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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arried out palynological analysis and seismic interpretation to establish a stratigraphic and environ-

mental reconstruction mainly based on fossil palynomorphs and seismic reflection data correlated with the oil

exploation well (BP-1) located in the Sora Sub-basin. There were frequent environmental and floral changes due to

sea level change in the Sora Sub-basin. The palynomorph assemblages found in the well sediments enabled paleo-

ecological zonation of the well sediment sequence resulting in 4 zones: Ecozone III, Ecozone IV, Ecozone V, Eco-

zone VI. Index fossils among palynomorphs indicate geological ages of the units within the well ranging from

Eocene to Pleistocene, and paleoenvironment varies from freshwater to inner neritic marine. Previous studies sug-

gest that the marine deposits were slightly different in stratigraphic range from well to well. It is considered the dif-

ference is credited to geomorphological setting. This study also shows 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existing

wells and BP-1 well to establishes a standard stratigraphy of the Domi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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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라소분지에 위치한 BP-1공을 대상으로 유기질 미화석 분석 결과와 탄성파 자료를 비교 분석하여 연구지역의 지

질시대를 구분하였고 고환경을 해석하였다. 소라소분지에서는 해침 해퇴의 반복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생물군의 변화가 있었다. 표준화석과 생태층서 해석에 의하여 지질시대는 하부로부터 후기 에오세, 올리고세, 전기 마

이오세로 구분하였다. 유기질 미화석군을 기초로 흑진주공의 생태층서를 상부부터 Ecozone III, Ecozone IV, Ecozone

V, Ecozone VI 로 각각 4개의 생태층서대로 나누었다. 흑진주공과 기존 연구된 도미분지의 생층서 자료를 비교한 결

과, 소라-1공과 인접한 BP-1공에서는 해성층의 미화석 군집의 다양도가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분지 주

변과 중앙에 위치한 지형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판단하였다. BP-1공의 층서 연구를 통해 기존의 시추공들과 층서대

비를 할 수 있었고 도미분지의 표준층서를 확립하게 되었다.

주요어 : 도미분지, 소라소분지, 미화석, 층서, 고환경

1. 서 론

한국 대륙붕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이후부터 탄

화수소자원 개발을 목적으로 물리탐사와 다수의 탐사

시추를 시행하여 생층서, 고환경, 탄성파층서, 지구조,

유기지화학 등의 자료가 축적되었다(KIER, 1984,

1987, 1988, 1989). 남해 제주분지 내 V, VI광구에서

도 거북-1, 옥돔-1공과 도미-1, 소라-1 시추공에서 다양

한 연구가 수행되어 석유자원 잠재력에 대한 석유지질

학적 평가가 있었다(KIER, 1989, 1996; Lee, 1997).

2010년에 한국석유공사는 소라소분지 중심부에 BP-1

공을 시추하여 탄화수소 부존 징후를 확인하였으며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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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시료 분석을 통한 근원암 가능성을 평가하였다(Fig. 1;

Park, 2011).

시추 후 석유잠재력을 평가하기 위해 수행하는 연구

는 비교적 짧은 기간에 이루어지기 때문에 연구하고자

하는 각 분지의 지화학적, 고생물학적, 퇴적 암석학적

분석 이외의 범지역적 층서검토나 학문주제간 결과비

교, 시추공들과의 비교 및 인접 분지간의 비교까지 수

행하기 어렵다. 그로 인해 인접 분지 시추공의 비슷한

층준에서 지질시대가 상이하고, 같은 분지에서도 연구

자에 따라 생층서 분대나 지질시대가 다름으로 탄성파

해석이나 구조해석, 분지발달사 해석, 더 나아가 이 지

역의 석유지질학적 평가에서 많은 혼란이 일어난다.

