소 

의 생성이 상당히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할 수도 있다 (오재호 외， 1994). 그 

것은 일반적으로 열적 성숙도가 높아지면서 유기물이 탄화수소를 생성하면 총유 

기탄소의 함량이 감소하고 이와 합께 유기물의 잔류 석유생성 잠재력도 감소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상기 두 개 공이 시추 된 지역에서는 근원암에 

서 석유의 생성과 방출 혹은 이동이 일어났을 가능성도 있다. 물론 퇴적환경의 

변화에 의하여 처음부터 수소지수가 낮은 종류의 유기물이 퇴적되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거북-1공과 옥톰-1공은 유기물의 구성상 다른 시추공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진다. 심도 2, 000 m 부근부터는 유기물이 비교적 풍부하여 대부분의 시료가 1% 

이상의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이고 유기물의 원소분석 및 열분석 결과가 석유생성 

에 유리한 타이프 II의 특성을 나타내는 것이 다른 시추공들과는 구분이 된다. 

생물표기물 분석과 케로젠의 현미경 관찰 결과는 이 구간의 유기물이 타이프 II 

에 비교되는 것들이라기보다는 타이프 I과 타이프 III 유기물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거북-1공과 옥돔-1공의 심도 2, 000 m 하위에는 다른 시 

추공틀보다는 석유의 생성에 유러한 지화학적 특성을 가진 구간이 존재할 수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남해 대륙붕 분지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은 심도 2, 500 m 내지 3, 000 m 

에서 도달하고 심도 3, 500 m 정도에서 습성가스 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하는 것으 

로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올리고세 퇴적층이 발달할 것으로 생각되는 

구간이 주 석유 혹은 습성가스 생성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진 외， 

1996) . 근원암에서 생성된 탄화수소의 1차 이동 (expulsion) 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타이프 III 케로젠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9 Ma. , 타이프 I 케로젠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17 Ma. 로 계산되었다. 그렇지만 열적 성숙도가 실제보다 약 

간 높게 계산된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약 1백만년 전， 후자의 경우에는 

약 1 ， 000만년 전부터 1차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의 석유탐사는 1 ， 000만년 이전에 형성된 트램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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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잠재 저류충 

가. 소코트라 소분지 

소코트라 소분지와 제주 소분지 사이의 기반 융기부 (후피지아오 융기부) 상에 
퇴적된 마이오세 육성층은 여러 충준에서 사암층을 포함하고 있음이 PZ-l공 시추 
결과 확인되었다 (Figure 6-3). 마이오세 지층에서 저류가능 사암층의 협재구간 
은 상부대 (심도 880 m - 940 m), 하부대 (심도 1, 020 m - 1, 085 m)로 대별된다. 

상부대는 육성환경의 알코즈 - 준화강암질 사암들로 구성되며， 반고화 상태의 사 
암층의 명균 두께는 5 m로 일차공극이 대부분으로 공극율과 투수율은 양호하다. 

하부대는 알코즈 준화강암질 와케가 우세하며， 감마검충 상에서 상향세립화가 
잘 관찰되는 하성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간 사암층의 명균 두께는 4 m이 

고 공극율은 양호하다. 공극간의 연결 상태는 양호하여 투수율도 매우 높은 것으 

로 예상된다. 그러나 근원암과의 관계가 불분명하며， 또한 사암층의 하위에는 화 

산암층이 두껍게 덮혀 있어 고제3기의 근원암으로부터 석유의 운반이 특별한 단 

충 동의 통로를 제외하고는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PZ-l공 시추시 유징은 기록 

된 바 없다 (Table 1-1). 

나. 제주소분지 

(1) JDZ VII-l공 

제주 소분지 남동부에 위치한 JDZ VII-l공이 시추된 지역의 잠재 저류층으로는 
심도 2, 074 m - 2, 593 m 및 2, 593 m - 3, 475 m 구간에 발달된 마이오세 육성 사 

암층을 들 수 있다. 상부대는 박층의 셰일과 실트암이 협재되는 유백색 내지 담 

회색의 괴상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ure 6-4). 이틀 사암의 입자는 세립질 

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하고 상향 세립화하는 경향을 보이며， 공극률은 양호한 면 

이다. 하부대는 주로 사암， 이암 및 실트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대에 비하여 

단위 사암층의 두께는 앓은 펀이다. 사암충 사이에 협재된 이암이 덮개 역할을 

할 것으로 해석된다. 

저류 가능 사암의 공극 발달 상태와 투수율은 불량한 편으로， 이는 사암 내에 

미세 공극이 많이 발달한 것에 의한 것이다. 입자간 공극이 약 90%를 차지하며， 

미세 공극은 전체 공극의 40% - 80%를 차지하고 있다. 심도가 깊어짐에 따라 발 

달되는 장석 및 방해석의 용해 현상과 이에 따른 2차 공극의 발틸은 적은 면이 
다. 물리검충 결과 심도 3, 400 m - 4, 070 m 구간에 분포하는 사암의 공극률은 6% -

9%로 측정된 반면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 코아 시료의 분석 결과에서는 공극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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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8%에서 34%로 매우 높은데 이는 미세 공극이 많이 발달된 것 때문으로 해석된 

다. 심도 4, 399 m - 4, 406 m 구간에서도 공국률이 명균 7.5%이나 투수율이 0.1 md 

이하로 매우 낮다. JDZ VII-l공에서 가스의 징후가 기록되었다 (Tab1e 1-1). 

