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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이 논평에서는 중국 일 에 발달하는 셰일가스 함유 육성(호수) 퇴적층 중 Songliao 분지에 해 고찰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성층 및 해성층 기원의 셰일가스를 비교하였다. 중국 북동부에 분포하는 Songliao 분지는 호

수에서 퇴적된 흑색 셰일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어 최근 들어 중요한 셰일가스 탐사 상지로 떠오르고 있다. 
Songliao 분지는 주로 백악기에 발달하였으며, 그 중에서도 백악기 후기에 퇴적된 Qingshankou층과 Nenjiang
층에 흑색 셰일이 두껍게 나타난다. 흑색 셰일은 Songliao 분지 내에 발달한 호수가 크게 확장되었을 때 퇴적되

었으며, 이 시기는 전세계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한 시기와 략적으로 일치하고 따라서 당시에는 분지내 호수가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이러한 호성 셰일가스 함유 퇴적층은 해성층의 그것과는 다른 특징을 
보이는데 그 중에서도 가장 중요한 것은 호성 흑색 셰일층의 수직적 및 수평적 분포가 매우 복잡하다는 것이다. 
그 이유로는 호수 분지의 지구조적 진화 과정, 호수의 작은 크기에 따른 잦은 퇴적 환경의 변화, 유입되는 퇴적

물의 경로 변화, 기후 변화에 따라 급격하게 일어나는 호수면의 변화 등이 있다. 이렇게 생성된 호성 퇴적층은 

수평적 분포는 좁으나 수직적으로는 매우 두껍게 나타나는 양상을 보이며, 이로 인해 셰일가스를 함유하고 있

는 퇴적층의 부피가 일정 이상으로 유지될 수 있다. 또한 호수 환경에 쌓이는 셰일의 암석학적인 특성, 즉 취성

도, 석영 함량 등이 해성층의 그것과 다르며, 이는 셰일가스의 생산단계에서 중요하게 고려해야 할 상이 된다.

주요어: 호성 퇴적분지, Songliao 분지, 퇴적환경, 층서, 셰일가스 

Jeong-Hyun Lee and Seok-Hoon Yoon, 2017, Review on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stratigraphy of 
Chinese gas-bearing shale succession (Songliao Basin) and their implication on lacustrine shale gas 
deposit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3, no. 6, p. 845-862

ABSTRACT: This manuscript reviews shale gas-bearing lacustrine deposits in the Songliao Basin, located in 
northeast China, and compares lacustrine and marine gas-bearing shales. Abundant black shales deposited in the 
lake environment occur in the Songliao Basin, and therefore the basin has been a focus of shale gas study. The 
Songliao Basin mainly formed during the Cretaceous, and thick black shales developed in the Qingshankou and 
Nenjiang formations during the Late Cretaceous. These shale deposits mainly formed when the lake developed 
extensively, and this time interval overlaps with the time of global sea-level rise. Therefore, it has been thought 
that the lake would have been connected with the ocean during the intervals of high lake level. These lacustrine 
shale gas bearing deposits are fairly different from those of marine origin, especially in their distribution pattern; 
vertical and lateral distributions of the lacustrine black shales are very much complex. Such complex distribution 
of lacustrine shale was caused by structural evolution history of the lacustrine basin, abundant changes in 
depositional condition due to small size of lake, changes in sediment route, and rapid lake level changes caused 
by climate change. The lake deposits form laterally restricted but vertically thick successions, resulting in 
volumetrically significant shale gas distribution. In addition, lithologic characteristics of lacustrine shale are 
different from those of marine shale, such as brittleness and proportion of quartz, which are important in terms 
of shale gas produ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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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최근 들어 전 세계적으로 셰일가스 개발에 한 

관심이 고조되고 있으며, 그 중에서도 미국 및 캐나

다 등 북미 일 에서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산이 활

발하게 이루어지고 있다. 현재 상업적인 가스 생산

이 이루어지고 있는 셰일층의 부분은 해양에서 형

성된 것으로서, 표적인 예로는 미국의 백악기 Eagle 

Ford층군, 캐나다의 트라이아스기 Montney층, 중

국의 실루리아기 Longmaxi층 등이 있다. 그러나 중

국에는 육성 기원의 호성 퇴적층들에도 다량의 유기

물질을 함유한 흑색 셰일이 존재하며, 이들은 향후 

중요한 셰일가스 탐사 상으로 고려되고 있다(Zou 

et al., 2013). 중국에 분포하는 셰일가스 함유 퇴적층 

중 해양 기원의 셰일은 전체의 1/3에 지나지 않으

며, 2/3가량은 해안선 일  또는 육성 환경에서 퇴

적된 것이다(Zhang et al., 2012). 육성 환경에서 퇴

적된 호성 셰일은 해양 환경에서 퇴적된 셰일과 그 

퇴적학적 생성 과정이 다르며, 그 결과 형성된 퇴적

층의 분포 양상도 달라 해양 기원의 셰일층에서 사

용하던 셰일 가스 생산 기법을 그 로 도입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Karz and Lin, 2014). 

중국 일 에는 다양한 시기의 셰일가스 퇴적층이 

널리 분포하고 있으며, 이에 하여 지질학적 연구가 

다방면으로 이루어지고 있다(Zou et al., 2010). 중국

은 현재 미국, 캐나다와 함께 셰일가스의 상업적 생

산이 이루어지는 국가로서, 향후 생산 가능한 셰일 

가스 매장량은 31조 6천억 m3에 달하는 것으로 평가

되고 있다(EIA, 2017). 중국에서는 2005년부터 셰일

가스의 탐사가 시작되어, 그동안 다양한 지질시 의 

셰일층에 한 지질학적 조사가 수행되었다. 실제로 

이들 중 일부에서는 상업적 생산이 이루어지고 있는

데, 2010년 최초로 생산이 이루어진 후 지속적으로 생

산량은 증가하는 추세이다(Zou et al., 2016). 그러나 

아직까지 중국은 셰일가스의 생산이 활발한 미국 및 

캐나다에 비해 그 생산이 뒤처지고 있는데, 이는 도

로 등 셰일가스의 생산에 필요한 기반시설의 부족, 

셰일층을 파쇄하기 위한 수자원의 부족, 중국 일

에 발달하는 셰일층의 복잡한 구조특성 등에서 기인

한다(Zou et al., 2016).

