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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초록

복족류 패각화석층이 반복적으로 발달되어 있는 하동군 대송리 지역의 하산동층을 대상으로, 이 지역 퇴적층의 퇴적상 및

퇴적환경을 해석하고, 수반되어 있는 패각화석층의 화석화과정 발달특성을 토대로 이 지역 하산동층 퇴적 당시의 고환경을

해석하 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연구지역 퇴적층의 암층서적 의미와 지질유산으로의 가치를 고찰하 다. 연구지역에 발달된

하산동층의 퇴적층은 붉은색층을 협재하지 않고 층의 횡적인 연장성이 양호한 회색질 우세의 퇴적층으로서 대규모 범람에 의해

충적평원 내에 얕은 호수가 형성되고 이후 소멸해 가는 과정을 통해 형성된 호수 주변의 사질평원 내지 이질평원에서 천호저에

이르는 환경의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Brotiopsis wakinoensis 단일 종만이 집중되어 나타나는 특성을 보이는 연구지역의 패각

화석층은 Brotiopsis 속의 배타적 서식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지며, 패각화석층의 산출특성을 기준으로 3가지 유형으로

분류된다. 이 중 유형 1과 2는 이들이 서식하던 천호저 환경에서 사후에 층상범람 및 호수의 범람에 의해 이질평원 내지 사질

평원으로 재동되어 화석화된 것이며, 유형 3은 충적평원상에 발달한 얕은 호수가 비교적 안정화된 시기에 호저에 집단으로 서식

하던 복족류들이 죽은 후 서식하던 장소에 대부분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하산동층의 충적평원층 내에 이와 같은

특성의 호수퇴적층이 수십 m 두께의 규모로 발달된 기록은 경상누층군 내에서 일어난 하산동층(하성평원)-진주층(호수)-칠곡

층(충적평원) 간의 퇴적환경 변화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으며, 이러한 특성의 퇴적층이 유사한 층준에 걸쳐 여러 지역에 발달

되어 있음은 암층서에 의한 하산동층의 층서대비에 추가적인 설정이 필요함을 제시해 준다. 이와 함께 연구지역 하산동층의

복족류 패각화석층은 우리나라 백악기 초기의 고환경을 이해하는 데에 귀중한 자연사기록으로서, 향후 국내 백악기 연체동물

화석층의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분석에 유용한 바탕자료가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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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론

경상남북도일원에넓게분포하고있는중생대백악기

의육성퇴적층인경상누층군은전반적으로산출하는화석

의 양이 비교적 많지는 않으나 신동층군과 하양층군의

일부 퇴적층에서 공룡화석, 어류화석, 연체동물화석,

절지동물화석, 식물화석, 무척추동물의생흔화석등여러

종류의 화석이 산출한다. 이들 경상누층군에서 산출된

화석들에대한고생물학적연구는지금까지여러연구자

들에 의해 꾸준히 수행되어 온 반면(최덕근·황현아,

2004), 이들화석의화석화과정특성을토대로한고환경

적 해석에 관한 연구는 근래에 이루어진 공룡화석층에

대한 연구와(김현주 외, 2008; 백인성 외, 1998a, b; Paik

et al., 2001a, b; Paik et al, 2004; Paik et al., 2006) 복족류

패각화석층에 대한 연구(이승수 외, 1990; 윤철수 외,

2005) 등일부화석층에제한되어있다. 

미화석을제외한경상누층군에서산출되는무척추동물

체구화석중가장흔히산출되는것은복족류와이매패류

로 이루어진 연체동물화석으로 이들 패각화석들은 경상

누층군의 여러 퇴적층에서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된다

(양승 외, 2003). 특히 경상남도 지역의 남해안 일대에

서 산출되는 복족류 패각화석은 Kobayashi and Suzuki

(1936)가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에 분포하는 하산동

층에서 Brotiopsis wakinoensis를 처음으로 보고한 이래

하동군대송리환치, 진주부근의독산리, 군위의불로동

등지에서 복족류 패각화석층이 보고되었으며(이승수,

1985; 이승수외, 1990; 윤철수외, 2005), 윤철수외(2005)

는 환치 해안에서 산출되는 Brotiopsis wakinoensis 복족

류패각화석층을대상으로층서대비와화석의방향성및

군집성에대한고생물학적의미를제시한바있다. 