(2) JDZ VII-2공 

JDZ VII-2공의 여러 구간에 사암층이 발달되어 있으나 (Figure 6-5 ), 코아， 

RFT 및 DST 동의 분석 결과 심도 1, 055 m 까지 구간에 발달한 사암만이 10% 이상 

의 공극률을 보인다 (Hami 1 ton, 1981). 또한 물리검충 자료의 해석에 의하면 심 

도 2, 400 m - 3, 950 m 구간에 분포된 사암은 10% - 14%에 달하는 공극률을 보이 

나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매우 낮은 투수율을 갖는 둥 매우 불량한 저류조 

건을 보인다. 이는 공극 내에서 방해석과 점토에 의한 교질화에 의한 것으로 해 

석된다. JDZ VII-2공에서는 가스의 정후와 유징이 기록된 바 있다 (Tab1e 1-1). 

(3) JDZ V-3공 

JDZ V-3공의 잠재 저류층으로는 중기 마이오세의 상부 구간 (심도 1, 312 m -

1, 665 m)과 초기 마이오세의 호층대에 발탈한 하성 사암 (심도 1, 980 m - 2, 735 

m)과 올리고세에 발달한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6). 중기 마이오세에 발달 

된 사암은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입도는 극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하다. 단 

위 사암체들의 공국률은 약 30% - 35%로 매우 양호하다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 초기 마이오세 역을 포함한 사암은 세럽질에서 중립질의 입도를 보이며， 

잠재 저류층으로의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특히 심도 2, 232 m - 2, 363 m 구 

간에 발달한 단위 사암체의 충후가 15 m - 50 m에 달하는 사암의 P/K 분석에 의 

한 공극률은 18% - 23%로， 물리검층에 의한 공극률은 23%로 측정되었다 (한국석 

유개발공사， 1997). 따라서 이 초기 마이오세 사암이 주 잠재 저류층으로의 요건 

을 갖추고 있다. 올리고세 사암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입도 변화를 보이며， 

역을 포함하고 있다. 심도 2, 735 m와 2, 950 m에 분포된 관입암이 덮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JDZ V-3공에서 시추 후에 DST를 수행하였으나 유정은 

기록된 바 없다 (Table 1-1). 

(4) JDZ V-2공 

JDZ V-2공의 잠재 저류충으로는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중부 구간 (심도 약 

1, 400 m - 1, 600 m)과 최하부 구간 (심도 약 1, 710 m - 1, 790 m)의 하성 사암，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수개 구간에 발달한 하성 사암 그러고 올리고세 퇴적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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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최상부 구간 (심도 2, 350 m - 2, 434 m) 과 하부 구간 (심도 약 2, 650 m -

3, 020 m)에 발달한 호성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7). 마이오세 퇴적층에서 

는 매우 양호한 공극률을 갖는 사암층이 확인되었으나， 모두 물로 포화되어 있었 

다 ( NOEC , 1984 ) . 올리고세 사암은 상위의 마이오세 사암 보다 낮은 공극률을 가 

지며， 공극 내에 이질의 기질이 많고 방해석 교질물로 교결되어 있어 좋은 저류 

조건을 보이지는 않는다. JDZ V-2공에서 유정은 기록된 바 없다 (Table 1-1). 

(5) JDZ V-l공 

제주 소분지의 남쪽에서 시추된 JDZ V-l공， JDZ V-2공 빛 JDZ V-3공에 발달된 

퇴적충은 매우 유사한 충서 빛 퇴적상을 보인다. 

JDZ V-l공의 잠재 저류암으로는 심도 947 m - 975 m 구간에 발달한 후기 마이 

오세 사암， 중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최하부 구간 (심도 약 1, 500 m) 에 발달한 사 

암，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중부 구간 (심도 약 1, 800 m 빛 2, 000 m)과 최하부 

구간 (심도 약 2, 800 m) 에 발달한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8). 이들 중 후 

기 마이오세와 초기 마이오세의 사암은 탄산염 광물로 공극이 충진되어 있어 저 

류층으로 불량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심도 약 1, 500 m에 발달한 중기 마이오세 

사암층은 세립질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와 불량한 분급상태를 보인다. 

따라서 이 사암층도 저류층으로의 질이 그러 좋은 변은 아니다. JDZ V-l공에서는 

원유와 가스의 정후가 확인되었으나， 수포화율이 높아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판 

정되었다 (Table 1-1). 