이 논평에서는 최근 들어 주목을 받고 있는 중국

의 육성 호수 기원 셰일가스 함유 퇴적층을 소개하고, 

그 중 상 적으로 연구가 자세히 이루어진 Songliao 

분지에 발달하는 셰일 및 이암층에 해 종합하여 보

고하고자 한다. 이를 바탕으로 육성 환경에서 발달

하는 셰일가스를 함유한 퇴적층에 해 특히 그 퇴

적작용 및 주요 퇴적환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아울

러 육성 및 해성 셰일층을 퇴적학적 및 석유지질학

적 관점에서 비교해보고자 한다. 현재 중국만이 셰

일가스를 함유하는 호성 퇴적층에 해 실질적으로 

탐사 및 생산을 실시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이

러한 정보는 향후 육성 셰일층에서 셰일가스를 생산

할 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

2. 국 륙에서의 셰일  이암층의 개요

중국 륙에 분포하는 셰일가스를 함유한 퇴적층

은 지질학적으로 크게 세 종류로 나눌 수 있는데, 전

기 고생 -중기 고생 에 원양에서 퇴적된 해양성 셰

일, 후기 고생 -전기 중생 에 해안선 일 에서 퇴

적된 셰일 또는 탄화셰일, 그리고 중생 -전기 신생

에 걸쳐 형성된 육성 호수 퇴적층 등이다(Zou et 

al., 2010). 이들 중 유기물질이 풍부한 흑색 셰일로 

구성된 호성 퇴적층은 중국 서부의 Junggar, Ordos 

분지, 남부의 Sichuan 분지, 북동부의 Songliao 분

지, 황해 북쪽의 Bohai Bay 분지 등이 있다(표 1). 이

들 중 Songliao, Bohai Bay, Ordos, Junggar 분지 등

은 중국 륙에 분포하는 탄화수소자원의 주요 분포

지로 알려져 있다(Zou et al., 2015). 

중국에서 셰일가스를 함유한 육성 호수 퇴적층은 

중생 에서 전기 신생 에 걸쳐 발달하며, 여기에는 

중국 북동부에 발달하는 백악기 Songliao 분지, 중국 

동부 베이징 일 에 발달하는 고제3기 Bohai Gulf 분

지, 중국 중부 일 에 발달하는 트라이아스기 Ordo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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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Thickness (m) Area (104 km2) Distribution
Mesozoic Triassic-Jurassic 1200-1500 2.0-3.0 Junggar Basin

Triassic 20-160 4.0-5.0 Ordos Basin
Cretaceous 200-400 4.0-5.0 Songliao Basin
Jurassic 300-500 0.3-0.5 Tuha Basin

Cenozoic Eocene 800-2300 0.8-1.0 Bohai Bay Basin (Liaohe, 
Huanghua, Jiyang depressions)Eocene 2000-2500 1.0-1.5

Eocene 220-1300 1.2-1.5
Oligocene-Pliocene 800 0.3-0.5 Qaidam Basin

Table 1. Lacustrine shale distribution in China. Modified after Zou et al. (2010).

Fig. 1. Distribution of Mesozoic-Cenozoic lacustrine shale in China. Modified from Zou et al. (2010).

분지, 중국 남동부에 발달하는 트라이아스기-쥬라기 

Sichuan 분지, 중국 북서부에 발달하는 쥬라기 Junggar- 

Tuha 분지, 중국 서부에 발달하는 트라이아스기-쥬

라기 Tarim 분지와 제3기 Qaidam 분지 등이 포함

된다(그림 1). 이들 분지에 분포하는 육성 호수 퇴적

층들은 중국 내 셰일가스층 중에서 가장 큰 면적을 

차지한다. 이들은 주로 침하지(depression) 또는 열

개분지(rift basin)에서 퇴적된 것으로, 유기물질이 

풍부한 셰일, 석회암, 사암, 이암 등으로 이루어져 있

다(Zou et al., 2010).

동북아시아 일 의 중생  및 신생  육성 퇴적분

지들은 부분 이 지역에 분포하는 여러 지판들이 충

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것들이다. 중국 동북부에 분포

하는 퇴적 분지들은 고태평양판(이자나기판)이 유라

시아판 아래로 섭입하는 과정에서 유라시아판 내에 

발달한 단층 와 밀접한 관계가 있다(Chough and 

Sohn, 2010). 중생  후기, 이자나기판은 태평양판 아

래로 비스듬하게 섭입하였으며, 그 결과 동아시아 일

에 분포하는 유라시아판 내에는 좌수향 단층계가 

거 발달하였다(Klimetz, 1983; Engebretson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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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Location map showing the Songliao Basin and its structural units. Base map from Google Earth. Structural 
units adapted from Jia et al. (2013). A-A’ indicates location of seismic profile shown in Fig. 3.

1985; Watson et al., 1987; Kim et al., 1997). 동시기 

한반도 일 에도 여러 소규모 주향이동분지(strike-slip 

basin)들이 생성되었으며, 경상도 일 에는 후배호분

지(back-arc basin)가 발달하였다(Chough and Sohn, 

2010; Chough, 2013). Songliao, Bohai Bay 분지 등

이 이와 같은 지구조적 사건의 결과로 생성되었으며, 

최근 들어 석유가 발견되었다고 보고된 서해 북쪽의 

북한 영해 내에 발달한 서한만분지 또한 동일한 지

구조 운동에 의해 형성되었다(Chen and Qin, 1989; 

Allen et al., 1997; Ren et al., 2002). 반면, 중국 서북

부에 위치하는 퇴적 분지들은 여러 작은 판들이 고

생  말-중생  초에 걸쳐 충돌한 결과 생성된 것으

로서, Junggar 및 Tuha 분지는 카자흐스탄, 시베리

아 및 타림판이, 그리고 Qaidam 분지는 유라시아판

과 인도판이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성된 것으로 알려

져 있다(Wang and Chen, 2004; Yin et al., 2008).

3. Songliao 분지

Songliao 분지는 중국 북동부에 분포하는데, 길

이 750 km, 너비 330-370 km로 면적은 260,000 km
2

에 달하며(Feng et al., 2010), 구조적인 특성에 따라 

북부 급락지(Northern Plunge), 중앙 요곡(Central 

Downwarp), 북동 융기 (Northeastern Uplift), 남동 

융기 (Southeastern Uplift), 남서 융기 (Southwestern 

Uplift), 서부 사면(Western Slope) 등 크게 6개의 구

역으로 구분된다(그림 2). Songliao 분지를 구성하는 

암층서 단위들의 연 는 미화석 연구를 통해 잘 알려

져 있는데(Wan et al., 2013), 이에 따르면 Songliao 

분지에는 중생  쥬라기 또는 백악기부터 신생  신

제3기까지에 걸쳐 두께 약 10 km에 달하는 퇴적층이 

집적되었으며, 분지의 가장자리로 가면서 퇴적층의 

두께는 점진적으로 얇아지는 양상을 띤다(그림 3).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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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Regional seismic section and structural cross section across the central part of the Songliao Basin. Lithologic 
and stratigraphic information derived from geophysical logs and cores tied to seismic sections. After Feng et al. (2010).

적층 하부의 기반암은 주로 고생 의 변성암, 화성암, 

화산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Gao and Cai, 1997).