전 세계적으로 패각화석 퇴적층의 화석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활발히 이루어져 있는데, 이들 연구는 대부분이

해성패각화석층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것으로서

(Kidwell, 1986; Kidwell et al., 1986; Norris, 1986; Kidwell

and Holland, 1991; Parras and Casad o, 2005), 이들 연구

를 통해 해수면 변동 등 해양환경의 생태적 특성과 변동

특성이 해석되었다. 그러나 육성의 패각화석층을 대상

으로 한 화석화과정 연구는 비교적 드문 편으로(Hanley,

1976; James, 1980; Owen et al., 1982; Abrahao, 1978;

Cohen, 1989), 육성생태환경 해석을 위한 육성패각화석

층에대한보다다양한연구가진행될필요성이있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복족류 패각화석층이 반복적

으로 발달되어 있는 하동군 대송리 지역의 하산동층

(윤철수 외, 2005)을 대상으로, 이 지역 퇴적층의 퇴적상

및 퇴적환경을 해석하고, 수반되어 있는 패각화석층의

화석화과정 발달특성을 토대로 이 지역 하산동층 퇴적

당시의고환경을해석하 으며, 이결과를바탕으로연구

지역 퇴적층의 암층서적 의미와 지질유산으로서의 의미

를고찰하 다. 

지질개관

연구지역인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는 경상누

층군의최하부층군인신동층군의중부에해당하는하산

동층의 퇴적층이 분포되어 있다<그림 1>. 하산동층은

Tateiwa(1929)에 의해 왜관도폭에서 명명되었으며, 진주

주변지역의여러도폭들에서는“마동층”이란명칭이사용

되었다(김옥준·윤선, 1969; 강필종·박석환, 1975). 하산

동층의상한과하한은각각붉은색층의출현과소멸층준

으로설정되어있으며, 층후는지역에따라640~1,300m로

변화한다(엄상호외, 1983). 하산동층의지질시대는윤조류

화석에 의해 Barremian에서 Hauterivian의 시기로 대비

되었으나(Seo, 1985), 근래에 이루어진 절대연령 측정의

연구결과는 Aptian의 시기를 나타낸다(김찬수 외, 2005;

Sano et al, 2006; Lee et al, 2008).

하산동층의전반적인퇴적환경은충적평원으로서, 충적

평야상에발달하는고굴곡하천의사행과범람및유기의

결과로 이루어진 하도퇴적층, 하도주변의 범람원퇴

적층, 둑터짐(crevasse splay/channel)퇴적층, 범람원호소

퇴적층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사질로 이루어진 하도

퇴적층과 이질 우세인 범람원퇴적층의 교호가 하산동

층의 대표적인 퇴적특성이다(엄상호 외, 1983; 백인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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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일, 1994; Choi, 1985). 따라서하산동층은붉은색층을

빈번히 협재하는 하성평원퇴적층의 발달에 의해 하위의

낙동층및상위의진주층과일반적으로구분된다(엄상호

외, 1983; Choi, 1985). 이와같은퇴적특성에의한하산동

층의 층서적 구분에도 불구하고, 하산동층의 중부에는

수십m 두께의붉은색층을협재하지않은암회색우세의

호소성퇴적층이진주와하동지역에단속적으로발달되어

있으며, 연구지역인대송리지역은바로이와같은특성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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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outh Sea

site 1 

Study area

site 2

Alluvium
~~Unconformity~~

Hornblende-biotite granite

Hasandong Formation

Nagdong Formation

Strike & dip of bed

10

site 3

0                             500m

0                     50m

LEGEND



퇴적층이발달된지역이다. 

한편 하산동층은 경상누층군의 지층 중 석회질고토양

의 발달이 가장 현저한 지층으로써, 이들 퇴적층 내에는

다양한유형의고토양기원캘크리트가발달되어있으며,

고토양 기원의 미끌림면과 위배사구조가 발달된 버티졸

고토양이 흔히 수반되어 있다(백인성·김정률, 1995;

백인성, 1998; Paik and Lee, 1998). 따라서하산동층퇴적

시기의 전반적인 기후조건은 아건조 기후로 해석되었다

(백인성·김정률, 1995; 백인성, 1998; Paik and Lee, 1998).