(6) 거북-1공 

분지 남서부에 위치한 거북-1공의 저류 가능 사암층은 1, 790 m - 1, 840 m 구간 

과 2, 150 m - 2, 290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Figure 6-9). 중기 마이오세에 발 

달된 상부 사암대의 사암은 주로 담회색， 세립질이며， 원마도는 각형 내지 아각 

형이고 구형도는 보통이며 분급도는 양호한 편이다. 쿄질물과 기질물은 석회질이 

고 소량의 운모류를 포함하며， 공극률은 불량하다. 이암， 석회암 및 박층의 탄층 

이 협재하기도 한다. 입자는 세립질에서 극조립질까지 입도 범위가 넓으며， 간혹 

그래눌 크기의 석영입자도 존재한다. 초기 마이오세에 발달된 하부 사암대의 사 

암은 주로 백색， 담회색인 극세럽에서 조립질까지 다양한 입도 변화를 보이며， 

원마도는 아각형 내지 아원형이고， 구형도와 분급도는 보통이며， 석회질 교질물 

이 주를 이룬다， 운모류는 소량 포함되며 공극률은 불량하다. 박층의 담회색 점 

토암과 회색 실트암이 협재된다. 거북-1공에서 유정은 확인된 바 없다 (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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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옥돔-1공 

분지 남서부에 위치한 옥돔-1공의 시추자료에 의하면 저류 가능 사암이 발 

달된 구간은 심도 1, 240 m - 1, 439 m 구간에 발달한 후기 마이오세 사암， 심도 

1, 439 m - 1, 584 m 빛 1, 700 m - 1, 850 m 구간의 중기 마이 오세 사암 및 심 도 

2, 280 m - 2, 500 m 구간에 발달한 초기 마이오세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10) . 이들 사암틀은 모두 하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후기 마이오세 사암은 

주로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고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이며， 분급도는 

양호하다. 사암 입자들은 미고결 상태이고， 기질 및 교질물이 뚜렷하지는 않다. 

소량의 백운모과 황철석을 포함하며， 공극률은 양호한 것으로 추정된다. 중기 마 

이오세 사암은 주로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양호한 분급상태를 보인다. 입자의 

원마도는 각형 내지 아각형이다. 공극 내에 기질물이나 교질물은 거의 없으며， 

공극률은 양호할 것으로 추정된다. 물리검충 자료해석 결과 심도 1, 439 m -

1, 584 m 빛 1, 700 m - 1, 725 m 구간에 발달된 사암의 공극률은 약 31%에 달한다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이들 사암은 입자가 중립 내지 조립이며， 분급상태도 

좋은 것으로 미루어 저류층으로 양호한 조건을 가질 것으로 판단된다. 초기 마이 

오세 사암의 입자는 조립질에서 극조립질이다. 특히 2, 280 m - 2, 330 m 구간에 

발달한 두꺼운 사암에 대한 물리검충 해석에에 의한 공극률은 26%로 측정되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올리고세 퇴적층의 상부 구간에 발달된 사암도 명균 

24%의 양호한 공극률을 가진다. 현미경 관찰에 의한 자세한 공극 유형의 관찰은 

불가능했으나， 이암에 의한 속성작용 연구를 통해 볼 때 저류 가능 능력을 극대 

화할 수 있는 2차 용해공극과 과대공극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예상된다. 

욱돔-1공에서 유징은 기록된 바 없다 ( T ab 1 e 1 -1) . 

(8) KV-1공 

KV-1공의 저류 가능 사암은 후기 마이오세에 퇴적되었으며， 심도 863 m -

1, 069 m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Figure 6-11). 이 구간은 주로 두터운 하성 환경 

에서 퇴적된 사암충으로 구성되며 간혹 셰일이 협재된다. 사암은 알코즈 - 준화 

강암질로 간혹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단위 사암층의 두께는 펑균 20m에 달한다. 

아원형의 원마도를 보이는 이 사암은 중립질 내지 세립질이며， 분급 또한 양호하 

다. 높은 공극률과 공극간 연결상태가 양호한 점으로 보아 저류층으로의 양호한 

조건을 갖추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KV-l공에서 유정은 확인된 바 없다 (Table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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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 드래곤-1공 

드래곤-1공의 저류 가능충은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시추 자료의 부족으로 

사암에 대한 정확한 암석학적 특성과 물성에 대한 결과는 얻지 못하였다. 잠재 

저류 사암이 발달되어 있는 구간은 심도 1, 145 m - 1, 218 m 구간， 1, 583 m -

1, 714 m 구간 및 1, 780 m - 2, 160 m 구간이다 (Figure 6-12). 후기 마이오세에 

하성 환경에서 형성된 상부대는 주로 세립질에서 중립질의 사암과 이암의 호층으 

로 구성되어 있다. 사암은 대부분 고결이 되지 않은 상태이며 이질의 기질도 많 

이 포함하지 않는 것으로 높은 투수율과 공극률을 가질 것으로 사료된다. 초기 

마이오세에 형성된 중부대는 주로 분급상태가 양호한 하성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부분적으로 이암이 협재된다. 사암의 공극에서는 부분적으로 탄산염 광물 

에 의한 교질작용의 흔적이 관찰되기도 한다. 올리고세에 퇴적된 하부대는 주로 

사암과 이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실트암과 탄층이 협재된다. 하부구간 

의 사암은 호성 환경에서， 상부구간의 사암은 하성 환경에서 퇴적되었다. 부분적 

으로 방해석으로 쿄결되어 있는 사암은 극세립에서 조립까지의 다양한 입도분포 

를 보이며， 분급 상태는 보통 내지 양호한 편이다. 물리검충 자료해석 결과 심도 

약 2, 100 m에 발달한 사암은 공극률이 30%로 저류층으로 좋은 조건을 가진고 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드래곤-1공에서 유징은 기록된 바 없다 (Table 1-1). 