3.1 지구조  분지 발달사

Songliao 분지의 형성 과정은 지구조적으로 맨틀 

용승, 열개작용, 열개후 열적 수축에 의한 침강, 구조

적 역전 등으로 크게 네 단계로 나누어 볼 수 있다. 

맨틀 용승 시기는 쥬라기 중기에서 후기에 해당되

며, 이 시기에는 분지의 확장이 활발한 화산 활동을 

동반하여 일어났다. 이 시기에 퇴적된 암석들은 일

부 지구조 단위에만 부분적으로 퇴적되었으나 그 두

께는 최  7 km에 달한다(Xie et al., 2003).

 열개가 일어난 이후에는 백악기 전기에서 후기에 

걸쳐 퇴적층의 열적 수축에 의해 점진적으로 침강이 

일어나게 된다. 이 시기에 발달한 열개후 퇴적체는 

그 두께가 평균 약 3,000-4,000 m 정도로 최  6,000 

m에 달하며, 분지 전역에 걸쳐 하부에 있는 열개 동

시성 퇴적체를 부정합적으로 피복한다. 신생 에는 

구조 역전이 일어났으며, 분지 서부에만 일부 퇴적이 

일어났고 그 두께는 최  510 m 정도이다(그림 4) (Feng 

et al., 2010).

3.2 층서  퇴 환경

Songliao 분지에 형성된 퇴적체는 하부로부터 쥬

라기 후기에 퇴적된 Huoshiling층, 백악기 전기에 

퇴적된 Shahezi, Yingcheng, Denglouku, Quantou층, 

백악기 후기에 퇴적된 Qingshankou, Yaojia, Nenjiang, 

Sifangtai, Mingshui층, 신생 에 퇴적된 Yi’an, Da’an, 

Taikang층 등으로 이루어진다(그림 4). 이들은 분지

의 지구조 발달사에 따라 크게 4개의 지구조 층단위, 

즉 심부 지구조 층단위(deep tectonic unit layer), 

하부 지구조 층단위(lower tectonic unit layer), 중

부 지구조 층단위(middle tectonic unit layer), 상부 

지구조 층단위(upper tectonic unit layer)로 구분된

다(Liu et al., 1993). 

3.2.1 심부 지구조 층단위(deep tectonic unit layer)

분지 발달 초기(백악기 전기) 열개가 일어나며 퇴

적암이 분지 내에 일부 발달하였다. 이 당시에 형성된 

퇴적층들은 아래서부터 Huoshiling층(백악기 전기), 

Shahezi층(백악기 전기), Yingcheng층(백악기 전기)

이다. 분지의 발달이 언제 시작하였는지에 해서는 

논란이 있으나, 최근 Chang et al. (2017)은 화산 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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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Generalized stratigraphic column of the Songliao basin. Modified after Jia et al. (2013).

원의 퇴적층에 한 분석을 바탕으로 Huoshiling층

이 약 124-118 Ma경 퇴적되었다고 설명하였다. 이 시

기에는 부분 지구조적 침강에 의해 분지의 발달이 

결정되었다. 분지의 기반암이 침강하고 여러 단층들

이 발달한 결과, 30개 이상의 서로 독립된 소분지들

이 발달하였다. 분지를 결정하는 단층의 특성에 따

라 초기 분지들의 형태가 결정되었으며, 이들은 크

게 세 종류, 즉 지구 (graben), 반지구 (semi-gra-

ben), 그리고 혼합형(combination type)으로 구분될 

수 있다. 분지의 경계를 따라 형성 초기에 화산활동

이 활발히 일어났으며, 분지에 발달하는 퇴적층들은 

주로 충적 선상지(alluvial fan), 선상지 삼각주(fan 



국 가스함유 육성 셰일층(Songliao 분지)의 퇴 환경과 층서  이를 바탕으로 한 호성 셰일가스 함유 퇴 층에 한 고찰 851

Fig. 5. Depositional facies map of the first (a) and second and third members (b) of the Qingshankou Formation. 
After Feng et al. (2010).

delta), 호수, 범람원 등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Liu et al., 1993). 분지 형성 당시 단층 활동에 의해 

주변에 산악 지형이 만들어졌으며, 그 결과 충적 선

상지가 호수 가장자리에 거 발달하면서 각종 중력류 

퇴적층들이 집적되었다. 이러한 중력류 퇴적체에는 

수중 슬럼프 각력암(subaquatic slumping breccia), 

수중 이류(subaquatic mud flow), 저탁암(turbidite) 

등이 포함된다.

3.2.2 하부 지구조 층단위(lower tectonic unit layer)

백악기 전기에 퇴적된 Denglouku층으로 구성되

어 있으며, 분지가 열개를 멈추고 점차 식어가며 침

강하는 시기에 형성된 것이다. 이 지층이 형성되던 

시기는 분리되어 있던 소분지들이 서로 합쳐지면서 

규모 단일 퇴적분지로 변화하는 시기이다. 이 시

기의 퇴적체는 충적 범람원-삼각주-얕은 호수-충적 

범람원 순으로 구성되는 경우가 많으며, 이들은 호

수의 수위가 변해가는 양상을 지시한다. 주로 분지 

가장자리에는 삼각주가 형성되었으며, 분지 중심부

에는 호수가 형성되었다(Feng et al., 2010).

3.2.3 중부 지구조 층단위(middle tectonic unit layer)

백악기 전기에 퇴적된 Quantou층과 백악기 후기

에 퇴적된 Qingshankou, Yaojia, Nenjiang층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략 3,000만년에 걸쳐 퇴적이 이

루어졌던 시기이며 전체 분지발달 과정의 1/3에 해당

한다. 이 시기 동안 분지의 규모가 전반적으로 크게 

증가하였으며, 분지 전체를 덮는 넓은 호수가 발달

하였다. 이 시기까지 분지의 발달을 좌우하는 가장 중

요한 요소는 북동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발달한 단층

계였으며, 즉 기반암의 침강 정도가 분지의 발달에 

가장 중요하게 작용하였다(Liu et al., 1993; Feng et 

al., 2010; Wang et al., 2012).

이 시기의 가장 큰 특징은 호수가 넓게 발달하였

다는 것인데, Qingshankou층이 퇴적될 초기(1번 층원)

에 넓고 깊은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이 때 호수의 크

기는 최  87,000 km2에 달하였다(그림 5a)(Feng et 

al., 2010). 당시 깊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흑색 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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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은 분지 중심부를 따라 광범위하게 발달하며, 그 

두께가 60-100 m에 달해 Songliao 분지의 가장 중

요한 석유 근원암인 동시에 셰일가스를 포함하고 있

는 층원으로 알려져 있다. Qingshankou층의 2, 3번 

층원이 퇴적될 때에는 북쪽과 서쪽에서 삼각주가 전

진 발달하여 호수의 크기가 약 41,000 km2로 감소하

였으며, 두께 200-300 m의 셰일층이 분지에 집적되

었다(그림 5b). 이 때 주로 퇴적된 암석은 회색에서 

흑색의 셰일들과 교호하는 오일 셰일, 회색 사암 및 

실트암이다.

