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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a of the Central sub-basin in the Gunsan Basin, offshore, western Korea were analyzed by using integrated

stratigraphy approach. As a result, five distinct unconformity-bounded units are recognized in the basin: Sequence I

(Cretaceous or older(?)), Sequence II (Late Cretaceous), Sequence III (late Late Cretaceous or younger(?)),

Sequence IV (Early Miocene or older(?)), Sequence V (Middle Miocene). Since the late Late Jurassic, along the

Tan-Lu fault system wrench faults were developed and caused a series of small-scale strike-slip extensional basins.

The sinistral movement of wrench faults continued until the Late Cretaceous forming a large-scale pull-apart basin.

However, in the Early Tertiary, the orogenic event, called the Himalayan Orogeny, caused basin to be modified.

From Late Eocene to Early Miocene, tectonic inversion accompanied by NW strike folds occurred in the East

China. Therefore, the late Eocene to Oligocene was the main period of severe tectonic modification of the basin

and Oligocene formation is hiatus. The rate of tectonic movements in Gunsan Basin slowed considerably. In that

case, thermal subsidence up to the present has maintained with marine transgressions, which enable this area to

change into the land part of the present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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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합층서적 접근을 통하여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중앙소분지의 퇴적층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음향 기반암 상부

에서부터 시퀀스 I (Cretaceous or older(?)), 시퀀스 II (Late Cretaceous), 시퀀스 III (late Late Cretaceous or

younger(?)), 시퀀스 IV (Early Miocene or older(?)), 시퀀스 V (Middle Miocene) 등 5개의 시퀀스로 분대된다.

후기 쥐라기 말부터 탄루 단층대를 따라 주향이동 단층들이 발달하면서 소규모 열개 분지들이 형성되었고 이후 후기

백악기까지 지속된 분지단층들의 좌수향 이동에 의해 대규모의 인장력을 받게 되어 소규모 열개 분지들은 대규모의

인리형 분지로 확장되었다. 하지만 이후 팔레오세 말부터 시작되는 히말라얀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변형이 되기 시작

하고, 후기 에오세-전기 마이오세에 동중국에는 남북 주향의 습곡을 수반하는 강한 지구조운동이 나타나 구조 역전 현

상이 일어났다. 지구조운동이 완화되면서 심한 습곡으로 인해 생긴 요철부를 부분적으로 채우며 퇴적층이 형성되고,

이후 광역적인 침강과 함께 플라이오세 및 제4기에 걸친 해침의 결과로 수평적인 양상의 퇴적층이 만들어졌으며, 현

재와 같은 안정된 대륙 연변부 침강분지로 전이되었다. 

주요어 : 군산분지, 중앙소분지, 층서, 시퀀스, 퇴적분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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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후기 백악기부터 제 3기 사이에 형성된 서해 대륙붕

내 군산분지는 육성 쇄설암과 화산암으로 충전된 육성

퇴적 분지이다. 서해 대륙붕의 지질구조와 분지발달사

규명을 위하여 총 5 지점에 대한 시추를 통해 물리

탐사 및 탄성파 탐사가 수행되었다. 군산분지에 대한

시추공 자료로부터 암층서, 시층서, 미화석 생층서 등

다양한 연구들이 진행된 바 있으며(Park et al., 1997;

Cheong et al., 1998; Ryu et al., 2000, 2002;

Byun et al., 2013; KNOC, 2014), 탄성파 층서 연구

(Ryu et al., 2000; Park et al., 2010; Shinn et al.,

2010) 또한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그러나 군산분지를 구성하는 5개의 소분지 중 남서

소분지를 제외한 나머지 분지들에 대한 층서적 연구는

비교적 미흡하다. 특히 중앙소분지는 생층서 연구 결

과에 따라 분지 형성시기에 대한 이견이 존재하므로

여러 층서 연구를 종합한 통합적인 층서 구축이 필요

하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소분지 시추공 시료들에 대

한 암상분석 및 암층서 분대를 실시하고, 감마선 검층

및 2D 탄성파 탐사 자료를 분석하였다. 이와 함께 기

존의 생층서 연구 및 쇄설성 저어콘 연대를 재해석한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소분지의 층서를 확립하는데 있

어 유용한 정보를 제공하고자 한다. 

2. 광역지질

한반도 서해안과 중국 대륙 동부 해안으로 둘러싸인

반폐쇄성 주변해인 황해는 북쪽으로부터 크게 북중국

분지(발해분지), 북황해분지(서한만분지), 남황해분지 등

여러 개의 퇴적분지로 이루어져 있다. 그 중, 남황해분

지는 중앙 융기대에 의해 북부 남황해분지(군산분지)와

남부 남황해분지로 구분된다(Fig. 1). 중국 동부 육상에

북북동 방향을 따라 발달해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

괴의 경계가 되는 주향이동성 단층인 탄루 단층은 서

해 대륙붕 지역 및 인접 분지 형성과 변형에 밀접하게

관련되어있다. 

선캄브리아기 이후,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의 충

돌 이전, 서해 대륙붕 지역은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에

따라 광역적인 퇴적작용이 일어나는 비교적 안정적인

대륙 지각의 연변부에 위치하였다(Watson, 1987). 트라

이아스 말기에 북중국 지괴와 남중국 지괴의 충돌에

의해 친링-다비-수루 습곡대가 형성되었고 북중국지괴

아래로 남중국지괴가 섭입하면서 두 지괴는 압축성 구

조운동의 영향을 받게 되었으며(Watson, 1987), 이후

지속적인 섭입 및 압축 구조 운동의 결과로 탄루 단층

을 따라 친링-다비 습곡대와 수루 습곡대가 분리되었

다. 쥐라기에 들어와 섭입이 중단되고 깊게 매몰되어

있던 기반암들이 지역적으로 빠르게 융기하면서 심부

지각 연성대로 부터 천부지각 쇄성대로 전이될 때 발

생하는 신장력에 의해 지역 내에 소규모 열개 분지가

생겨났다(Kim et al., 2000). 신장력 뿐만 아니라 탄루

단층을 따라 생기는 이차 주향 이동성 단층에 의해 남

북 방향으로 신장된 소규모 열개 분지들이 서해 분지

내에 지역적으로 생기게 되었다. 이 분지들은 선캄브리

아 기반암 위에 형성된 것으로, 쥐라기 초기 및 중기 동

안 대륙성 퇴적물들이 유입되어 퇴적되었지만 대부분 융

기 과정에 삭박된 것으로 판단된다(Kim et al., 2000).