남해 대륙붕 6-2광구지역의 석유시스템 분석에서도

동일 지구조에 속하는 한국 측 시추공(도미-1, 소라-1)

과 일본 측 시추공(Fukue-1)의 생층서 결과가 다르게

해석되어 석유시스템 분석에서 결정적인 고려요소들을

확정짓지 못하는 원인이 되었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

하기 위해 도미분지의 생층서 확립에 목표를 두고 기

존 생층서 연구결과들을 검토한 결과 특히 논란이 되

고 있는 하부구간의 퇴적층에서는 석회질 미화석이 거

의 산출되지 않는 점에 주목하였다. 이러한 특성이 퇴

적환경에 의한 것인지 혹은 화석 보존의 차이 때문인

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존에 분석된 바 없는 상대적

으로 보존력이 뛰어난 유기질 미화석(와편모조류, 화분

포자)을 이용하여 생층서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기존 해성 석회질 미화석이 보존되지 않은 구간으로부

터 다량의 해성 유기질 화석을 획득함으로써 도미분지

의 생층서 및 고환경 정보를 복원하였다. 이를 토대로

남해 대륙붕 6-2광구지역 시추공 도미-1과 소라-1의 고

환경 발달사와 생층서 및 지질시대를 규명하고 탄성파

층서 결과와 비교하여 도미분지를 포함한 범지역적 표

준층서를 확립하였다(Yun et al., 2012).

본 연구에서는 도미분지 내의 소분지 중 하나인 소

라소분지의 중심부에서 시추한 BP-1(Fig. 2)공의 시료

를 상대적으로 보존력이 뛰어난 와편모조류 미화석과

화분포자 미화석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실시하여 BP-

1공의 지질시대를 규명하고 고환경을 유추하여 BP-1공

의 층서를 확립하고자한다. 나아가 기 연구된 도미분

지의 표준층서에 본 연구결과를 추가 및 대비하여 도

미분지의 표준층서를 완벽하게 설정하고자 한다.

2. 광역지질 및 연구지역

2.1. 광역지질

동중국해에는 서쪽의 동중국해대륙붕분지(East China

Sea Shelf Basin; Zhou et al., 1989)와 동쪽의 오키

나와 해곡분지(Okinawa Trough Basin; Zhou et al.,

Fig. 1. Location of BP-1 well.

Fig. 2. Gravity anomaly map of the Block 6-2(modified

from 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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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9)가 발달되어 있다. 이 분지들은 중국 남부지역을

따라 발달한 일련의 열개 분지들 중의 하나로 동중국

해대륙붕분지는 후기 백악기~전기 에오세에, 오키나와

해곡분지는 후기 마이오세에 열개운동에 의해 형성되

었다.

동중국해분지는 북서쪽으로 체민 융기대(Zhe-Min

Uplift)와 남동쪽으로 류큐 습곡융기대(Ryukyu Folded

Uplift)에 의해 경계가 되며, 분지 내부에 발달하는 다

이오유다오 습곡 융기대(Dioyudao Folded Uplift)를

중심으로 동중국해 대륙붕분지(Shelf Basin of the

East China Sea)와 오키나와 트러프분지(Okinawa

Through Basin)로 구분된다(Fig. 3). 그리고 중력탐사

에 의하면 동중국해 대륙붕분지 지역의 지각의 두께는

약 28 km로 대륙지각에 해당되며, 오키나와 트러프의

지각의 두께는 14 km 내지 20 km로 대륙지각이 남

동쪽으로 갈수록 얇아지는 경향을 보인다(Yin and Liu,

1990).

2.2. 연구지역

국내 대륙붕 남해지역의 6-2광구에 해당하는 본 연

구지역인 소라소분지는 크게 도미분지에 속하고 더 크

게는 제주분지에 속하며, 동중국해 분지에 속한다. 도

미분지의 퇴적중심지를 포함한 분지 절반 이상이 분포

하는 동쪽 부분은 일본 후쿠에 분지로 알려져 있다

(Fig. 1).