이후 소규모 호수들이 분지 남쪽에 형성되었고, 반

면 분지 북쪽에는 몇 번의 부정합면이 발달하며 주로 

하천 및 범람원 퇴적층으로 구성된 두께 80-210 m의 

Yaojia층이 퇴적되었다. 이 시기에는 기중 노출을 

지시하는 여러 증거들, 예를 들면 이암 역(rip-up clast), 

건열, 칼리치(caliche), 생교란구조 등이 나타난다(Feng 

et al., 2010).

백악기 후기 Nenjiang층이 퇴적될 때 다시 호수가 

넓게 발달하였다(Liu et al., 1993; Feng et al., 2010). 

이 시기 동안 주로 형성된 퇴적암은 회색에서 흑색 셰

일, 석회암, 얇은 실트암 또는 사암과 교호하는 오일 

셰일 등이다(Feng et al., 2010). Songliao 분지의 퇴

적 역사를 통틀어볼 때 가장 넓은 호수가 이 시기에 

형성되었는데, 그 크기는 200,000 km2에 달한다(Chi 

et al., 2002). 호수의 확장은 분지의 침강 속도가 증

가함과 함께 하였으며, 또한 해수면의 변동과도 연

관되어 있다(Liu et al., 1993; Feng et al., 2010). 호수 

퇴적층 내에는 저탁암이 자주 나타나는데, 이는 당

시의 기후 변화에 따른 호수면 변화에 따른 것으로 

생각된다(Wei et al., 2016).

3.2.4 상부 지구조 층단위(upper tectonic unit layer)

분지 발달이 끝나가는 시기(백악기 말), 분지의 확

장이 멈추고 수축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분지의 퇴

적 가능공간(accommodation space)의 크기가 크게 

감소하였다. 분지 동편에서는 융기가 일어났으며, 퇴

적 중심은 서쪽으로 이동하였고, 그 결과 분지 전체

에 전반적으로 퇴적물의 공급량이 크게 증가하였다. 

침강 속도보다 퇴적물의 공급량이 높아진 결과 분지

가 퇴적물로 채워져 전반적으로 얕아졌으며, 퇴적 환

경이 얕은 호수 환경에서 충적 범람원, 충적 선상지

로 변해가는 등 전반적으로 상향 조립화의 경향을 보인

다. 이 시기에 형성된 퇴적층들은 Sifangtai, Mingshui 

층이다(Liu et al., 1993).

4. Songlia 분지의 호성 셰일층: Qingshankou층

Songliao 분지에서 셰일의 성인에 한 퇴적학적 

연구는 주로 백악기 후기에 퇴적된 Qingshankou층

과 Nenjing층에 집중되어 있는데, 이들 지층이 주로 

유기물이 풍부한 흑색 셰일로 구성되어 있어 석유자

원의 주요 근원암으로 작용하기 때문이다. 지난 10년

간 이루어진 연구에 의하면 Qingshankou층과 Nenjiang 

층의 미성숙하거나 일부 속성작용이 일어난 셰일에

서 생물학적으로 생성된 메탄가스가 발견되었으며, 따

라서 셰일가스를 생산할 수 있는 주요 저류지로 알

려져 있다(Wang et al., 2006; Xia et al., 2012). 이들 

중 비교적 상세히 연구가 이루어진 Qingshankou층

에 해 소개하고자 한다.

Qingshankou층은 암층서적으로 크게 3개의 층

원(member)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들은 하부로

부터 1, 2, 3층원으로 불린다. 이들 중 1번 층원은 주

로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셰일로 구성되어 있으며, 2, 

3번 층원에서는 사암이 더 많이 나타난다(그림 6). 이

들 중 주로 셰일가스를 포함하고 있으며 또한 석유

의 근원암이 되는 것은 1번 층원이다. 2, 3번 층원은 그 

경계가 불분명하여 보통 함께 기재된다. Qingshankou

층에 한 퇴적학적 연구는 주로 Songliao 분지의 

중심부에서 취득된 CCSD-SK-I (China Cretaceous 

Continental Scientific Drilling-Songke 1) 시추공

의 코어에서 이루어졌다. 개형충 등의 미화석, 화분, 

자기층서 등의 연구에 따르면 Qingshankou층은 백

악기 후기 Turonian 중기(92 Ma)부터 퇴적이 시작

되었으며, 약 90.4 Ma까지 두께 약 81 m의 1번 층원

을 형성하였다. 이후 두께 약 416 m의 2/3번 층원은 

Coniacian 후기(86.2 Ma)까지 퇴적되었다(Wan et al., 

2013). 미화석들에 의한 고기후 연구 결과는 퇴적이 

일어날 동안 다소 습윤한(sub-humid) 아열  중간

(mid-subtropical) 정도의 기후가 우세하였음을 지시

한다(Zhao et al., 2014).

4.1 암상

4.1.1 Qingshankou-1 층원

Qingshankou-1 층원은 분지 전체에 걸쳐 널리 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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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Higher order sequence stratigraphic profile in a downdip-type well in the Sifangtuozi 3-D survey. Twenty 
higher order sequences (S15-S45) were recognized in the four third-order sequences (SS1-SS4) in the Qingshankou 
and Yaojia formations. The first number after “S” denotes a third-order sequence; the second number represents 
a higher order sequence in that third-order sequence. TST = transgressive systems tract; LST = lowstand systems 
tract; HST = highstand systems tract. After Zhao et al. (2011).

달하며, 분지의 서부 경계부에서만 거의 나타나지 않

는다(그림 5a). 1번 층원의 두께는 보통 0-80 m이며, 

최  130 m까지 발달하기도 한다(그림 6)(Gao et al., 

2009). 이들은 일반적으로 깊은 호수 환경에서 퇴적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분지의 중부 및 동남부에서 

1번 층원은 주로 흑색에서 회색 이암 및 이와 교호하

는 오일 셰일로 이루어져 있으며, 서부 및 북부에서

는 주로 흑회색 및 녹회색 이암, 회백색 사암 및 실트

암들이 서로 교호하는 형태로 나타나고, 남부 및 남

서부에서는 적색 이암 및 사암이 나타나며, 분지 가

장자리에서는 사암 및 역암이 나타난다고 알려져 있

다(Gao et al., 2009). Qingshankou-1 층원은 그 하

부의 Quantou층 및 상부의 2/3번 층원과 정합적인 

관계를 이룬다.

