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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defining the difference among the Yamaguchi’s ‘so-called Yeoncheon system,’ north Korean’s ‘Rimjin System’

and Yeoncheon Group of national geological map, authors tried to avoid a possible misunderstanding of concept

between Yeoncheon Group and Imjingang fold Belt. As a tool of preliminary geological mapping and or N-S recon-

naissance of the whole Yeoncheon Group, an interpretation technique of satellite image from various angles has been

applied to understand the geometrical attitude of strike and dip of random spot, and a further concept like as cross

s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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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마구찌의 ‘소위 연천계,’ 북한의 ‘림진계,’ 국토기본지질도상의 연천층군 간의 차이점에 대한 재정의를 통하여 연

천층군과 임진강습곡대의 의미를 올바르게 인식하고자 한다. 연천층군의 남-북간 전체지역에 대한 개략조사 단계로 (북

한에 속해있는) 임의의 지역에 대한 지층의 지질구조 인자를 이해하기 위해 여러 각도에서 관찰하여 단면도를 인지하

는 위성영상 판독방법이 활용되었다. 

주요어 : 연천계, 림진계, 연천층군, 임진강습곡대, 위성영상 판독

1. 서 언

연천계(漣川系)라는 용어는 Kawasaki(1917)에 의하

여 처음으로 명명되었으며, 경기육괴 내에서 주로 편

암층으로 구성된 결정 편암계를 연천계라 하고, 지질

시대를 시생대로 보았다. Yamaguchi(1951)는 최초로

추가령단층 이서지역의 전곡-연천-대광리-철원 일대와

서쪽의 양합 일대의 변성 퇴적암류를 ‘소위 연천계’라

하고, 지질학적 위치와 변성작용을 기술하였으며, 발견

된 화석으로 실루리아기-데본기의 변성퇴적층으로 보

았다. 북한에서는 과거 Yamaguchi(1951)의 연천계 중

에서 지리적으로 중북부에 속하는 부분을 별도로 ‘림

진계’(臨津系)라고 명명하고 데본기의 ‘림진계’와 인근

의 상원계 남부형 일부와 Yamaguchi의 연천계를 포함

하는 동-서 방향의 대상(帶狀) 지역을 지향사적 지구조

단위인 ‘림진강습곡대’라고 하였다(Om et al., 1996).

이는 중국 술루(Sulu)대의 동쪽연장이 임진대라는 가설

을 낳게 하였다. 나기창(1978)은 부천계, 연천계와 춘

천계를 통합하여 연천층군이라 명명하고 서산층군의 태

안층과 함께 원생대 말로 본 바 있다.

Yamaguchi(1951)의 논문은 임진강습곡대에 분포하고

있는 지층인 연천층군에 대한 최초의 암석학적 연구보

고서이다. 그러므로 1:5만 철원-마전 도폭(최위찬 외,

1996)에서는 국제층서 규약에 따라 최초로 부여된 연

천층군이라는 명칭을 그대로 사용하였으나, 그의 변성

암대 명칭을 그대로 층명으로 사용하기에는 표식지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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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와 변성암대 구분이 적합하지 못하므로, 별도의 지

질경계를 설정하고 표식지의 지명을 따라 층명을 부여

하였다(Choi and Chwae, 2007). 그러나 연천층군을

연구하는 일부 학자들이 Yamaguchi(1951)의 변성암대

명칭인 삼곶대(三串帶)에 ‘‘층’’을 붙여 층명으로 혼동

하여 사용한 결과, 층서적으로 혼란을 가져왔다. 여기

에 ‘림진계’ 층명까지 혼용하여 인용하면서, 층명에 대

한 혼란이 가중되어왔다. 결국 Yamaguchi(1951)의 연

천계와 북한의 ‘림진계’ 및 1:5만 철원-마전 도폭에서

명명된 연천층군 사이에 지질시대와 분포한계가 상호

명확하지 않게 되었다. 이런 점을 불식시키기 위하여

Yamaguchi(1951)의 논문을 번역하여 소개한 바 있다

(Choi and Chwae, 2007). 여기서는 연천층군의 최초

연구결과인 Yamaguchi(1951)의 암석학적 견해를 발췌

하여 소개하고, ‘림진계’와 연천층군의 층서관계 및 임

진강습곡대의 분포에 관한 소견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구조적 해석의 연구배경 

