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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haracteristics of Indonesia coal deposits are reviewed using
the exploration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coal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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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perties of coal deposits are variable depending on stratigraphy,
depositional histories and tectonics.
The paper will be useful data for up-coming coal exploration
activities by Korean companies

ABSTRACT
Indonesia coal is widely consumed as a major energy source in Asian countries, such as China, India, and Korea. In the paper, the
characteristics of the coal-bearing basin and coal deposits in Indonesia are comprehensively reviewed using the exploration data
accumulated through the coal exploration projects supported by Korean government subsidy. Cenozoic coal bearing sedimentary
basins in Indonesia extensively contain coal deposits and are most productive in East Asia. Properties of coal deposits are variable
depending on stratigraphy, depositional histories and tectonics. Eocene coal deposits tend to have thinner coal thickness and fewer
numbers of coal seams, but have been major exploration targets due to higher calorific value and good coal quality. Late OligoceneEarly Miocene coal deposits occur in small scales, but are suitable enough for small to medium-sized coal mines. Miocene-Pliocene
coal deposits, which are widely distributed across East Kalimantan and Sumatra, are being actively mined by taking advantage of thick
coal thickness and abundant reserves in spite of their lower calorific values. The experience of various exploration informs that we
need to have an overall understanding on geological conditions for successful coal exploration. The details on coal-bearing basin and
coal deposits in Indonesia provided through the paper will be useful data for up-coming exploration activities by Korean compan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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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인도네시아 석탄은 중국, 인도, 한국 등 아시아의 주요 국가들에서 에너지원으로써 널리 소비되고 있다. 민간기업들의 높은 수
요로 인해, 인도네시아 석탄 탐사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통해 가장 많이 지원된 국가이자 광종이다. 본 논문에서는 석
탄 탐사를 통해 그동안 축적된 탐사자료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함탄분지와 함탄층의 특성에 대해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인도네시아의 동부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신생대 제3기 퇴적분지들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생산적인 함탄분지들이다. 주요 탄
층의 산출특성은 지질시대별로 차이를 보인다. 깔리만탄의 바리또 분지와 아셈아셈 분지 내 에오세 탄층들은 탄폭은 얇고 부존
매수가 적은 경향이 있으나, 고열량의 양호한 탄질로 인하여 일찍부터 주요 탐사대상이었다.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탄
층들은 소규모로 부존하지만, 중소규모의 탄광으로 개발하기에 적합하다. 동부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에 걸쳐 광역적으로 분포하
는 마이오세-플라이오세 탄층들은 낮은 열량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탄폭과 다량의 부존매수의 이점을 활용하여 활발히 개발되
고 있다. 다양한 사례들은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탐사를 위해 함탄층의 지질학적 부존여건에 대한 전반적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
가 있음을 보여준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인도네시아 함탄분지와 함탄층에 대한 전문학술정보는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탐
사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주요어 : 석탄탐사, 인도네시아, 함탄분지, 함탄층, 탄질

1. 서 론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이하 “조사사업”)은 민간분야의
해외자원개발 투자를 촉진하고, 해외자원개발의 성공률
제고를 위해 기술 및 자금지원을 수행하는 대한민국 정
부의 민간보조사업으로, 1978년부터 대한광업진흥공사를
시작으로, 한국광물자원공사를 거쳐 오늘날은 한국광해
광업공단이 이를 위탁 받아 국내 민간기업들을 지원해
오고 있다. 특히, 불확실성이 큰 탐사단계의 사업들을 적
극적으로 지원하여 국내기업들의 해외자원개발 진출 리
스크를 경감하고자 노력해왔다.
인도네시아는 2000년대 중반이후 세계 석탄 생산량의
상당부분을 차지해왔으며, 오늘날에 이르러서는 세계 3
위의 석탄자원 주요 생산국이다(IEA, 2021). 인도네시아
의 석탄은 주로 중국, 인도, 한국, 일본 등 주요 아시아
국가들에 수출되고 있으며, 그에 따라 아시아 산업경제
에 끼치는 영향력은 실로 막강하다. 이러한 시대적 맥락
에 따른 민간기업들의 높은 수요로 인해, 오늘날까지 인
도네시아 석탄 탐사사업은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을 통
해 가장 많이 지원된 국가이자 광종이다. 이로 인해, 인
도네시아 석탄에 대한 방대한 양의 자료와 탐사 노하우

(know-how)가 축적되었다. 본 논문에서는 그 동안의 탐
사자료를 활용하여 인도네시아 함탄분지(coal-bearing basin)
와 함탄층(coal bearing deposits)의 특성에 대해 종합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본 논문의 목적은 민간에게 인도네시
아 석탄 탐사에 관한 학술적인 배경지식을 제공함으로써
향후 우리나라 기업들의 탐사 효율성과 성공률을 제고함
에 있다.

2. 인도네시아 신생대 함탄층 지질개요
인도네시아의 경제성 있는 신생대 제3기 석탄의 산출
지역은 주로 동부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주요 분지에
국한되지만, 서부 술라웨시와 남서 자바에서도 국부적으
로 산출된다(Fig. 1). 신생대 제3기동안에 해수면변동과
지구조 융기로부터 야기된 반복적인 해침과 해퇴의 윤회
를 겪으면서 탄층(coal deposits or coal seam)이 발달하
였다(Moss and Wilson, 1998). 특히 해침기(TST: Transgressive
Systems Tract)와 고해수면기(HST: High-stand Systems
Tract) 연계층(sequences)의 발달은 두꺼운 탄층의 퇴적과
보존을 야기하였다(Sloan et al., 1992; Zachos et al., 1993,
2001). 석탄의 기원이 되는 이탄 습지(peat swamp)는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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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Map of Cenozoic coal-bearing sedimentary basins of Indonesia. Map sourced from ESDM (Ministry of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of Indonesia. Red boxes indicate the areas of Figs. 3 and 9.

중 강우량이 풍부한 열대우림기후 하에서 호소(lacustrine),
충적평원(alluvial plain), 연안평원(coastal plain) 그리고
삼각주평원(delta plain)에서 최대로 발달하였으며, 이는
오늘날의 수마트라 동부 및 깔리만탄의 현생습지와 크게
다르지 않았을 것으로 여겨진다.
신생대 제3기 동안 인도네시아의 복잡한 지구조환경에
따른 함탄분지의 진화양상은 크게 세 단계로 에오세의
동시 열개 단계(syn-rift phase), 올리고세-마이오세의 후
열개 단계(post-rift phase), 그리고 마이오세-플라이오세
동안의 동시 조산 단계(inversion or syn-tectonic phase)로
요약될 수 있다(Fig. 2). 고제3기(Paleogene) 동안 유라시
아판(순다랜드) 아래로 인도-호주판의 섭입에 수반되어
술라웨시 서부에서부터 깔리만탄 동부를 지나 자바해, 수
마트라에 이르는 순다랜드 경계부를 따라 후열도 신장운
동(back-arc extension)이 발생하고 열개분지들이 발달하
기 시작하였다(Cole and Crittenden, 1997). 동시 열개 단
계 동안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지구 내지 반지구의 열
개분지들에서 선상지, 하성 그리고 호소 퇴적물들이 퇴
적되었다. 이후 넓은 면적에 걸쳐 충적평원 내지 해안평
원이 발달된 후 열개 단계(post-rift phase)로의 전환은 시
기적으로 차이가 있으나 대체로 동부 깔리만탄에서는 후
기 에오세-전기 올리고세에, 수마트라에서는 후기 올리고

세에 일어났다. 후 열개 단계 동안 퇴적가능공간을 생성
한 분지침강은 주로 열적침강(thermal sagging)에 의해 제
어되었으며 퇴적물 부하(sediment loading)에 의해 강화
되었다(Hall and Morley, 2004). 탄층은 층서적으로 동시
열개 단계에 쌓인 선상지, 하성 및 호소 퇴적물 사이에
일부 발달하였지만, 대게 그 위에 놓이는 후 열개 단계
에 쌓인 해안평원 퇴적물 내에 발달하였으며, 그 위로 다
시 해성층이 놓여 전체적으로 해침상 연계층을 이루었다
(Friederich et al., 1995). 이러한 후기 에오세-전기 올리
고세 석탄은 깔리만탄의 아셈아셈 분지 (Asem-Asem Basin),
바리또 분지(Barito Basin), 상부 꾸따이 분지(Upper Kutai
Basin), 멜라위-케뚱가우 분지(Melawi-Ketungau Basins),
및 따라칸 분지(Tarakan Basin), 수마트라의 옴빌린 분지
(Ombilin Basin)와 중부 수마트라 분지(Central Sumatra
Basin)에서 주로 산출하며, 일부 소규모 탄층들이 술라웨
시 남서부 및 자바 남서부의 열개퇴적층에서 국부적으로
산출한다.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에 동부 깔리만탄
과 수마트라의 주요 함탄분지들에서는 열적침강이 재개
되었고, 이에 수반되어 해침이 광범위하게 발생하였다.
그 결과 초래된 고해수면기 동안에 인도네시아 전역에
걸쳐 석회암을 비롯한 해성층이 주로 퇴적되었다. 이때
문에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의 탄층들은 육성층 일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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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atra Basin)에서 주로 산출되며, 수마트라의 벙클루
분지(Bengkulu Basin)와 깔리만탄 북동부의 따라칸 분지
(Tarakan Basin)에서도 일부 산출된다. 전진구축하는 삼
각주 퇴적계는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를 거쳐 오늘날
까지 이어지고 있으나, 플라이오세 이후의 탄층은 지질
학적으로 젊은 연령에 따른 미성숙한 탄화로 일반적으로
개발대상으로 고려되지 않는다.

