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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ismic reflection data are integrated with fieldwork data in order to understand startigraphy, structural geology

and hydrocarbon potentials of Cretaceous strata in the Mesopotamian basin, Northeastern Iraq. Cretaceous strata in

the basin divided into the Qamchuqa, Kometan, Bekhme and Shiranish formations, which are composed of carbon-

ates deposited in shallow marine environment. The geological structures in these formations are mainly recognized

as thrusts, detachment folds, fault propagation folds and fault bend folds. As well, NW-SE trending fractures are

regularly developed, and are horizontal or perpendicular to the structures. The distribution and frequency of frac-

tures are related to the development of the thrusts. In terms of hydrocarbon potentials, Cretaceous strata in the basin

have limited capacities for source rocks and seal rocks due to the lack of organic carbon content and the well-

developed fractures, respectively. Although these carbonates have limited primary porosity, however, development of

the secondary porosity derived from the fractures contributes to enhance the reservoir quality. Most important fac-

tor for the reservoir quality of Cretaceous strata seems to be the frequency and connectivity of fractures relative to

locations of folds and faults. The results delineated in this study will use as reference for recognizing stratigraphy

and structures of Cretaceous strata and will provide useful information on hydrocarbon potentials of Cretaceous

strata in the Mesopotamian basin, NE Iraq.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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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라크 북동부 지역 메소포타미아 분지 백악기 퇴적층의 층서, 구조지질 및 탄화수소 부존 가능성을 이해하기 위해

야외지질조사자료 및 탄성파 탐사자료를 병합하였다. 분지 내 백악기 지층은 크게 Qamchuqa 층, Kometan 층,

Bekhme 층, Shiranish 층 등으로 구분되며, 대부분 천해 환경에서 형성된 탄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주요 지질구

조는 크게 트러스트, 분리습곡, 단층 전파습곡, 단층 만곡습곡 등으로 구분될 수 있다. 또한 파쇄단열은 북서-남동으

로 발달하는 지질구조를 따라 이와 평행 또는 수직 방향으로 규칙적인 분포양상을 보인다. 파쇄단열의 분포와 빈도는

이러한 습곡과 단층들의 발달에 의해 규제되어진다. 탄화수소 부존가능성 측면에서 분지 내 백악기 퇴적층들은 유기

탄소함량의 부족과 파쇄단열의 발달로부터 각기 근원암이나 덮개암으로 제한된 능력을 가진다. 그러나 탄산염암들이

제한된 1차 공극을 가지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파쇄단열에 의한 2차 공극의 발달은 암석의 저류능력을 증가시키는데

기여한다. 백악기 탄산염암의 저류 능력을 결정하는 가장 중요한 요인은 습곡 및 단층의 상대적 위치 등에 따른 파쇄

단열의 발달 빈도와 연결성에 있는 것으로 보인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이라크 북동부 지역 백악기 지층의 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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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및 지질구조를 이해하는데 참고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백악기 퇴적층들의 탄화수소 부존가능성을

연구함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 해 줄 수 있다.

주요어 : 층서, 구조지질, 탄화수소 부존가능성, 백악기 퇴적층, 북서 이라크

1. 서 론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신생대 초기 아라비아판과 유

라시아판의 충돌로 형성된 자그로스 습곡-트러스트 산

맥대(Zagros fold and thrust belt; Zigler, 2001;

Allen et al., 2002; Homke et al., 2004)에 위치하고

있어 과거 지구조운동의 결과를 반영한 매우 복잡하고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지각변형이 일어났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 이러한 지각운동의 영향으

로 이라크 북동부 지역에는 다양한 형태의 습곡 및 단

층 구조가 형성되어 있는데, 이 지역의 유전 및 가스

전들은 주로 이러한 지질구조에 의해 그 규모와 분포

심도, 연장성 등이 결정되기 때문에 석유탐사 및 개발

에 있어 과거 퇴적환경에 대한 연구와 더불어 지구조

운동의 규명 또한 큰 중요성을 가진다. 

석유탐사를 위해서는 과거부터 현재까지 퇴적암의

퇴적이 진행되어 오는 동안 탄화수소의 형성, 이동, 집

적이 가능하게 하는 일련의 시스템이 형성될 수 있는

퇴적환경이었는지의 여부, 생성된 탄화수소가 경제성

있는 규모로 집적될 수 있는 구조적 공간 존재의 여부,

동 요소들의 지질학적 시간 동안 변형 여부 및 그 정

도에 대한 이해가 필수적인데,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크게 중기 쥬라기 지층이 근원암의 역할, 전기/후기 백

악기 지층 및 중기 신생대 지층이 저류암의 역할, 후

기 백악기와 전기 신생대 및 중기 신생대 지층이 덮개

암의 역할을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sharhan and

Nairn, 1997). 아울러 구조 형성은 전기 신생대 팔레오

세(Paleocene) 및 에오세(Eocene) 시기에 발생한 아라

비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이 그 원인으로 알려져 있

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

그러나 이라크 북동부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국내 기

업들의 조사 및 탐사활동이 아직 초기단계이고 학계에

도 보고된 바 없어 이 지역의 지질 및 층서, 석유시스

템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북

동부 지역의 지층 중 백악기 지층의 퇴적상 및 지질구

조를 분석하고, 층서 및 퇴적환경, 구조 활동 등을 유

추함으로써 이 지역에서 주요 저류층으로 인지되고 있

는 동 지층의 탄화수소 부존 유망성에 대해 논의하고

자 한다.