1970년대 초부터 남중국지괴와 북중국지괴의 충돌대

인 친링-다비샨-술루(Quinling-Dabieshan-Sulu)대의 동

쪽 연장은 그 주향방향으로 미루어보아 황해를 건너

한반도의 임진대로 이어질 것이라는 추정이 주로 중국

학자들에 의해 과거에 제시된 바 있었으며(Zhai et al,

2007), 이 지구조대는 한반도를 동-서로 횡단한 이후에

일본열도로 이어진 후 태평양판과 만나면서 첨멸될 것

이라는 가설들이 뒤따랐다(Oh et al, 2007). Yin and

Nie (1993)는 한반도가 북중국판에 속하나 남중국판에

속하는 경기육괴가 임진대와 옥천습곡대를 양쪽 경계

로 하면서 쐐기모양으로 만입충돌(indentation)하였다는

모델을 제시하였다. Lee et al. (1997)은 고지자기 자

료해석에 근거하여 한반도는 당초 세 지괴로 분리되어

있었다고 하였다. Ree et al. (1996)은 Yamaguchi의

연천계는 고온고압 변성작용을 받은 흔적이 있음을 기

재하고, 이를 근거로 임진대는 술루대의 동쪽연장일 것

이라고 하였다. Chwae(1998)는 휴전선 일대의 1:5만

도폭지질조사 결과들을 근거로 연천층군은 중온중압의

변성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이며, 소위 임진대의 동쪽

연장은 고성-간성지역에서 북쪽으로 휘어진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그러나 술루대의 동쪽연장이 임진강대라는

가설을 지지하는 지질학자들조차도 추가령단층 이동에

서 임진강대의 분포가 계속되는지에 대해서는 모르고

있는 실정이었고, 최근 들어서 수년간에 걸친 1:5만 도

폭지질조사 수행 결과, 남한에서의 연천층군 분포한계

가 파악된 셈이다. 최근 들어 Kwon et al. (2009)은

임진대와 경기육괴가 대륙간 충돌과 관련한 일련의 습

곡대로 본 바 있다.

Yamaguchi(1951)의 논문은 변성암석학적 연구가 주

요 연구목적이었으므로, 층서나 층명의 정립은 없었음

을 전제한다. 그의 연천계는 북쪽에서 상원계 남부형

과 남쪽에서 경기육괴 편마암 및 화강암과 접하고 있

으나, 동쪽과 서쪽의 분포한계는 확실하지 않았다. 층

서적으로는 Yamaguchi(1951)의 연천계에서 발견된 실

루리아기-데본기의 화석으로 이미 남·북중국지괴의 충

돌이 있기 전부터 연천층군을 퇴적시킨 분지가 존재하

였다는 것이 입증되었던 셈이다. 

3. ‘소위 연천계’ 의 변성대 구분

Yamaguchi의 ‘소위 연천계’ (Fig. 1)의 결론을 요약

해 보면 다음 ①-④와 같다. ‘①편리가 원암의 층리와

다르기 때문에 소위 연천계에는 층서학적 개념은 성립

하지 않는다. 이러한 변성암층군을 ‘연천변성암류’라고

명명한다. ②연천변성암류의 원암은 고틀랜드-데본기

일 가능성이 있다. 이는 원암 층준이 Monograptus와

Cypridea가 산출된 지층과 함력천매암층이 직접하고 있

으며, 이 층준 상위로 원암이 지속적으로 연장된 수성

암층이라고 생각되기 때문이다. ③연천변성암류는 동

력변성작용이 대상분포를 하고 있으므로, 층서학적 상

하 개념이 아니고, 지역적인 남북 개념의 대상 분포이

다. ④연천변성암류의 동력변성작용은 반상화강암의 관

입과 같은 시기이고, 그 전-후에 별개의 화강암 관입이

있었다. 이 3종의 화강암류의 상관관계는 확실하지 않

다.’라고 하였다. 그의 각 변성암대에 관한 기재사항을

약술하면 다음과 같다.