3. 인도네시아 신생대 함탄분지와 함탄층 각론

Fig. 2. Correlation chart of Cenozoic coal-bearing sedimentary
basins of Indonesia. Modified from Friederich et al. (2016). CS:
Central Sumatra Basin, SS: South Sumatra Basin, BAR: Barito
Basin, AA: Asem-Asem Basin, KUT: Kutai Basin.

국한되어 산출된다. 신제3기(Neogene) 동안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에서는 압축성 지구조운동으로 산맥이 융기하거
나 부분적으로 분지역전이 발생하였다. 이러한 압축성 지
구조환경의 동시 조산 단계에서는 융기된 지역들이 빠르
게 삭박되어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 이에 따라
분지의 퇴적중심지를 향해 전진구축(progradation)하는 하
성-삼각주 퇴적계가 우세하게 발달하였다. 이와 연관되어
해안과 가까운 저지대의 해안평원 내지 삼각주평원에서
발달된 이탄 습지환경에서 오랫동안 지속된 퇴적작용으
로 두꺼운 탄층들이 형성되었다(Esterle and Ferm, 1994;
Friederich et al., 1999). 중기-후기 마이오세 탄층은 깔리
만탄의 하부 꾸따이 분지(Lower Kutai Basin)와 바리또
분지(Barito Basin),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 분지(South

이 장에서는 인도네시아의 신생대 제3기 주요 함탄분
지와 함탄층의 특성에 대해 종합하여 기술하겠다. 검토
대상은 인도네시아의 대표적인 석탄 생산지역인 동부 깔
리만탄과 남부 수마트라에서 2000년부터 2021년까지 조
사사업으로 지원된 61건의 석탄 탐사사업들로써, 지표지
질조사, 시추탐사 및 공업분석(proximate analysis) 자료
를 비롯한 방대한 양의 탐사자료들이 활용되었다. 각 탐
사사업의 위치는 Figure 3과 Figure 9에서 확인할 수 있
다. 탐사 당시 탄질 평가를 위한 공업분석은 인도네시아
에 소재한 Sucofindo, Carsurin, Intertek, Geoservices과 같
은 전문 분석 기관들에서 수행되었다. 분석된 시료들은
노두, 트렌치(trench), 시추코어 그리고 채광장(pit)에서 채
취되었으며, 실험은 국제 표준화 기구(ISO: International
Organization for Standardization)와 미국재료시험학회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의 시
험규격에 따라 수행되었다. 단, 오랜 지표노출에 따른 풍
화 및 변질, 시료채취 오류에 기인한 이질물의 혼합 등
에 따라 회분(ash)의 함량이 과도하게 높아(30% 이상) 탄
질을 대표할 수 없다고 판단되는 분석 값들은 제외시켰
다. 이에 따른 결과는 Table 1에 요약되어 있다.
3.1. 동부 깔리만탄
동부 깔리만탄에 위치하는 대표적인 함탄분지는 꾸따
이 분지, 바리또 분지, 아셈아셈 분지, 따라칸 분지가 있
다(Fig. 3). 다수의 기존 연구들에서 에오세 퇴적층들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이 퇴적분지들을 묶어 동부 깔리만
탄을 아우르는 소위 ‘그레이트 동깔리만탄 분지(Great
East Kalimantan Basin)’로 일컫는다(van Bemmelen, 1949;
Panggabean, 1991; Pieters et al., 1987; van de Weerd and
Armin, 1992). 에오세 동안 깔리만탄과 술라웨시 사이의
마카사르 해협과 셀레베스해가 열리고 확장됨과 동시에
깔리만탄 남동부에서 일련의 방향성을 가진 열개분지들
이 발달하기 시작하였다. 뒤이은 분지확장과 침강 이후,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에 깔리만탄 북부지역과 미
소대륙지각들간의 충돌에 기인하여 현재의 분지경계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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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General geological map of the Eastern Kalimantan showing the locations of the coal exploration projects by Korean companies.
The geological map was redrawn from Roe (19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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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coal quality, coal classification and occurrence
Average coal quality
code

n

Occurrence

TM IM AC VM FC TS
CV
(ar) (adb) (adb) (adb) (adb) (adb) (adb)
(%)

Tet-1
Tet-2
Tet-3
Tet-4
Tet-5
Tet-6
Tet-7
Tet-8
Tet-9

15 6.5
6 17.9
27 3.5
6
3.9
2
4.1
2
7.8
10 4.9
3
7.5
7
8.0

Tomm-1
Tomm-2
Tomm-3
Tomm-4
Tomm-5
Tomm-6
Tomk-1

19
27
52
8
50
2
4

Tmw-1
Tmw-2
Tmw-3
Tmw-4
Tmw-5
Tmw-6
Tmw-7
Tmw-8
Tmw-9
Tmpb-1
Tmpb-2
Tmpb-3
Tmpb-4
Tmpb-5
Tmpb-6
Tmpb-7
Tmpb-8
Tmbp-1
Tmbp-2
Tmbp-3
Tmbp-4
Tmbp-5
Tmbp-6
Tmbp-7
Tmbp-8
Tmbp-9
Tmbp-10
Tpkb-1
Tpkb-2
Tpkb-3

(%) (%) (%)

ASTM classification

Basin

Formation

(%) (%) (kcal/kg)

Thickness
(m)

4.8
9.8
2.8
3.0
3.0
5.1
3.9
4.7
6.0

3.3
5.6
15.6
6.7
9.3
5.2
10.9
8.3
10.1

42.3
42.1
40.5
45.3
42.6
44.0
44.2
44.9
43.8

49.6
42.5
41.1
45.0
45.2
45.7
41.0
42.1
40.1

1.32
1.95
2.07
0.43
0.87
0.86
0.57
2.64
0.46

7359
6335
6696
7380
7045
7020
6842
6901
6536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High

volatile
volatile
volatile
volatile
volatiel
volatiel
volatiel
volatiel
volatiel

B
C
A
A
A
B
B
B
B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bituminous

coal
coal
coal
coal
coal
coal
coal
coal
coal

Barito
Barito
Barito
Barito
Asem-Asem
Asem-Asem
Asem-Asem
Asem-Asem
Asem-Asem

6.8
27.1
22.0
42.0
33.6
32.6
6.7

4.9
16.0
12.9
13.4
13.4
17.2
2.2

6.1
4.2
8.0
7.8
8.9
2.5
10.8

42.9
38.3
38.5
41.1
40.6
37.1
11.8

46.2
41.5
40.6
37.7
37.0
43.2
75.2

1.95
0.34
2.17
0.51
0.97
0.38
2.21

7181
5632
5765
5269
5358
5624
7368

High volatile B bituminous coal Barito
Subbituminous A coal
Barito
Subbituminous A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Barito
Subbituminous A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Barito
Semianthracite
Barito

Montalat
Montalat
Montalat
Montalat
Montalat
Montalat
Karamuan

0.3
0.3
0.2
0.4
0.2
0.2
1.0

7
27
5
12
7
12
12
8
60

34.1
31.3
36.2
48.6
18.7
29.6
31.9
35.1
31.4

18.1
16.3
15.4
15.8
10.7
18.6
13.7
14.3
12.6

3.0
7.4
4.4
2.4
7.1
3.7
4.7
7.1
4.9

41.3
39.0
40.2
43.1
42.8
39.3
42.7
42.9
41.9

37.7
37.3
40.1
38.8
39.3
38.4
40.3
35.8
40.6

0.38
2.35
1.58
0.14
0.33
0.32
0.84
1.41
0.72

5294
5197
5520
5382
6028
5195
5468
5355
5423

Subbituminous B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Barito
High volatile C bituminous coal Barito
Subbituminous B coal
Asem-Asem
Subbituminous B coal
Asem-Asem
Subbituminous B coal
Asem-Asem
Subbituminous B coal
Asem-Asem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Warukin

1.5 - 18
0.5 - 3.7
2.0 - 5.0
0.3 - 2.4
0.5 - 3.0
1.5 - 22.5
1.0 - 8.6
0.5 - 3.4
0.1 - 4.9

40
33
8
21
3
12
3
15
7
7
8
10
6
3
4
6
6
19
6
3
54

19.5
8.8
14.1
16.9
45.9
22.4
23.1
9.2
NA
18.8
16.2
34.7
31.0
33.0
39.8
36.1
27.5
8.4
50.2
46.3
35.3

14.2
2.6
11.5
12.2
19.4
16.9
17.4
6.6
12.6
14.8
12.2
15.4
20.7
17.6
12.3
12.9
16.5
6.4
22.6
22.5
15.3

2.6
11.3
2.3
2.7
3.2
2.6
2.3
4.4
1.1
6.0
4.4
1.9
3.5
5.0
9.9
10.5
9.0
6.5
3.0
4.3
7.1

40.6
39.0
41.5
42.4
39.9
39.9
40.4
42.6
41.0
38.7
40.4
43.6
39.2
41.5
40.5
39.9
36.6
42.6
41.0
39.9
38.9

42.6
47.1
44.7
42.8
37.3
40.6
39.9
46.4
45.4
40.6
43.1
39.8
36.6
36.0
37.3
36.7
38.0
44.4
33.5
33.4
37.9

0.89
1.91
1.00
1.52
0.41
2.96
1.68
1.83
0.38
1.05
1.41
0.20
1.44
0.16
1.45
1.93
0.55
2.10
0.21
0.21
0.15

5873
7050
6408
6032
5091
5656
5579
6853
6245
5737
6090
5585
5039
5168
5103
5039
4913
6705
4896
4772
5092

Subbituminous A coal
High volatile A bituminous
High volatile C bituminous
Subbituminous A coal
Subbituminous C coal
Subbituminous B coal
Subbituminous B coal
High volatile C bituminous
Subbituminous A coal
Subbituminous A coal
High volatile C bituminous
Subbituminous B coal
Subbituminous C coal
Subbituminous B coal
Subbituminous B coal
Subbituminous B coal
Subbituminous B coal
High volatile B bituminous
Subbituminous C coal
Subbituminous C coal
Subbituminous B coal