2. 광역 지질

2.1. 지표 지질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이란과 이라크의 국경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 알파인 습곡산맥대(Alpine mountain

belt)의 연장인 산악지형과 그 배후 지역에 위치하고

있다(James E. F. and Thomas S. A., 2002). 이 지

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층은 시대에 따라 하부로부

터 크게 Qamchuqa 층, Balambo 층, Kometan 층,

Bekhme 층, Shiranish 층 등이 있다(Fig. 1). 이 지

역의 퇴적암은 전기 트라이아기에 시작된 신기 테티스

해(Neo-Tethys)의 확장(spreading) 및 해양지각의 열적

침강(thermal subsidence)의 영향으로 이라크 북동부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 전반에 걸쳐 형성된 메소포타미

아 분지(Mesopotamian basin)가 백악기 말까지 분지

발달이 지속되면서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천해의 고요

한 퇴적환경의 석호(lagoon) 및 대륙붕(continental

shelf) 등을 중심으로 탄산염암 및 해양성 쇄설입자

(marin clastics)들의 대규모 퇴적으로 형성되었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 

Van Bellen(1956)은 Qamchuqa 층에 대해 하부로부

터 상부까지 점토질 석회암(argillaceous limestone) 및

조립결정질 돌로마이트(coarsely crystalline dolomite)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showing the linear

trends to NW-SE direction (modified form Sissakian,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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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연속적인 교대 양상, Balambo 층에 대해 하부 해

록석(glauconite) 퇴적 및 상부 세립질 층상 탄산염 셰

일(finely laminated calcareous shale), Kometan 층

에 대해 부분적 처트(chert)를 포함하는 글로비게리나

질 석회암(globigerinal limestone), Bekhme 층에 대해

하부 다원성 각력역암(polygenetic breccia conglomerate)

및 상부 역청질 돌로마이트(bituminous dolomite),

Shiranish 층에 대해 세립 층상의 이회암질 석회암

(marly limestone)으로 표기하였다. 

지표에서는 탄산염암의 용식작용(corrosion)으로 형

성된 카르스트 지형 및 지질, 탄화수소 형성과 관련된

현상 등을 쉽게 확인할 수 있는데, 지하수에 의한 화

학적 풍화의 결과로 다양한 규모의 용식 동굴 및 싱크

홀(sinkhole) 등이 이 지역 전반에 걸쳐 분포하고 있고

주변 하천은 탄산염 성분을 다량 함유하고 있다. 또한

일부 하천 주변에는 신생대 지층의 단열이나 파쇄대를

따라 분포하던 역청(bitumen)이나 일부 원유 성분이

지표까지 연결된 단열대를 따라 유출되거나, 용식작용

에 의해 형성된 지하 공동을 따라 지하수로 유입 및

주변 하천에 부유되어 있는 현상도 흔히 볼 수 있다

(Fig. 2).

광역지질은 습곡 산맥대 형성의 주요 인자인 북동-

남서 방향의 압축응력에 의해 형성된 습곡사맥을 따라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따라 형성

된 트러스트 단층 및 습곡에 의해 복잡한 지질구조 및

지형이 형성되어 있다. 이 지역 지질은 트러스트 단층

대를 포함하는 충돌대(suture zone)와의 상대적 거리,

변형작용의 정도에 따라 크게 고변형 습곡대(high

folded zone)와 저변형 습곡대(low folded zone, foothill

zone), 메소포타미아 분지(Mesopotamian basin zone)

등의 구조대(tectonic region)로 구분된다(Buday, 1980;

Al-Sakini, 1992; Agrawi, 1998)(Fig. 3). 고변형 습곡

대는 충돌대 및 단층대에 인접한 전방지역을 따라 나

타나는 변형작용의 결과로 강변형 습곡(high amplitude

folds)과 함께 지층역전구조(over turned structure)가

발달하고 있으며, 침식에 의한 심부 퇴적층의 광범위

한 지표 노출이 특징이다. 저변형 습곡대는 두꺼운 퇴

적층으로 덥혀 있고 상대적으로 낮은 습곡작용의 영향

으로 저변형 습곡(low amplitude fold)이 발달하며, 완

만한 배사형 습곡(anticlinal fold) 및 향사가 반복되는

다수의 습곡구조들이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지형적 특

징을 가지고 있다(James E. F. and Thomas S. A.,

2002).

2.2. 분지 발달사

2.2.1. 캠브리아기(Cambrian) - 후기 데본기(Late

Devonian)

이라크 지역은 아라비아판, 인도판, 아프리카판과 함

께 곤드와나 대륙 (Gondwana megacontinent)을 형성

했던 지괴(crust)로, 선캠브리아기(pre-Cambrian)부터

이어진 대륙지각 확장(continental spreading)의 영향을

받은 비활성 경계(passive margin)에 해당하며, 아라비

Fig. 2. Outcrop features of the study area. A. Contaminated

stream by carbonate corrosion. B. Bitumen seepage around

stream. C. Corrosion cave. D. Sinkholes; dotted lines.

Fig. 3. Tectonic regions classified by structural affection

from the Zagros thrust/suture zone (modified from Agraw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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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판 남-북 방향을 따라 지구(graben) 또는 반지구

(half-graben)가 발달했다(Hadley, 1794; Andrew et

al., 1991; Getech and Jassim, 2002).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캄브리아기(Cambrian)부터 실루리아기(Silurian)

까지 고기 테티스해(Paleo-Tethys ocean)를 따라 나타

나는 비활성 경계로서 비교적 안정한 지괴로 존재했었

다(Fig. 4A). 후기 실루리아기(late Silurian)부터 데본

기(Devonian)에 곤드와나 대륙의 북쪽 경계를 따라 해

양지각의 섭입작용(subduction)이 서서히 일어났었던

것으로 예측된다(Dayoudzadeh and Weber-Diefendaeh,

1987).