하산동층에서는지금까지공룡뼈(백인성외, 1998a, b;

Dong et al., 2001)와알화석(윤철수·양승 , 1997)을비롯

하여, 어류화석(김태완 외, 2000), 연체동물화석(이승수

외, 1990; 윤철수·양승 , 2001; 윤철수외, 2005), 스트로

마톨라이트 등이 보고되었으며, 최근에는 하동 지역의

하산동층으로부터 공룡이빨(이융남, 2007; 이융남·

이항재, 2007a; 윤철수 외, 2007; Lee, 2008), 익룡발자국

(이융남·이항재, 2007b), 악어두개골(Lee and Lee, 2005),

거북뼈(Lee and Tomida, 2004), 양서류발자국(이융남외,

2006)화석등이새로이발견된바있어, 하산동층은백악

기 당시 한반도 자연환경의 이해에 매우 귀중한 자연사

기록들이다양하게산출되는지층으로부각되고있다. 

퇴적상및퇴적환경

대송리환치해안에발달된패각화석층이발달된퇴적

층은전술한바와같이하산동층의일반적인특성인붉은

색층을 협재하지 않은 퇴적층으로, 이 지역에서 퇴적층

이 비교적 연속적으로 노출되어 있는 세 곳을 대상으로

이 지역 패각화석층의 퇴적특성이 조사되었다<사진 1>.

site 1 및 2는 서로 마주보고 있는 지역으로 동일 층준의

퇴적층이며, site 3은 site 1 및 site 2의 상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의 전반적인 구성 암석은 녹회색의 중립 사암,

세립 사암 그리고 회색 내지 암회색의 실트스톤과 이암

등으로서, 판상 내지 사엽층리, 곡상 사층리, 건열구조,

서관구조, 석회질단괴등이수반되어있으며복족류패각

화석과 이매패 패각화석, 척추동물의 골편화석, 거북의

배갑편화석, 탄화된식물편화석등이산출된다. 이지역의

퇴적층의 암질 및 퇴적구조를 바탕으로 7개의 퇴적상

(파상층리의 중립 사암, 점이층리가 발달한 세립 사암,

판상 내지 사엽층리가 발달된 세립 사암, 교란된 실트질

이암,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 이암, 엽층 내지 매우

얇은 층으로 발달한 세립 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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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verall views of the examined deposits at study area사진 1

site 1

site 2

site 3



호층 및 석회질의 셰일질 실트질 이암)이 구분되었고,

이들의 퇴적환경은 호수주변의 사질평원 내지 이질평원

에서천호저환경으로해석되었으며, 이들퇴적상의발달

특성은<사진2,  3,  4> 및<표1>과같다. 

한편 연구지역 퇴적층에서 나타나는 이들 퇴적상들의

층서적 변화특성<그림 2a, 2b>은 퇴적 당시의 환경변화

의 특성을 잘 나타내는데, 이를 정리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붉은색층의 협재가 사라지고 나타나기 시작하는

site 1의 퇴적층은 하부에서 중부로 갈수록 사구상 중립

사암에서점이적인세립사암으로변화되는사암층의상향

세립화 및 상향박층화 경향을 보이며, 하부에 간헐적

으로 협재되던 교란된 실트질 이암이 상부로 갈수록

점차빈번히산출하고두께또한두꺼워지는경향이나타

난다. 이와 함께 상부로 가면서 건열구조와 생흔구조의

발달이 증가하고 전반적으로 석회질이 풍부해지면서

석회질 단괴가 산출되는 등 초기 토양화 작용의 특성이

나타난다. 한편퇴적층의색은상부로가면서녹회색에서

암회색이우세해지는경향을보인다.