나. 도미소분지 

(1) 도미 -1공 

도미 -1공의 저류 가능 사암충은 심도 450 m - 1, 041 m 구간에 발달한 후기 마 

이오세 하성 사암， 심도 1, 325 m - 1, 500m 및 1, 850 m - 1, 970 m 구간의 중기 마 

이오세 하성 사암 그리고 심도 2, 050 m - 2, 500 m 구간과 2, 825 m - 3, 010 m 구 

간에 발달한 초기 마이오세의 하성 사암과 펜-델타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13) . 후기 마이오세 하부 구간의 사암은 세립질에서 중립질로 각형에서 원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조립질 사암은 상부와 중부 구간에 발달되어 있다. 중기 마이 

오세 사암은세립질에서 중립질의 입도를 가지며， 간흑 조립질 사암도 나타난다. 

사암 입자틀은 각형에서 원형까지 다양한 원마도를 보인다. 각형의 원마도를 보 

이는 초기 마이오세 하성 사암은 세립질에서 중립질이다. 하부 구간에 발달한 역 

암의 원형의 역을 포함하고 있다. 단위 사암층의 형균 두께는 5 m이며， 최대 15 

m에 달하는 구간도 있다. 

사암의 물성측정에 의한 공극율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편이나， 50%에서 최대 

90%의 높은 수포화율을 보인다. 일차 공극은 심도 1, 000 m 이하 구간에는 나타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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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다. 심도 2, 115 m 이하 구간에서는 용해에 의한 이차 공극이 발달되어 

있으며， 심도 2 , 823 m와 3 , 066 m 구간에서는 용해공국 외에 수축에 의한 이차공 

극이 나타난다. 따라서 심도 450 m - 1, 041 m 구간에 발탈한 후기 마이오세 사암 

이 저류충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다. 이수검층에 의하면 심도 2, 472 m 

- 2 , 490 m 구간의 탄질물에서 유분이 발견되었으며， 측벽코아 분석에서는 심도 

2 , 197 m에서 연한 항색 형광 반응이 확인되었다. 그러나 다른 구간에서는 유정이 

확인된 바 없다 (Table 1-1). 

(2) 소라-1공 

소라-1공의 잠재 저류층으로는 심도 710 m - 825 m에 발달한 중기 마이오세의 

하성 사암와 심도 1 , 510 m - 1, 700 m 및 2 , 000 m - 2, 200 m 구간에 발탈한 초기 

마이오세의 하성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14). 중기 마이오세 사암은 세립 

질에서 중립질로 부분적으로는 역을 포함하고 있으며， 각형의 원마도를 보인다. 

단위 사암층의 두께는 명균 4 m 정도이나， 심도 1 , 628 m - 1, 665 m 구간에서는 

16 m에 달하는 것도 있다. 

물성 측정에 의한 소라-1공 사암의 공극율은 12% - 23%로 다양하게 나타나며 

심도에 따른 커다란 변화는 보이지 않는다. 수포화율은 50% - 90%에 달한다. 이 

수검층에 의한 유정은 심도 1, 204 m - 1 , 635 m 구간에서 연속적으로 나타나고 있 

으며， 심도 1 , 700 m - 2, 700 m 구간에서는 10여개 충준에서 계속적으로 나타난 

다. 현미경 관찰에 의한 소라-1공의 사암의 공극율은 10% - 20%로 일차공극， 이 

차 공극， 미세 공극 동으로 나누어 진다. 일차 공극은 주로 심도 1, 725 m 상부 

구간에서 높은 분포를 보이며， 심도 2, 000 m 이하 구간에서는 거의 발견되지 않 

는다. 따라서 심도 1, 725 m 상위에 발달한 사암이 저류층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 

지고 있다. 물리검충 자료해석 결과에서도 심도 1, 700 m에 발달한 사암의 공극률 

은 26.3%로 매우 높게 계산되었다 (한국석유개발공사， 1997). 심도 2 , 005 m 이하 

구간에서 잘 관찰되는 이차 공극은 주로 탄산염 광불과 장석의 용해에 의한 것이 

다. 미세 공극의 경우 전구간에 걸쳐 관찰되며 주로 기질물이나 자생점토내에 분 

포한다. 소라-1공에서 유정은 확인된 바 없다 (Table 1-1). 