한국 석유공사가 수행한 2차원 탄성파 조사와 중자

력 탐사결과에 의하면 도미분지는 기반암 융기부에 의

해 3개의 소분지(도미소분지, 소라소분지, 북소라 소분

지)로 나누어지고(Fig. 2; PEDCO, 1998; KNOC,

2005; Park, 2011), 본 연구 지역은 동해의 울릉 분지

와 남해의 동중국해 분지 사이에 위치하여 두 분지의

연결지역에 해당한다(Lee et al., 2008).

제주분지와 도미분지는 백악기~ 팔레오세에 류큐 호

상열도의 섭입과 관련하여 형성된 남서-북동주향의 열

개분지이다(Meng and Chou, 1976; Li, 1984). 주로

동중국해 분지의 시후 트러프(Xiu Trough)의 지역적인

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에오세 말의 압축운동으

로 대규모 융기작용이 일어났다. 올리고세에 들어서면

서 태평양판의 섭입이 지속되면서 발생한 장력에 의해

새로운 확장기에 이르렀으며(Jolivet et al., 1989), 후

기 마이오세에는 롱징운동으로 발생한 횡압력에 의해

제주분지 북동쪽 쓰시마 지역이 융기되었다(Yin and

Liu, 1990).

3. BP-1공의 자료 해석

3.1. 시료 및 방법

본 연구는 소라소분지에서 시추한 BP-1공을 대상으

로 상대적으로 보존력이 뛰어난 와편모조류와 화분포

자를 대상으로 화학적 방법으로 시료를 처리하여 각

미화석종을 분석하였다. 시료처리를 위하여 약 10 m

간격으로 5-10 g의 시료를 채취하여 총 262개의 시료

를 분석하였고, 약 30 m 간격으로 총 80개의 시료를

현미경 관찰하였다.

3.2. 생층서

BP-1공의 80개의 시료로부터 총 9속 10종의 해성

와편모조류 화석과 1속의 담수성 와편모조류화석, 1속

의 아크리타치(Table 1), 28속 29종의 화분포자 화석이

산출되었다(Table 2). 해성 와편모조류 화석의 층서적

산출특성에 따라 상부로부터 전기 마이오세, 올리고세,

후기 에오세로 나누었다. 

3.2.1. 932 m ~ 1620 m: 전기 마이오세

본 구간은 해성 와편모조류가 산출하지 않고, 담수

Fig. 3. The structural division of the East China Sea(after

Yin et al., 19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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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와편모조류 Bosedinia sp.가 1320 m 에서 발견된

다. 화분포자는 28속 29종의 미화석이 산출한다. 발견

된 화분포자 미화석 가운데 Compositoipollenites sp.,

Engelhardtia sp., Malvacipollis sp., Trilobapollis sp. 의

전기 마이오세를 지시하는 종(Barnett, 1989; Guangdon,

1981; Hu & Sarjeant; 1992)들이 발견되었다.

3.2.2. 1620 m ~ 2880 m: 올리고세

본 구간에서는 9속 10종의 해성 와편모조류 화석,

1속의 담수성 와편모조류, 1속의 아크리타치, 24속 25

종의 화분포자가 산출한다(Fig. 4). 와편모조류는 1620 m

~1740 m에서 Glaphyrocysta exuberans, Seleno-

pemphix nephroides, Selenopemphix quanta, Tuber-

culodinium vancampoae 가 각각 1~2개체씩 산출하

었고, 1860 m에서 Polysphaeridium sp. 가 1개체,

2280 m ~ 2580 m에서 Glaphyrocysta exuberans, Cor-

dosphaeridium sp., Pentadinium laticinctum, Seleno-

pemphix nephroides, Linglodinium sp., spiniferites

sp., Hystrichokolpoma sp.가 발견되었다. 담수성 와편

모조류 Bosedinia sp. 와 아크리타치 Baltisphaeridium

sp. 가 이 구간에서 간헐적으로 산출한다. 화분포자는

Acer sp. 외 23속 24종이 발견되었고, 특히 산출된 화

분포자 중 Alnipollenites verus 와 Tiliaepollenites

microreticulatu 의 산출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구간에서의 와편모조류는 Cordosphaeridium sp.,

Glaphyrocysta exuberans, Polysphaeridium sp. 의

에오세-올리고세를 지시하는 종(Table 3) 들이 산출하

고, 본 구간의 상부경계에서는 올리고세 말에 절멸하

는(LAD) Glaphyrocysta exuberans 가 나타남에 따라

올리고세로 해석하였다.