쥐라기 말, 이자나기 판이 북쪽으로 섭입하면서, 한

반도 내에 북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공주 및 광주단층

들이 발달하게 되었으며 이들의 좌수향 이동에 의해

소규모 인리형 분지(pull-apart basin)들이 단층대를 따

라 발달하였다(Lee, 1999; Chough et al., 2000). 백

악기 동안 주향이동단층들의 지속적인 이동과 이에 따

른 인장력에 의해 소규모 열개 분지들이 동서 방향 혹

Fig. 1. Simplified geologic map of the eastern Asia. GB-

Gyeongsang Basin, GM-Gyeonggi Massif, IB-Imjingang

Belt, NM-Nangrim Massif, OB-Ogcheon Belt, PB-

Pyeongnam Basin, TB-Taebaeksan Basin, YM-Yeongnam

Massif, BHB-Bohai Basin, WKBB-West Korea Bay

Basin, NSYB-Northern South Yellow Sea Basin, SSYB-

Southern South Yellow Sea Basin. After Ree et al.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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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대규모 인리형 분지로 확장

되었다(Chun and Chough, 1992). 제 3기 초, 에오세

에 들어와 인도-유라시아 대륙의 충돌로 인한 조산운

동의 영향으로 탄루 단층이 좌수향에서 우수향으로 이

동을 시작하면서, 서해 대륙붕 지역은 남북 방향의 압축

성 구조운동을 받게 되어 심한 습곡작용과 함께 구조 역

전을 겪었다(Ryu and Kim, 2007). 에오세의 구조 역전

작용이 올리고세 초 까지 지속되면서 동아시아 지역

퇴적 분지 내 퇴적층들을 전체적으로 융기 및 삭박 시

켰고 이는 마이오세 까지 지속되었다. 마이오세 중기

에 들어와 광역적 침강이 일어나고 플라이오세 및 제

4기의 해침 결과로 동아시아 지구조는 안정된 대륙붕

지역으로 전이된 것으로 판단된다(Ryu et al., 2000).

3. 연구지역 및 연구방법

북부 남황해분지는 남중국 블록 내에 속하는 후기

백악기-전기 신생대 퇴적분지로 한국 측 군산분지를 포

함하고 중국 측 동부 대륙붕으로 연장 발달하여 천리

안 육괴와 접하고 있으며, 남부 남황해분지는 중국 측

육상의 장수분지와 한국 측 흑산분지를 포함한다(Ryu

and Kim, 2007). 북부 남황해분지는 분지 내에 발달하

는 소규모 융기대에 의해 다수의 소분지로 분리된다.

본 연구에서는 한국 측(경도 123°E 선을 경계로 동쪽)

군산분지 내의 소분지(북동소분지, 북서소분지, 남동소

분지, 남서소분지, 중앙소분지) 중 하나인 중앙소분지

를 연구 대상으로 한다(Fig. 2).

본 연구에서는 중앙소분지 시추공의 drill cuttings

자료를 이용해 이들의 암상, 입도 및 색깔 등에 대한

변화를 관찰하였으며(Figs. 3 and 4) 이를 기준으로

퇴적층에 대한 암층서 분대를 실시하였다. 화분·포자

미화석(Park et al., 1997; NPI, 2000; Yi et al.,

2003; Byun et al., 2013)과 개형충 미화석 분포 자료

(KNOC, 2014)를 재분석 후 병합하여 산출 화석 양의 증

감 변화가 두드러지게 나타나는 구간과 시대 지시 화

석을 바탕으로 지질연대를 구분하였다(Figs. 5 and 6).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기존에 보고된 쇄설성 저어콘

연대를 참고하였다(KNOC, 2014). 또한, 시추공의 감

Fig. 2. Simplified structural map of the South Yellow Sea

Basin (Line A-A’, B-B’ and C-C’ : Seismic lines). After

Ryu et al. (2000).

Fig. 3. Drill cuttings and cross-section of two sections. (a),

(b) Drill cuttings of lithic sandstone and mudstone of

2,584-3,310 m. (c) Thin section of lithic sandstone. (d), (e)

Drill cuttings of lithic sandstone and mudstone of 930-

2,584 m. (f) Thin section of lithic sand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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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선 검층 자료를(Fig. 7A) 해석하여 API (American

Petroleum Institute) 값을 기준으로 불연속면을 분대

하고 암상 분석 자료와 대비해 퇴적 양상을 해석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퇴적계를 구분하였다(Fig. 7B). 중

Fig. 4. Drill cuttings of three sections. (a) Drill cuttings of sandstone and mudstone of 250-650 m. (b) Drill cuttings of pebbly

sandstone of 650-830m. (c) Drill cuttings of conglomerate and pebbly sandstone of 830-930 m.

Fig. 5. Biostratigraphy of the Central sub-basin with palynoflora. After KIGAM (199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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앙소분지의 2D 탄성파탐사를 해석하여 부정합면을 설

정하고(Figs. 9, 10 and 11) 앞서 언급한 층서 연구

결과와 대비하여 분지 전반에 걸친 통합 층서를 수립

하고 시퀀스 단위를 구축하고자 한다.

4. 중앙소분지의 퇴적층서 분석

4.1. 시추공 암상 및 암층서

중앙소분지의 시추공에서 취득된 시추시료(drill

cuttings)를 세척하여 시추이수를 완벽하게 제거한 후

건조시킨 암편 시료를 이용하여 암상을 기재하고 해석

하였다. 250-3,400 m 구간의 시료를 관찰한 결과, 크

게 5개의 단위층을 나눌 수 있다. 

가장 하부 구간인 2,584-3,310 m 구간은 사암과 진

한 자주색을 띄는 이암으로 구성되어있다(Fig. 3-a, b).

사암 암편 시료를 박편 관찰한 결과 기질의 함량이 약

15% 이상이며 화산 암편과 석영입자가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lithic wacke로 판단된다(Fig. 3-c). 하부

에서 상부로 갈수록 사암의 함량이 줄어들고 이암의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이 반복되어 나타난다. 

930-2,584 m 구간 또한 사암과 이암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데 하부 2,584-3,310 m 구간과 구분되는 특

징은 화산암편의 함량이 적고 이암 또한 보다 다소 연

한 자줏빛을 보인다(Fig. 3-d, e, f).