2.2.2. 석탄기(Carboniferous) - 페름기(Permian)

석탄기(Carboniferous)에 이르러 고기 테티스해의 해

양지각의 섭입작용이 본격적으로 진행되면서 이라크 북

동부 지역을 포함한 아라비아판 북쪽 지역은 호(湖)후

방 열개작용 (backarc lifting)의 영향을 받게 된다

(Fig. 4B). 페름기(Permian)에는 아라비아판 북쪽 경계

를 따라 계속된 해양지각의 섭입에 의한 결과로 아라

비아판과 이란지괴가 서로 분리되기 시작하고, 후기 페

름기 및 초기 트라이아스기에는 분리된 두 대륙지각

사이로 해수의 침입에 의해 새로운 해양이 형성되게

되는데 이를 신기 테티스해(Neo-Tethys ocean)라 한다.

이 시기는 이라크를 비롯한 아라비아판에 가장 큰 변

화가 일어나는 시기로, 고기 테티스해의 해양지각의 섭

입작용으로 아라비아판 남동쪽을 따라 삼중합점(triple

junction)의 발달 및 아라비아판과 이란지괴의 분리 등

지구조적 작용이 활발히 일어났다(Saad J. and Jeremy

C. G., 2006). 

2.2.3. 트라이아스기(Triassic)

트라이아스기(Triassic)에는 이전에 후기 페름기 및

초기 트라이아스기에 신기 테티스해(Neo-Tethys

ocean)가 완전히 열리면서 아라비아판 북부 지역에 천

해의 환경이 형성되고, 이를 따라 탄산염암 및 증발암

의 퇴적이 활발히 일어났었다. 초기 트라이아스기를 지

나 전기 트라이아스기에 이르러 신기 테티스해가 점차

확장(spreading)되면서 그 중심부를 따라 해양지각이

형성되기 시작하였으며(Fig. 4C), 계속된 확장 및 해양

지각의 열적침강 (thermal subsidence)의 영향으로 이

라크 북동부를 포함한 아라비아 반도 전반에 걸쳐 메

소포타미아 분지가 형성되면서 탄산염암이 퇴적될 수

있는 환경 조건을 제공하게 된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 

2.2.4. 쥬라기(Jurassic) - 백악기(Cretaceous)

쥬라기(Jurassic)에 이르러 트라이아스기에 시작된 대

륙지각의 침강현상 및 메소포타미아 분지 발달이 지속

되면서 천해의 고요한 퇴적환경이 광범위하게 발달하

였으며, 석호(lagoon) 지역 등을 중심으로 탄산염암 및

해양성 쇄설입자(marin clastics)들이 대규모로 퇴적된

다. 또한 이 시기에는 기존의 고기 테티스해의 해양지

Fig. 4. Paleo-tectonic history of the Arabian Plate. A. Cambrian-late Devonian. B. Late Carboniferous-early Permian. C.

Mid-late Triassic. D. Jurassic-Cretaceous. E. Paleocene-Eocene. F. Oligocene-Pres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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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이 유라시아판의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subduction)

함으로써 석탄기 및 페름기에 아라비아판에서 분리되

었던 이란지괴가 유라시아판으로 서서히 접근하게 되

고, 백악기 중/후반기에 두 지각의 충돌에 의해 고기

테티스해가 닫히게 된다. 이와 더불어 신기 테티스해

역시 해약지각의 섭입에 의해 유라시아판 쪽으로 서서

히 이동하기 시작하는데, 초기에 생성된 신기 테티스

해의 해양지각이 유라시아대륙판 아래로 섭입에 의해

아라비아판 북동부를 따라 열개(rifting)가 일어남에 따

라 소규모의 지괴들이 형성되기도 하였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Fig. 4D).

2.2.5. 팔레오세(Paleocene) - 에오세(Eocene)

신생대 3기 팔레오세(Paleogene) 시기가 되면 유라

시아판과 이란 지괴의 충돌로 인해 이 지역에 활발한

지구조적 변형작용이 일어나게 되며, 신기 테티스해의

해양지각이 앞서 충돌한 대륙지각 아래로 섭입하게 되

면서 신기 테티스해가 서서히 닫히기 시작한다. 에오

세(Eocene) 시기가 되면서 해양지각의 섭입 및 대륙지

각들 간의 충돌(collision)들로 인해 자그로스 습곡-트러

스트 산맥대의 형성이 본격적으로 일어나기 시작하며,

두 대륙지각들의 접근에 따른 조산운동(orogeny)에 의

해 지각의 융기(uplift)가 일어나기 시작하면서 메소포

타미아 분지의 수심이 점차 얕아지고, 기존 천해의 탄

산염암 퇴적 환경에 연안의 쇄설성 입자(clastics)들의

공급이 일어난다(Fig. 4E). 

2.2.6. 올리고세(Oligocene) - 현재

해양지각의 섭입 시기를 지나 아라비아판과 유라시

아판의 대륙지각 충돌이 진행되면서 자그로스 습곡-트

러스트 산맥이 현재와 같은 모습으로 발달하기 시작하

고, 기존의 메소포타미아 분지는 탄산염암의 퇴적과 더

불어 조산운동으로부터 공급되는 쇄설성 퇴적물들의 퇴

적이 계속 일어난다. 이 시기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직접적인 조산운동지역 및 그에 동반된 습곡 산맥 후

방지역에 융기대전면 분지(foreland basin)로써 조산운

동과 퇴적작용이 동시에 일어나는 지역으로써 존재하

게 된다(Fig. 4F). 