SK-I 코어에서 Qingshankou-1 층원은 그 두께가 

81.41 m이며 100%의 코어 회수율을 보인다. 여기에

서 나타나는 암상은 이암, 백운암, 이회암, 결정질 석

회암, 개형충을 포함하는 석회암, 응회암 등이다(그림 

7)(Gao et al., 2009). 이들 중 가장 흔하게 나타나는 

암상은 이암으로, 전체 지층구간의 96%를 차지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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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Plate showing main lithologies of the first member of the Qingshankou Formation in SK-I. (a) dark gray 
mudstone, horizontal bedding, mudstone of still water in deep lake; (b) light olive gray dolomite, massive bedding, 
dolomite sediments in deep lake; (c) light olive gray muddy limestone, massive bedding, muddy limestone sedi-
ments; (d) light gray calcareous siltstone stripes in the dark gray mudstone, deep lake turbidite microfacies. After 
Gao et al. (2009).

다. 이암에서는 주로 수평층리와 약간의 화석 조각

이 나타나며, 백운암이 단괴 형태로 나타나거나 또

는 얇은 석회암층이 교호하는 것이 관찰된다. 생흔

화석이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경우도 있으나, 매우 

드물게 나타난다. 이회암에서는 그 내부 구조가 거

의 나타나지 않으며, 부분적으로 용해구조가 존재하

며 그 내부에 비투멘이 충전되어 있는 경우들이 있다. 

이들에 한 상세한 퇴적상 분석(facies analysis)은 

이루어져 있지 않다. Gao et al. (2009)은 이들을 심

호성 이암(deep lake mudstone), 백운암(dolomite), 

이회암(marl), 석회암(limestone), 개형충을 포함하

는 석회암(ostracode limestone), 화산재(volcanic ash) 

등 여섯 개의 퇴적상으로 구분하였으나, 이들의 분

류 기준 및 성인에 한 기재는 제시되어 있지 않다.

4.1.2 Qingshankou-2/3 층원

Qingshankou-2/3 층원은 분지 전체에 걸쳐 널

리 발달하며, 그 두께는 255-550 m 정도이다(Wang 

et al., 2009). 1번 층원을 정합적으로 덮는 이질 사암

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위의 Yaojia층으로 점

이적으로 변해가는 구간이다. 주로 회색, 암회색 및 

녹회색의 이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의 적자색 

이암, 회색 이질 실트암, 회백색 사암 및 석회질 실트

암 등이 포함되어 있다. 상기한 것과 같이 2번과 3번 

층원 사이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정합적으로 

생각되나 일부 구간에서는 부분적으로 부정합면이 

발달하기도 한다.

SK-I 코어에서 Qingshankou-2/3번 층원에 나타

나는 암상에 한 기재는 Wang et al. (2009)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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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되었다. 코어에서 2/3번 층원은 총 415.6 m 두

께로 나타나며, 코어 회수율은 100%이다. 총 12종류

의 암상이 분류되었는데, 이암, 개형충을 포함하는 

이암, 실트질 이암, 이질 실트암, 석회질 실트암, 오

일 셰일, 백운암, 이회암, 석회질 이암, 결정질 석회

암, 개형충을 포함하는 석회암 및 응회암 등이다. 이

들 중 가장 흔하게 분포하는 암상은 이암 및 개형충

을 포함하는 이암이며, 나머지 암상들은 보통 매우 

얇고 적은 빈도로만 나타난다.

Wang et al. (2009)은 2/3번 층원을 구성하는 암

석을 크게 약간 깊은(semi-deep) 호수 및 얕은 호수

에서 쌓인 퇴적암들로 구분하였다. 약간 깊은 호수

에서 쌓인 퇴적암들에는 주로 암회색 이암 및 이와 

교호하는 석회암이 있는데, 암회색 이암은 조용한 환

경에서 퇴적물이 침전하며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

고, 이와 교호하는 석회암은 저탁류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얕은 호수에서 쌓인 퇴적암으로

는 주로 회갈색 및 녹회색 이암이 있으며, 이들은 색

깔을 바탕으로 얕은 호수에서 쌓인 것으로 해석된

다. 이와 교호하는 실트암층은 저탁류에 의해 생성

된 것으로 설명하였다. 층리 변형 구조가 관찰되기

도 하는데, 이들은 지진에 의한 것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러한 해석은 단순 관찰에 의거한 것으로, 

이를 제 로 이해하기 위해서는 자세한 퇴적학적 분

석이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4.2 호수면 변동과 순차층서

Songliao 분지에서 이루어진 순차층서학적 연구

를 바탕으로 호수면의 변화에 한 연구가 이루어져 

있다(Liu et al., 1993; Zhao et al., 2011; Cai et al., 

2017). 이를 바탕으로 백악기 동안 호수면의 변화가 크

게 여섯 번 있었던 것을 알 수 있다(Liu et al., 1993). 

이들 중 호수가 가장 크게 발달한 시기는 크게 두 번

으로, Qingshankou층과 Nenjiang층의 형성시기에 

해당되는데, 이 시기에는 분지의 침강 속도가 퇴적

물의 공급 속도보다 빨랐다. 또한, 지화학적인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미루어보면 호수면이 가장 높았던 

시기에는 호수를 구성하는 물이 기수 내지 염수였으

며(Huang et al., 2013; Jia et al., 2013), 호수에서 사

는 생물들도 기수 및 염수 환경을 지시하는 경우가 

많다(Gao et al., 1992). 

이러한 연구결과를 전세계적인 해수면 변화와 연

동시켜 보면, 이들 간에 연관성이 있다는 것을 확인

할 수 있다. 즉, 전세계적인 해수면이 상승했던 시기

에 Songliao 분지에서도 함께 호수면이 상승했으며, 

백악기 동안 전세계적으로 바다에 무산소 환경이 존

재했던 시기와 Songliao 분지에 흑색 셰일이 퇴적된 

시기가 비슷하다는 것이다(그림 8). 이러한 정보들

을 바탕으로 미루어볼 때, 호수면이 가장 크게 발달

한 시기에는 이 호수들이 바다와 연결되어 있었을 것

으로 추정되고 있다(Liu et al., 1993; Huang et al., 

2013; Xi et al., 2016). 해수면과 함께 호수면도 상승하

였고, 분지가 침강하여 퇴적 가능 공간(accommodation 

space)이 증가한 결과 이 시기 동안 호수의 넓이와 

깊이가 모두 증가하였고, 분지의 중심부에 유기물을 

다량으로 함유하는 흑색 셰일이 퇴적될 수 있었다(그

림 4, 5, 6). 

Qingshankou층의 퇴적 환경에 해 순차층서학

적으로 분석한 연구에 따르면, Quantou층과 그 위

에 놓이는 Qingshankou층은 하나의 2차 규모 순차

층(SSI)을 이루며, 다시 그 위에 놓이는 Yaojia층은 

또다른 2차 규모 순차층(SSII)을 이루는 것으로 제시

되어 있다(Zhao et al., 2011). Qingshankou층은 크

게 3개의 3차 규모(3rd order) 순차층, 즉 SS1, SS2, 

SS3으로 나눌 수 있다(Zhao et al., 2011)(그림 6). 

