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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대 옥녀봉층에서 최초로 보고되는 조선누층군 최상부의 후기 오도비스기 

(442-452 Ma) 화산작용

The First Report on Late Ordovican (442-452 Ma) Volcanism in the Uppermost Part of Chosun 
Supergroup Identified from the Ognyeobong Formation of Ogcheon Belt, South Ko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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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녀봉층은 옥천대 중앙부의 가은과 농암 일대에 분포하며, 문경탄전의 지질을 조사한 

素木卓二(1935)에 의해 최초로 명명되었고, 이민성과 김상욱(1968)의 1:50,000 지질도폭조사

를 통해 전반적인 분포와 암상이 처음 보고되었다. 옥녀봉층은 화산작용에 의해 형성된 물

질이 주를 이루는 두께 최대 350 m의 지층으로서 응회암, 응회질쇄설암(사암, 실트암, 이암), 
역암, 각력암, 조면암으로 구성되며, 박층의 현무암질 용암류와 석회암이 협재한다. 옥녀봉층

의 지질시대에 대해서는 그간 논란이 있어왔다. 야외증거에 근거한 연구자들은 옥녀봉층의 

시대를 대석회암층군(오도비스기) 이후와 대동층군(쥬라기) 이전으로 규정한 반면(이민성과 

김상욱, 1968; 조민조, 1990; 임순복 외, 1997), Chang et al. (2003)은 화산암의 화산암 내 아

원상 이질(accidental) 저어콘의 CHIME 연대(187±35 Ma)를 근거로 옥녀봉층이 쥬라기 후기-
백악기 전기의 자성속(Synthem)에 해당하는 지층이라 하였다. 

옥녀봉층 내에 분포하는 화산암류는 염기성 및 산성 화산암과 화산쇄설암 그리고 화산역

암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화산암류들은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이 염기성 용암류와 산성 

용암류로 뚜렷이 구분되는 쌍모식(bimodal) 화산암의 특징을 가지며, 현무암류 역시 Zr/Y-Zr 
지구조 분류도에서 대부분 판내부 환경에 도시된다. 옥녀봉층의 지질시대를 밝히기 위하여 

가은지역의 조면암(OY-1)과 농암지역의 조면암질 응회암(PAL-4)에서 분리한 저어콘에 대한 

SHRIMP U-Pb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OY-1은 탈유리화된 석기에 사장석+알칼리장석+석영 

반정이 반상조직을 보이는 조면암질 용암류로 타형의 융식상 Fe-Ti 산화광물을 포함한다. 
PAL-4는 조면암질 응회암으로 탈유리화된 석기에 다양한 크기의 라필리(lapilli)가 관찰되며 

장석과 석영 결정도 반정으로 산출한다. 이들 각각의 시료에서 저어콘은 최대 250 ㎛의 크

기의 자형 내지 반자형의 주상결정이며, 음극발광영상에서 저어콘의 내부는 마그마기원의 

전형적인 자형 파동형누대구조를 보이고, 저어콘 상속핵은 거의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변질

작용이나 변성작용에 의한 저어콘 내부조직의 변화도 관찰되지 않는다. OY-1의 저어콘에서 

20점의 SHRIMP 분석을 하였고 이들은 콘코디아 선상에 한 곳으로 양호하게 집중되는데, 비

교적 중심에서 벗어나는 4점을 제외한 16점 분석치에서 구한 콘코디아 연령은 442±3 Ma 이

다(95% confidence). PAL-4의 저어콘에서 구한 16점의 분석치 역시 2점을 제외하면 콘코디아 

선상에서 한 곳으로 잘 집중되고 이들에서 콘코디아 연령 452±4 Ma가 계산된다(95% 
confidence). 

이번 연구에서 구한 442 Ma와 452 Ma의 연령은 옥녀봉층이 오도비스기 후기 Caradocian
과 Ashingillian 시기에 걸쳐 일어난 화산활동에 의해 형성된 지층임을 지시한다. 이는 

Caradocian 시기 말기에 퇴적이 종결된 대석회암층군의 상위에 점이적인 정합관계로 옥녀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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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의 놓이는 야외증거와 잘 일치하는 것으로서 조선누층군 최상위에 화산작용에 의한 지층

이 존재함을 확증한다. 임진강대의 연천층군의 변성퇴적암에서 보고된 447 Ma와 397 Ma 시

기의 쇄설성 저어콘 핵(Cho et al., 2005) 및 경기육괴 남서부 태안층의 420 Ma 쇄설성 저어

콘(조등룡, 2007) 등의 지질연대학적 증거들에 의해 한반도 남부에 중기 고생대 화산활동이 

부분적으로 존재하였을 가능성이 제시되었으나 지금까지 이 시기에 해당하는 명확한 암층을 

발견하지 못하였다. 그러나 이번 연구를 통해 중기 고생대 시기의 화산활동에 관한 최초의 

직접적인 증거를 발견함으로써 지금까지 한반도에 대결층의 시기로 알려진 중부 고생대 시

기에 한반도 전역에 걸쳐 단속적인 화산활동이 계속되었음을 유추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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