Pulaubalang 2.0 - 10.0
Pulaubalang 0.2- 1.2
Pulaubalang 1.5 - 8.0
Pulaubalang 0.7 - 4.0
Pulaubalang 1.0 - 3.5
Pulaubalang 0.4 - 0.5
Pulaubalang 0.5 - 1.0
Pulaubalang 0.4 - 1.3
Balikpapan
2.0 - 8.0
Balikpapan
0.5 - 5.8
Balikpapan
0.1 - 3.4
Balikpapan
1.0 - 6.0
Balikpapan
0.6 - 1.8
Balikpapan 1.1 - 10.2
Balikpapan
0.3 - 1.2
Balikpapan
1.0 - 2.0
Balikpapan 1.5 - 11.9
Balikpapan
≤2.6
Kampungbaru 0.5 - 1.5
Kampungbaru 4.5 - 8.3
Kampungbaru 1.5 - 7.2

Kutai
coal Kutai
coal Kutai
Kutai
Kutai
Kutai
Kutai
coal Kutai
Kutai
Kutai
coal Kutai
Kutai
Kutai
Kutai
Kutai
Kutai
Kutai
coal Kutai
Kutai
Kutai
Kutai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Tanjung

0.5 - 5.0
0.3 - 1.2
≤2.0
≤1.5
1.0 - 8.6
≤1.9
0.8 - 2.4
0.5 - 7.0
0.1 - 2.9
-

2.0
4.2
1.3
1.2
2.6
3.0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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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ed
Average coal quality
code

n

Occurrence

TM IM AC VM FC TS
CV
(ar) (adb) (adb) (adb) (adb) (adb) (adb)
(%)

(%) (%) (%)

Tmpm-1 19 32.2 15.3

ASTM classification

Basin

Formation

(%) (%) (kcal/kg)

5.8 38.9 38.5 0.36

Thickness
(m)

5309 Subbituminous B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8 - 3.6

Tmpm-2 18 28.7 15.3

3.0 42.4 39.3 0.60

5732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5.6 - 16.0

Tmpm-3

3

57.7 13.1

5.8 44.9 36.2 0.48

5489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6 - 9.7

Tmpm-4

5

41.7 12.5

2.2 44.3 40.9 1.15

5817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6 - 20.8

Tmpm-5 12 45.1 13.9

6.6 43.3 36.1 0.40

5160 Subbituminous B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5 - 1.0

Tmpm-6 10 47.1 15.7

4.6 41.5 38.2 0.40

5430 Subbituminous B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1.6 - 11.0

Tmpm-7

3

40.4 15.1

5.1 42.5 37.3 0.26

5417 Subbituminous B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5 - 4.0

Tmpm-8

9

22.0 10.4

2.4 41.9 45.3 0.51

6244 High volatile C bituminous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4.6 - 12.0

Tmpm-9 140 32.0 12.1

5.8 41.7 40.4 1.17

5831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1.2 - 9.5

Tmpm-10 13 38.5 14.2 11.0 40.5 34.4 0.84

5045 Subbituminous B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1.0 - 20.0

Tmpm-11 91 28.9 11.8

6.3 42.6 39.4 1.14

5641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1.0 - 18.0

Tmpm-12 61 33.1 13.2

9.4 41.3 36.3 0.43

5459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0.5 - 4.5

Tmpm-13 38 27.3 12.3

9.5 40.7 37.6 1.15

5483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1.6 - 7.5

Tmpm-14 36 34.7 13.3

8.6 40.9 37.1 0.88

5365 Subbituminous A coal

South Sumatra Muara Enim 2.0 - 14.6

Tml-1

47

8.9

1.6 10.1 24.9 63.4 0.86

7450 Medium volatile bituminous coal Bengkulu

6.4

6537 Medium volatile bituminous coal Bengkulu

Lemau

1.0 - 5.5

5601 Subbituminous A coal

Lemau

0.4 - 14.8

Tml-2

11 13.5

Tml-3

21 18.6 10.3 10.2 39.3 40.2 0.45

7.8 21.9 63.9 0.41

Bengkulu

Lemau

0.5 - 5.0

TM: Total Moisture, IM: Inherent Moisture, AC: Ash Content, VM: Volatile Matter, FC: Fixed Carbon, TS: Total Sulphur, CV: Calorific
Value, ar: As received basis, adb: Air-dried basis, ASTM: American Society for Testing and Materials. The ASTM ranks are determined
using Parr Formulas developed by S.W Parr in1906. All data sourced from KOMIR (Korea Mine Rehabilitation and Mineral Resources
Corporation)

이루는 북서-남동 방향의 구조선들(Adang Fault Zone,
Sangkulirang Fault Zone)을 따라서 별개의 분지들로 나
뉘어졌다. 신제3기에 걸쳐 깔리만탄 중앙 산맥지역을 비
롯한 지각 융기대에서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어 동부
깔리만탄의 퇴적분지들에서는 퇴적작용이 지속되었다
(Moss and Chambers, 1999; van de Weerd and Armin,
1992; Chambers and Daley 1997; Won et al., 2018).
3.1.1. 바리또 분지와 아셈아셈 분지
3.1.1.1. 층서와 퇴적환경
깔리만탄 남동부에 위치하는 바리또 분지는 약 70,000km2
의 면적을 차지하며, 분지충전물(basin-fills)의 두께는 약
6,000m로 추정된다(Hamilton, 1979). 바리또 분지의 층서
는 하부에서부터 딴중층(Tanjung Formation), 버라이층
(Berai Formation), 몬탈랏층(Montalat Formation), 와루킨
층(Warukin Formation) 및 다호르층(Dahor Formation)의
암층서 단위로 구성된다(Fig. 4).
신생대 초 인도-호주판의 사교섭입(oblique subduction)
에 기인한 신장력이 바리또 지역에 작용하여 북서-남동

방향의 열개분지들이 형성되기 시작하면서 기반암 위로
부정합적으로 딴중층이 퇴적되었다. 딴중층은 중기 에오
세부터 전기 올리고세 말까지 퇴적되었으며 해침상의 퇴
적환경변화를 기록한다(Witts et al., 2011, 2012). 딴중층
의 하부구간은 분지형성 초기에 지루(horst)와 같은 인근
융기대로부터 공급된 조립질 퇴적물이 쌓이는 충적선상
지와 호성환경에서 퇴적되었다. 중부구간은 연안평원과
얕은 만(shallow embayment) 환경의 퇴적물로 구성되며,
상부로 갈수록 점진적인 해침에 의해 셰일과 탄산염암이
우세한 천해환경 퇴적물로 전이된다(Witts et al., 2011,
2012).
중기 올리고세 동안의 길지 않은 해퇴기 이후 발생한
분지침강은 해침을 재개시켰다. 후기 올리고세는 천해환
경의 탄산염대지(carbonate platform)의 발달로 특징지어
지고, 그 결과 탄산염암이 우세한 버라이층이 광역적으
로 퇴적되었다. 서쪽의 순다대지 융기부로부터 쇄설성 퇴
적물의 공급이 증가한 전기 마이오세에 이르러 탄산염암
의 퇴적작용은 종료되었다. 한편, 버라이층이 퇴적되는
동안 해수면 아래로 잠기지 않은 육성환경에서는 조간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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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1.2. 탄층의 발달양상 및 탄질
바리또 분지와 아셈아셈 분지에서 탐사 및 개발대상이
되는 주요 함탄층으로 에오세 딴중층과 마이오세 와루킨
층이 있으며, 일부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의 함탄
층 또한 탐사 및 개발 대상이 되기도 한다(Fig. 5a, 5b,
5c, 5d, 5i).

Fig. 4. Generalized stratigraphy of the Barito Basin modified
from Witts et al. (2011).

및 하성-삼각주 퇴적층인 몬탈랏층이 퇴적되었다(Supriatna
et al., 1994).
마이오세 동안 스크와너 복합체와 메라투스 산맥의 융
기에 상응하여 해수면은 상대적으로 하강하고 해퇴가 일
어났다. 융기하는 메라투스 산맥에 대해 전지(foreland)
위치에 해당하는 바리또 분지에서는 지각평형적 침강
(isostatic subsidence)이 일어났고, 그 결과 융기한 산맥으
로부터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어 동쪽으로 전진구축하
는 하성-삼각주 환경에서 중기 마이오세 와루킨층이 두
껍게 퇴적되었다(Satyana et al., 1999). 뒤이어 플라이오
세-플라이스토세까지 계속된 메라투스 산맥의 융기 동안
몰라세-삼각주(molassic-deltaic) 퇴적체인 다호르층이 퇴
적되었다(Satyana et al., 1999).
메라투스 산맥의 융기 이전까지는 바리또 분지와 아셈
아셈 분지의 퇴적중심지가 연결되어 있어 소위 ‘원시 바
리또 분지(Proto Barito Basin)’라 불리는 단일 분지로 존
재하였으나, 메라투스 산맥의 융기에 의해 서쪽의 바리
또 분지와 동쪽의 아셈아셈 분지로 분리되었다. 이런 이
유로 두 분지는 동일한 암층서 체계를 공유한다.