여척암대: 오트렐라이트의 잔류반정이 보편적으로 존

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 편리화가 확실하게 되어짐에

따라서 오트렐라이트의 잔류반정이 적어지고, 흑운모가

늘어나는 경향이 있는 점으로 보아, 흑운모는 오트렐

라이트가 없어지며 생성된 것으로 본다. 간혹 원암의

성층면이라고 생각되는 변성 전 단계의 층리면이 남아

있다. 이 암대의 변성과정은 오트렐라이트→흑운모, 녹

리석+견운모→흑운모의 두 경우로 추론된다. 

진곡암대 Ⅲ: 편암이 대상 분포를 하고 있다. 운모

우세대와 석영 우세대의 호층을 보인다. 

조성광물의 특징에 따라 남정석-십자석-형석-백운모

-석영, 홍주석, 운모류→이상(異常)녹리석 구역으로 구

분된다. 석류석은 운모류→이상녹리석→석류석의 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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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과정으로 보인다. 십자석-남정석은 대체로 보다 압축

적인 운모 우세대에서, 홍주석은 비교적 압축도가 낮

은 석영 우세대에서 재결정하였다고 본다. 

삼곶암대: 백립암 조직을 보여주고, 광물 조성은 녹

색각섬석-투휘석-흑운모-석영, 회장석-투휘석-각섬석-흑

운모-석영, 흑운모-석영, 각섬석-석영, 회장석-투휘석-각

섬석-회렴석-석류석-흑운모-석영, 회장석-투휘석-각섬석

-흑운모로 구분된다. 곳에 따라서는 반상질암으로 점이

하며, 염기성 암장과 혼성작용이 있는 경우도 있으나,

석회광물의 생성은 원암이 석회질의 규질 변성일 경우

에도 가능하다고 본다.

4. ‘림진계’의 지질계통 

상원계: 평남분지에 대부분 분포하는 상원계를 원생

대 중기-후기로 놓고, 중기는 직현통, 사당우통으로 구

분하고 후기는 묵천통, 멸악산층, 구현통으로 세분하였

으나, 이 중에서 구현통은 상원계에서 제외시키고 최

상위 층준으로 구분하였다(Ri and Om, 1996). 상원계

는 규암, 역암, 백운모-, 녹리석-, 함석탄-편암, 석회질-

담회색 천매암, 백운암-석회암 등으로 구성되나, 구현

통은 셰일, 석회질 천매암-역암, 백운암, 암회색 천매암

과 실트암 협층으로 변성정도가 낮은 것으로 구분되며

Fig. 1. Locality and geology of Yeoncheon metamorphic rocks (after Yamaguchi, 1951) cf. translated place na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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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하위인 상원계 퇴적층과 부정합 관계를 갖고 있고,

이를 옥천층군과 대비하였다(Ri and Om, 1996). 상원

계는 해침 퇴적물로 구성되었으며, 남방형 상원계는

7,000 m의 두께를 가졌으나, 북방형은 4,000 m의 두께

차이를 보이는 이유는 해침 초기에 퇴적물이 해주침강

대에 두껍게 퇴적되었음에 기인한다고 보고, 구현통은

천해성 해주침강대에 제한적으로 퇴적되었다고 보았다

(Ri and Om, 1996). 저자들은 위의 기재사항에 근거하

여 북한의 구현통은 암상과 변성정도로 보아 지질시대는

고생대로 추정되며, ‘림진계’와 대비될 수 있다고 본다.