3. 연구 방법

본 연구는 이라크 북동부 지역 쿠르디스탄 지방 정

부에 속해 있는 슐레마니아(Shulaimania) 지방의 지표

에 노출된 백악기 지층을 대상으로 하였다(Fig. 1). 연

구지역에서 수행한 야외조사를 바탕으로 안전상 접근

이 가능한 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암석에서 약 20여

개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암상 및 화석,

파쇄대 발달 양상을 현미경으로 살펴보기 위해 박편을

제작하였고,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2D 탄성파 자료 중

사업이 종료된 광구 및 기타 정보가 공개된 광구의 탄

성파 자료를 활용하여 해석 프로그램(Kingdom)을 통

해 주요 층서 및 지질구조를 해석하였다. 이와 같은

야외조사 및 박편, 탄성파 해석자료 등을 이용하여 퇴

적상 분류 및 지질구조의 분석을 수행했으며, 이를 기

준으로 연구지역 내 백악기 층의 퇴적환경을 유추하고

지질구조 발달 양상과 연계한 탄화수소 부존 유망성에

대하여 연구했다. 

4. 퇴적층 분석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그 층서가 매우 복잡하고 시

대별 지층 분포가 혼재한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자그

로스 습곡-트러스트 산맥을 따라 형성된 습곡 및 트러

스트 단층의 영향에 의한 층서 단위에 대한 변형작용

의 결과로 지층의 단절 및 반복 등이 다양한 형태로

존재하기 때문이다. 또한 복잡한 구조 활동으로 인한

부정합(unconformity) 및 열수에 의한 변형 작용

(hydro-thermal deformation) 등으로 인해 동일 지층

내 다양한 암상(litho-facies)의 분포양상도 확인할 수

있다. 층서 분석은 백악기의 시대별 층서를 대표할 수

있으며 분포가 양호한 지층 중 지질조사를 통해 확인

된 층을 대상으로 하였다. 

4.1. 층서 분석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백악기 층서는 구조대에서의

상대적 위치에 따라 동 시대 지층의 분포가 상이하게

나타나는데, 백악기 지층의 전반적인 양상으로 대표되

는 Shiranish 층, Kometan 층, Qamchuqa 층의 연속

적 분포를 통해 비교하면 Shiranish 층은 Hartha 층

과 Bekhme 층으로, Qamchuqa 층은 Mauddud 층과

Balambo 층으로 대변된다(Fig. 5). 구조대 내의 층서양

상은 자그로스 습곡-트러스트 산맥대와 인접할수록 다

양성이 증가하며, Sarmord 층 및 Balambo 층, Qulaqua

층 등은 습곡과 트러스트 단층에 의해 지층의 반복

(repetition) 또는 층후가 두꺼워지는(thickening) 양상

을 보인다. Kometan 층을 제외한 대부분 층들의 층후

(thickness)는 구조대 내의 상대적인 위치 및 지역별로

큰 편차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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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층서의 수평적 변이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층서의 주향(strike)은 자그로

스 습곡-트러스트 산맥대와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각 층의 경사 방향은 습곡 및 단층대 내의 상대적인

위치와 지각의 변형정도에 따라 상이하게 분포하나, 북

서-남동방향의 습곡축(axis)을 기준으로 북동 및 남서

방향으로의 경향성을 가지고 있다. 이 지역 내의 탐사

시추를 통해 확인된 심부 지층의 분포 양상에 대해 분

석한 결과 습곡축을 기준으로 북쪽의 백악기 지층의

심도는 지표로부터 수백 미터 수준이고 남쪽은 수 킬

로미터 하부에서도 백악기 지층의 규명이 어려울 만큼

깊게 분포하는데, 동시대 지층의 지역에 따른 상대적

분포 양상은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로 점진적으로 심도

가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Fig. 6). 지질조사를 통해

수집한 화석 및 암석시료가 한정되어 명확한 해석에

한계가 있으나 시추자료와 종합하여 이러한 변화양상

의 원인을 추측하면, 백악기 지층의 퇴적 당시 이라크

북동부 지역이 대륙붕(continental shelf)에서 대륙사면

(continental slope)으로 이어지는 경계부에 위치하여

(Fig. 6)에서 A에서 B 방향으로 북서에서 남동 방향으

로 대륙붕 내 점진적인 퇴적이 일어났었고, [well.4]

주변 대륙붕 경계(shelf edge)를 지나 대륙사면으로 이

어짐으로 인해 그 이후부터 백악기 퇴적층은 남동부

지역에서 결층(hiatus) 또는 저탁암(turbidite) 형태로

Fig. 5. Cretaceous 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tectonic regions in N-E Iraq (Karim, 2009).

Fig. 6. Well correlation for the N-E Iraq; showing the stratigraphic deepening trend from direction A to B for Cretaceous

interv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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심부에 간헐적으로 분포하며, 이후 해수면 하강에 의

해 대륙사면까지 해퇴가 일어난 신생대시기에 쇄설성

퇴적암들이 백악기 지층 상부에 퇴적되어 현재와 같은

퇴적양상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well. 4]와

인접한 연구지역의 지질조사에서 확인된 Bekhme 층

의 유공충 화석 및 그 상부 초기 신생대층에서 일부

확인되는 완족류(brachiopoda) 및 굴착성 생물(worm)

화석은 과거 이 지역 퇴적환경이 산호 형성에 적합한

대륙붕 경계 인접 지역이었으며 이후 해수면 침강으로

천해의 환경으로 전이되었음을 단편적으로 뒷받침하고

있다.