4.2.1 순차층 SS1

이 순차층은 Qingshankou-1과 Qingshankou-2 

층원의 하부를 포함한다. 1번 층원의 퇴적이 시작되

던 시기, 호수의 수면이 빠르게 상승하여 저해수면 퇴

적체(LST)가 거의 형성되지 않았다. 1번 층원은 따라

서 해침 퇴적체(TST)로 풀이되며, 주로 나타나는 퇴적

상은 삼각주 전면(delta front)에서 전삼각주(prodelta) 

환경에서 퇴적된 소규모 퇴적체들과 호수 환경에서 

퇴적된 암회색의 셰일층이다. 2번 층원 하부는 해침 

퇴적체 위에 쌓인 고해수면 퇴적체(HST)로, 주로 전

진 발달하는 삼각주 전면 및 전삼각주의 퇴적물들로 

표된다.

4.2.2 순차층 SS2

Qingshankou-2 층원의 상부와 Qingshankou-3 

층원 하부를 포함한다. 이 퇴적계 다발에서도 저해

수면 퇴적체는 거의 발달하지 않았다. 해침 퇴적체

는 주로 후퇴 발달하는 삼각주 시스템으로, 이들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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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Relationship between the eustasy and strata distribution in the global anoxic event and in the Songliao Basin 
in Cretaceous. Modified after Liu et al. (1993).

다시 상 적으로 고해수면 시기에 발달한 전진 발달

하는 삼각주의 하부에 놓인다.

4.2.3 순차층 SS3

부분의 Qingshankou-3 층원에 해당하는 구간

이다. 역시 저해수면 퇴적체는 거의 발달하지 않는

다. SS3은 상 적으로 호수면이 낮아졌을 때 형성되

었으며, 그 결과 삼각주에서 퇴적된 사암이 두껍게 

나타난다.

5. 고찰: 육성 호수 이암층의 퇴 학  특성  

Songliao 분지와의 비교

5.1 육성 호수 이암층의 퇴 작용

일반적으로 유기 물질이 다량으로 함유된 흑색 

셰일이 퇴적되기 위해서는 두 가지 조건이 필요하

다. 첫째, 유기 물질이 다량으로 생산되어 공급되어

야 하며, 둘째, 유기물질이 잘 보존될 수 있는 지형 

혹은 환경(저산소 환경) 조건이 만족되어야 한다. 이

러한 조건들이 유지될 수 있는 퇴적학적 환경에는 

크게 네 가지가 있는데, 바다 또는 호수의 수위 상승

(transgression), 온도/염분 차이에 의한 수직적 성

층 현상(stratification), 문턱(threshold)에 의한 물

의 순환 차단, 용승(upwelling)에 의해 유기 물질 생

산이 량으로 증가하는 경우 등이다. 이들 중 육성 

호수 환경에서는 앞의 세 가지 상황만이 존재하며, 

각각의 환경에서 흑색 셰일이 퇴적될 수 있는 조건

은 다음과 같이 정리할 수 있다.

호수면이 상승하는 경우, 호수가 깊어지면 깊은 곳

에서는 저산소 환경이 넓게 나타날 수 있으며, 특히 

하기한 물의 성층 현상이 함께 일어날 경우 이러한 

양상이 널리 나타난다. 그 결과 깊은 곳에 쌓인 유기

물들이 분해되지 못하여 흑색 셰일의 형태로 보존되

게 되는데, 이러한 조건 하에서 만들어진 흑색 셰일

들은 상 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분포하게 된다.

물의 성층 현상이 일어날 경우 호수 위쪽과 아래

쪽의 물이 온도, 염도 또는 다른 원인에 의하여 밀도 

차이가 생겨 순환이 일어나지 않게 된다. 이 때문에 

호수 위쪽의 물에서는 기와 직접 접촉하여 산소 

교환이 일어나지만 호수 아래쪽에서는 산소의 공급

이 차단되어 저산소 환경이 만들어지게 된다. 예를 

들어, 여름에는 호수 위쪽의 수온이 상승하여 밀도

가 낮아지는 반면 호수 아래쪽의 수온은 상 적으로 

낮아 밀도가 높으며, 그 때문에 순환이 일어나지 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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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된다. 기후 변화에 따른 담수의 유입 및 증발량의 

변화 또한 호수의 성층 현상에 영향을 미친다. 이는 

호수 환경에서 유기물질이 풍부한 셰일이 퇴적되는 

데 가장 중요한 원인이기도 하다.

문턱 모델은 호수에 물이 유입되거나 유출되지 않

게 하는 ‘문턱’의 존재 유무로 결정되며, 크게 높은 문

턱 모델(high threshold)과 낮은 문턱 모델(low thresh-

old)으로 나뉜다. 높은 문턱 모델은 주로 지구조적 원

인으로 설명될 수 있는데, 열개분지(rift basin) 또는 

륙전사면분지(foreland basin)가 만들어질 때 분

지 내에 생성되는 호수를 설명할 때 쓰인다. 이 때 생

성된 호수는 외부와의 물 교환이 ‘문턱’이 생기기 때

문에 차단되며, 그 결과 물의 성층 현상이 일어나 유

기물질이 풍부한 흑색 셰일이 만들어질 수 있다. 낮

은 문턱 모델은 얕은 호수에서 물이 정체되는 환경

(예: 늪지 )에서 찾아볼 수 있는데, 이러한 환경에

서 생물이 산소를 량으로 소모하게 되면 호수 내

부에는 저산소 환경이 형성되어 그 결과 유기물질이 

잘 보존되게 된다. 낮은 문턱 모델의 가장 큰 특징은 

물의 성층 현상이 없어도 생길 수 있다는 것으로, 주로 

늪지 에 나무 등의 고등 식물이 량으로 매장되어 

석탄질 셰일이 생기는 경우 찾아볼 수 있다.

육상 호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유기물질이 풍부

한 셰일의 수직적 분포는 매우 복잡할 수 있으며, 그 

원인으로는 호수를 형성하는 퇴적 분지의 지구조적 

형성 과정 및 진화, 호수의 작은 크기에 따른 수평적 

및 수직적 퇴적 환경의 변화, 호수에 공급되는 퇴적

물의 유입 경로 변화, 계절 또는 시간에 따른 호수면 

수위 변화 등이 있다(Hakanson and Jansson, 2002). 