다. 오키나와 트러프 

(1) JDZ VII-3공 

JDZ VII-3공에서의 잠재 저류층으로는 심도 2 , 000 m - 2 , 110 m 구간에 발달한 

플라이스토세 사암과 심도 2, 600 m - 2 , 670 m에 발달한 후기 플라이오세 사암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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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수 있다 (Figure 6-15). 플라이스토세 퇴적층의 하부 구간에 발달한 사암은 

극세립질 내지 세립질로， 각형의 원마도와 양호한 분급상태를 보인다. 극세립질 

에서 세립질의 후기 플라이오세 사암은 각형에서 아각형의 원마도를 보이며， 분 

급상태는 보통 내지 양호하다. 심도 2, 000 m 상위에 발달되어 있는 사암의 경우 

공극률은 양호한 면이나 두께 동 사암의 발달상태는 좋지 않다. 심도 3, 375m 하 

위 구간에 발달된 사암은 낮은 공극률 뭉으로 볼 때 저류층으로서는 불량한 조건 

을보인다. 

현미경 하에서 관찰 측정된 JDZ VII-3공 저류 가능 사암의 공극률은 구간에 따 

라 2% 이하에서 11%까지로 차이가 매우 크다. 이러한 차이는 방해석 교질물로 공 

극을 거의 완전히 충진한 일부 구간의 사암을 제외하고는 대부분 기질의 양에 

기인한 것으로 사료된다. 입도의 변화에 따른 공극률의 변화는 미미하며， 압밀작 

용의 영향으로 심도 증가에 따라 공극률이 감소하는 현상이 나타난다. 공극의 유 

형중 입자간 공극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용해에 의한 2차 공극은 간흑 관찰된다. 

JDZ VII-3공에서 유정은 확인된 바 없다 (Table 1-1). 

(2) Nikkan 8-1X공 

Nikkan 8-1X공의 잠재 저류충으로는 심도 1, 610 m - 1, 660 m 구간에 발달한 후 

기 플라이오세 극세립질 사암과 심도 1, 760 m -1 , 826 m 및 1, 970 m - 2, 220 m 구 

간에 발달한 초기 플라이오세 극세럽질 내지 세립질 사암을 들 수 있다 (Figure 

6-16). 전기 검충， swc 및 RFT 분석 결과 이들 해성 사암은 20%에서 30%의 양호 

한 공극률과 투수율 동 저류층으로 양호한 조건을 가지고 있다 (Ou, 1985). 그러 

나 저류층으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성된 탄화수소의 수직적인 이 

통이 전제되어야 한다. 심도 980 m - 1, 610 m 구간에도 공극률이 양호한 수매의 

사암층이 분포되어 있으나 저류층으로서의 조건은 하위 구간에 비해 다소 떨어진 

다. 심도 2, 800m - 2, 909 m 구간에 발달한 사암 및 역질 사암의 경우 탄산염 및 

실리카 광물에 의한 교질화 및 압밀작용에 의하여 공극률 빛 투수율이 감소되며， 

이로 인하여 저류층으로서 좋은 조건을 가지지는 못한다. 기반암 상위， 즉 심도 

3, 045 m - 3, 184 m 구간에 분포한 화산 쇄설물 역시 현미 암석학적인 관찰 결과 

저류암으로는 부적합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Nikkan 8-1X공에서 유정은 확인되지 

않았다 (Table 1-1). 

3. 잠재 트램 및 덮개 

열개 작용과 관계되는 인장 구조 (extensional structure) 및 이후에 압축력에 

의하여 역전구조가 발달한 본 연구 지역에서는 석유 부존 가능성이 높은 다양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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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의 트랩 (trap) 이 발달하여 있다. 이들 트랩으로는 배사구조， 부정합， 경사 

진 단충 블럭， 단층， 롤오버 구조 그리고 충서 트랩을 들 수 있다. 

가. 배사구조트램 

배사구조는 횡압력 또는 다짐작용 (compaction)에 의해 형성되는데 배사구조의 

주변부에서 투수율이 낮은 이암 또는 셰일이 덮개 역할을 할 때 배사구조에 탄화 

수소가 부존될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배사구조는 후피지아오 융기부의 분포된 

올리고세 퇴적충과 타이완-신지 융기대의 북서 주변부의 후기 마이오세 퇴적층에 

잘 발달하고 있다. 

나. 부정합 트렐 

부정합 트랩은 어떤 층이 경사를 이루거나 침식이 되고난 후 그 위에 다른 새 

로운 층이 명행하게 퇴적될 때 형성된다. 부정합 트랩은 일반적으로 사암의 저류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초기 마이오세 퇴적층의 상부에 잘 발달되어 있다. 

다. 경사진 단충 블록 트옆 

경사진 단층 블럭은 탄화수소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다. 경사진 단층 블 

럭에서 생기는 단층은 퇴적과 동시에 형성되기 때문에 경사진 단충 블럭의 정상 

부에서는 부정합이 발달하기 쉬우며， 퇴적상의 변화도 심하다. 경사진 단충 블럭 

에 의한 트랩은 올리고세 퇴적충과 오키나와 트러프의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에 

서 잘 나타난다. 