‘림진계’: 북한의 ‘림진계’와 ‘림진강습곡대’ 설정에

관한 근거는 다음과 같다. 과거 상원계로 여겨졌던 ‘림

진계’는 1:20만 신막-서울도폭(저자 불분명, 1962)에서

고생대 변성퇴적층군으로 새롭게 명명되었고, ‘례성강

단층대’ 이서지역을 강령층군으로 구분하였다(Om et

al., 1996). 1966년 데본기의 미화석을 찾으면서 예성강

단층 이동과 이서가 모두 데본기에 속한다고 하고, 임

진계를 하부로부터 안협(安峽), 부압(浮鴨), 삭녕통(朔

寧統)으로 구분하였다(Om et al., 1996). ‘림진계’는 부

분적으로 상원계 멸악산통 직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이

나, 대부분의 지역에서 멸악산, 피란동, 능리, 무진통과

단층접촉 함으로, 이를 근거로 하여 낭림육괴와 경기

육괴 사이에 고생대 습곡대가 설정되고 이를 ‘림진강

습곡대’라고 하였다(Om et al., 1996). 안협통은 석회

질-녹리석 편암, 천매암, 사질-석회질 역암, 규암, 석회

암, 부압통은 셰일, 실트암, 사암, 규암, 역암, 석회질암,

삭녕통은 회록색 실트암, 점문상 흑운모 실트암, 실트

질 셰일, 암회색 셰일, 규암, 홍주석-십자석-남정석 편

암, 흑운모 편암 등으로 구성되었다(Om et al., 1996).

5. Yamaguchi의 ‘소위 연천계’와 북한의 ‘림

진계’ 층서 재고 

Yamaguchi(1951)는 연천계의 각 암대는 변성작용의

특성을 지역적으로 구분하고 있는 것으로 연천계라는

것 보다는 연천변성암류로 명명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고 하였다. 그 주요 이유는 편리면이 원암의 성층면과

전혀 다르기 때문이었다. 즉, 원암의 성층면은 북쪽에

서 변성도가 낮은 암층에서만 부분적으로 판명될 뿐이

어서 층서학적 의미를 부여할 수 없다고 하였다.  연

천계를 구성하고 있는 암층은 대부분이 변성작용에 의

하여 퇴적암의 1차 구조인 층리를 볼 수 없고 전이엽

리가 발달되었다는 점을 지적하였다(Choi and Chwae,

2007). 위의 사실에 근거하여 ‘‘연천변성암류’’를 암석

의 변성정도에 근거하여 북에서 남으로 가면서 여척암

대, 진곡암대 (I, II, III), 계호암대, 흑석암대, 삼곶암대

로 구분 하고, 양합암대만 서쪽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

들과 단층접촉하고 있다고 하였다. 그의 결과를 일괄

해 보면, 여척암대에서 진곡암대 III 까지는 북쪽에서

남쪽으로 흑운모대, 석류석대, 십자석대, 남정석대의 전

형적인 바로비안(Barrovian sequence)의 전진변성작용

(prograde metamorphism)을 보여주나, 삼곶암대는 이

와는 달리 석회규산염암, 각섬암, 변성사질암이 우세하

며 백립암구조, 즉 백립암상 변성작용(granulite facies

metamorphism)을 보인다고 했다(Choi and Chwae,

2007).

Yamaguchi(1951)의 논문에서 보고한 Cypridea는 담

수의 개형충 화석으로 중생대에서 산출되는 화석이다.

이를 이용해 시대를 정하는 것은 잘못된 것으로 생각

된다. 이 화석은 철원분지의 백악기 퇴적층에서 산출

된 것으로 해석되거나, 혹은 화석 분류가 잘못된 것으

로 생각된다(Choi and Chwae, 2007).

북한(박용선, 1987)에서는 임진강 상류지역의 ‘림진

계’ 이외에도 옹진, 강령, 배천, 개성, 금천, 토산, 철원,

고성 등지에도 데본기의 ‘림진계’가 분포한다고 하였다.

북한의 Geology of Korea (Paek, et al., 1996)에서는

Yamaguchi(1951)의 여척, 진곡암대와 상원계의 일부를

‘림진계’로 설정하였다. 여기서 삭녕통은 Yamaguchi(1951)

의 진곡암대와 여척암대를 통합한 것이고, 삼곶암대는

‘림진계’에서 제외된 것으로 생각된다(Choi and Chwae,

2007).