930 m보다 상부의 암상은 3개의 구간으로 나눌 수

있는데 830-930 m 구간에서는 역들이 나타나며 입자

크기는 다양하다(Fig. 4-c). 역들이 상당히 크고 둥근

원마도 보이며 분급 상태는 좋지 않은 편이다. 한 쪽

면은 둥글고 다른 한 쪽은 깨진 면이 존재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시추 시료의 상태가 drill cuttings 인 것을

고려할 때, 해당 지층을 구성하는 역암이 시추 과정에

서 부서지면서 만들어진 것으로 생각된다. 650-830 m

구간의 퇴적층은 하부 830-930 m 구간과 달리 입자 크

기가 훨씬 작고 아원형의 원마도를 가지는 역들이 나타

난다(Fig. 4-b). 또한 이 두 구간을 비교해 보면 상부

로 갈수록 심성암의 비율이 줄어드는 것을 알 수 있다.

이와 달리 시추공 최상부 250-650 m 구간의 퇴적층은

연회색 이암 및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4-a). 해

당 구간은 세립질의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분급상

태가 좋다.

Fig. 6. Biostratigraphy of the Central sub-basin with ostracods. After KNOC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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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생층서

중앙 소분지의 생층서는 아직 연구자들 간에 이견이

존재한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에 수행된 화분·포자와

개형충의 미화석 군집조성과 생층서 결과를 검토하여

(NPI, 2000; Park, 1997; Byun et al., 2013; KNOC,

2014) 상이한 의견을 소개하고 이를 종합한 결과를 기

술하였다.

4.2.1. 화분·포자 화석

Park (1997)은 중앙소분지 시추공의 84개 시료에서

총 115종의 화분·포자 화석을 동정하였고 이들의 층준

에 따른 구성비의 변화에 의해 아래와 같이 8개의 화

석군집으로 나누고 퇴적 연대를 구분하였다(Fig. 5).

Assemblage I (259-460 m)은 Gramineae-Artemisia-

Persicaria로 대표되는 초본식물 우세 군집이다. 이 구

간은 다양한 종류의 초본식물 화분화석이 20% 이상을

점유하는 플라이오세의 식물군집으로 대표되는 구간이

다. Assemblage II (478-716 m)에서는 낙엽성 활엽교

목이 크게 번성하여 다양한 종류가 관찰되는 반면, 초

본식물은 급격히 감소하는 양상을 보인다. 대표하는 화

Fig. 7. (A) : Typical gamma-ray responses of the well in the Central sub-basin of Gunsan Basin, (a) 880-930 m, (b) 1,270-

1,320 m, (c) 2,225-2,275 m, and (d) 2,910-2,960 m. (B) : Columnar section of 830-3,308 m distributed by low- and high-

accommodation set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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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식물군집은 온난 기후 활엽교목군집인 Liquidambar-

Carya, Trapa-Ceratopteris의 수생식물군집, 그리고 형태

속인 Asteropollis이다. 이 군집들은 중기 마이오세의 시

대를 지시한다. 이어서 Assemblage III (735-808 m)

은 초본식물의 산출량이 또 한 차례 감소하고, 자작나

무속(Betula)과 소나무속(Pinus)의 번성했음을 미루어

보아 초기 마이오세를 지시한다. 또한 두 번째 군집에

서 특징적으로 산출된 Ceratopteris이 지속적으로 나타

난다. Assemblage IV (826-1,446 m)의 군집은 상부의

세 군집을 구성하는 요소와 산출량에서 큰 차이를 보

인다. 이 군집의 상한을 경계로 Trapa, Ceratopteris,

초본식물 화분화석은 더 이상 산출되지 않고 양치류

포자화석(Cyathidites), 나자식물(Rugubivesiculites,

Inaperturopollenites, Ephedripites, Classopollis 등),

피자식물(Momipites, Ulmipollenites krempii 및

Cyrillaceoipollenites 등)이 출현하기 시작했다. 이러한

식생의 큰 차이는 상부 구간과 시간적 차이가 있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구간은 주요 구성 요소인

Inaperturopollenites dubius, I. hiatus, Cycadopites,

Ephedripites spp., Momipites, Myrica, Cyrillaceoi-

pollenites 등의 특징에 따라 에오세로 설정되었다.

Assemblage V (1,483-2,522 m)은 화석의 산출량이

극히 적은 화석 빈약대로 시대를 결정하기 어렵지만,

Betulaepollenites claripites (=Betulaceae) 화분이 주

로 관찰되는 특징에 근거하여 (Chun et al., 1984) 팔

레오세-에오세로 간주하였다. Assemblage VI (2,559-

2,815 m) 구간 또한 전반적으로 화석의 산출량이 적은

구간이다. 그러나 특징적으로 Classopollis가 크게 번성

하여 일부 구간에서 큰 점유율을 보인다. Classopollis

는 트라이아스기 말부터 백악기 말까지 주로 번성하였

던 화분화석으로, 재퇴적에 의해 후기 퇴적층에 흔히

나타나는 특징이 있어 현지성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이외에도 주로 관찰되는 종류는 낙우송과(Inaperturo-

pollenites spp.)와 마황속(Ephedripites)의 화분화석이

며 신생대 요소의 화분화석들이(Carya, Engelhardtia) 소

량이지만 이 구간까지 연장되어 산출되므로 팔레오세로

보았다. Assemblage VII (2,850-3,144 m)에서는 후기

백악기를 지시하는 대형포자 Azolla cretacea가 처음

출현한다. 양치식물이 다시 다양해졌으며 나자식물 화분

화석이 주로 나타난다. 마지막 군집인 Assemblage VIII

(3,181-3,400 m)은 화석산출이 거의 없어 지질시대 분

석이 어렵다. 

NPI (2000) 또한 106개 시료의 화분·포자를 분석하

여 7개의 층서구간을 설정한 후 각 구간의 지질시대를

해석하였다(Byun et al., 2013). 최상부 227-357 m는

플라이오세, 387-469 m는 마이오세 후기, 497-802 m

는 마이오세 중기로 각각 설정하였다. 하지만 NPI

(2000)은 841-2,007 m 구간과 2,124-2,493 m 구간은

화분·포자 미화석 산출량이 매우 작다고 판단해 시대

추정을 하지 않았다. 2,036-2,097 m 구간은 백악기 후

기, 2,522-2,920 m 구간은 쥐라기~?백악기로 각각 설

정하였다. 해당 구간이 중앙소분지의 이견이 존재하는

곳으로, Park (1997)은 해당 구간을 에오세 및 팔레오

세-에오세로 설정해 그 차이를 보인다. NPI (2000)은

화분·포자 미화석의 산출이 불량한 하부 구간을 기존

의 윤조 화석 결과를 이용하여 추정하였으며 최종적으

로 805-2,740 m 구간은 후기 백악기, 2,862-3,449 m

구간은 전기 백악기의 중기-말기로 각각 해석하였다

(Byun et al., 2013).