라. 단충 트랩 

저류층에 여러 단충들이 발달하게 되면 단층 트랩이 형성되고 오일 또는 가스 

가 단층의 상반에 트랩 된다. 낙차가 저류암의 두께보다 작은 단층에서는 단층이 

덮개의 역할을 제대로 하지 봇하나， 단층이 닥차가 저류암의 두께를 농가하는 경 

우 탄화수소의 방출을 억제하는 좋은 덮개가 될 수 있다. 열개 분지에서 흔하게 

나타나는 낙차 큰 정단층에서 아래로 낙하 (downthrown)하는 상반에 저류층이 발 

달할 수 있다. 단충 트랩은 후기 마이오세의 습곡 구조 및 오키나와 트러프 지역 

에서 발달한 단층에서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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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롤오버 구조 트램 

아래로 낙하된 리스트릭 단층의 상반에 발달하는 롤오버 구조에 오일 또는 가 

스가 트랩 될 수 있다. 이러한 구조는 오키나와 트러프 지역의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에 잘 발달하여 있다. 

바. 충서 트랩 

퇴적상 변화 또는 속성작용 둥에 의하여 저류암이 충서적으로 불연속적으로 변 

하는 곳에 충서 트랩이 형성되어 오일 또는 가스가 트렐 될 수 있다. 

4. 석유 부존 가능성 

남해 대륙붕 분지에는 배사구조， 부정합， 경사진 단충 블럭， 단층， 롤오버 구조 그리 

고 충서 트랩 둥이 발달되어 있다. 근원암 분석 결과 남해 대륙붕 분지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은 심도 2, 500 m 내지 3, 000 m에서 도달하고 심도 3, 500 m 정도에서 습성가 

스 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모델링 결과에 의하면 올리고세 지충이 

발달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이 주 석유 및 습성가스 생성대에 속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정태진 외， 1996). 근원암에서 생성된 탄화수소의 1차 이동 (expulsion)이 일어나기 

시작한 시기는 타이프 III 케로젠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9 Ma. , 타이프 I 케로젠으로 

가정할 경우에는 약 17 Ma. 로 계산되었다. 그렇지만 열적 성숙도가 실제보다 약간 높게 

계산된 점을 고려하면 전자의 경우에는 약 100만년 전， 후자의 경우에는 약 1 ， 000만년 

전부터 1차 이동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추정된다. 이와 같은 경우 향후의 석유탐사 

는 1 ， 000만년 이전에 형성된 트렐을 대상으호 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따라서 상기한 

트랭 중 후기 마이오세에 형성된 배사구조와 단충 트렐은 잠재력 면에서 약간 떨어지는 

것으로생각된다. 

가. 소코트라 소분지 

소코트라 소분지에서 기대되는 트랩으로는 올리고세 퇴적충에 발달되어 있는 배사구조 

를 들 수 있으며， 구조의 주변부에서 투수율이 낮은 이암이 덮개 역할을 할 때 탄화수소 

가 부존될 가능성이 높다. 이밖에 올리고세 퇴적층에 경사진 단충블럭에 의한 트램의 발 

달도 기대할 수 있다. 기반암 상위에 시추된 PZ-1공의 경우 퇴적물 내의 유기물 함량이 

0. 5% 미만이고 열척 성숙도 역시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 못 미치는 점으로 미루어 시추 

구간에서 잠재력 있는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덮개암 역할을 하는 이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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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은 양호한 면이다. 따라서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는 남쪽의 퇴적 중심부쪽으로 

의 탐사와 시추가 요구된다. 

나. 제주소분지 

제주 소분지에 발달되어 있는 트랩으로는 올리고세의 배사구조 및 경사진 단충블럭에 

의한 트렐， 초기 마이오세 상부의 부정합 트램， 후기 마이오세의 단층 트랩을 들 수 있 

다. JDZ V공들의 시추구간에서는 저류층의로 양호환 조건을 가지는 사암이 발달되어 있 

으나， 석유의 생성에 유망한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려운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 

나 JDZ VII공들에는 총유기탄소 함량이 0.5% 이상인 구간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특히 

JDZ VII-1 및 JDZ VII-2공의 심도 1, 200m - 3,000 m 구간은 석유쟁성 잠재력이 매우 

높으며， 심도 약 3,000 m 이하 구간의 경우 열적 성숙도가 높아서 대부분의 유기물이 이 

미 탄화수소로 변환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따라서 이들 공이 시추 된 지역에서는 근원암 

에서 석유의 생성과 방출이 일어났을 것으로 해석된다. JDZ VII-1공 심도 2, 074 m -

2, 593 m 구간에 발달한 사암의 경우 미세공극이 많아 저류충으로의 조건이 그리 좋지 않 

은 면이다. JDZ VII-2공의 경우 심도 2, 400 m - 3, 950 m 구간의 사암에 분포된 사암은 

10% - 14%에 달하는 공극률을 보이나 (PEDCO , 1997) , 투수율은 매우 낮다. 덮개암의 문 

제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분석 결과를 종합해 볼 때 이들 공 주위에서 퇴적상 