3.2.3. 2880 m ~ 4060 m: 에오세

BP-1공의 최 하부 구간에 해당하는 본 구간은 와편

모조류는 산출하지 않고, 화분포자는 13속 13종이 산

출하였다. 특히 전형적인 후기 에오세를 지시하는

Quercoidites microhenricii, Betulaepollenites sp., Ulmi-

pollenites undulosus, Pinuspollenites sp. 화분 미화

석의 조합(Yi et al., 2003)이 나타나므로 후기 에오세

로 해석하였다(Table 4). 

3.3. 고환경

산출된 와편모조류, 담수성 조류, 화분포자 미화석의

생물종, 다양도를 근거로 보았을 때, BP-1공의 전 구간

에서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가 우

Table 1. Occurence chart of the Dinoflagellates and

Acritarch from BP-1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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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Occurrence chart of the palynomorphs from BP-1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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점종으로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산악지대가 멀리 있지

않은 환경이었고, 와편모조류가 발견된 구간은 해침이

있었음을 나타낸다(Fig. 4).

3.3.1. 932 m ~ 1620 m: Ecozone III / Upper Coastal

Plain

본 구간은 해성 와편모조류가 산출하지 않고, 담수성

와편모조류 Bosedinia sp. 가 1320 m에서 발견된다.

화분 포자 미화석 중 소택지나 물가 등지에 서식하는

(Hopkins, Jr., 1969; Jarzen, 1978; Barnett, 1989)

Laevigatosporites sp. 가 우점종으로 산출되고 Pinus-

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도 다량 산출되었다.

건조한 산악지역에서 주로 서식하는(Hopkins, Jr.,

1969; Jarzen, 1978; Barnett, 1989) Quercoidites

microhenricii, 도 발견되므로 산악지대 근처의 Upper

Coastal Plain 환경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3.3.2. 1620 m ~ 1740 m: Ecozone IV / Shoreface

본 구간에서는 해성 와편모조류인 Glaphyrocysta

exuberans, Selenopemphix nephroides, Selenopemphix

quanta, Tuberculodinium vancampoae, Spiniferites

sp. 가 산출한다. 담수성 조류 화석은 Bosedinia sp. 1

개체만 나타났다. 화분포자 화석은 두 개의 기낭이 있

는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가 다량

Fig. 4. The diagram of Microfossil abundances in the BP-1 well(lithology: KNOC Report, 2005).

Table 3. Dinoflagellates stratigraphic range known previously

from Northern hemisphere(Williams et al., 1993)

Index species FAD LAD

Selenopemphix spp. 43 Ma 0 Ma

Tuberculodinium vancampoae 27 Ma 0 Ma

Polysphaeridium congregatum 40 Ma 28 Ma

Glaphyrocysta exuberans 54 Ma 38 Ma

Pentadinium laticinctum 50 Ma 12 Ma

Cordosphaeridium gracilis in Cret. 30 Ma

Cordosphaeridium fibrospinosum in Cret. 33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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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되었고, Inaperturopollnites sp., Laevigatosporites

sp. 가 우점종으로 산출된다.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Inaperturopollnites sp., Laeviga-

tosporites sp. 과 같은 육상기원의 화분포자가 이 구

간에서 우점종으로 산출되었지만 산출된 와편모조류 중

Selenopemphx nephroides 는 Inner Neritic 환경을 지

시하고, 다른 와편모조류 화석도 해양환경을 지시한다.