4.2.2. 개형충 미화석

현미경적 크기를 갖는 소형갑각류인 개형충은 고생

대 캄브리아기 이후에 형성된 모든 시기의 다양한 암

층에서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으며, 화석화에 유리한 특

징적인 석회질 패각으로 인해 모든 동물계 내에서 가

장 잘 연구 기재된 그룹 중의 하나이다. 개형충은 오

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생태학적 방산을 통해 담수,

기수, 해수는 물론 초염수, 심지어는 육상 환경에서도

적응하여 서식하고 있다. 개형충은 크기가 작기 때문

에 유정탐사 시추공에서 채집된 작은 암편들로부터 깨

지지 않은 완전한 개형충 개체들을 다량으로 얻을 수

있다. 그러므로 개형충은 지하 시추공 퇴적층의 연대

측정과 상호대비에 유용한 화석이다. 화석으로 산출되

는 개형충의 거의 대부분은 저서성이며, 보통 특정 지

역에 국한하여 서식하고 있기 때문에 대부분의 종들은

어느 한 지역 특유의 고유종(endemic species)들이다.

지역 간 층서대비에 유용한 부유성종들의 결여로 인해

개형충은 대륙 간 혹은 생물지리구(biogeographic

province) 간의 암층서 대비 보다는 어느 한 분지 내

의 암층서 대비에서 더 큰 생층서학적 가치를 갖는다.

또한 담수 개형충 종들은 비교적 긴 지질학적 생존 범

위를 갖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개형충을 제외하곤 다

른 화석들의 산출이 빈약한 비해성충의 생층서 연구에

가장 적합한 화석이다(이의형, 허민, 2004).

중앙소분지의 시추공에서 총 78개의 개형충 화석이

산출되었다(KNOC, 2014). 산출 양상을 분석하였을 때,

크게 세 분대로 나눌 수 있다; 0-880 m, 880-1,914 m,

1,914-3400 m (Fig. 6). 먼저 0-880 m 구간은 개형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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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지 않는 화석 빈약대(ostracod barren zone)이

다. 하지만 880 m부터 나타나기 시작해 개형충 전체

산출량의 60%를 차지하는 양이 900-930 m 구간에서

밀집되어 산출된다. 이후 점점 감소하는 양의 추세로

나타나, 1,914 m에서 마지막으로 나타나는 개형충을

하한선으로 잡아 군집으로 분대하였다. 본 구간의 주요

구성종들은 Cypridea sp. A, Cypridea semimorula,

Mongolocypris distributa, Talicypridea qingyuangan-

gensis, Ziziphocypris simarkovi 등이다. 여기서

Mongolocypris distributa는 군산분지에서 가장 풍부하게

산출되는 종이며, Cypridea semimorula, Talicypridea

qingyuangangensis와 함께 후기 백악기에 한정된 시대

지시종이다. Ziziphocypris simarkovi 또한 전기 백악

기부터 후기 백악기까지 백악기 전 기간에 살았던 개

형충으로서, Park (1997)이 제시한 해당 구간(826-

1,446 m)의 화분·포자 화석이 지시하는 에오세와 시간

적 차이가 큼을 알 수 있다. 인근 중국 분지의 개형충

산출 현황을 알아보면, Ziziphocypris simakovi는 중국

Shahai층의 백악기 지층에서만 발견되며, 본 구간의 상

부(약 900 m)에서 나타나는 Eucypris sp., Eucypris

spp. 는 중국 소북분지 고제3기 최하층원인 태주층에

서 산출되는 개형충 화석이다(Oh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기존의 화분·포자 미화석 연구와 개

형충 미화석 산출 분대를 종합하였다. 최상단의 퇴적

층인 제 3기 화석 군집과 (Assemblage I, II, III; 259-

808 m) 하부 Assemblage IV (826-1,446 m)는 식생의

종류와 산출량이 큰 차이를 보인다(Park, 1997). 이는

퇴적학적 사건 혹은 중단으로 인한 시간적 차이가 있

었기 때문이라고 추정된다. 또한 880 m 부터 풍부하

게 산출되는 후기 백악기 지시 개형충을 통해 산출 하

한선인 1,914 m 까지 후기 백악기 지층이라 생각되며

Assemblage III (735-808 m) 최하부인 808 m 부터

880 m 까지는 후기 백악기 혹은 그보다 젊은 연령의 퇴

적층이라 판단된다. 하지만 1,914 m 하부는 2,522 m

까지 Assemblage V (1,483-2,522 m)에 해당하는 구

간으로 상부 후기 백악기 지층보다 이전에 퇴적된 지

층이라 추정할 수 있지만, 화분·포자 화석 산출량이 극

히 적고 개형충 또한 산출되지 않아 시대를 명확히 판

단하기 어렵다. Assemblage VI (2,559-2,815 m)도

중생대에 번성한 화석이 풍부하게 산출되지만 이 또한

재퇴적의 가능성 때문에 퇴적 연대를 확정하기 어렵고,

아래 Assemblage VII (2,850-3,144 m)의 후기 백악

기 대형 포자 화석 산출에 근거해 후기 백악기 지층이

라 추정할 수 있다. 따라서 생층서 연구 자료만으로는

중앙소분지의 층서를 명확히 함에 어려움이 있음을 알

수 있다.

4.3. 지구연대학

쇄설성 저어콘의 U-Pb 연대 측정 자료에 따르면

(KNOC, 2014), 6개 구간(700-800 m, 1,494 m, 1,830 m,

2,200-2,300 m, 2,700-2,800 m, 3,460-3,740 m)에서

분석이 이루어졌다. 각 구간의 연령은 53.8 Ma,

98.5±2.2 Ma, 93.9±2.3 Ma, 90.5±9.8 Ma, 95.3±

3.4 Ma, 140±4 Ma에 해당한다.

이를 통해, 앞서 언급한 생층서 자료와 종합하여 중

앙소분지의 퇴적연대를 추정할 수 있다. 53.8 Ma 연령

의 저어콘이 산출되는 700-800 m 구간을 기준으로 상

부는 전기 에오세보다 젊은 지층, 하부는 전기 에오세

보다 오래된 지층임을 알 수 있다. 700-800 m 구간부

터 2,800 m까지의 가장 젊은 저어콘군의 평균 연령은

약 90-100 Ma에 해당하며 시기상 후기 백악기 혹은

그보다 젊은 연령의 지층이 퇴적되었다고 볼 수 있다.