딴중층(중기 에오세-전기 올리고세): 본 층은 역암, 사
암, 이암, 석회질 이암 및 석회암으로 구성되며, 7~12매
의 탄층(coal seam)을 포함한다(Fig. 5a, 5i). 탄층의 탄폭
은 최대 약 9m에 이르기도 하나, 일반적으로 4~6m 범위
를 가진다. 탄층은 대체로 급작스러운 두께 변화 없이 측
방으로 연속적인 경향을 보인다(Friederich et al, 1995).
탄질을 살펴보면, 평균 고유수분 함량은 2.8~9.8%로 대
체로 낮고, 평균 발열량의 범위는 6,335~7,359kcal/kg로
고열량의 특성을 보여주어 ASTM 분류상 역청탄(high
volatile C to A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 기반암
직상부에 놓이는 딴중층은 층서적으로 분지충전물의 최
하부층이기 때문에 오랜 시간 동안 깊이 매장되었으며,
그 결과로 높은 열적성숙도(thermal maturity)를 경험한
것으로 사료된다. 평균 회분 함량은 3.3~15.6%의 범위로,
대체로 중~고회분의 특성을 보인다. 평균 황 함량의 범
위는 0.43~2.64%로 대체로 중~고유황의 특성을 보인다.
딴중층 내 탄층의 황 함량은 해성층의 영향을 받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Friederich et al., 1999). 즉, 탄층의 상반
에 해성층이 놓이는 경우 탄층의 상부구간이 고유황의
특성을 보이는 경향이 있다.
와루킨층(중기 마이오세): 본 층은 주로 담회색 장석질
세립사암, 회색 이암 내지 암회색 셰일, 회색 실트암 및
석탄으로 구성되며, 10~16매의 탄층을 포함한다(Fig. 5b).
와루킨층은 딴중층과 함께 남부 깔리만탄에서 활발히 개
발되는 주요 함탄층으로, 딴중층에 비하여 저열량탄이나
일반적으로 탄층들이 두껍게 발달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
다. 본 층을 대상으로 개발하는 세계적인 대형 광산인 바
리또 분지의 Adaro 광산 및 아셈아셈 분지의 Arutmin 광
산에서는 각각 50m와 60m에 이르는 두꺼운 탄폭의 탄
층들이 산출하며, Adaro 광산의 경우 탄층들의 누적 두
께는 150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Friederich et al.,
1995, 1999; Friederich and Leeuwen, 2017). 조사사업의
탐사사례들에서도 탄층들은 대체로 1~8m의 양호한 탄폭
으로 산출되었으며, 특히, Tmw-1과 Tmw-6은 각각 최대
탄폭이 18m와 22.5m에 달하는 탄층들을 포함한다(Fig. 5b).
Tmw-6은 또한 약 2,200m 이상의 양호한 측방 연장성을
가지며 산출한다. Tmw-5를 제외한다면, 평균 발열량은
5,195~5,468kcal/kg의 범위를 가지며 ASTM 분류상 모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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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Selected photographs of the coal-bearing deposits in Eastern Kalimantan (Barito Basin, Asem-Asem Basin and Kutai Basin)
during the coal exploration projects. (a) Tanjung Formation (Tet-9). (b) Warukin Formation (Tmw-1). (c and d) Montalat Formation
(Tomm-1). (e) Pulaubalang Formation. (f) Balikpapan Formation. (g and h) Kampungbaru Formation. Note the weakly coalified (lignite
rank) coal sample. (i) An example of core logging sheet of the Tanjung Formation (Tet-6).

아역청탄(subbituminous B coal)으로 분류된다. Tmw-5의
경우, 평균적인 와루킨층의 석탄보다 고유수분 함량이 다
소 낮고, 발열량이 다소 높아 ASTM 분류상 역청탄(high
volatile C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 Tmw-5는 탄층
의 경사가 60~80°로 고각이며, 시료채취 위치에 따라 발
열량의 범위가 5,370~6,787kcal/kg로 편차가 크다. 따라
서 높은 탄화는 구조적 요인에 기인하는 것으로 추정되
나 명확치는 않다.
일찍이 Adaro 및 Arutmin 광산의 탄질이 회분과 황 함
량이 매우 낮은 저회분, 저유황의 갈탄 내지 아역청탄으

로 알려지면서(Friederich et al., 1999), 와루킨층의 석탄
은 열량이 다소 낮음에도 불구하고 친환경 청정탄으로
주목받아왔다. 조사사업 사례들에서는 평균 회분 함량
7%이하, 평균 황 함량 0.1~0.3% 범위로 대부분이 저회
분, 저유황의 특성을 가지나, 몇몇은 평균 황 함량 1%를
상회하여 일반적 추세에 부합되지 않았다.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함탄층: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동안 깔리만탄 남동부에서는 주로 천해환
경에서 탄산염대지(carbonate platform)의 발달로 탄산염
암이 우세한 버라이층이 광역적으로 퇴적되었다. 동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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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광역적인 해수면 상승에도 불구하고, 물에 잠기지 않
은 육성 및 해안인근 환경에서는 육성기원의 몬탈랏층과
까라무안층이 퇴적되었다. 그 결과 두 육성층은 탄층을
일부 포함하나, 에오세 및 마이오세 함탄층에 비하여 상

대적으로 개발 매력도가 떨어져 주된 탐사 및 개발대상
으로 주목받지 못했다.
몬탈랏층은 주로 세립질 사암, 실트암 및 이암의 교호
층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이회암, 석회암 및 석탄을 포함

Fig. 6. (a) Geological map of the survey area for Tomm-1. (b to d) Contractional deformation in the Karamuan Formation (Tomk1), cutting up section northly. (b) Geological sketch of the coal pit with structural interpretation. (c and d) Photographs of the highly
deformed pit section. Note the faulted coal seam block, fault rocks (cataclasis) and fault related folds. The coal seam block is ranked
as semianthracite in the ASTM classific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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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Fig. 5c, 5d). 조사사업 사례들에서 몬탈랏층의 탄층
은 일반적으로 0.5~2m 범위의 탄폭으로 산출되나, 최대
탄폭 4m에 달하기도 한다. 평균 회분함량 9% 미만으로
저~중회분의 특성을 보이나, 평균 황 함량은 0.34~2.17%
범위로 지역에 따라 변동폭이 큰 것으로 나타났다. Tomm1을 제외한다면, 평균 발열량은 5,269~5,765kcal/kg 범위
로 ASTM 분류상 아역청탄(subbituminous B to A coal)
에 해당한다. Tomm-1은 평균 고유수분 함량이 4.9%로
낮고, 평균 발열량이 7,181kcal/kg로 높아 ASTM 분류상
역청탄(high volatile B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
Tomm-1의 광구 동측 경계부에서 딴중층을 몬탈랏층 위
로 충상시키는 남-북 방향의 역단층과 이에 수반된 다수
의 습곡구조들이 발달한다(Fig. 6a). 이러한 양상을 고려
할 때, 석탄의 높은 탄화는 구조운동에 따른 열과 압력
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까라무안층은 주로 이암,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석탄, 탄산염암 및 응회질 퇴적암을 포함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다. 본 층은 광역지질도(Supriatna and
Abidin, 1995) 외에는 문헌을 통해 보고된 바가 많지 않
으며, 바리또 분지의 층서를 논할 때 포함되지 않는 경
우가 많다. 까라무안층을 대상으로 수행된 조사사업은
Tomk-1 1건에 불과하다. Tomk-1의 채굴적(pit) 단면에서
노두규모로 관찰되는 탄층은 구조운동에 의해 규제된 양
상을 잘 보여준다(Fig. 6b, 6c, 6d). 경사가 거의 수직에
가까운 탄층(seam 2)의 하부가 충상단층에 의해 급격하
게 단절되었으며, 단절된 탄층 주변으로 단층암과 단층
점토, 열수변질대와 비대칭 습곡의 발달 등 압축성 구조
운동의 증거들이 다수 확인된다. 탄질 분석결과, 평균 고유
수분과 휘발분 함량은 각각 2.2%와 11.8%로 낮은 반면,
평균 고정탄소 함량과 발열량은 각각 75.2%와 7,368kcal/kg
로 매우 높아 ASTM 분류상 무연탄(semianthracite)으로
분류된다.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의 지질연대와 까
라무안층의 층서적 위치를 고려할 때, Tomk-1의 강한 탄
화는 이차적으로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노두규모
에서 확인되는 충상단층과 이에 규제된 탄층의 산출양상
을 고려할 때, Tomk-1의 강한 탄화는 압축성 구조운동의
결과로 해석된다. 하지만, 높은 탄의 등급에도 불구하고,
구조적 변형이 집중되었기에 경제성 있는 탄층을 확보하
기에 어려운 부존여건으로 사료된다.
3.1.2. 꾸따이 분지
3.1.2.1. 층서와 퇴적환경
동부 깔리만탄에 위치한 꾸따이 분지는 동남아시아에
서 가장 큰 신생대 퇴적분지로서 면적은 약 165,000km2
이고 두께 14,000m 이상의 분지충전물로 채워져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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꾸따이 분지는 주로 고제3기 퇴적암으로 구성된 상부 꾸
따이 아분지(Upper Kutai Sub-basin)와 주로 신제3기 퇴
적암으로 구성된 하부 꾸따이 아분지(Neogene Lower
Kutai Sub-basin)로 구분되며, 각각 서쪽과 동쪽에 위치한다.
꾸따이 분지의 층서는 지구조환경변화에 상응하여 시
공간적으로 다양하게 진화한 퇴적환경의 통시적인 변화
로 인해 매우 복잡하다(Fig. 7a). 분지의 가장 오래된 분
지충전물들은 중기 에오세 연대로, 이들은 주로 상부 꾸
따이 아분지에서 산출된다. 분지형성 초기 분지 서부 지
역의 서로 연결되지 않은 반지구들(half-grabens)에서는
육성 퇴적물들로 충전된 반면, 분지 동부 지역에서는 해
성 퇴적물들이 퇴적되었다(Moss and Chambers, 1999).
상부 꾸따이 아분지의 기저 퇴적층은 키함할로쿠층(Kiham
Haloq Formation)으로 지층의 두께는 최대 1,500m까지 이
른다(Wain and Berod, 1989). 기저부는 주로 선상지에서
퇴적된 석영 사암과 역암으로 구성되며, 얇은 탄층, 적자색
이암 및 실트암을 일부 포함한다(Wain and Berod, 1989).
그 위로 놓이는 바뚜아이아우층(Batu Ayau Formation)은
주로 사암으로 구성되며, 일부 이암과 얇은 탄층을 포함
한다(Pieters et al., 1987; Satyana et al., 1999). 지층의 두
께는 대략 500~900m이며, 층내 산출되는 유공충화석과
화분포자화석에 근거하여, 후기 에오세-전기 올리고세에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Wain and Berod, 1989). 꾸
따이 분지 충전물의 하부를 이루는 두 지층은 유사한 암
상을 근거로 바리또 분지의 딴중층에 대비된다(Witts et
al., 2012).
후기 에오세-올리고세 동안 열적침강에 기인하여 분지
전반에 걸쳐 해침이 발생하였고, 그 결과 동시 열개 퇴
적층과 기반암을 광역적으로 덮는 셰일층인 아탄층(Atan
Formation)이 퇴적되었다. 동시기에 천해대륙붕(shallow
marine shelf)과 해수면 아래에 잠긴 기반암 융기대에서
탄산염대지(carbonate platforms)가 발달하였고, 그 결과
바투바레 석회암 층원(Batu Baleh Limestone Member) 내
지 케단고층(Kedango Formation)과 같은 두꺼운 탄산염
암들이 퇴적되었다. 이 탄산염암들은 바리또 분지의 버
라이층에 대비될 수 있다(Moss and Chambers, 1999).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에 깔리만탄 북부의 활성
경계부와 남중국해의 확장에 기인하여 남쪽으로 이동하
던 미소대륙지각들(microcontinents)이 충돌함에 따라 깔
리만탄 내륙에서 깔리만탄 중앙 산맥(Central Kalimantan
Range)의 형성을 비롯하여 지각융기가 일어났다(Hutchison,
1996; Moss and Chambers, 1999). 이에 수반되어 상부
꾸따이 아분지의 분지역전이 전기 마이오세에 시작되었
다. 지속된 지각융기와 더불어 광역적인 해퇴가 발생하
였고, 중부 깔리만탄의 융기대로부터 공급된 풍부한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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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Generalized lithostratigraphic column of Cenozoic sediments in the Kutai Basin, with major local and regional tectonic
events (from Friederich et al. (2016) and Moore (2015)). (b) Stratigraphic column of Lower Kutai Sub-basin (from Friederich et al.
(2016) and Moore et al. (2014)).