3.3.3. 1740 m ~ 2610 m: Ecozone V / Lower

Coastal Plain 

이 구간에선 해성 와편모조류 화석인 Polysphaeridium

sp. Cordosphaeridium sp., Pentadinium laticinctum,

Selenopemphix nephroides, Linglodinium sp., Hystri-

chokolpoma sp. 이 산출되고, 담수성 조류인 Bosedinia

sp.와 Baltisphaeridium sp.이 1860 m와 2070 m에서

1개체씩, 담수성 조류 화석 Bosedinia sp. 가 2160 m

에서 1개체가 산출되었다. 화분 포자 화석은 Pinus-

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와 Ulmipollenites

undulosus, Tiliaepollenites microreticulatus, Laevi-

gatosporites sp. 가 우점종으로 산출된다.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Ulmipoll-

enites undulosus, Tilliaepollenites microreticulatus 는

비교적 고지대에서 서식하는 식물이지만 Laevigatos-

porites sp. 와 같은 습한 저지대에서 서식하는 식물의

포자화석과 담수성조류, 해성 와편모조류 미화석도 함

께 수반되어 산출되므로 본 구간은 간헐적으로 해수의

영향을 받은 Lower coastal Plain 환경에 해당된다.

3.3.4. 2610 m ~ 4060 m: Ecozone VI / Upper

Coastal Plain 

이 구간에서는 해성와편모조류의 산출은 나타나지

않고, 담수성 와편모조류인 Bosedinia sp. 가 2700 m

에서 1개체 나타난다. 화분포자화석은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 와 Ulmipollenites undulosus,

Laevigatosporites sp. 가 우점종으로 산출된다. 와편모

조류와 담수성조류의 화석이 거의 나타나지 않고, 두

Table 4. Palynological characteristics and paleoenvironments of BP-1 wel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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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의 기낭을 가진 Pinuspollenites sp., Piceapollenites

sp..의 산출이 우세한 것으로 보아 산악지대가 멀리 있

지 않은 Upper Coastal Plain 을 나타낸다(Table 4).

3.4. 시추공 및 탄성파자료 대비

한국석유공사는 2010년 초에 도미분지 북부의 소라

분지 분지 중심부에 BP-1공(시추심도 4,060 mMD)을

시추하여 하부로부터 기반암,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

오세 플라이오세-현생의 퇴적층을 확인하였다. 시추 결

과 주로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되며 후기 에오세 및 올

리고세는 사암의 비율이 높고 후기 올리고세 및 마이

오세 퇴적층에는 탄층 및 화산암층이 이암 또는 사암

사이에 협재하여 나타난다. 이러한 시추공의 암상 및

층서 결과와 기존의 소라-1공과 BP-1공을 지나는 탄성

파 자료를 참고하여 층서 대비에 이용하였다(Fig. 5).

4. 토의 및 결과

본 연구지역인 소라소분지가 포함된 도미분지는 도미

-1공 및 소라-1공 시추시료 생층서 분석을 통하여 4개

의 생태층서 또는 고환경으로 나누어졌다(Fig. 6). 도미

분지 생태층서는 상부에서부터 Ecozone A (marine),

Ecozone (barren) B(freshwater), Ecozone C (blackish-

marine), Ecozone (barren) D(freshwater/alluvial fan)

으로 구분된다. 표준화석에 의한 지질시대는 2개 시추

공 모두 하부로부터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

이오세, 플라이스토세 시기로 나타났다. 지질시대에 따

른 환경변화가 심하여 최하부 에오세 초기 시기는 육

성 환경이며, 에오세 중기-올리고세 시기는 해양환경

우세로 바뀌었고 마이오세 시기는 대부분이 육성환경

이었으며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시기는 다시 해양

환경으로 변화하였다(Yun et al., 2012).