마지막 구간인 3,460 m에서는 140±4 Ma의 전기 백

악기에 해당하는 저어콘이 산출되는데 이는 2,800 m

에서 3,460 m 구간에서 후기 백악기 지층 혹은 그보

다 오래된 연령(전기 백악기(?))의 지층이 퇴적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4.4. Gamma-ray log 해석

본 연구에서는 중앙소분지 시추공 약 800-3,400 m

에서 취득된 감마선 검층 자료의 변화 양상을 분석하

였다. 감마선 값은 API 단위로 측정되었다. 점토광물

이 많이 함유된 층은 높은 감마선 값을 갖고, 사암이

나 석회암과 같이 점토광물이 거의 포함되어 있지 않

은 암석은 낮은 감마선 값을 갖는다. 따라서 감마선

검층법은 셰일과 비셰일 암석을 구분하는 데에 유용한

도구로 사용된다. 본 연구에서는 감마선 검층 자료를

해석하여 API 값의 급격한 증감에 따른 불연속면을 인

지하고, 암상 기재 자료와 함께 비교해 상향 조립 및

상향 세립의 퇴적 양상을 구분하였다. 군산분지는 최

상부 일부 지층을 제외하고 해양 환경의 영향이 나타

나지 않는 두꺼운 육성 퇴적층이다. 따라서 해양 및

호성 환경의 영향을 받지 않고 퇴적된 하천 퇴적층의

퇴적계를 분류하기 위해 저- 그리고 고-퇴적물 수용공간

환경(Low- and High accommodation system setting,

이하 LASS, HASS) 개념을 이용하였다(Table 1).

LASS와 HASS의 가장 큰 구분 기준은 침강률의 낮음

과 높음이다. 구조운동 등의 원인으로 침강률이 낮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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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면 퇴적 가능한 환경이 작은 LASS가 형성되고 반대

로 침강률이 높아지면 퇴적 가능한 환경이 큰 HASS

가 형성된다. 해양 기준면(base level) 변화의 영향을

받지 않은 퇴적분지의 퇴적계 구분에 용이한 위의 기

준은 각각의 퇴적 주기 동안에 하천 퇴적물 수용 공간

의 증가 비율이 저에서 고로 점진적으로 증가한다는

가정을 전제한다. 또한 암편 시료와 감마선 검층 자료

분석을 통해 암상의 columnar section을 작성하고

(Fig. 7B) 하천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Catuneanu and

Elango, 2001).

4.4.1. 2,584-3,308 m

중앙소분지의(830-3,310 m) 감마선 검층 자료를 해

석하여 drill cuttings 암상 자료와 대비해 도식화한 결

과, 총 4개의 특징적인 구간으로 나눌 수 있다(2,584-

3,308 m; 1,556-2,584 m; 930-1,556 m; 830-930 m,

Fig. 7B). 먼저 최하부 구간인 2,584-3,308 m는 lithic

wacke와 적색의 이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구간은 다

시 평균 240 m 두께의 fluvial depositional sequence

3개로 나눌 수 있는데(단위층 A, B, C) 그 기준은 감

마선 검층 자료에서 직전의 갑작스럽게 API 값이 감

소하는 깊이, 즉 비셰일 퇴적물이 유입되는 깊이를 각

단위층 최상부로 설정하였다. 2,584 m를 기준으로 하

부와 상부는 감마선 검층 자료의 양상이 뚜렷이 달라

지며 감마선 값이 급격히 감소해 퇴적학적 이벤트가

있었음을 추정하고 해당 깊이의 암상 변화를 종합하여

불연속면으로 설정한 후 구분하였다. 대표적인 감마선

값은 Figure 7A-d와 같으며 수 m 간격으로 API 값

이 감소하며 다시 종 모양으로 증가하는 양상을 볼 때,

대체로 수 m의 이암이 퇴적되고 얇은 사암층이 퇴적

되는 것이라 판단된다. 또한 API 값이 120에 가깝게

높게 반복되게 나타나는 양상이 보이는데 이는 석탄층

으로 판단된다. 각 단위층 내에서 하부에는 조립질의

사암이 우세하게 산출되고 상부로 갈수록 사암의 입자

크기가 작아지고 협재 빈도 또한 감소하였으며, 이암

이 두껍게 퇴적되는 양상이 인지된다. 이는 배수가 불

량한 환경에서 두꺼운 범람원 퇴적물이 누적되고 간헐

적으로 하천 수로 퇴적물이 퇴적된 환경으로 볼 수 있

다. 하부 단위층 A와 상부 단위층 C을 비교해 보았을

때 전체적인 사암/셰일의 비가 C에서 훨씬 낮게 나타

난다. 이는 하나의 퇴적 시퀀스 내에서 상부로 갈수록

에너지가 지속적으로 감소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본

구간은 단위층이 구분되는 경계가 적고, 구간 두께가

상대적으로 두꺼우며 하천 수로 퇴적물 보다 범람원

퇴적물이 많이 나타나며 석탄층이 협재되어있다. 이는

Table 1의 하천 퇴적계 구분 기준에 따라 보다 높은

침강률 조건에서 만들어진 고-퇴적물 수용 공간(HASS)

환경을 지시한다. 