적물들이 사마린다 복배사 지역을 지나 마카사르 해협으
로 전진 퇴적되었다. 그 결과, 해저 선상지(submarine fan)
퇴적체인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파말루안층(Pamaluan
Formation) 위로 차례로 삼각주 퇴적체인 중기 마이오세
뿔라우발랑층(Pulaubalang Formation), 후기 마이오세 발
리파판층(Balikpapan Formation), 그리고 플라이오세 깜
풍바루층(Kampungbaru Formatin)이 쌓였다(Fig. 7b). 이
들은 주로 사암, 이암 및 석탄으로 구성되며, 상호 정합
적인 관계를 가지므로 뿔라우발랑층/발릭파판층, 그리고
발릭파판층/깜풍바루층 간의 경계는 연속적인 것으로 알
려져 있다(Hidayat and Umar, 1994).
3.1.2.2. 탄층의 발달양상 및 탄질
꾸따이 분지에서 탐사 및 개발대상이 되는 주요 함탄
층으로 뿔라우발랑층, 발릭파판층, 그리고 깜풍바루층이
있다(Fig. 5e, 5f, 5g, 5h).
뿔라우발랑층(중기 마이오세): 탄층은 뿔라우발랑층의

하부구간에서 산출한다(Fig. 5e). 탄폭은 대체로 1~4m 범
위를 보이나, Tmpb-1과 같이 최대 10m에 달하기도 한다.
상부층준으로 갈수록 탄폭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 일
반적으로 평균 회분함량 2~4%로 저회분의 특성을 보이
나, Tmpb-2의 경우 평균 11.3% 회분함량을 보여준다. 평
균 황 함량은 0.41~2.96% 범위로 저~고유황의 변동성을
보인다. Tmpb-2, Tmpb-3 및 Tmpb-8을 제외한다면, 뿔라
우발랑층 석탄의 평균 발열량은 5,091~6,032kcal/kg 범위
로 ASTM 분류상 아역청탄(subbituminous coal C to A)
에 해당한다. 반면, Tmpb-2, Tmpb-3 및 Tmpb-8의 경우,
평균적인 뿔라우발랑층의 석탄에 비하여 평균 고유수분
함량은 각각 2.6%, 11.5% 및 6.6%로 낮은 반면, 평균 발
열량은 각각 7,050kcal/kg, 6,408kcal/kg 및 6,853kcal/kg
로 상당히 높다. 세 경우 모두 지질도상에서 탄층을 포
함한 지층들이 구조적으로 규제되는 양상을 고려할 때
(Fig. 8a, 8b), 구조운동에 의한 열과 압력에 기인하여 상
대적으로 더 높은 탄화가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특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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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a) Regional structural lineament map of the survey area for Tmpb-2. (b) Geological map of the Samarinda Anticlinorium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urvey area for Tmpb-8/Tmbp-10. The Geological map was redrawn from 1:250,000 scale geology sheets
published by the Geological Agency, Indonesia: Balikpapan (Hidayat and Umar, 1994).

Tmpb-8은 일련의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습곡구조와 압
축성 단층들이 반복 발달하는 소위 ‘사마린다 복배사’
(Samarinda Anticlinorium) 지역내 변형이 집중된 배사습
곡의 축부에 위치하고 있어 구조운동에 기인한 높은 탄화
로 해석된다(Fig. 8b). 한편, 대부분의 경우 뿔라우발랑층
상위에 놓이는 발릭파판층과의 정확한 경계는 구분하기
어려우나, 상대적으로 뿔라우발랑층 내 탄층의 두께가 더
얇고, 발열량이 더 높으며, 황 함량이 더 높은 경향이 있다.
발릭파판층(후기 마이오세): 발릭파판층에서 산출되는
탄층들의 누적 두께는 40~50m에 달하는 것으로 보고되
었다(Macmillan et al., 2000; Moore et al., 2014). 발릭파
판층의 하부 층준의 탄폭은 전형적으로 3~5m이나, 상부
층준으로 갈수록 탄폭이 두꺼워지는 일반적인 경향이 있
다(Fig. 5f). 탄폭의 상향 두꺼위짐의 경향과는 달리, 매
장 깊이에 따른 열적성숙도의 차이에 의해 하부 층준의
탄층들이 상부 층준보다 상대적으로 높은 발열량을 보이
는 경향이 있다. 조사된 발리파판층의 석탄의 등급은
ASTM 분류상 대부분 아역청탄(subbituminous coal C to
A)에 해당하나, Tmbp-3와 Tmbp-10의 석탄은 역청탄(high
volatile C to B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 특히 Tmbp10의 경우 평균 발열량은 6,705kcal/kg에 이른다. Tmbp10은 뿔라우발랑층인 Tmpb-8와 동일 탐사사업 내 분포

하는 상위층준의 함탄층으로써, 마찬가지로 구조적 복잡
성이 수반된 사만린다 복배사 지역내 변형이 집중된 배
사습곡의 축부에 부존한다(Fig. 8b). 따라서 앞서 Tmpb8에 대해 기술한 바와 같이 압축성 구조운동에 기인한 열
과 압력으로 더 높은 탄화가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대
부분의 탄층들은 평균 회분함량 10% 미만의 저~중 회분
함량을 보여준다. 평균 황 함량은 0.16~2.10%의 범위로
저~고유황의 변동성을 보여준다.
깜풍바루층(플라이오세): 본 층의 지질시대는 플라이오
세로 지질학적으로 젊은 연령과 더불어 얕은 매장 깊이
에 기인하여 낮은 열적성숙도를 경험하였다(Fig. 5g, 5h).
상대적으로 낮은 등급의 탄화로 깜풍바루층은 일반적으
로 주된 탐사 및 개발대상으로 고려되지 않았다. 조사사
업을 통해 마하캄강 상류와 사마린다 복배사 지역에서
본 층을 대상으로 세 건(Tpkb-1, -2, -3)의 조사사업이 수
행되었다. 깜풍바루층의 석탄은 일반적으로 갈탄 내지 저
등급의 아역청탄에 해당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Tpkb1, -2, -3 석탄들의 평균 발열량은 4,772~5,092kcal/kg 범
위로 측정되어 ASTM 분류상 아역청탄(subbituminous
coal C to B)에 해당된다. 평균 회분 및 황 함량은 각각
3.0~7.1% 및 0.15~0.21% 범위로 저회분 및 저유황의 특
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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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수마트라
유라시아대륙판의 남쪽 연장부에 해당하는 수마트라섬
은 순다랜드의 남서쪽 경계부를 따라 북서방향으로 길게
놓여 있으며, 435,000km2의 면적을 차지한다(Fig. 9). 수
마트라섬은 신생대 제3기 이전에 발생한 미소대륙들의

충돌과 봉합으로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Pulunggono
and Cameron 1984; Barber 1985). 현재에는 인도해양판
이 유라시아대륙판 아래로 N20E 방향으로 6-7cm/yr의 속
도로 섭입하고 있으며, 이러한 사교섭입으로 순다 호-해
구 시스템(Sunda Arc378 Trench system)이 5,000km 이

Fig. 9.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Sumatra showing the locations of the coal exploration projects by Korean companies. The
geological map was redrawn from Crow and Barber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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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Schematic cross section of Sumatra (Darman and Sidi, 2000).