조문섭 외(1995)는 북쪽의 변성이질암류를 Yamaguchi

(1951)의 여척암대, 진곡암대, 계호암대, 흑석암대에, 그리

고 남쪽의 석회질규산염암을 삼곶암대에 각각 대비하였

다. 삼곶암대를 삼곶층으로 수정하여 부르고, 삼곶암대

의 각섬암의 Sm-Nd의 연대 결과로 이의 지질시대를 원

생대 초-중엽으로 본 바 있다. Rhee et al. (1996)은 연

천변성암류를 ‘‘연천복합체’’(Yeoncheon Complex)로 변

경하였고 남한에 분포하는 Yamaguchi(1951)의 연천변성

암류를 ‘‘삼곶unit’’와 ‘‘진곡unit’’로 구분하였다. 그리고

이 ‘‘연천복합체’’는 북쪽의 ‘림진계’를 덮고 있는 것으로

기술한 바 있다. 즉, 변성니질암 과 변성사질암이 우세

하고 중압형의 전진변성작용(prograde metamorphism)을

보이는 ‘‘진곡 unit’’와 석회규질암과 각섬암(amphibolite)

이 우세하고 고압형 변성작용을 받은 "삼곶unit"으로

구분하였다(Choi and Chwae, 2007).

철원-마전리 지질도폭(최위찬 외, 1996)에서는 남한

의 전곡-대광리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Yamaguchi의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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천변성암류를 연천층군으로 정하고, 하부로부터 미산,

대광, 천덕산층으로 구분하였다. 미산층은 하부석영우

세사질암대, 중부운모우세사질암대, 상부석영우세사질

암대로 세분되며, 천덕산층도 하부천매암질암대와 상부

변성니질암대로 세분된다. 연천층군은 야외에서 중간

정도의 변성작용을 받은 해성기원의 변성퇴적물로 해

석된 바 있으며 연천층군을 지구조적으로 임진강전단

대로 설정하였다. 또한 임진강단층 (김옥준, 1973)을

따라서 분포하는 연성전단대를 적성전단대로 설정한 바

있고, 이를 Kim et al. (2000)은 경기전단대라고 개명

한 바 있다(Choi and Chwae, 2007).

철원도폭의 대광리 북부에서 천덕산 이북까지 연장

분포되는 천덕산층의 변성니질암과 천매암질암은 여척

암대, 대광리 지역의 운모편암층인 대광리층은 진곡암

대에 각각 대비되며 계호암대는 최상위 미산층인 미립

흑운모사질암류에 대비된다. 여척과 진곡리는 북한에

위치하고 있어 철원 도폭구역에서 표식지를 설정할 수

없으며, ‘‘진곡’’은 현재 사용되지 않는 지역명이다. 마

전리도폭에 분포하고 있는 변성사질암의 미산층은

Yamaguchi의 삼곶암대에 대비되나, 삼곶리에는 표식 단

면이 발달하지 않으므로 층명으로서 적당치 못하다고

본다(Choi and Chwae, 2007). 최근 들어 일부 국내

학자들은 북한의 ‘림진계’는 남한에 분포하지 않는다고

하나, 이는 미산층 또는 삼곶대가 포함되지 않는다고

해야 할 것으로 본다.