BP-1공에서는 4개의 생태층서대로 나누었다. 상부로

부터 Ecozone III (Upper Coastal Plain), Ecozone

IV (Shoreface), Ecozone V (Lower Coastal Plain),

Ecozone VI (Upper Coastal Plain). 이번 연구의 BP-1

공의 생층서와 기 연구된 거북-1공, 옥돔-1공, 도미-1공,

소라-1공의 생층서 특성을 토대로 시추공간의 대비를

시도하였다(Fig. 6).

4.1. Ecozone

4.1.1. Ecozone III : 마이오세

본 구간에서는 와편모조류화석의 산출이 없는 구간

이다. 이 구간은 기 연구된 소라-1공의 Ecozone B

와 대비되는 구간으로 마이오세 또는 마이오세 그 이

후의 시대에 퇴적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소라-1공의

유기물 상분석에 의하면 갈색나무조직과 식물 표피조

직, 화분 등 육상기원 유기물과 담수유입을 지시하는

포자화석이 발견됨으로써 담수영향을 받은 육상환경으

로 추정된 바 있다. BP-1공에서도 수서식물로서 주로

연못이나 강가의 얕은 흐르는 물에서 서식하는 화분이

나 건조지역에서 서식하는 화분, 담수성 조류 등이 발

견되면서 담수의 영향을 받은 Upper Coastal Plain

환경으로 판단하였다.

4.1.2. Ecozone IV ~ Ecozone V : 올리고세

본 구간은 에오세-올리고세의 고환경으로 대비하였

을 때 인근 도미-1공과 소라-1공의 Ecozone C 구간이

Fig. 5. Seismic section showing 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the Sora-1 and BP-1 well(modified from Park,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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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P-1공의 Ecozone IV, V 구간과 해성층으로 대비된다.

이 구간의 상부경계에서는 올리고세 말에 절멸하는

(LAD) Glaphyrocysta exuberans 가 나타남에 따라

올리고세 기간에 퇴적된 해양환경으로 해석하였다. 특

히, BP-1공의 와편모조류 산출이 나타나는 Ecozone

IV 와 Ecozone V 에서 각각 해침이 있었음을 시사한

다. 반면에 인접한 소라-1공에서는 BP-1공의 Ecozone

IV, V와 대비되는 Ecozone C 에서만 해성층이 나타나

는데 이는 각각 분지 주변과 중앙에 위치한 소라-1공과

BP-1공의 지형적 차이로 인한 결과로 해석되며(Fig. 2)

탄성파 단면도 상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Fig. 5). 즉,

올리고세의 소라소분지에서는 해침 해퇴의 반복으로 해

수면 변동이 있었고, 남쪽의 BP-1공과 북서쪽의 소라-

1공의 위치와 해성층의 시작 층준을 비교한 결과 해침

은 동남쪽으로부터 진행되었다고 판단하였다. 

4.1.3. Ecozone VI : 올리고세

본 구간은 BP-1공에서 와편모조류가 산출되지 않는

구간으로 도미-1공의 3201 m - 2565 m, 소라-1공의

3167 m - 920 m 구간의 최하부 구간과 대비된다. 유

기물상 분석에 의하면 도미-1공의 경우 흑색나무조직

이 우세하며 그 밖에 화분, 포자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소라-1공의 경우 흑색나무조직과 갈색나무조직이 다량

산출된다. BP-1공에서는 Pinuspollenites sp., Picea-

pollenites sp. 와 Ulmipollenites undulosus, Laevi-

gatosporites sp. 의 화분포자 화석이 우점종으로 산출

되면서 산악지대가 멀리 있지 않은 Upper Coastal

Plain 환경을 나타낸다. 3 개 시추공의 본 구간은 서로

대비되어 주위에 산악지형이 있었고 소택지가 많은 저

지대 환경이었음을 시사한다.