4.4.2. 1,556-2,584 m 

1,556-2,584 m 구간의 암상은 사암과 이암이 반복적으

로 나타나며 하부 구간(2,584-3,310 m) 보다 화산 암편

의 함량이 적고 색이 좀 더 연한 적색의 이암이 관찰

된다. 본 구간은 8개의 fluvial depositional sequence

로 나눌 수 있다(단위층 D-K). 대표적인 감마선 값은

Figure 7A-c와 같으며 하부 구간 보다 감마선 진폭이

크고 API 값이 확연히 감소하는 구간이 훨씬 많이 나

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본 구간의 하부 단위층 D와

2,584-3,308 m의 가장 하부 단위층 A와 구별되는 큰

특징은 바로 사암의 함량이다. 두 구간 모두 하부에서

조립질 사암이 중첩되게 쌓이고 상부로 갈수록 사암의

입자 크기와 두께가 줄어들며 이암의 함량이 증가하는

Table 1. Stratigraphic criteria that are used to differentiate between low- and high-accommodation settings in the context of

fluvial sequence stratigraphy (modified from Leckie and Boyd,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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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천환경임은 동일하나, 단위층 A의 사암/이암의 비보

다 단위층 D에서 훨씬 큰 값을 갖는다. 이는 단위층

D에서는 범람원의 발생 빈도가 낮았고, 하천 수로 퇴

적의 빈도가 잦았음을 유추할 수 있다. 본 구간은 침

강률이 증가되는 환경이 종료되는 2,584 m에서 대기

노출 부정합면이 형성되고 이후 다시 침강률이 감소하

는 환경에서 하천 퇴적물이 쌓이면서 형성되었다. 단

위층 D, E, F, G, H, I, J, K이 나타나고 각각의 두께

는 164 m, 126 m, 129 m, 121 m, 122 m, 146 m,

162 m, 58 m로 앞서 2,584-3,308 m의 HASS 환경

단위층 보다 두께가 얇음을 알 수 있다. 특히 단위층

K의 두께가 하부 단위층들과 다르게 확연히 감소한 것을

볼 수 있는데, 이는 침강률 감소 환경이 끝나고 다시

증가하는 환경으로 전이되면서 퇴적물이 삭박되었을 가

능성이 있다. 본 구간은 하부 구간 (2,584-3,308 m)에

비해 두께가 얇은 퇴적층의 반복이 많고, 석탄층이 나타

나지 않으며 범람원 퇴적물 보다 하천 수로 퇴적물이

많이 쌓인 저-퇴적물 수용공간(LASS)으로 해석하였다.

4.4.3. 930-1,556 m

930-1,556 m 구간 내의 감마선 검층 자료는 최하부

구간인 2,584-3,308 m와 비슷한 양상을 보인다

(Fig. 7A-b). 하지만 본 구간은 하부에 조립질 사암이

나타나지 않고 중립질의 사암이 10 m 이내의 두께로

2-30 m의 간격을 두고 퇴적된 특징을 보인다. 상부로

갈수록 이암이 우세한 퇴적층이 쌓이고 5-10 m 이내의

사암이 간헐적으로 협재한다. 본 구간은 291 m, 335 m

두께의 두꺼운 단위층 L, M이 나타난다. 하천 수로

퇴적물 보다 범람원이 풍부하게 발달했으며, 이암 퇴

적물이 많은 것으로 보아 고-퇴적물 수용공간(HASS)

이라 할 수 있다. 본 구간의 특징은 2,584-3,308 m의

HASS 환경보다 이암의 함량이 더 많고 석탄 퇴적물의

산출 빈도가 높다. 

4.4.4. 830-930 m

감마선 검층 자료 최상부인 830-930 m 구간은 구

분되는 단위층 없이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API 값

Fig. 8. Integrated stratigraphic interpretation of the Central sub-basin, Gunsan Basin, offshore western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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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증가하는 하나의 퇴적층으로 보이며 API 값이 작

은 비셰일층이 두껍게 나타나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

다(Fig. 7A-a). 하부에는 입자 크기가 큰 조립질 사암

이 풍부하게 나타나고 상부로 갈수록 입자의 크기는

감소하지만 사암의 함량은 계속해서 높게 나타난다. 또

한 약 10 m 이상의 두꺼운 사암층이 퇴적되고 그 사

이에 이암층이 얇게 협재되어 있다. 이는 범람원이 형

성되는 시기가 짧고 빈도가 낮으며, 하천 수로 퇴적층

이 풍부하게 발달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따라서 본

구간은 저-퇴적물 수용공간(LASS)으로 판단된다.

중앙소분지의 감마선 검층 자료와 drill cuttings 자

료를 대비하여 분석한 결과, 중앙소분지 최하부에서 부

터 830 m까지는 하천환경이 발달한 퇴적층임을 알 수

있으며 이를 Low- and High-Accommodation System

Setting 퇴적계 개념을 적용하여 4개의 구간으로 구분

하였다(Fig. 8). 

5. 중앙소분지의 2D 탄성파 자료 해석

본 연구에서는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에서 취득된 2D

탄성파 탐사 자료를 이용하였다. 연구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2D 탄성파 자료는 총 445개 측선으로 구성된 약

33,800 L-km 에 이르는 다중채널탄성파 단면(multi-

channel seismic profile)으로서, 1986년부터 2006년

사이에 한국석유공사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등에 의해

취득되었다(KNOC, 2014). 이 중 중앙소분지 시추공은

1986년, 1988년, 1996년, 2000년, 2001년에 취득된

제 2광구 내에 위치하고 있다. 

5.1.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자료 처리가 완료된 탄성파 단면은 왕복주시(two-

way travel time) 단위로 되어 있어 깊이 단위를 알기

위해 탄성파 속도 분석 단계가 필요하다. 이를 위해

checkshot survey 자료를 이용한다. checkshot survey

는 탄성파가 시추공 내에 있는 수신기로 오는 travel

time을 측정하여 수신기의 깊이와 대비시키는 방법으

로 시간 단위와 깊이 단위를 양방향으로 전환시킬 수

있다(수신기의 깊이는 wireline logging cable의 길이나

drill pipe의 길이로 알 수 있음). checkshot survey를

이용하여 깊이 단위의 log data를 시간 단위로 전환시

킨 후, 2D 탄성파 자료와 일치시킬 수 있으며 이는

정확한 층서 해석을 위해 선행되어야 하는 과정이다.

층의 구분에 있어 가장 기본적인 것은 퇴적이 중단

되거나 먼저 퇴적된 층의 일부를 잃어버린 상태에서

다시 퇴적이 되어 시간적인 공백이 있는 지층인 부정

합을 찾는 것이다. 이 부정합 사이의 퇴적층은 일반적

으로 형성 기원이 유사하며, 형성 시기 또한 비슷한 층

의 연속이다. 탄성파 단면상에서 이러한 부정합의 구분

은 onlap, downlap, toplap 등의 반사파 종단(lapout)

형태와 truncation과 같은 퇴적층의 측면적 불연속 특

성에 기초한다. 이렇게 인지된 부정합은 horizon으로

색 구별을 달리하여 도식하고 이와 정합적으로 대비되

는 층을 연결한다. 구분된 탄성파 층 단위는 동시대적

인 중요성을 지니고 있으며, 퇴적 기원적으로도 매우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어 층서분석에 기본 틀을 제공

할 수 있다. 각각의 단면들에서 구분된 탄성파 퇴적층

단위는 전체 탄성파 측선에 대비하여 시간구조도, 등

층후도 등과 같은 형태로 도식할 수 있으며, 이를 통

해 분지 전반에 층이 분포하고 있는 양상을 한 눈에

파악할 수 있다.