4.3. 퇴적상 분석

4.3.1. Qamchuqa 층

Qamchuqa 층은 하부 Sarmord 층과 정합관계(Bellen

et al., 1959), Garagu 층과는 부정합관계에 있으며

(Jassim and Goff, 2006), 상부 Kometan 층과는 침식

에 의한 부정합관계에 있다(Saddoni and Al-Sharhan,

2003). Qamchuqa 층은 암질에 따라 상, 하로 구분하

는데, van Bellen(1956)은 상부를 다양한 정도의 돌로

마이트화작용(dolomitization)을 받은 점토질 석회암

(argillaceous limstone)으로, 하부를 두껍고 일부 실트

및 해록석(glauconite)를 포함하는 점토질의 돌로마이

트화 석회암으로 설명했다. 지표에서 Qamchuqa 층은

수 미터로 두껍게 발달하는 괴상의 돌로마이트로 확인할

수 있고, 지역적으로 이회암질 석회암(marly limestone)

으로 나타나는 곳도 있으며 부분적으로 파쇄대가 다수

발달하고 있다(Fig. 7A). 암석 내 돌로마이트 결정들이

잘 발달되어 있고(Fig. 7B) 공극들은 방해석 및 일부

점토입자 등 다양한 광물들로 채워져 있어 암석 내 입

간 공극률(inter-crystalline porosity)은 매우 제한적인

양상을 보이나(Fig. 7D), 일부 파쇄(fracturing) 및 용

해작용(dissolution)의 영향을 받은 부분에서는 열린 공

극(open pore)의 발달도 확인할 수 있다(Fig. 7C).

Qamchuqa 층을 퇴적구조(depositional texture)에 따

라 분류(Dunham, 1962)하면 grain 입자의 비율이 약

10% 내외로 와케스톤(Wackestone)으로 구분되며, 지

역적으로 화석 및 돌로마이트화작용(dolomitization)의

진행 정도에 따라 팩스톤(Packstone)의 형태도 흔히

나타난다. 

4.3.2. Kometan 층

Kometan 층은 하부 Qamchuqa 층과는 침식부정합

(erosional unconformity)관계에 있으며(Bellen et al.,

1959, Sadooni and Al-Shaehan, 2003) 상부의 Bekhme

층 또는 Shiranish 층과 정합관계에 있다(Jassim and

Fig. 7. Outcrop and thin-section features of the Qamchuqa

Formation. A. Massive and fractured dolomite. B. Crystallized

dolomite grains in thin-section. C. Pore filling by calcite

cements (arrow), and open pores by dissolution (dotted

circle). D. Calcite pore fill in thin-section.

Fig. 8. Outcrop and thin-section features of the Kometan

Formation. A. Fine grained limestone in near Dokan dam.

B. Well developed stylolite structure on bedding. C.

Foraminifera fossils on bed surface. D. Large Foraminifera

in thin-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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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ff, 2006). 지표에서는 백악질(chalky) 또는 세립 결

정질 석회암(finely crystalline limestone)으로 확인되

고 일부 노두에서는 실리카(silica) 또는 처트 단괴

(chert nodule) 등이 확인되는 경우도 있었다. 층리는

불명확하나 스타일로라이트(stylolite)가 뚜렷이 확인되

며 날카롭고 거친 형태의 파쇄면이 나타나는 것이 특

징이다(Fig. 8B). Kometan 층은 유공충(foraminifera)

화석이 주로 확인되며(Fig. 8C, D), 퇴적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암석 내 식별 가능한 입자구성이 10% 미만

임으로 머드스톤(Mudstone)으로 구분되고 부분적으로

화석 및 입자구성에 따라 와케스톤으로 구분되는 경우

도 있다. 

4.3.3. Bekhme 층

Bekhme 층은 산호성 석회암 복합체(reef limestone

complex)로써 지역적으로 돌로마이트화 및 규산질화

(siliceous) 양상을 보이며 역청(bitumen)을 함유하기도

한다(Bellen et al., 1959). 층서의 지역적인 분포 양상

이 제한적이고, 상부 Shiranish 층과 암질이 유사한 관

계로 평가자에 따라 Shiranish 석회암층과 동일 지층으

로 인지하기도 한다. 지표에서는 괴상의 다양한 크기

의 입자로 구성된 돌로마이트가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

으며(Fig. 9A) 전반적으로 암석 내 입간 공극(inter-

crystalline porosity) 및 공동 공극(vuggy porosity)의

발달이 두드러지고, 일부 공극이 역청 또는 점토로 충

전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Fig. 9C). 그리고 일부 지역

에서 Bekhme 층은 두껍게 발달하는 층상의 석회암

또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확인되는 경우도 있는

데, 석회암층은 규칙적인 파쇄대가 발달하는 특징을 보

인다(Fig. 9B). Bekhme 층의 구성 암석을 퇴적구조에

따라 분류하면 펠로이드(peloid), 펠릿(pellet) 등으로

구성되어 있는 팰로이트상 팩스톤(peloidal Packstone)

으로 구분되며 주요 화석은 돌로마이트 내에 분포하는

대형 이매패류(bivalve)가 Bekhme 층 전반에 걸쳐 확

인되었고(Fig. 9D) 지역적으로 발달하는 석회암에서는

일부 유공충 화석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다. 