상 연장되어 발달되었다. 수마트라섬은 지구조적으로 순
다 외호 능(Sunda outer-arc ridge), 순다 전호 분지(Sunda
forearc basin), 수마트라 후호 분지(Sumatra back arc
basins), 바리산 산맥(Barisan mountain range) 그리고 수
마트라 내호 및 산간 분지(Sumatra intra-arc or intermontane
basin)의 지구조구들로 분대된다(Fig. 10). 순다 외호 능
은 순다 전호 분지의 활성 경계부를 따라 놓이며, 해구
와 순다 호 시스템을 분리한다. 순다 전호 분지는 비화
산성 외호 능과 화산성 후호 사이에 놓인다. 수마트라 후
호 분지들은 바리산 산맥의 끝자락에 발달된 저지대의
퇴적분지들로서 북부 수마트라 분지, 중부 수마트라 분
지와 남부 수마트라 분지를 일컫는다. 바리산 산맥은 수
마트라섬의 축부를 따라 발달하며, 주로 페름기-석탄기에
서 중생대에 이르는 암석들로 구성된다. 수마트라 내호
및 산간 분지는 융기와 침식에 기인하여 이전의 퇴적구
들로부터 분리되어 내호 및 산간 지역에 위치한다. 수마
트라의 함탄분지로 옴빌린 분지(Ombilin basin), 벙클루
분지(Bengkulu basin), 북부, 중부 및 남부 수마트라 분지
등이 있으며, 그 중 남부 수마트라 분지의 석탄 생산량
이 수마트라의 생산량 대부분을 차지한다.
3.2.1. 남부 수마트라 분지
남부 수마트라 분지는 신생대 제3기 초 인도해양판이
유라시아판 아래로 사교섭입 함에 기인하여 신장성 지구
조환경하에서 일련의 지구 내지 반지구의 열개분지들로
형성되었다(De Coster, 1974; Daly et al., 1987). 오늘날
남부 수마트라 분지에서 인지되는 주요한 지질구조들을
발달시킨 세 번의 조산운동은 중생대 중기, 백악기 후기

-에오세 및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동안 발생하였다(De
Coster, 1974). 전자의 두 시기는 신생대 퇴적작용 이전의
지구조운동으로 기반암의 지질구조를 규제하였다. 플라
이오세-플라이스토세 조산운동은 바리산 산맥의 융기와
그레이트 수마트라 단층계(Great Sumatra Fault System)
와 평행한 북서-남동 계열의 주요 지질구조들의 발달을
야기하였다.
3.2.1.1. 층서와 퇴적환경
남부 수마트라 분지의 신생대 분지충전물은 대규모 해
침-해퇴의 윤회 하에서 퇴적되었다(Adiwidjaja and de
Coster, 1973)(Fig. 11). 신생대 이전의 기반암 위로 퇴적
된 최하부 암층서 단위는 라핫층(Lahat Formation)이다.
라핫층은 최대 두께 3,350m에 이르며, 주로 안산암질 화
산각력암(volcanic breccia), 응회암, 라하르(lahar) 및 용
암류(lava flows)로 구성된다. 중부구간의 특징적인 석영
질 사암으로 구성된 중부 키킴 층원(middle Kikim member)
을 기준으로 화산쇄설성 퇴적물로 구성된 하부 및 상부
키킴 층원들(Lower and Upper Kikim members)로 분류
된다. 라핫층은 화산쇄설물과 쇄설성퇴적물이 공급되는
선상지, 하성, 및 호성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Daman and Sidi, 2000). 층서적으로 라핫층과 바뚜
라자층 사이에 위치하는 올리고세 시기의 지구충전물
(graben fill sediments)의 하부를 르맛층(Lemat Formation),
상부를 딸랑아카르층(Talang Akar Formation)이라 한다.
르맛층은 화산쇄설물과 호소 퇴적물로 구성되며, 딸랑아
까르층은 하성-삼각주 퇴적물로 구성된다. 전기 마이오세
동안 천해 환경에서 석회암이 우세한 바뚜라자층(Baturaj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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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1. Generalized stratigraphy of the South Sumatra Basin (from Darman and Sidi, 2000).

Formation)이 퇴적되었고, 심해 환경에서 수 백~3,000m
에 이르는 두꺼운 셰일로 구성된 구마이층(Gumai Formation
or Telisa Formation)이 퇴적되었다. 해침기 동안 쌓인 라
핫층, 딸랑아까르층, 바뚜라자층 및 구마이층을 묶어 텔
리사층군(Telisa Group)이라 한다.
해침기를 뒤따라 발생한 대규모 해퇴기 동안 쌓인 퇴
적물을 팔렘방층군(Palembang Group)이라 하며, 이는 아
이르베나깟층(Air Benakat Formation), 무아라에님층
(Muara Enim Formation), 까사이층(Kasai Formation)으로
구성된다. 해퇴기의 연계층은 하부 천해환경으로부터 연

안(paralic)환경을 거쳐 상부 하성환경으로 전이하는 상향
얕아짐(shwallowing upward)의 퇴적상 변화를 보여주며,
이는 다시 보다 작은 규모의 수많은 해침-해퇴의 준연계
층단위(transgressive-regressive para-sequences)들로 구성
된다. 중기-후기 마이오세 아이르베나깟층은 100~1,000m
층후를 보이고, 연속적인 해록석질 사암층들로 주로 구
성되며, 해빈(beach), 조석대지(tidal flat) 및 삼각주 환경
에서 퇴적되었다. 후기 마이오세-전기 플라이오세 무아라
에님층의 상부 및 하부 경계는 측방으로 연속적인 탄층
의 산출로 정의된다. 전형적으로 하부의 천해 내지 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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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y) 퇴적층에서 상부의 삼각주평원 퇴적층으로 전이하
는 상향 얕아짐의 준연계층들이 10-30m 두께로 반복하
여 발달한다. 남부 수마트라 분지 표면의 대부분을 덮고
있는 후기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까사이층의 퇴적환
경은 화산활동이 수반된 선상지 및 하성환경으로, 주로
유문암질 테프라(tephra), 부석질 응회암 등의 화산쇄설물
과 이것들이 재동된 응회질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된다.
퇴적물 중 일부는 구르나이 산맥(Gurnai Mountains)의 융
기와 침식에 기인하여 층서적으로 하부층인 구마이층, 라
핫층 등에서 공급되었으며, 따라서 까사이층은 동시조산
성 퇴적층으로 여겨진다.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의 구조운동에 영향을 받지 않
은 가장 젊은 퇴적물들을 묶어 제4기층으로 분류한다. 제
4기층은 팔렘방층군과 그 이전의 암석들 위로 부정합적
으로 놓이며, 안산암질 내지 현무암질 화산암들로 주로
구성되며, 이러한 화산활동에 수반된 화쇄류 퇴적층
(pyroclastic density current deposits)을 포함한다.
3.2.1.2. 탄층의 발달양상 및 탄질
남부 수마트라 분지의 주요 개발대상 함탄층은 무아라
에님층이다(Fig. 12a, 12b, 12e, 13a, 13b).
무아라에님층(후기 마이오세-전기 플라이오세): 무아라
에님층은 수마트라섬에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함탄
층이다. M1, M2, M3 및 M4의 4개의 함탄대(coal-seam
group)로 분대된다(De Coster, 1974). 층후는 500~700m
범위를 보이며, 탄층이 전체 층후의 약 15%를 차지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Daman and Sidi, 2000). 조사사업 사
례들에서 탄폭은 대체로 0.5~10m 범위를 가지나, Tmpm-4
의 경우 최대 약 21m까지 산출되었다. 기존 문헌에 따르
면 지층의 층후가 얇은 곳에서 탄층도 함께 얇아지는 경
향을 보이므로, 분지 침강률이 탄층의 퇴적과 보존에 있
어 주요 인자로 작용한 것으로 생각된다(Daman and Sidi,
2000). 평균 회분 함량과 황 함량은 각각 2.2~11.0% 및
0.26~1.17%의 범위를 보여 대체로 저~중회분 및 저~중
유황의 특성을 보인다. Tmpm-8을 제외하면, 평균 발열
랑 5,160~5,831kcal/kg 범위로 ASTM 분류상 아역청탄
(subbituminous B to A coal)에 속한다. Tmpm-8의 경우,
평균 발열량 6,244kcal/kg로 ASTM 분류상 역청탄(high
volatile C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Fig. 12a).
Tmpm-8 광구 내에서 동서방향의 주향이동단층들로 인
해 탄층들이 어긋나는 등 구조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이와 더불어 산발적으로 발생한 제4기 안산암류의 분출
과 접촉에 기인하여 열적성숙도가 높아진 것으로 사료된
다(Fig. 13a, 13b).

Fig. 12. Selected photographs of the coal-bearing deposits in
Sumatra (South Sumatra Basin and Bengkulu Basin) during the
coal exploration projects. (a and b) Muara Enim Formation
(Tmpm-8 and Tmpm-14). Man for scale. (c and d) Lemau
Formation (Tml-1 and Tml-3). (e) An example of core logging
sheet of the Muara Enim Formation (Tmpm-11). Note the very
thick coal occurrence (apparent thickness).

3.2.2. 벙클루 분지
벙클루 분지는 수마트라섬 남서부에 위치한 전형적인
전호 분지이다. 벙클루 분지는 북동쪽으로 바리산 산맥
과 남서쪽으로 멘따와이 능(Mentawai ridge)에 의해 경계
한다. 분지는 에오세에서 플라이스토세 동안에 화산암,
쇄설성퇴적암 및 소량의 탄산염암의 퇴적으로 충전되었다.
3.2.2.1. 층서 및 퇴적환경
벙클루 분지의 층서는 연안 지역(offshore area)과 내륙
지역(onshore area)으로 나뉜다(Fig. 14). 내륙 지역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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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3. (a and c) Geological maps of the survey areas for Tmpm-8 and Tml-2 respectively. (b) Outcrop photograph of the geological
boundary between andesite (Qpva) and Muara Enim Formation.