5.2. 탄성파 층서 해석

2D 탄성파 자료를 해석한 결과 중앙소분지에서는 4

개의 부정합면이(650, 830, 930, 2,584 m) 관찰된다.

Fig. 9. Seismic section of basin margin (Fig. 2 (A-A’)) and

mapping horizons and faults. It shows Sequence Boundary

#1 and #4 (#1: Orange line, #4: Sky blue line, Acoustic

basement: Green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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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eismic section of the well (Fig. 2 (B-B’)) and mapping horizons and faults. It shows Sequence Boundary #2 (#2 :

Pink line).

Fig. 11. Seismic section of center of the basin (Fig. 2 (C-C’)) and mapping horizons and faults. It shows Sequence Boundary

#3 (#3 : Blue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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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합면은 그 면을 따라 시간 차이를 다르게 갖는 지

질시대 면으로 일반적으로 음향계수가 커서 반사면의

진폭이 높고, 상·하간의 경사 관계를 보이는 경우가 많

기 때문에 탄성파 단면에서 식별할 수 있다(McQuillin

et al., 1984). 4개의 부정합면을 하부에서부터 차례로

Sequence Boundary I (SB #1), Sequence Boundary II

(SB #2), Sequence Boundary III (SB #3), Sequence

Boundary IV (SB #4)로 명명하였다. 이로 인해 구분

되는 퇴적층을 시퀀스를 I, II, III, IV, V로 분대하였다

(Fig. 8).

5.2.1. 시퀀스 I (Acoustic basement-2,584 m)

시퀀스 I은 Acoustic basement와 SB #1으로 구분

되는 지층을 뜻한다. 분지 가장자리를 지나는 탄성파

단면에서(Figs. 2 (A-A’) and 9) onlap의 형태로 층이

종단되는 모습을 띄는 SB #1을 확인할 수 있다. 본

부정합과 대비되는 시추공의 정합 퇴적층 깊이는

2,584 m로 이는 앞서 제시한 암상 분석, 생층서, 감마

선 검층 결과의 불연속면과 일치하며 저어콘 절대 연

령 분석 결과(2,700-2,800 m: 95.3±3.4 Ma)를 적용

해 볼 때, 시퀀스 I은 후기 백악기 혹은 그보다 오래

된 연령의 퇴적층으로 볼 수 있다. 각각의 단면들에서

구분된 탄성파 퇴적층 단위는 전체 탄성파 측선에 대

비하여 시간구조도로 도식할 수 있다(Fig. 12). 시간구

조도의 색은 TWT를 기준으로 하며 빨간색은 얕은 깊

이의 지층, 푸른색은 깊은 지층을 지시한다. 먼저

Acoustic basement 경계면으로 알 수 있는 중앙소분

지 전체의 모양은 Figure 12-a와 같다. TWT 약

3,600 ms를 뜻하는 푸른색 원으로 나타난 부분이 분지

의 퇴적 중심부이자 가장 깊은 부분이다. 이후, 분지가

충전되며 시퀀스 I이 퇴적되었고, 이를 경계 짓는 SB

#1의 시간구조도에서(Fig. 12-b) 분지의 깊이가 전반적

으로 얕아지고 퇴적 중심부 또한 그 크기가 줄어들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Fig. 12. Time thickness maps of sequence boundaries of the Central sub-basin (Black point is the location of the well). (a)

Acoustic basement, (b) Sequence Boundary #1, (c) Sequence Boundary #2, (d) Sequence Boundary #3, (e) Sequence

Boundary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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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시퀀스 II (2,584-930 m)

시추공을 통과하는 탄성파 단면에서(Figs. 2 (B-B’)

and 10) 북동-남서 방향의 정단층군의 구조적 침강에

의해 분지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SB #2가

truncation의 형태로 하부 지층을 삭박시키며 부정합을

이루고 있는 양상이 뚜렷이 나타난다. 이는 하부 층과

경사관계를 갖고, 부정합면 자체의 음향계수가 커서 대

부분 강한 진폭의 반사면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인지

할 수 있다(McQuillin et al., 1984). 본 부정합과 대

비되는 시추공 정합 퇴적층의 깊이는 930 m로, 이를

기준으로 암상이 암편잡사암 및 이암으로 구성된 하부

지층과 역암으로 구성된 상부 지층의 구분이 뚜렷하고

감마선 검층 자료 또한 급격히 API가 감소하는 양상

을 나타낸다. 화분·포자 화석 자료에서 본 구간은 에오

세 지시 화석이 산출됨이 보고되었지만 930 m 하부에

서 후기 백악기 지시 화석인 개형충의 산출량이 급격

하게 증가한 양으로 나타나고 저어콘 절대 연령 분석

결과를 함께 고려해 볼 때(1,494 m: 98.5±2.2 Ma),

SB #1(2,584 m)과 SB #2(930 m)에 의해 구분되는

시퀀스 II는 후기 백악기에 퇴적된 지층이라 생각된다.

5.2.3. 시퀀스 III (930-830 m)

분지 중심을 보여주는 단면에서는(Figs. 2 (C-C’)

and 11) 눈에 띄는 큰 단층이 나타나지 않고 지층이

대부분 평탄하게 퇴적되었다. 본 단면에서 SB #3가

시퀀스 II와 III를 강한 truncation의 형태로 삭박한 부

정합을 확인할 수 있다. 이와 대비되는 시추공의 정합

퇴적층은 830 m이다. 시퀀스 III 구간의 생층서 자료

를 살펴보면, 화분·포자 화석은 에오세 지시 화석이 나

타나고 개형충 화석은 더 이상 산출되지 않는다. 이와

함께 절대 연령 측정 결과(700-800 m: 53.8 Ma)를

고려할 때, SB #2와 SB #3로 구분되는 시퀀스 III는

후기 백악기 혹은 그보다 젊은 연령의 퇴적층임을 알 수

있고 그 정확한 연령은 알 수 없다. 시퀀스 III의 하부

경계인 SB #2의 시간구조도를 살펴보면(Fig. 12-c) 해

당 시퀀스의 두꺼운 부분을 보여주는 푸른색 원이

(1,800 ms) 지엽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5.2.4. 시퀀스 IV (830-650 m)