특히, 호수면 변화는 기후에 가장 크게 영향을 받는

데, 이는 기후에 의해 물이 증발하는 정도 및 강수량

이 결정되며, 이에 따라 호수에 유입되는 물의 양이 

결정되기 때문이다. 호수의 경우 기후 변화에 따라 

주기적으로 호수면의 수위가 변하게 되는데, 이에 

따라 물의 깊이와 퇴적물의 공급량도 함께 주기적으

로 변화하게 된다. 이는 퇴적물 내의 총유기물(TOC) 

함량이 규칙적으로 변하는 양상으로 나타나게 된다

(Gemaison and Moore, 1980).

순차층서학적으로 호수 퇴적층을 분석하면 물이 

얕을 때 퇴적물이 빨리 쌓이고 산소가 자주 공급되

게 되면 TOC가 낮아지게 되며, 이는 주로 순차층서

학적 경계와 일치한다. 반면, 퇴적 속도가 낮아지면 

물의 깊이가 점차적으로 깊어지게 되고, 이는 호수

의 최  침수면(maximum flooding surface)과 일

치하게 되며 이 때 유기물질 함량이 높아 TOC 값이 

높은 퇴적물이 느린 속도로 쌓이게 된다. 즉, 해양 기

원의 퇴적층에서와 마찬가지로 호수 환경에서도 주

로 최  침수면 인근에 유기물질 함량이 높은 셰일

이 응축층(condensed section)으로 생성되지만, 반

드시 그런 것만은 아니라는 것을 유의하여야 한다

(Hunt, 1990). 

Carroll and Bohacs (1999)은 호수의 퇴적 가능 

공간(accommodation space)과 호수면 변화에 따

라 고  호수 분지를 크게 물과 퇴적물이 공급되는 

양이 퇴적 가능 공간을 초과하는 과충진(overfilled), 

물과 퇴적물의 공급량이 퇴적 가능 공간과 균형을 

이루는 균형 충진(balanced fill), 퇴적 가능 공간이 

공급되는 물과 퇴적물의 양보다 많은 충진 부족

(underfilled) 등 세 종류로 나누었다. 퇴적 가능 공

간은 주로 호수 퇴적 분지를 형성하는 지구조적 원

인에 의해 결정되며, 호수면 변화는 주로 기후에 의

해 결정된다는 점을 고려하면 이들 두 가지 요소가 

호수 퇴적층의 발달 과정에서 가장 중요하게 작용한

다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5.2 육성 셰일(이암)과 해성 셰일의 특성 비교

퇴적학적으로 바다와 호수의 가장 큰 차이는 이

들이 기후 변화에 얼마나 예민하게 반응하는가, 즉 

해수면 또는 호수면이 얼마나 빨리 변화하는가에 의

해 결정된다(Bohacs et al., 2000). 호수의 수면 변화

는 해수면 변화에 비해 기후에 더 예민하게 반응하

며, 수면 변화의 속도 또한 훨씬 빠르고 그 규모가 수 

배에서 수백 배 이상 크게 나타난다. 예를 들어, 동아

프리카 열곡 에서는 과거 15,000년간에 걸쳐 300 

m 이상의 호수면 변화가 일어났으며, 특정 지역에서

는 600 m 이상의 호수면 변화가 일어난 경우도 있다

(Talbot, 1988; Scholz and Soreghan, 1999). 반면, 

바다의 경우 수억 년에 걸쳐 최  300 m 정도의 해

수면 변화가 일어날 뿐이며, 빙하기에는 단주기의 

해수면 변화도 관찰되나 이는 최  130 m 정도 밖에 

미치지 못한다. 

또한, 호수와 바다의 큰 차이는 그 분지의 크기에

서 비롯되는 퇴적학적 특징, 즉 수평적인 암상의 변

화에서 찾아볼 수 있다. 일반적으로 깊은 바다의 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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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Comparison of lacustrine source rock thicknesses compared with reported net marine source rocks. After 
Karz and Lin (2014).

우, 수평적 및 수직적으로 그 퇴적학적 특징이 크게 

다르지 않으나, 호수의 경우에는 겨우 수십 센티미

터 이내 두께의 퇴적물 내에서도 변화가 관찰될 수 

있으며, 이는 호수면 변화와 그에 따라 일어나는 호

수 분지 크기의 변화가 바다에 비해 매우 크기 때문

이다(Longley et al., 1990). 예를 들어, 북아메리카 서

부 Great Basin에 위치하였던 Bonneville 호수의 경

우, 현재로부터 약 30,000년 전에서 15,000년 전까지

는 최  깊이가 300 m 이상에 달했으며, 약 51,800 km2

에 달하는 영역에 걸쳐 존재했으나 지금 이 호수는 

여러 개의 작은 호수들로 분리되었으며, 이들 중 가장 

큰 Great Salt Lake는 겨우 10 m 깊이에 4,400 km2

의 영역에 걸쳐 존재할 뿐이다(Arnow and Stephens, 

1989). 이렇게 호수면이 낮아지면 호수의 가장 깊은 

곳까지에도 모래가 운반되고 퇴적될 수 있으며, 이

는 호수가 장기적으로 유지되었던 지역에서도 마찬

가지이다. 호수 주변의 퇴적 환경 변화 또한 중요한

데, 강이 호수로 유입되는 곳에 모래가 다량 퇴적될 

수 있기 때문이다. 이러한 퇴적 환경 변화를 이해하

는 것이 호수 퇴적층을 이해하는 데 있어 가장 중요

할 것이다.

호수 분지는 그 크기가 바다에 비해 매우 작기 때

문에 호수 퇴적층에서 유기물이 풍부한 셰일 층의 

분포는 해성층의 그것과 비교할 때 매우 제한적이나, 

그 두께는 해성층보다 훨씬 두꺼울 수 있다(그림 9). 

일반적으로 석유 근원암의 두께는 평균적으로 100 

m 이내에 불과하지만(Sluijk and Nederlof, 1984), 

호수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근원암의 두께는 100 m를 

쉽게 넘으며, 1 km에 달하는 경우도 존재한다(Karz 

and Lin, 2014)(그림 9). 이는 해양 환경에 퇴적되는 

근원암은 넓은 범위에 거쳐 발달하며 해수면 변화에 

의해 그 퇴적 양상이 결정되나, 호수 환경은 주로 

륙 내부에 지구조적으로 발달하는 분지에 발달하기 

때문에 상 적으로 빠르게 침강하고 퇴적률이 높기 

때문이다. 이러한 호수 퇴적층의 특성 때문에 경제

적으로 생산 가능한 석유 근원암의 부피는 어느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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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유지될 수 있다.