변화에 따른 공극률과 투수율이 모두 양호한 저류층을 찾는다면 석유 부존 가능성은 매우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 

거북-1공과 옥돔-1공은 유기물의 구성상에서 다른 시추공들과 상당히 다른 특성을 가 

진다. 심도 약 2, 000 m부터는 대부분의 시료가 1% 이상의 총유기탄소 함량을 보이고 유 

기물의 원소분석 및 열분석 결과가 석유생성에 유리한 타이프 II의 특성을 보인다. 그러 

나 거북-1공의 경우 섬도 1, 780 m - 1, 840 m 및 2, 150 m - 2, 280 m 구간에 발달된 사 

암은 교질물에 의한 공극의 충진에 의하여 불량한 저류 조건을 가지고 있다. 옥톰-1공의 

경우 물리검충 자료해석 결과 심도 1, 439 m - 1, 584 m, 1, 700 m - 1, 725 m, 2, 280 m 

2, 330 m 구간에 발탈한 두꺼운 사암과 올리고세 퇴적층의 상부 구간에 발탈된 사암이 양 

호한 공극률을 가지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양호한 저류층과 근원암의 발달에도 불구하고 

옥돔-1공에서 유징이 확인되지 않았다. 그러나 이들 시추공의 주변 지역에서의 석유 부 

존 가능성은 높은 것으로 기대된다. 

다. 도미 소분지 

도미 소분지에서는 충서 트램과 구조 트렐 모두가 기대될 수 있다. 도미 -1공의 경우 

심도 약 2, 600 m에서 주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 도달하여 총심도까지 주 석유생성 단계 

에 머물러 있으며， 퇴적물 내 유기물 함량이 매우 풍부하고 82값이 매우 높아 충분한 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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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나 가스의 생성이 가능한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을 배제할 수는 없다. 심도 450 m -

1, 041 m 구간에 발탈한 후기 마이오세 하성 사암， 심도 1, 325 m - 1, 500m 및 1, 850 m 

- 1, 970 m 구간의 중기 마이오세 하성 사암 그리고 심도 2, 050 m - 2, 500 m 구간과 

2, 825 m - 3, 010 m 구간에 발달한 초기 마이오세의 하성 사암과 펜-델타 사암 동 저류 

가능 사암의 공국률은 전반적으로 양호한 면이다. 이중 심도 450 m - 1, 041 m 구간에 

발달한 후기 마이오세 사암이 저류층으로 가장 좋은 조건을 가지고 있으나， 탄화수소의 

원거리 이동이 요구된다. 따라서 심도 약 2, 600 m 상위에 발달된 사암충이 종흔 목표가 

될 것으로판단된다. 

소라-1공의 경우 심도 1, 725 m 상위에 발달한 사암이 저류충으로 높은 잠재력을 가지 

고 있다. 그러나 심도 2, 100 m까지의 구간에 발달한 잠재 근원암은 열적으로 미성숙 단 

계에 머물러 있으며， 심도 2, 100 m 이하 구간에서도 유기물 함량과 수소지수가 매우 낮 

은 점으로 미루어 근원암이 발달할 가능성이 낮다. 

라. 오키나와트러프 

오키나와 트러프에서는 단충 트랭을 기대할 수 있으며， 특히 초기 플라이오세 퇴적층에 

는 롤오버 구조 및 경사진 단충불럭에 의한 트램이 발달하여 있다. Nlkkan 8-1X공의 경 

우 심도 1, 760 m -1 , 826 m 1, 970 m - 2, 220 m 구간에 저류층으로 양호한 조건을 가지 

고 있는 초기 플라이오세 사암이 발달되어 있다. 그러나 Nikkan 8-1X공과 JDZ VII-3공 

에 발달한 퇴적물 내의 유기물 함량이 석유 근원암의 하한인 0.5% 미만이고 열적 성숙도 

또한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에도 미치지 못하여 이틀 시추 구간에서 잠재력 있는 근원암의 

발달을 기대하기는 어렵다. 따라서 저류충으로의 충분한 조건을 가지기 위해서는 생성된 

탄화수소의 수직적인 이동이 전제되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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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결 론 

1. 1992년이래 한반도와 서 남해 대륙붕에 발달되는 백악기와 제3기 퇴적층의 

석유부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퇴적분지해석연구가 수행되었다. 조사 연구대 

상의 퇴적분지와 지층은 한반도 통남부에 위치하는 백악기 경상분지의 경상누충 

군과 서해 연안 및 도서 지역에 분포되는 백악기말 화산암충， 그리고 서해 대륙 

붕 군산분지와 남해 대륙붕의 제주소분지， 도미소분지， 소코트라소분지， 오끼나 

와트러프에 분포되는 제3기 퇴적층이 해당된다. 