분지 가장자리를 지나는 단면에서(Figs. 2 (A-A’)

and 9) 시퀀스 IV를 구분할 수 있는 SB #4가

truncation 형태로 명확히 나타난다. SB #3와 SB #4

로 구분되는 시퀀스 IV는 700-800 m의 저어콘 절대

연령 자료로 에오세 보다 이전에 퇴적된 지층임을 확

인할 수 있고 화분·포자 화석 산출 자료를 통해 전기

마이오세 지층 혹은 그보다 오랜 연령의 지층으로 파악

된다. 또한 시퀀스 III의 상부 경계 SB #3(Fig. 12-d)

은 앞서 설명한 SB #1과 다르게 북서쪽에 퇴적물이

깊게 쌓였으며 분지의 퇴적 중심이 다소 북쪽으로 이

동한 경향을 보인다. 

5.2.5. 시퀀스 V (650 m-)

세 탄성파 단면에서 모두 시퀀스 V는 SB #4 위에

평탄하게 퇴적된 양상이 나타난다. 이는 시퀀스 IV의

퇴적시기를 고려해 볼 때, 시퀀스 V의 하부 경계 SB

#4는 마이오세 중기 말에 있었던 광역적 구조운동의

영향으로 생긴 부정합으로 볼 수 있다. 시퀀스의 하부

경계인 SB #4의 시간구조도(Fig. 12-e)에서는 SB

#3(Fig. 12-d)과 비교해보았을 때, 층이 전반적으로 평

평하게 쌓여있고, 서쪽에서 동쪽의 방향으로 퇴적이 일

어났음을 알 수 있다. 

6. 토의 및 결론

군산분지 중앙소분지는 기존의 여러 연구에서 팔레

오세-에오세 퇴적층을 주로 하는 고제3기 퇴적분지라는

보고(Cheong et al., 1998; Park et al., 1997; Byun,

2013)와 후기 백악기 층이 주를 이루고 있는 중생대

퇴적분지라는 보고(NPI, 2000; KNOC, 2004)로 크게

양분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중앙소분지에 대한 통합

적인 층서 접근을 통해 분지 형성 및 퇴적 시기를 명

확히 규명하고자 노력하였다. 시추공의 암상 분석, 생

층서 연구 자료, 쇄설성 저어콘 연대, 감마선 검층 및

2D 탄성파 탐사 자료 분석 결과를 종합하여 중앙소분지

의 퇴적 불연속면을 찾아내고, 이를 육상 퇴적환경에 적

용할 수 있는 Low- and High accommodation system

setting 개념을 이용해 퇴적계를 구분하였다. 이를 바탕

으로 음향 기반암 상부에서부터 시퀀스 I (Cretaceous or

older(?)), 시퀀스 II (Late Cretaceous), 시퀀스 III

(late Late Cretaceous or younger(?)), 시퀀스 IV

(Early Miocene or older(?)), 시퀀스 V (Middle

Miocene)와 같이 5개의 단위층으로 분대할 수 있다.

중앙소분지는 소규모 열개 분지가 백악기의 지구조

운동으로 인해 발생된 인장력에 의한 확장으로 형성되

었으며, 뒤이은 광역적인 침강이 발생해 하천 퇴적층

시퀀스 I과 II이 퇴적되었다. 시퀀스 I은 후기 백악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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혹은 그보다 이전에 퇴적된 층으로 감마선 검층 자료

와 암편 시료 관찰 결과를 통해 높은 침강률의 조건에

서 퇴적된 HASS로 구분된다. 시퀀스 I과 부정합을 경

계로 퇴적된 시퀀스 II는 1,556 m를 기준으로 하부의

LASS와 상부의 HASS로 구분되며 그 경계가 감마선

검층에서는 차이를 보이지만 다른 층서 자료에서는 구

분되는 특징이 없다. 이는 광역적인 침강작용을 겪으

며 비교적 안정된 환경에서 퇴적 accommodation이 점

차 증가하며 연속적으로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후기 백악기에는 이자나기 판의 섭입에 따라

분지 곳곳에는 mantle plume 등과 같은 화성활동이

지엽적으로 발생하였다. 이로 인해 쐐기형의 소규모 열

개 분지들이 형성되었으며 시퀀스 III이 열개 분지를

채우는 퇴적층에 해당한다. 시간구조도에서 시퀀스 III

의 하부 경계 SB #2를 살펴보면(Fig. 12-c), 분지의

중심부로 보이는 푸른색 점들이 부분적으로 나타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해당 시퀀스의 암상 자료에서

조립질 사암과 역암이 나타나는데 이는 열개분지의 연

변부에서 시추가 일어난 결과라 생각되며 열개분지 중

심은 호성 환경이 우세했을 것이라 생각된다. 본 시퀀

스의 지층 연령은 개형충 자료, 저어콘 절대 연령 자

료를 토대로 후기 백악기 후기 혹은 그보다 젊은 연령

이라 판단된다.

시퀀스 III가 퇴적된 이후 팔레오세 말부터 시작되는

히말라얀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아 탄루 단층이 우수향

으로 이동하기 시작하였고, 후기 에오세부터 전기 마

이오세 동안에 발생한 남북 방향의 강한 압축성 지구

조운동의 영향으로 대규모 융기 작용과 침식 및 삭박

작용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 영향으로 본 연구

지역의 올리고세 퇴적층은 결층이며, 2D 탄성파 단면

에서 후기 백악기 퇴적층이 전기 마이오세 및 중기 마

이오세 퇴적층과 부정합으로 접하는 양상을 볼 수 있

다. 마이오세 초기에 들어와 압축성 구조운동이 점차

둔화되기 시작하면서 심한 습곡으로 인해 생긴 요철부

를 부분적으로 채우는 퇴적층인 시퀀스 IV가 퇴적되었

다. 이후 마이오세 중기 말에 발생한 광역적 구조운동

의 영향으로 생긴 부정합 위에 플라이오세 및 제4기에

걸친 해침의 결과로 수평적인 퇴적 양상의 시퀀스 V

가 만들어진 후, 현재와 같은 안정된 대륙붕 환경으로

전이되었다(Fig. 13).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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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Summary of stratigraphic response to tectonic evolution of the Central sub-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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