Fig. 14. Generalized stratigraphy of the Bengkulu Basin (from Darman and Sidi,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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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 오래된 제3기 암석은 용암, 화산암 및 응회암으로
구성된 올리고세 훌루심팡층(Hulusimpang Formation)으
로 화산활동이 수반된 하성 내지 천해환경에서 쌓였다.
훌루심팡층 위로 이암, 석회질 이암, 사암과 석회암의 교
호층으로 구성된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세블랏층
(Seblat Formation)이 놓인다. 세블랏층은 주로 심해에서
발생한 저탁류에 의해 퇴적되었다. 세블랏층 위로 부정
합 관계를 가지고 중기-후기 마이오세 르마우층(Lemau
Formation)이 놓인다. 르마우층은 이암, 석회질 이암, 석
탄, 사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고, 천해에서부터 전이대
(transitional zone)에 걸쳐 퇴적되었다. 후기 마이오세-플
라이오세 퇴적물은 심팡가우르층(Simpangaur Formation)
으로 응회질 사암 및 실트암, 응회암, 그리고 갈탄으로
구성되며, 다량의 연체동물 파편을 함유한다. 마지막으로
가장 젊은 플라이오세-플라이스토세 빈뚜난층(Bintunan
Formation)은 이전의 지층들 위로 부정합적으로 놓이며,
응회암, 응회질 이암 및 역암으로 주로 구성된다.
3.2.2.2. 탄층의 발달양상 및 탄질
벙클루 분지에서는 르마우층을 대상으로 조사사업이
몇 차례 수행되었다(Fig. 12c, 12d, 13c).
르마우층(중기-후기 마이오세): 르마우층은 사암이 우
세한 하부구간과 석회질 이암, 사암 및 석탄으로 구성되
는 상부구간으로 나뉠 수 있다. 상부구간에서 산출되는
탄층이 주된 탐사 및 개발대상이다. Tml-1, Tml-2, Tml-3
의 세 지역에서 조사사업을 수행한 결과, 지역에 따라 탄
층의 발달양상과 탄질은 매우 다르게 나타났다. 세 지역
모두 평균 회분 함량은 10% 내외로 중화분의 특성을 보
이고, 평균 황 함량은 1% 미만으로 중유황의 특성을 보
여준다. 하지만, 평균 고유수분 및 고정탄소 함량, 그리
고 발열량은 지역에 따라 큰 차이를 보여준다. Tml-1과
Tml-2 석탄의 평균 고유수분 함량은 각각 1.6% 및 6.4%로
낮으나, 평균 고정탄소 함량은 각각 63.4% 및 63.9%로
높으며, 평균 발열량은 각각 7,450kcal/kg 및 6,537kcal/kg
으로 높게 나타나, 두 지역 모두 ASTM 분류상 역청탄
(Medium volatile bituminous coal)으로 분류된다. 하지만,
두 지역의 높은 열적성숙도는 각기 다른 요인에 의한 결
과로 해석된다. Tml-1의 경우, 단층과 습곡에 의해 탄층
들의 자세가 불규칙적이고 연장이 단속적이며, 지질구조
들과 시료채취 지점들 간의 상대적 거리에 따라 발열량
(6,241~8,422kcal/kg)의 범위가 큰 양상을 보여주므로, 이
지역의 높은 탄화는 구조적 요인에 따른 결과로 해석된
다(Fig. 12c). 반면, Tml-2의 경우는 광구 전반을 피복하
는 제4기 화산암류에 의한 열적상호작용에 기인한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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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판단된다(Fig. 13c). 한편, Tml-3은 일반적인 마이오세
탄층의 탄질을 보여주어 ASTM 분류상 아역청탄
(subbituminous A coal)으로 분류된다(Fig. 12d).

4. 요약 및 결론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적도성 열대우림기후, 높은 분
지침강률과 다량의 퇴적물공급에 따른 급속한 분지충전,
그리고 해침-해퇴 윤회에 따른 해안 퇴적환경의 시공간
적 변화는 광범위한 이탄습지의 발달을 촉진하였으며, 그
결과로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의 신생대 제3기 퇴적분지들
은 동아시아에서 가장 경제성 있는 함탄분지들로 발달하
였다. 함탄분지들의 지구조 환경 변화에 상응하여 함탄
층은 에오세, 후기 올리고세-전기 마이오세 및 중기 마이
오세-플라이오세의 세 시기 동안 주로 퇴적되었다. 지질
시대 별 탄층들의 발달양상과 특성은 다소 차이를 보이
며, 이에 대해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에오세 탄층들은
동시 열개 내지 후 열개 단계 동안 발생한 해침기 동안
퇴적되어 보존가능성이 높았으며, 또한 층서적으로 최하
부에 위치하기 때문에 가장 깊이 매장된 후 가장 오랜
기간 동안 탄화를 받아 높은 열적성숙도를 기록한다. 대
표적인 에오세 함탄층인 딴중층 내 탄층은 마이오세 탄
층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탄폭은 얇고 부존 매수가 적은
경향이 있으나, 고열량의 양호한 탄질로 인하여 일찍부
터 주요 개발대상 함탄층으로 탐사되어 왔다. 후기 올리
고세-전기 마이오세 동안 인도네시아 함탄분지의 상당부
분이 해수면 아래에 놓임으로 인해 이탄습지의 분포는
국지적이었으며, 그 결과 해당시기의 탄층들은 에오세 및
마이오세 탄층들에 비하여 소규모로 부존한다. 대규모 탄
광 개발을 위한 메이저 기업들의 주된 탐사 대상이 되지
는 못하였지만, 중소규모의 탄광 개발에는 충분한 매장
량과 탄질특성을 보여준다. 깔리만탄의 바리또 분지의 몬
탈랏층을 대상으로 수차례의 조사사업이 수행된 결과 대
체로 탄폭 5m 미만의 중열량의 발전용 아역청탄 탄질의
탄층들이 다수 부존됨이 확인되었다. 마이오세-플라이오
세 함탄층들은 동시 조산운동의 지구조환경하에서 해퇴
기 동안 퇴적되었다. 조산운동에 기인한 대륙 내부의 융
기대로부터 다량의 퇴적물이 공급되어 동부 깔리만탄과
수마트라의 해안선을 따라 전진구축하는 하성-삼각주 환
경이 우세하였으며, 이러한 삼각주 평원에서 생산성이 높
은 이탄습지들이 광범위하게 발달하여 많은 양의 탄층을
배태하였다. 또한 동시 조산운동 단계에서의 높은 퇴적
률은 이례적으로 두꺼운 탄층의 발달을 가능케하였다. 마
이오세-플라이오세 탄층들은 에오세 탄층에 비하여 상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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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낮은 열량에도 불구하고, 두꺼운 탄폭과 다량의
부존매수로 인해 경제성을 확보하고, 이와 더불어 저회
분 및 저유황의 친환경적인 특성으로 인해 청정탄으로
각광받으며 활발히 개발되고 있다. 마이오세 함탄층으로
바리또 분지의 와루킨층, 꾸따이 분지의 뿔라우발랑층,
발릭파판층 및 깜풍바루층, 그리고 남부 수마트라분지의
무아라에님층이 대표적이며, 해당 지층들에 대하여 조사
사업이 활발히 수행되었다. 한편, 압축성 구조운동 또는
제4기 화산활동에 기인한 열과 압력으로 높은 탄화를 경
험한 사례들은 앞서 서술한 바와 같이 지질시대에 따른
인도네시아 탄층의 일반적인 특성 및 경향들에 부합되지
않았다(Fig. 6, 8, and 13).
본 논문에서 다루어진 많은 사례들을 통해 알 수 있듯
이, 효율적이고 성공적인 탐사를 위해서는 함탄분지의 지
구조환경, 함탄층의 분포와 특성, 그리고 구조운동 또는
화산활동의 영향 등의 지질학적 부존여건에 대한 전반적
인 이해가 선행될 필요가 있다. 앞으로의 인도네시아 석
탄자원 탐사에서도 지표지질조사, 탄질분석, 시추탐사 및
물리검층 등 그동안의 탐사활동으로 효용성이 검증된 방
법들을 체계적으로 수행하여 탐사성공률을 제고해야 한
다. 그과정에서 국내기업들이 국고보조사업인 해외자원
개발 조사사업을 적극적으로 활용하여 탐사자료와 노하
우를 보유하고 있는 한국광해광업공단의 지원을 통해 초
기탐사단계의 불확실성을 줄여 나가기를 희망한다. 한편,
1980~90년대 이래로 인도네시아 석탄 탐사 및 관련 연구
활동이 활발히 수행된 덕분에 각각의 함탄분지와 함탄층
의 특성은 비교적 잘 알려져 왔다. 하지만, 관련 전문학
술정보의 확보가 쉽지 않을 뿐더러, 이러한 자료 대부분
은 외국어로 발간되어 우리나라 민간기업들이 이를 활용
하기에 어려움이 있었다. 본 논문에서 제공하는 인도네
시아 함탄분지와 함탄층에 대한 전문학술정보는 향후 우
리나라 기업들의 탐사활동에 유용한 참고자료로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사 사
이 논문에서 다루어진 탐사사례들은 국고보조사업인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에 의해 지원되었다. 조사사업을
지원해온 정부관계부처를 비롯하여 그동안 사명감을 가
지고 해외 오지의 어려운 여건속에서 조사사업을 수행해
온 대한광업진흥공사, 한국광물자원공사 그리고 한국광
해광업공단의 전현직 임직원들께 깊은 사의를 표한다. 논
문의 질적 향상을 위해 건설적인 비평을 해 주신 두 익
명의 심사위원님들과 권상훈 편집위원장님께 깊은 사의
를 표한다.