2. 경상분지는 밀양소분지， 의성소분지 및 영양소분지로 구분되며， 화산쇄설물의 분포 

에 따라 하부로부터 신통충군， 하양층군 및 유천충군으로 구분된다. 신동충군은 하부로부 

터 선상지 (낙동충)， 충적명원 (하산동충) 및 호수주변부 환경 (진주충)에서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밀양소분지의 하양충군은 범람원 (칠곡충 및 합안충)， 선상지 혹은 망 

상하천 (신라역암충) 및 알은 호수 (진동충)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추정되며， 의성소 

분지의 하양충군은 선상지， 망상하천， 범람원 및 얄은 호수환경에서 퇴적된 것이다. 신 

동충군의 낙동충과 진주층 흑색이암내 유기물은 생성당시 상당히 많은 유기물을 포함했으 

며 열척 성숙도는 건성가스 생성단계에 도달하였음을 보여준다. 하호성의 사암층은 공극 

률과 투수률이 극히 낮아 기존 석유 및 가스 저류충보다는 치밀 가스 저류충으로서의 

가능성이 있다. 

3. 서해연안과 도서에 발달한 백악기 지층은 경상분지의 유천충군에 대비되는 화 

산암충군으로서 하부는 안산암질암류가 우세하고 상부는 유문암질암류가 우세하며 

중부에는 호성상의 흑색 셰일과 사암이 협재되어 있다. 해남-목포 진도일대와 격 

포 위도-고군산열대에 호성 및 하성 퇴적층이 넓게 발달된다. 해남 소분지의 경우 

에는 호소내에서 퇴적된 유천충군 중부의 세립질 셰일과 석회암은 석유생성잠재력 

이 높으며 인접한 퇴적층에 균열이 발달되고 덮개가 존재할 경우 석유 부존 가능성 

이 있다. 서해 대륙붕의 백악기 분지에 분포되는 초기 백악기의 두꺼운 퇴적층은 

상대적으로 부존 가능성이 높다고 본다. 

4. 서해 대륙붕의 제3기 군산분지는 분지안에 발달된 융기부와 단층에 의하여 

서 소분지， 중앙소분지， 동소분지로 나누어지며 육성기원퇴적물로 채워져 있다. 

제3기층은 팔레오-에오세충 (호성퇴적) , 마이오세층 (하호성퇴적) , 플라이오세충 

(하성퇴적)으로 대체로 구분되며 백악기 퇴적층과 화산암층을 기반으로 하고 있 

다. 물리탐사결과 동분지에 발달되는 펠레오세-에오세의 심호성 셰일이 석유 생 

성 잠재력이 높은 근원암의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되며 또한 심호저 선상지는 우 

수한 저류암으로 기대된다. 심호저 선상지 퇴적충 상부에 퇴적된 심호성 셰일은 

석유근원암 뿐만 아니라 덮개암 역할을 할 수 있다. 

5. 남해 대륙붕 분지는 중앙부의 제주 소분지， 서부의 소코트라 소분지， 북동부 

의 도미 소분지와 동부의 오키나와 트러프로 세분된다. 제3기 퇴적층은 4개의 광 

m 



5. 남해 대륙붕 분지는 중앙부의 제주 소분지， 서부의 소코트라 소분지， 북동부 

의 도미 소분지와 동부의 오키나와 트러프로 세분된다. 제3기 퇴적층은 4개의 광 

역적인 부정합변에 의하여 메가써괜스 D (올리고세)， c (초기 마이오세)， 8 (중

후기 마이오세) 및 A (플라이오세-제4기)로 분대된다. 메가씨련스 D는 반지구 또 

는 지구 동의 함몰대 내에 국한되어 나타나고 있으며， 상위에 발달한 메가써련스 

들은 분지 전체에 걸쳐 잘 발달되어 있다. 제주 소분지의 초기 마이오세의 호성 

세일은 잠재 근원암으로서 가장 적합하며 잠재 저류층으로는 올리고세의 호성 

사암， 마이오세의 하성 사암을 들 수 있다. 석유생성 단계의 상한은 심도 2, 500 

m 내지 3 , 000 m에서 도달하고 심도 3 , 500 m 정도에서 습성가스 생성단계 상한에 

도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지화학적 모델렁 결과에 의하면 향후의 석유탐사는 

1 ， 000만년 이전에 형성된 트렐을 대상으로 하는 것이 타당한 것으로 판단된다. 

석유잠재트랩으로서는 올리고세 와 후기마이오세의 압축운동으로 발달된 배사구 

조와 기타 부정합， 경사진 단층 블록， 단충 트랩， 롤오버 구조， 충서트랩둥 다양 

하다. 제주 소분지는 차후 석유시스템진단연구에 보다 적합한 지역으로 추천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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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1. 이 보고서는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최종보고서이다. 

2. 이 보고서의 내용을 대외적으로 발표할 때에는 반드시 산업자원부에서 시행한 
에너지·자원기술개발사업의 사업수행 결과임을 밝혀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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