4.3.4. Shiranish 층

Shiranish 층은 점토질 석회암(argillaceous limestone)

이 지배적으로 나타나며 지역적으로 층의 상부에 부분

적 돌로마이트질 이회암(dolomitic marl) 및 이회암질

석회암(marly limestone)으로 확인되는 지층이다

(Buday, 1980). 상부의 Sinjar, Kolosh 층과는 부정합

관계이며 하부 Kometan, Tanjero 층과도 부정합 관계

이다(Bellen et al., 1959). 지표에서는 셰일 및 이회암,

이회암질 석회암, 석회암 등이 반복적으로 교호하는 양

상을 보이며(Fig. 10A), 특징적으로 동일 층군(bed

group)의 상부는 셰일 및 이회암층이 우세하고 하부는

석회암층이 우세하게 나타나는데, 하부에서 상부 층으

로 갈수록 점진적인 상향 점토질화(argillaceous

upward)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 10B). 퇴적구조에

따른 분류는 스캘레탈 와캐스톤(skeletal Wackestone)

또는 팩스톤 구분되며 다양한 크기의 부유성 유공충

(planctonic foraminifera) 화석을 포함하고 있다. 현미

Fig. 9. Outcrop and thin-section features of the Bekhme

Formation. A. Massive dolomite of the Bekhme Formation.

B. Well bedded, light brownish weathering limestone. C.

Well developed inter-crystalline porosity between dolomite

grains and bitumen pore fill(arrow) in thin section. D.

Large bivalve fossils on dolomite bed surface.

Fig. 10. Outcrop features of the Shiranish Formation. A.

Intercalated and moderately fractured feature of limestone,

shale, marl. B. Argillaceous upward in same bed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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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상에서는 입간 공극의 발달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암석 전반에 걸쳐 발달하는 파쇄대 역시 탄산염질 시

멘트(calcite cement)로 충전되어 있어 암석 내 공극의

발달이 매우 제한적인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 지질구조 분석

5.1. 트러스트 단층(Thrust Fault)

이라크 북동부지역을 가장 대표할 수 있는 지질구조

는 트러스트 단층으로써, 이 지역은 북쪽의 조산운동

의 영향으로 형성된 융기 대저면 분지 및 계속된 횡압

력에 의해 트러스트가 발달할 수 있는 지구조적인 조

건을 가지고 있다. 지표에서 트러스트 단층은 습곡산

맥의 축(axis)을 따라 발달하고 있고 트러스트에 동반

되는 습곡구조는 큰 산맥대를 형성하는 것부터 작은

언덕을 형성하는 것까지 크기가 다양하다. 탄성파 단

면상에서 트러스트는 수 킬로미터에 걸쳐 발달하는 주

트러스트 단층과 그로부터 파생된 소규모 트러스트 단

층이 존재하는 것을 볼 수 있고, 심도가 깊어질수록

습곡축의 상대적인 위치가 상이하게 나타나는 비대칭

형 습곡형태를 확인할 수 있다(Fig. 11). 

5.2. 분리 습곡(Detachment Fold)

분리습곡(detachment fold)은 지각이 횡압력을 받는

동안 층리에 수평하고 상부로 전파가 일어나지 않는

경우, 상/하부 암석의 변형작용에 대한 저항강도의 차

이가 원인이 되어 동일한 응력작용에 대해 상대적으로

약하거나 연성(ductile)의 성질을 가진 상부층에 나타나

는 습곡작용으로 트러스트 단층의 발달 과정에서 하부

기반암과 상부의 퇴적암 사이에서 형성되는 detach-

ment에서 쉽게 나타날 수 있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트러스트 단층의 형성과정에서 하부 기반암 및 그 상

부 퇴적암층, 퇴적암 사이에 수평으로 발달하는 단층

이 존재하는 경우의 상하부 퇴적암층에서 분리습곡이

나타나는 것을 관찰할 수 있는데, 이를 탄성파 단면상

에서 확인해보면 백악기 및 그 상부 층준에서는 비교

적 잘 발달된 습곡구조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으나

쥬라기 또는 기반암 층준에서는 심부 탄성파 자료의

불확실성을 감안 하더라도 그 상부와는 다른 지질구조

발달을 관찰할 수 있다(Fig. 12). 

5.3.단층 전파습곡(Fault Propagation Fold) 및

단층 만곡습곡(Fault Bend Fold)

 분리습곡과 더불어 이라크 북동부 지역에 분포하는

주요 지질구조에는 트러스트 단층의 발달과 연계되어

나타나는 단층 전파습곡(fault propagation fold)과 단

층 만곡습곡(fault bend fold)이 있는데, 단층 전파습곡

은 트러스트 단층 형성 및 발달과정에서 단층 첨단부

(fault tip)의 전파(propagation) 시 첨단부 상위에 습곡

을 형성하는 습곡구조(Fig. 13A)이고, 단층 만곡습곡은

단층면의 경사(ramp) 및 평지(flat)형태를 가진 트러스

트 단층의 형성 이후 이동 시 상부의 암석에 나타나는

Fig. 11. Thrust fault on seismic reflection profile showing

lowering dip angle toward depth and asymmetrically folding

structure on hanging wall.

Fig. 12. Detachment folding structure on seismic reflection

profile showing different folding structure between the

Cretaceous and Jurassic interv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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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곡(bending)에 의해 형성되는 습곡구조(Fig. 13B)이

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지하심부구조와 지표상의 구

조 모두에서 트러스트 단층의 형성과정에서의 지역적

인 지질 차이에 의해 서로 달리 나타나는 단층 전파습

곡 및 단층 만곡습곡 등의 습곡구조들이 발달하고 있

다. 탄성파 단면 해석을 통해 이라크 북동부 지역에

발달하는 단층 전파습곡을 살펴보면, 지하로부터 전파

되는 트러스트 단층이 그 첨단에서 중지되나 그 상부

의 암석들은 습곡구조가 발달하고 있는 전형적인 형태

를 확인할 수 있고, 이를 지표에서 관찰해보면 주로

층리가 잘 발달된 점토질 탄산염암에서 단층 상반에

형성된 습곡 내 지층의 만곡형태가 뚜렷하게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Fig. 14).