호성 셰일은 상 적으로 해성 셰일에 비해 셰일 

가스를 생산하는데 유리한 편이며, 그 내부에 더 많

은 탄화수소가 보존된 경우가 많다. 이는 호성 셰일

이 주로 판상으로 나타나는 해성 셰일에 비해 그 분

포가 좁고 두꺼운 괴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으로, 이

는 생성된 석유의 이동 과정에서 기인한다. 즉, 일반

적으로 탄화수소는 근원암의 가장자리에서 흘러나

오며(Leythaeuser et al., 1988), 근원암과 이에 맞닿

아 있는 석유가 흐를 수 있는 암석(carrier bed)의 면

적이 좁을수록 탄화수소가 기반암에서 흘러나가는 

비율(expulsion)이 줄어들기 때문에(Lafargue et al., 

1994) 해성 셰일보다 그 표면적이 작은 호성 셰일에 

생성된 석유가 남아 있을 확률이 높다. 또한 셰일의 

공극이 매우 작기 때문에 여기에서 생성된 석유가 

멀리 이동하지 못하고 그 로 근원암 안에 갇혀 있

는 경우가 많다.

5.3 Songliao 분지에서 나타나는 호성 셰일의 특성 

비교

상기한 호수 퇴적층의 특성은 Songliao 분지에서

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Songliao 분지에는 지구조적

인 분지 발달 과정 및 해수면(및 이와 연동된 호수면)

의 변화에 따라 호수가 크게 두 번 발달하였으며 그 

결과 유기물을 다량 함유한 셰일층이 광범위하게 퇴

적되었으나(Qingshankou층 및 Nenjing층), 이들은 

해성 셰일층과는 달리 퇴적 당시의 환경 변화에 따라 

수직적 및 수평적으로 균질하지 못한 암상을 나타내는 

것을 볼 수 있다(Liu et al., 1993). 특히, 이 논평에서 

자세하게 고찰한 Qingshankou층은 국지적으로 500 

m 이상의 두께를 보여 해성층에 비해 상 적으로 두

꺼운 편임을 알 수 있다(그림 6). 반면 Qingshankou

층의 수평적인 암상 변화는 극심하게 나타나는 편으로, 

1번 층원의 면적이 2, 3번 층원에 비해 두 배 이상 크

다는 점에서 쉽게 미루어 짐작할 수 있다(그림 5).

퇴적학적으로 볼 때 Qingshankou층이 퇴적될 

당시 삼각주의 발달 여부 및 이에서 유래한 저탁류 

기원 퇴적층이 셰일의 면적 및 두께에 유의미한 영

향을 미치는 것을 볼 수 있다. 특히, 이러한 저탁류 

퇴적층은 수로가 발달한 방향을 따라 나타나므로, 

이들의 분포는 셰일층의 균질도에 중요한 영향을 끼

친다(Wei et al., 2016). 순차층서학적으로 분석하면 

Qingshankou층의 경우 주로 셰일이 퇴적된 1번 층

원은 해침 퇴적체(TST)로 해석되며, 수심이 깊어짐

에 따라 유기물질이 풍부한 퇴적물이 널리 쌓이는 

양상을 나타낸다(Zhao et al., 2011). 반면 수심이 점

차적으로 낮아지는 과정에서 쌓인 고해수면 퇴적체

(HST)인 2, 3번 층원에서는 셰일의 함량이 상 적으

로 적고 그 분포 범위가 적은 반면 두께는 1번 층원

보다 훨씬 두꺼운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해침이 일어

날 때에는 수심이 깊어져 퇴적 속도가 느려지는 반

면 호수면의 상승 속도가 느려지는 시기에는 수심이 

점차적으로 얕아져 퇴적 속도가 빨라지기 때문이다.

이처럼 Songliao 분지의 셰일에서 나타나는 특징

들은 호성 셰일층에서 공통적으로 발견되는 특징들, 

즉 상 적으로 좁은 셰일의 수평적 분포와 그에 반

해 두껍게 나타나는 수직적 분포, 퇴적학적으로 나

타나는 수평적으로 복잡한 암상의 변화 등을 보이

며, 이러한 특징들을 바탕으로 해성층에서 나타나는 

이암과 쉽게 구분할 수 있다. Songliao 분지의 예시

는 상기한 육성 셰일의 특성들이 실제로는 어떤 식으

로 나타나는지 잘 보여준다. 이러한 결과는 호성 이

암층의 분포 양상을 알고 효과적으로 셰일가스를 생

산하기 위해서는 호수 퇴적층의 특성을 이해하고 자

세한 퇴적학적인 연구를 진행하여야 함을 지시한다.

6. 결 언

현재까지 주로 개발되고 있는 해성층 기원의 비전

통 석유 시스템과 비교할 때 육성 호성 셰일가스 함유 

퇴적층은 그 퇴적학적인 발달 과정이 달라 이를 개

발하기 앞서 해당 퇴적 시스템에 한 이해가 필요

하다. 이를 위해 중국 동북부에 발달하는 Songliao 

분지에 해 검토하고 이를 바탕으로 호성층 기원 

셰일에 한 전반적인 특성을 정리하였다. Songliao 

분지에는 중생  동안 큰 호수가 형성되었으며, 여

기에 흑색 셰일이 퇴적되어 중요한 셰일가스의 저류

지로 생각되고 있다. 호수의 발달 과정 및 호수면 변

화는 해수면 변화와 비될 수 있으며, 호수가 커지

는 시기가 크게 두 번 존재하였으며 이들은 흑색 셰

일이 널리 퇴적된 시기와 일치한다. 유의할 점은 일

반적으로 넓게 판상으로 분포하는 해성 셰일과 달리 

호수 기원의 비전통 석유 시스템에서 최적지(sweet 

spot)는 지역적으로 그 분포가 좁은 편이라는 것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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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최적지는 일반적으로 호수가 장기적으로 유

지되었던 지역에 발달하게 된다. 따라서 분지 전체

의 넓이에 비추어볼 때 최적지의 면적은 매우 좁은 

편이지만, 이 특정 지역에서는 셰일 층이 매우 두껍

게 발달할 수 있기 때문에 그 부피는 상당히 클 수 있

다. 또한, 이렇게 생산된 석유 및 가스가 호수 퇴적층

에서는 그 두께 및 사암의 부재 때문에 잘 빠져나가

지 못하기 때문에 비전통 석유 시스템의 가치를 상

승시키는 경우가 많다. 호성 셰일의 수직적 및 수평

적 분포 양상은 매우 복잡할 수 있는데, 그 이유는 호

수 환경이 그 크기가 작아 주위 환경, 특히 기후 변화

에 따른 물의 깊이 및 퇴적물의 공급량 변화에 크게 

영향을 받기 때문이다. 특히, 모래가 분포하는 양상

은 석유 근원암에서 생성된 석유가 운반되는 경로를 

좌우하며, 따라서 이는 비전통 석유 자원의 분포를 

결정하는 중요한 요소이기도 하다. 결국, 가장 효율

적인 비전통 석유 시스템은 생산된 석유가 근원암 

내부에 그 로 보존되며 다른 곳으로 운반되지 않을 

때 생기게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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