4.2. 고지리 및 지구조 발달

소라소분지의 BP-1공(932 m~4060 m)의 시료로부

터 유기질 미화석(와편모조류, 화분포자)의 산출유무로

해침과 해퇴 구간을 설정하고 인근 공과 비교한 결과

에오세시기는 모두 육성환경이었고 올리고세는 해성환

Fig. 6. Biostratigraphic correlation of Geobuk-1, Okdom-1, Domi-1, Sora-1, BP-1 wells based on

dinocysts. (modified after Yun et al. 1999 and 2012 with results of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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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마이오세는 다시 육성환경으로 변화하였다(Fig. 7).

그러나 소라공의 해침구간은 짧고 BP-1공의 해침구간

은 긴데 이는 소라공은 분지 가장자리에, BP-1공은 분

지 중심에 위치하여 같은 기간에서도 퇴적율의 차이와

또한 소라공의 지구조적 융기에 기인하는 것으로 보인

다. BP-1공과 소라공의 해침시작 시기의 차이(1680 m)

는 크고 해퇴시작 시기의 차이 (780 m)는 비교적 크

지 않는 것으로 보아 소라공의 융기속도는 해침초창기

에는 아주 컸고 이후 차츰 느려진 것으로 보인다. 이

런 융기로 인하여 퇴적층의 두께가 소라공에서 매우

얇다. 인근공과 소라공의 Pliocene-Pleistocene 해침시

기는 인근 도미공과 비슷한 것으로 보아 이 시기에서

는 소라공의 융기와 BP-1공의 침강운동 등을 포함한

구조운동은 이 지역에서 거의 끝난 것으로 보인다.

5. 결 론

BP-1공을 포함하는 소라소분지는 도미분지 내의 소

분지중 하나로 지금까지 국내에서 도미-1공, 소라-1공

의 시추공자료 분석을 통한 퇴적층의 시대에 대한 연

구를 수행하였지만 북소라 소분지는 단층의 단절로 인

해 아직 정확한 시대는 결정되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는 소라소분지의 중심부에서 시추한 BP-1 공의 시료를

상대적으로 보존력이 뛰어난 와편모조류 및 화분포자

미화석 분석을 이용한 연구를 실시하였고 주변에 인접

한 도미-1공과 소라-1공의 시추공 자료와 함께 대비하

여 지질시대를 규명하고 고환경을 유추하여 도미분지

의 층서를 확립하고자 하였다. 한국석유공사에서 시추

된 BP-1공의 시추공 결과는 하부부터 기반암,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세 플라이오세-현생의 퇴적층임이 확

인되었고, 본 연구결과의 표준화석 지시종에 의한 각

퇴적층의 시대는 하부로부터 에오세, 올리고세, 마이오

세를 지시하였다. 또한 기존의 소라-1공과 BP-1공을 지

나는 탄성파 자료를 참고하여 층서 대비에 이용하였다.

시대에 따른 환경변화로 최하부 육성층은 에오세에 해

당되고 두 구간의 해성층은 올리고세, 그 상부의 육성

층은 마이오세로 해석하였다. 소라소분지에서는 해침

해퇴가 반복과 해수면 변화에 따른 환경변화 및 생물

Fig. 7. Eocene to pleistocene paleogeography of the East China Sea including the Cheju Basin and Domi Basin(modified

after Zhou et al., 1989; Yun et al.,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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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의 변화가 있었고, 이를 토대로 크게 4개의 고환경

으로 나눌 수 있었다; 상부부터 Ecozone III (Upper

Coastal Plain), Ecozone IV (Shoreface), Ecozone V

(Lower Coastal Plain), Ecozone VI (Upper Coastal

Plain) 로 각각 나누었다.