북한의 안협-부압-삭녕통으로 기재된 표식지 인근의

위성영상을 각 지층의 주향방향 또는 주향방향에 수직

하는 방향으로 회전시키며 여러 각도로 판독을 해보면,

경사방향을 알 수 있고, 경사각의 정도는 고-중-저로

구분이 가능하다. 또한, 주향의 횡적 연장상태가 단층

으로 절단되었는지의 여부도 인지할 수 있다. 이러한

방법을 근거로 하여, 철원-마전리 도폭에서 작성된 단

면도상의 역단층을 위성영상에서 판독하고, 상호간의

일치되는 점들을 인접지역마다 모두 상세히 추적한 결

과, 인접한 북한 지역에서 판독된 추정단층의 역단층

여부를 인지할 수 있었다(Fig. 2). 즉, 전곡 부근에서는

북쪽 경사를 갖는 역단층-충상단층을 보여주고 있으나,

북한에서는 대부분 남쪽경사를 보이며, 남쪽경사의 역

단층 선상구조가 인지되었다. 이를 정밀 판독해 본 결

과, 주로 안협-부압 인근지역에서 각 지층의 주향과 경

사방향 및 단층선구조를 인지할 수 있었고, 5조의 습

곡축적도 인지하였다(Fig. 3). 이를 철원-마전 도폭(최

위찬 외, 1996), 연천 도폭(기원서 외, 2009)에서 작성

된 단면도에 연결시켜, 종합단면도를 작성하고 수직단

면에서의 엽리궤적 양상을 추적해보면(Fig. 4), 기하학

적으로 보아 북쪽 경사 부분이 주를 이루고 있다. 이

는 남쪽을 향한 횡압력이 주된 역할을 한 것으로 보여

진다. 반면에 안협-부압통에서 보여지는 고각도 남쪽

경사의 편리면이나, 단층면 및 천매암질암이 우세한 암

상 등을 고려해 볼 때, 등사습곡 형성정도가 미산층보

다 더 발달한 점과 경사방향이 남쪽인 점을 미루어보

아, 북쪽을 향한 역단층이 발달된 것으로 보이며, 이는

반동향드러스트영역(antithetic thrust regime)으로 해

석된다. 이는 기하학적 개념으로 안협통은 미산층, 삭

녕통은 대광리층, 부압통은 천덕산층에 각각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Fig. 2. Type locality map of Imjin System (Anhyeop, Buap, Sagnyeong Series) showing strike and dip of bedding and fault

lineament with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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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토의 및 결론: 임진강습곡대와 연천층군의

분포한계 

지구조 단위의 명칭인 임진강습곡대(Om et al.,

1996)는 북한에서 처음으로 제언하였으므로 이 명칭을

따름이 타당하다고 보나, 그 남-북 경계는 아직 불확실

채로 남아있다. 즉, 기하학적인 변형의 특성이나 변형

의 형성시기가 일관성을 보여야 하는 지체구조분할구

설정 기준의 개념으로 다음과 같이 재고할 필요성이

있다고 본다.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고찰해보면, ①평

남분지의 남쪽에 인접하는 상원계 남부형의 북쪽경계

는 황주-능리-곡산-원산을 연결하는 지역이다. ②상원

계 남부형의 남쪽경계는 연천층군의 북쪽 경계로써 강

령-금천-안협-창도를 지나 금강산 이서로 보인다. ③원

생대 기반암과 Yamaguchi(1951)의 연천계, 북한의 ‘림

진계’ 및 철원-마전도폭(최위찬 외, 1996)과 연천 도폭

(기원서 외, 2009)의 연천층군을 포함한 모든 지역은

동-서 주향과 남 또는 북의 경사방향을 갖는 기하학적

인 특징을 보인다. ④연천층군의 남쪽경계를 임진강 단

층(김옥준, 1973)으로 볼 경우, 임진강 단층의 동쪽 연

Fig. 4. Type locality map of Imjin System and Yeoncheon Group (a) and schematic cross section of the whole Yeoncheon

Group (b). In metapsammitic Misan Formation, isoclinal fold does not developed, but upper phyllitic Daegwangri and

Cheondeogsan Formations have the isoclinal fold. Cross section shows possible geometrical and stratigraphical correlation

among Lower Misan - Samgot - Anhyeop Fms, Daegwangri - Sagnyeong Fms, and Cheondeogsan - Buap Fms in ascending order.

Fig. 3. Interpreted fold axial trace and fault line of Imjin System with satellite im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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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은 철원분지 이동에서 김화의 북동단 부근을 지나

금강산 이서까지 연장되어 보인다. ⑤연천층군의 남쪽

경계와 인접하는 경기육괴의 북쪽 지역에서 연천층군

과 같이 동-서 방향의 습곡축적이 유지되거나, 이로 인

한 지형적 유사성을 보이는 경계를 파악하기 위하여,

연천층군 이남지역에 인접하는 경기육괴 북쪽지역에 대

한 엽리궤적도(Fig. 5a)와 광물신장배열방향(Fig. 5b)을

검토해본 결과, 대체로 파주-동두천-화천 이북-간성을

잇는 경계를 따라서 지질구조 인자들의 태위가 동-서

계열에서 남-북 내지 북동 계열로 변화를 보인다. 이러

한 동-서 주향의 변형특성은 평남분지 남쪽경계에서 경

기육괴 북쪽지역 사이에서 일관성을 보이므로 동질의

기하학적 변형을 갖는 지역을 일괄하여 잠정적으로 광

의의 임진강습곡대로 하였다(Fig. 6). 