5.4. 기타 지질구조

백악기 암석은 지질구조 발달에 따른 변형

(deformation)과 더불어 지층의 주요 구성암석인 탄산

염암의 상대적인 취성(brittle)에 의해 높은 파쇄대 분

포 빈도(frequency)를 보인다(Fig. 15A). 파쇄대를 크

게 두 종류의 파쇄대군(fracture group)으로 구분하면,

하나는 습곡 축면에 평행하게 북서-남동으로 발달한 것,

다른 하나는 습곡 축면에 수직인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것이다(Fig. 15B).

6. 토 의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백악기 지층은 아라비아 대륙

의 지각이동과정에서 중생대 후기에 작용한 응력에 의

해 발달한 메소포타미아 분지의 경계 지역으로, 중생

대 전반에 걸쳐 대륙붕을 따라 천해의 고요한 환경이

형성되었고, 탄산염암 및 증발암, 쇄설암 등이 이 지역

전반에 걸쳐 광범위하게 퇴적되었다(Saad Z. J. and

Jeremy C. G., 2006). 

시대별 층서를 대표할 수 있으며 분포가 양호한 지

층을 대상으로 백악기 지층을 구분하면 크게 하부로부터

Qamchuqa 층, Kometan 층, Bekhme 층, Shiranish

층 등으로 나뉘고 각 지층에 대한 지질조사 및 탄성파

자료 해석을 통해 석유시스템 상 백악기 암석의 유망

성에 대해 살펴보면, 먼저 근원암으로서의 유망성은

Bekhme 층 돌로마이트 내 입간 공극에서 일부 역청

Fig. 13. Schematic diagram of fault related fold. A. Fault

propagation fold. B. Fault bed fold.

Fig. 14. Structure of fault propagation fold on seismic reflection profile and outcrop showing continued displacement on

hanging wall and fault tip propagation.

Fig. 15. Outcrop features of fracture development. A. High

frequency of fracture. B. Regularly distributed fracture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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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확인되는 것을 통해 백악기 지층 내 높은 유기물을

함유하는 지층의 존재 가능성을 예측 할 수 있으나 그

분포 범위가 매우 제한적이고 역청의 생성 원인을 탄

화수소의 과성숙의 결과로 볼 때 근원암과 연관성을

규정하기 어렵고, 백악기 퇴적암이 대부분 탄산염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대륙붕 내 탄산염대지의 퇴적환경

을 가지고 있는 점과 이후의 해퇴현상 등을 감안할 때

퇴적물 내 유기물 함유 및 보존 능력이 제한적임으로

근원암 유망성은 낮은 것으로 해석된다.

덮개암(seal rock)으로서의 유망성 측면에서 백악기

지층은 Shiranish 층에 협재하는 일부 셰일 및 이암을

제외하면 대부분 탄산염암이 지배적으로 분포하고 있

다. 이 지역 전반에 걸친 광범위한 돌로마이트화작용

및 용해작용에 의한 암석 내 일차공극 형성 가능성을

감안하더라도, 세립의 암상구성 및 낮은 입간공극 분

포 양상을 통해 일부 덮개암 역할을 기대할 수 있으나,

지질구조를 따라 매우 높은 빈도의 파쇄대 분포 및 지

층 전반에 걸쳐 인지되는 파쇄대의 연장성(continuity)

과 연결성(connectivity)을 고려할 때 암석 내 물질의

유동에 대한 차단 능력이 제한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백악기 각 지층에 대해 저류암으로써의 유망성을 살

펴보면 Qamchuqa 층은 돌로마이트 및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어 암석 내 입간 공극을 기대

할 수 있고 파쇄대 발달양상이 비교적 뚜렷하며 그 연

장성 및 연결성이 양호하고 용해작용에 의한 공극형성

또한 확인할 수 있다. 동시에 탄산염암의 재결정작용

에 인한 파쇄대 및 공극의 규모와 연결성을 제한함으

로써 저류층으로써의 유망성을 저해하는 요인이 된다.

Kometan 층은 세립질 석회암으로 일부 스타일로라이

트 구조 내 공극을 기대할 수 있으나 그 양상은 지표

에 한정되어 있고, 구분 가능한 암석 자체의 공극은

거의 확인되지 않음으로 암석 자체의 저류능력은 매우

제한적이다. Bekhme 층은 산호성 석회암 복합체(reef

limestone complex)로 괴상의 돌로마이트로가 우세하

게 분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암석 내 입간 공극 및

공동 공극의 발달 양상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일부 석회암으로 확인되는 경우에도 파쇄대 발달양상

이 뚜렷하며 그 연장성 및 분포 빈도가 매우 높다. 구

성암석의 저류능력을 저해하는 요인은 확인되지 않았

고 백악기 지층 중 저류암으로 가장 적합한 특성을 보

인다. Shiranish 층은 석회암과 셰일, 이암, 실트 등

쇄설암이 서로 교호하고 있는 지층으로 석회암 내 입

간 공극을 확인되지 않고 부분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파쇄대의 연결성 및 연장성이 쇄설암에 의해 제한됨으

로써 매우 낮은 저류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해석

된다.