또한, 올리고세의 소라소분지에서는 와편모조류 산

출량 해석결과 해침 해퇴의 반복으로 해수면 변동이

있었음을 알 수 있었고, 소라-1공과 인접한 BP-1공에

서는 해성층이 각각 다르게 나타났는데, 이는 각각의

분지 주변과 중앙에 위치한 지형적 차이로 인한 결과

로 해석하였다. 해침의 방향은 남쪽의 BP-1공과 북서

쪽의 소라-1공의 위치와 해성층의 시작 층준을 비교한

결과 동남쪽으로부터 왔다고 판단하였다. 따라서 BP-1

공의 연구를 통해 기존의 도미분지의 표준층서를 확립

하는 계기가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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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1. 1. Acer sp., 2. Acer sp., 3. Acer sp., 4. Carya sp., 5. Alnipollenites verus, 6. Alnipollenites verus, 7. Betulaepollenites sp.,

8. Engelhardtia sp., 9. Compositoipollenites cf. grandiannulatus, 10. Magnoliaceae sp., 11. Fraxinus sp., 12. Fraxinus sp.,

13. Fraxinus sp., 14. Fraxinus sp., 15. Fraxinus sp., 16. Ilexpollenits sp., 17. Inaperturopollnites sp., 18. Inaperturopollnites

sp., 19. Inaperturopollnites sp., 20. Inaperturopollnites sp., 21. Liquidambapollenites sp., 22. Liquidambapollenites sp., 23.

Liquidambapollenites sp., 24. Liquidambapollenites sp., 25. Liquidambapollenites sp., 26. Liquidambapollenites sp., 27.

Liquidambapollenites sp., 28. Liquidambapollenites sp., 29. Malvacipollis sp., 30. Longapertitess sp., 31. Nyssapollenites

pseudolaesus, 32. Nyssapollenites pseudolaesus, 33. Onagraceae, 34. Onagraceae, 35. Quercoidites, 36. Quercoidites, 37.

Quercoidites, 38. Quercoidites, 39. Ulmipollnites sp., 40. Ulmipollnites sp., 41. Psilatricolpites spp., 42. Psilatricolpites spp.,

43. Simplocoipollenites sp., 44. Tiliaepollenites sp., 45. Tiliaepollenites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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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2. 1. Piceaepollenites sp., 2. Piceaepollenites sp., 3. Piceaepollenites sp., 4. Piceaepollenites sp., 5. Piceaepollenites

sp., 6. Piceaepollenites sp., 7. Pinuspollenites sp., 8. Pinuspollenites sp., 9. Pinuspollenites sp., 10. Piceaepollenites sp., 11.

Piceaepollenites sp., 12. Piceaepollenites sp., 13. Pinuspollenites sp., 14. Piceaepollenites sp., 15. Piceaepollenites sp., 16.

Piceaepollenites sp., 17. Piceaepollenites sp., 18. Piceaepollenites sp., 19. Crassoretitriletes vanraadshooveni, 20.

Crassoretitriletes vanraadshooveni, 21. Crassoretitriletes vanraadshoove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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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late 3. 1. Crassoretitriletes vanraadshooveni, 2. Cyathidites sp., 3. Cyathidites sp., 4. Cyathidites sp., 5. Cyathidites sp.,

6. Cyathidites sp., 7. Cyathidites sp., 8. Laevigatosporites sp., 9. Laevigatosporites sp., 10. Magnastriatites, 11. Magnastriatites,

12. Magnastriatites, 13. Nephrolepis type, 14. Laevigatosporites sp., 15. Bosedinia sp., 16. Baltispaeridium sp. (short spined),

17. Baltispaeridium sp. (short spined), 18. Bosedinia sp., 19. Bosedinia sp., 20. Cordosphaeridium sp., 21. Glaphyrocysta

exurberance, 22. Linglodinium sp., 23. Linglodinium sp., 24. Linglodinium sp., 25. Cordosphaeridium sp., 26. Hystrichokolpoma

sp., 27. Linglodinium sp., 28. Pentadinium laticinctum, 29. Selenopemphix sp., 30. Spiniferties sp., 31. Selenopemphix sp.,

32. Spiniferties sp., 33. Selenopemphix s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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