연천층군의 북쪽 분포한계는 상원계 직상위에 부정

합 관계를 갖는 안협통, 강령통 뿐만 아니라 상원계

직상위의 구현통까지도 포함시켜야 함이 논리적이라고

본다. 그 경계는 북한에 속하므로 위성영상으로 판독

한 결과, 서쪽으로부터 강령-금천-안협-창도를 지나 금

강산 이서까지로 보인다. 북한의 ‘림진계’는 1962년 이

후에 설정되었으므로 군사분계선 이북만을 포함시켰으

며, Yamaguchi(1951)의 ‘소위 연천계’는 남-북간 암석

분포는 모두 포함되나, 변성대로만 기재하여 층서개념

이 결여되었고, 추가령단층-예성강단층 사이의 지역으

Fig. 6. Imjingang Fold Belt (IFB) with a broad sense of

tectonic scale (red broken line) and with a restricted meaning

(blue line). pale green arrows indicate trend of thrust movement.

Image is based on shadow relief map. PB. Pyeongnam

Basin, GM. Gyeonggi Massif. 1. Songrim, 2. Hwangju, 3.

Nungri, 4. Gogsan, 5. Weonsan, 6. Gangryeong, 7. Haeju,

8. Myeoraksan, 9. Geumcheon, 10. Anhyeop, 11. Changdo,

12. Geumgangsan, 13. Misan, 14. Yeoncheon, 15. Gimhwa,

16. Hwacheon, 17. Euijeongbu, 18. Seoul.

Fig. 5. (a) Form line map of Imjingang Fold Belt, (b) Mineral elongation map of Imjingang Fold Belt (pale green line: fold

pattern, pinkish line: fault).

Fig. 7. Schematic distribution map of Imjingang Fold Be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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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국한되었다. 이 모두를 만족시키는 종합된 층서는

국토기본지질조사 결과인 하부로부터 미산층 (대비: 안

협통, 삼곶암대), 대광리층 (대비: 삭녕층, 진곡암대), 천

덕산층 (대비: 부압통, 여척암대)의 순으로 하기를 제

언한다. 층군의 명칭은 국제적으로 처음에 명명되었던

것을 그대로 사용하여야 하므로, ‘림진계’ 보다는 연천

층군이 옳다고 본다.

연천층군의 남쪽 분포한계는 추가령단층 이서지역에

서는 임진강단층(Kim, 1973) 이북이나, 이동지역에서

는 김화 북동단을 지난 후, 금강산 이서지역까지 연장

되는 것으로 보인다(Fig. 7). 

사 사

이 논문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연구과제인 ‘국토

중서부 천부지각의 지구조 진화연구(GP2009-012)’와

원자력기술개발사업 B-9-2 (원전부지 인근 신기지구조

및 해안단구 검증조사) 및 소방방재청 자연재해저감기

술사업과 관련된 연구 결과이다. 본 논문을 세심하게

심사하여준 익명의 심사자와 류충렬 박사에게 감사드

린다.

참고문헌

Cho, M., Kwon, S.-T., Ree, J.-H. and Nakamura, E. (1995)
High-P amphibolite of the Imjingang belt in the Yeo-
ncheon-Cheongok area. J. Pet. Soc. Kor., v.4, p.1-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oi, S-J. and Chwae, U. (2007) A review of Yeoncheon
Group - with Yamaguchi D. (1951)’s thesis ‘‘On the
so-called Yeoncheon system and its regional meta-
morphism’’ KIGAM Bulletin, v.11, p. 85-97.

Chwae, U. (1998) Does the Imjingang Fold Belt cross the
mid-Korean Peninsula along the demilitarized zone
(DMZ) as an extension of the Sulu Belt, China? J. Ear.
Pl. Sci, Nagoya Univ., v.45, p.41-73.