References
Adiwidjaja, P. and de Coster, G.L. (1973) Pre-tertiary paleotopography
and related sedimentation in South Sumatra. Proceedings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2nd Annual Convention,
p.89-103. DOI:10.29118/ipa.722.89.103
Barber, A.J. (1985)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tectonic evolution
of Southeast Asia and hydrocarbon occurrences. In Howell, D.
G.(Ed.), Tectonostratigraphic Terranes of the Circum-Pacific
Region. Circum-Pacific Council for Energy and Mineral Resources
Earth Science Ser., v.1, p.523-528.
Chambers, J.L.C. and Daley, T.E. (1997) A tectonic model for the
onshore Kutai Basin, East Kalimantan. In: Fraser, A.J.,
Matthews, S.J., Murphy, R.W. (eds.), Petroleum Geology of
Southeast Asia. Geological Society of London Special Publication,
v.126, p.375-393. DOI:10.1144/GSL.SP.1997.126.01.23
Cole, J.M. and Crittenden, S. (1997) Early Tertiary basin formation
and the development of lacustrine and quasi-lacustrine/marine
source rocks on the Sunda Shelf of SE Asia, in Petroleum
Geology of Southeast Asia (Eds: A J Fraser, S J Matthews and R
W Murphy), Special Publication, No.126, p.147-183 (The
Geological Society: London). http://dx.doi.org/10.1144/GSL.SP.
1997.126.01.12
Crow, M.J. and Barber, A.J. (2005)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Sumatra. Geological Society, London, Memoirs, v.31(1), NP.2.
doi: 10.1144/GSL.MEM.2005.031.01.17
Daly, M.C., Hooper, B.G.D. and Smith, D.G. (1987) Tertiary plate
tectonics and basin evolution in Indonesia. Proceedings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16th Annual Convention, v.1,
p.399-428. DOI:10.29118/ipa.2140.399.428
Darman, H. and Sidi, F.H. (2000) An outline of the Geology of
Indonesia. Indonesian Association of Geologist.
de Coster, G.L. (1974) The Geology of the Central and South
Sumatra Basins. Proceedings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3rd Annual Convention, June 1974, Jakarta, p.77-110.
Esterle, J.S. and Ferm, J.C. (1994) Spatial variability in modern
tropical peat deposits from Sarawak, Malaysia, and Sumatra,
Indonesia: analogues for coal. Int. J. Coal Geol., v.26, p.1-41
(Coal Research Association of New Zealand, Inc: Wellington).
http://doi.org/10.1016/0166-5162(94)90030-2
Friederich, M.C., Moore, T.A., Lim, M.S.W. and Langford, R.P.
(1995) Constraints on coal formation in Southeast Kalimantan,
Indonesia, in Proceedings 6th New Zealand Coal Conference,
p.137-149.
Friederich, M.C., Langford, R.P. and Moore, T.A. (1999) The
geological setting of Indonesian coal deposits. In: Weber, G.
(Ed.), PACRIM ‘99 Congress Proceedings. The Australasian
Institute of Mining and Metallurgy Publication Series, v.4/99,
p.625-631 (Carlton, Victoria, Australia).
Friederich, M.C. and Leeuwen, T.Van (2017) A review of the
history of coal exploration, discovery and production in
Indonesia: The interplay of legal framework, coal geology and
exploration strategy. International Journal of Coal Geology,
v.178, p.56-73. https://doi.org/10.1016/j.coal.2017.04.007

인도네시아 석탄 탐사에 관한 고찰: 해외자원개발 조사사업 지원사례들

Hall, R. and Morley, C.K. (2004) Sundaland basins. In: Clift, P.,
Wang, P., Kuhnt, W., Hayes, D.E. (Eds.), Continent-Ocean
Interactions Within the East Asian Marginal Seas. American
Geophysical Union, Washington DC, p.55-85. https://doi.org/
10.1029/149GM04
Hamilton, W. (1979) Tectonics of the Indonesian Region. U.S.G.S.
Prof. Paper, 1078, 345pp.
Hidayat, S. and Umar, I. (1994) Geological Map of the Balikpapan
Quadrangle, Kalimantan. Geological Survey Institute, Geological
Agency, Bandung, Indonesia (1:250,000).
Hutchison, C.S. (1996) South-east Asian Oil, Gas, Coal and Mineral
Deposits. Claredon Press, Oxford (265 pp.).
IEA (2021) https://www.iea.org/data-and-statistics/charts/world-coalconsumption-1978-2020
Moore, T.A. (2015) A Field Trip Guide to Ancient and Modern
Organic-Rich Environments in Kalimantan Timur (Borneo),
Indonesia. The Society for Organic Petrology 978–0–646–
93901-8 (Reston, Va, 107pp.).
Moore, T.A., Bowe, M. and Nas, C. (2014) High heat flow effects
on a coalbed methane reservoir, East Kalimantan (Borneo),
Indonesia. Int. J. Coal Geol., v.131, p.7-31. https://doi.org/
10.1016/j.coal.2014.05.012
Moss, S.J. and Wilson, M.E.J. (1998) Biogeographic implications of
the Tertiary palaeogeographic evolution of Sulawesi and Borneo.
In: Hall, R., Holloway, J.D. (Eds.), Biogeography and Geological
Evolution of Southeast Asia. Backhuys Publishers, Leiden, The
Netherlands, p.133-163.
Moss, S.J. and Chambers, J.L.C. (1999) Tertiary facies architecture
in the Kutai Basin, Kalimantan, Indonesia. J. Asian Earth Sci.,
v.17, p.157-181. https://doi.org/10.1016/S0743-9547(98)00035-X
Panggabean, H. (1991) Tertiary Source Rocks, Coals and Reservoir
Potential in the Asem Asem and Barito Basins, Southeaster
Kalimantan, Indonesia. University of Wollongong, Wollongong.
Parr, S.W. (1906) The Classification of Coal. Jour. Amer. Chem.
Soc., v.28, p.1425; Jour. Ind. Eng. Chem., 14, P919, 1922.
Pieters, P.E., Trail, D.S. and Supriatna, S. (1987) Correlation of early
tertiary rocks across Kalimantan. Proceedings 16th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Jakarta, Indonesia, p.291-306. DOI:
10.29118/ipa.84.291.306
Pulunggono, A. and Cameron, N.R. (1984) Sumatran microplates,
their characteristics and their role in the evolution of the Central
and South Sumatra Basins. Proceedings of 13th IPA Annual
Convention & Exhibition. DOI:10.29118/ipa.2126.121.143
Roe, F.W. (1957) Indonesia-Malaysia Brunei, Geology of Borneo
(1:2,000,000).
Satyana, A.H., Nugroho, D. and Surantoko, I. (1999) Tectonic

169

controls on the hydrocarbon habitats of the Barito, Kutei, and
Tarakan Basins, Eastern Kalimantan, Indonesia: major
dissimilarities in adjoining basins.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
v.17, p.99-122. https://doi.org/10.1016/S0743-9547(98)00059-2
Sloan, L.C., Walker, J.C.G., Moore Jr., T.C., Rea, D.K. and Zachos,
J.C. (1992) Possible methane661 induced polar warming in the
early Eocene. Nature, v.357, p.320-322. DOI:10.1038/357320A0
Supriatna, S., Djamal, B., Heryanto, R. and Sanyoto, P. (1994)
Geological map of Indonesia, Banjarmasin Sheet, Geological
Research Centre Bandung, Indonesia. Supriatna, S., Abidin, H.Z.
(1995) Geological Map of the Muarawahau Quadrangle,
Kalimantan. Geological Survey Institute, Geological Agency,
Bandung, Indonesia (1:250,000).
van Bemmelen, R.W. (1949) The Geology of Indonesia. vol. II
Economic Geology. Govt. Printing Office, The Hague (265 pp.).
van de Weerd, A.A. and Armin, R.A. (1992) Origin and evolution of
the tertiary hydrocarbon671 bearing basins in Kalimantan
(Borneo), Indonesia.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Bulletin, v.76, p.1778-1803. DOI:10.1306/BDFF8ACE1718-11D7-8645000102C1865D
Wain, T. and Berod, B. (1989) The tectonic framework and
paleogeographic evolution of the Upper Kutei Basin. Proceedings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18th Annual Convention,
Jakarta, Indonesia, p.55-78. DOI:10.29118/ipa.1924.55.78
Witts, D., Hall, R., Morley, R.J. and Boudagher-Fadel, M.K. (2011)
Stratigraphy and sediment provenance, Barito Basin, Southeast
Kalimantan. In: Proceedings Indonesian Petroleum Association
35th Annual Convention. IPA11-G-054, p.1-18. DOI: 10.29118/
ipa.1894.11.g.054
Witts, D., Hall, R., Nichols, G. and Morley, R. (2012) A new
depositional and provenance model for the Tanjung Formation,
Barito Basin, SE Kalimantan, Indonesia. J. Asian Earth Sci.,
v.56, p.77-104. https://doi.org/10.1016/j.jseaes.2012.04.022
Won, S.G., Shinn, Y.J., Setiawan, H.L., Hadimuljono, J.S. and Son,
M.R. (2018) A study on petroleum exploration potential of
Barito Basin in southeastern Kalimantan, Indonesia: comparison
of petroleum system with adjacent Kutai Basin. J. Pet. Sediment.
Geol., v.1, n.1, p.1-15. DOI: https://doi.org/10.31697/jpsg.2018.1.1.1
Zachos, J.C., Lohmann, K.C., Walker, J.C.G. and Wise, S.W. (1993)
Abrupt climate change and transient climates during the
Palaeogene: a marine perspective. Journal of Geology, v.101,
p.191-213. https://doi.org/10.1086/648216
Zachos, J.C., Pagani, M., Sloan, L.C., Thomas, E. and Billups, K.
(2001) Trends, rhythms, and aberrations in global climate 65 Ma
to present. Science, v.292, p.686-693. DOI:10.1126/science.1059412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