백악기 지층의 암석 자체의 저류능력은 이라크 북동

부 지역에 발달하는 습곡 및 단층 구조를 따라 형성된

파쇄대가 지층 전반에 걸쳐 분포함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이차공극이 암석의 저류능력을 크게 향상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러한 지질구조 발달은 탄산염암으로 구

성된 백악기 지층의 취성(brittle)특성에 의해 파쇄대

분포에 있어 상대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게 되고, 그

결과 상부 신생대 쇄성암에 비해 백악기 지층의 높은

이차공극형성을 가능하게 한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은

트러스트 단층대를 포함하는 충돌대와의 상대적 거리,

변형작용의 정도에 따라 구분할 때, 고변형 습곡대

(high folded zone) 및 저변형 습곡대(low folded

zone, foothill zone)에 모두 해당하는 지역으로 활발한

지질작용의 결과로 다양한 규모의 습곡 및 단층 구조

가 발달하고 있으며 트러스트 단층(thrust fault), 분리

습곡(detachment fold), 단층 전파습곡(fault propagation

fold), 단층 만곡습곡(fault bend fold) 등이 그 대표적

인 예이다. 이러한 지질구조를 따라 백악기 지층 전반

에 북동-남서 및 북서-남동 배향의 규칙적인 파쇄대가

발달하고 있으므로 습곡 및 단층의 발달 양상에 따른

파쇄대 발달 정도가 백악기 암석의 이차공극형성을 좌

우하는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유추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백악기 지층은 암석 자체의 저류능력에

비해 습곡 및 단층을 따라 형성된 파쇄대에 의한 이차

공극으로 인해 상하부 암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저류능력을 가지고 있으며, 이는 습곡 및 단층의 발달

정도 및 지질구조 내 상대적인 위치에 따른 파쇄대 형

성 정도에 규제되므로 지층의 저류암 유망성 파악을

위해서는 지역적인 지표 및 심부 구조의 이해가 중요

함으로 이 지역 전반에 걸친 지질구조 연구가 지속되

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7. 결 론 

그동안 국내에서는 석유공사 및 일부 이라크 석유

개발 사업에 참여 중인 기업을 제외하고 진행 중인 연

구가 없으며 특히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탄화수소 부

존을 가능하게 하는 지질학적 요인에 대한 연구 사례

가 보고된 바 없다. 본 연구에서는 이라크 북동부 지

역의 지질 및 퇴적상에 대한 이해를 위해 고지구조 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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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및 층서, 퇴적환경 관련 문헌자료들을 토대로 야외

지질조사자료 및 탄성파 탐사자료 등에서 확인할 수

있는 특징들을 병합하였으며, 지질 및 지구조 간 상호

관계 규명을 통해 동 지역 백악기 지층의 탄화수소 부

존을 가능케 하는 석유시스템 상 지층의 역할 및 유망

성과 그 특성에 대해 연구했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백악기 지층을 구분하면 크게

하부로부터 Qamchuqa 층, Kometan 층, Bekhme 층,

Shiranish 층 등으로 구분되며, 중생대 메소포타미아

분지의 천해 환경에서 형성된 탄산염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이후 신생대 시기 대륙 충돌에 따라 형성된 자그

로스 습곡-트러스트 산맥대의 영향으로 복잡한 지질구

조가 형성되어 있다. 연구 결과를 토대로 백악기 지층

의 석유 시스템 상 역할을 구분하면 근원암 및 덮개암

으로써의 유망성에 비해 저류암으로써의 유망성이 큰

것으로 해석된다. 그 원인은 지층의 암상이 탄산염암

으로 구성되어 있어 유기물을 함유 및 보존할 수 있는

능력이 부족하며 백악기 지층 전반에 걸쳐 발달하는

파쇄대가 지층의 유체 및 기체의 이동에 대한 규제 능

력을 감소시키므로 근원암 및 덮개암으로써의 역할에

한계가 있음에 반해, 백악기 지층은 Bekhme 층을 제

외하고 돌로마이트화 작용이 광범위하게 확인됨에도 불

구하고 전반적인 암석 내 입간 공극 및 공동 공극에

의한 일차공극의 발달이 미약함으로 암석 자체의 저류

암으로써 기대할 수 있는 역할은 크지 않으나 다양한

규모로 형성된 습곡 및 단층을 따라 형성된 파쇄대에

의한 이차공극의 발달이 암석의 저류능력에 더 크게

기여함으로써 저류암 유망성을 가지게 되는 것으로 해

석된다. 조사 결과 파쇄대는 북서-남동으로 발달하는

지질구조를 따라 이와 평행 또는 수직 방향으로 분포

하고 있으며 지층 전반에 걸쳐 규칙적인 양상을 보이

며 그 분포 구조 내 상대적 위치에 따라 구조 정부일

수록 그 빈도가 증가하는 양상 보인다. 

이라크 북동부 지역의 지질구조는 크게 트러스트 단

층, 분리습곡, 단층 전파습곡, 단층 만곡습곡 등으로 구

분될 수 있으며 이러한 습곡 구조들은 공통적으로 이

지역 백악기 탄산염암의 파쇄대 분포 및 빈도를 규제

하는 주요 인자이고, 파쇄대의 발달 양상이 암석의 저

류 능력을 결정하는 요인임을 감안할 때 습곡 및 단층

의 규모, 구조 내 상대적 위치 등에 따른 파쇄대 발달

빈도와 연결성 규명이 저류암으로써의 가능성 판단에

중요한 요소로 해석된다.

본 연구에서 도출된 결과는 이라크 북동부 지역 백

악기 지층의 퇴적 환경 및 암상, 지질구조의 이해에

있어서 참고로 사용될 수 있으며, 향후 이 지역의 백

악기 저류암의 분포를 연구함에 있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해 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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