Chwae, U., Choi, S-J., Park, K.W. and Kim, K.B. (1996)
Geological Report of Cheolweon-Majeonri (1: 50,000).
KIGAM, 31p.

Kawasaki, S. (1917) Eastern and southern parts of Gyeo-
nggi-do. Min. Res. Chosen, v.6, no.1-2(in Japanese).

Kim, N.C. and Hong, S.H. (1974) Anyang Geological
Report and Geological Map (1: 50,000). KIGAM, 20p.

Kim, J.-N., Ree, J.-H., Kwon, S.-T., Park, Y., Choi, S.-J.
and Cheong, C.-S. (2000) The Kyonggi shear zone of
the central Korean Peninsula: Late orogenic imprint

of the North and South China collision. Journal of
Geology, v.108, p.469-478.

Kim, O.J. (1973) The stratigraphy and geologic structure
of the metamorphic complex in the northern area of
the Kyeonggi Massif. J. Min. Geol., v.6, p.201-218.

Korea Inst. of Geol. and Min. (1973) Korea Geological
Map 1:250,000. KIGAM.

Kwon, S., Sajeev, K., Mitra, G., Park, Y., Kim, S.W. and
Ryu, I.-C. (2009) Evidence for Permo-Triassic colli-
sion in Far East Asia: The Korean collisional orogen.
Earth and Planatory Science Letters, v.279, p.340-
349.

Park, Y.S. (1987) 5. The Upper Paleozoic layer, 1(Mid.
Devon-Upper Devon (Rimjin System-Geumcheon
System). In Hong, Y.K. and Yun, B.D.(eds.) Geology
of Chosun. Science Encyclopedia Pub., p.86-91.

Lee, D.S., Nam, K.S., Lee, H.Y., Yang, S.Y. (1974) Chun-
cheon Geological Report and Geological Map (1:50,000).
KIGAM, 18p.

Lee, Y.S., Nishimura, S. and Min, K.D. (1997) Paleo-
magnetotectonics of East Asia in the Proto-Tethys
Ocean. Tectonophysics, v.270, p.157-166.

Na, K.C. (1978) Regional metamorphism in the Gyeonggi
Massif with comparative studies on the Yeoncheon
and Ogcheon Metamorphic Belts (I). Jour. Geol. Soc.
Korea, v.14, p.195-211.

Oh, C.H. and Kusky, T.M. (2007) The late Permian to Tri-
assic Hongseong-Odaesan collision belt in South
Korea and its tectonic correlation with China and
Japan.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v.49, p.636-657.

Om, H.Y. et al. (1996) 4. Paleozoic Era, 2 (Devonian
Strata). In Paek, R.-J., Kang, H.G., Jon, G.P.(eds.),
1996, Geology of Korea. Foreign Languages Books
Publishing House, p.110-121.

Paek, R.-J., Kang, H.G. and Jon, G.P. (1996) Geology of
Korea(ed.). Foreign Languages Books Publishing
House, 631p.

Ree, J-H., Cho, M., Kwon, S.-T. and Nakamura, E. (1996)
Possible eastward extension of Chinese collision belt
in South Korea: The Imjingang belt. Geology, v.24,
p.1071-1074.

Yamaguchi D. (1951) On the so-called Yeoncheon System
and its regional metamorphism. Jour. Geol. Soc. Japan,
v.57, p.419-438.

Yin, A. and Nie, S. (1993) An indentation model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development
of Tan-Lu and Honam fault systems, eastern Asia,
Tectonics, v.12, p.801-813.

Zhai, M., Guo, J., Li, Z., Chen, D., Peng, P., Li, T., Hou, Q.
and Fan, Q. (2007) Linking the Sulu UHP belt to the
Korean Peninsula: evidence from eclogite, Precam-
brian basement and Paleozoic sedimentary basins.
Gondwana Research, v.12, p.388-403.

2009년 10월 27일 원고접수, 2009년 12월 22일 게재승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SyntheticBoldness 1.0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6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6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6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