1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Occurrences of wavy-bedded medium sandstone lithofacies (a-c), graded fine sandstone lithofacies (d, e), and planar-

to cross- laminated fine sandstone lithofacies (f, g). a. Outcrop overview of wavy-bedded medium sandstone (right part)
at site 2. b. Close view of wavy-bedded medium sandstone showing trough cross bedding. c. Intraformational clasts in
wavy-bedded medium sandstone. d. Outcrop of thin- to medium-bedded graded fine sandstone. e. Etched rock slab of
graded fine sandstone including vertebrate bone fragment, pelecypod shells and gastropod shells. f. Sectional outcrop
view of planar- to cross- laminated fine sandstone. g. Burrows associated with planar- to cross- laminated fine
sandstone.

사진 2

a

b c d

e f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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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s of disrupted silty mudstone lithofacies (a-f) and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lithofacies (g-l).

a. Outcrop view of disrupted silty mudstone with desiccation cracks and bioturbation traces. b, c. Planar (b) and
sectional (c) views of desiccation cracks in disrupted silty mudstone observed in outcrop. d. Irregular calcrete nodules
associated with disrupted silty mudstone. e. Etched rock slab showing desiccation crack in which calcrete nodules
formed selectively. f. Thin-section photomicrograph of disrupted silty mudstone with desiccation cracks. g. Outcrop
view of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with indistinct bedding. h. Bioturbated fabric in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i. Pedogenic slickenside in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j. Thin-section photomicrograph of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showing pedogenic fabric of partial micritization. k, l. Fossil of turtle carapace
fragment (k) and carbonized wood fragments (l) in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사진 3

2mm

2mm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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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s of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lithofacies (a-c)

and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lithofacies (d-f). a. Sectional outcrop view of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with burrows. b. Etched rock slab showing wavy lamination of the
interlaminated to ver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on shell deposits. c. Thin-section
photomicrograph of interlaminated to ver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showing burrow and
micrograding. d. Sectional outcrop view showing thin-bedding of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e. Etched rock slab
showing unbridged crack (arrow) in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with gastropod shells. f. Thin-section
photomicrograph of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사진 4

2mm

2mm

a b

c d

e 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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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te 1에서 나타나는 퇴적층은 퇴적상의 구성에 의해

크게 4개의 단위층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즉 최하부에

발달한 단위층 1은 사질우세층이며, 단위층 2는 세립

사암과이질층의교호층, 단위층3은석회질이암우세층,

그리고최상부인단위층4는엽층내지매우얇은층으로

발달한세립사암내지실트스톤과이암의호층으로구성

된다<그림2a>. 이러한site 1 퇴적층의층서적변화는충적

평원 환경에서 사질평원을 거쳐 이질평원으로 천이되는

퇴적특성을 나타내는 것이다. 한편 site 1의 퇴적층과

동일층준에 놓여 있는 site 2의 퇴적층은 단위층 1에서

단위층2, 3 및4를거쳐다시단위층2로회귀하는양상을

나타낸다. 이 중 패각화석층은 site 1 및 2의 단위층 4 및

site 2의상부에발달한단위층2에집중되어있다.

Wavy-bedded medium 
1, 2 ,3

Wavy-bedded; Medium- to thick- bedded; planar-to cross-laminated;
Sandflat

sandstone trough cross bedded in places; mudstone chips are present

Thin- to thick- bedded; graded; erosive lower contact; mustone drapes are  

Graded fine sandstone 1, 2 ,3
present and burrows occur in places; mudstone chips are present; gastropod  

Sandflat
shells, bivalve shells, vertebrate bone fragments, and carbonized wood 

fragments are associated

Planar-to cross- laminated
3 

Thin- to medium- bedded; planar- to cross-laminated; burrows and 
Sandflat 

fine sandstone trails occur in places; calcrete nodules are present

Indistinct lamination; burrows and trails are present; desiccation cracks  

Disrupted silty mudstone 1, 2 ,3 are present; calcrete nodules and mudstone chips are present; Mudflat

ornithopod tracks are present

Calcareous sandy to silty 
Thick-bedded; calcareous pedogenic features and slicken sides are associated; 

mudstone
1, 2 ,3 desiccation cracks and burrows are present; gastropod shell fragments, Mudflat

fragments of turtle carapace, and carbonized wood fragments are present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Planar-, cross-, and wavy-laminated; micrograded; desiccation cracks and  
Sandflat to

interbedded fine sandstone 1, 2 burrows are present; gastropod shells, bivalve shells, and vertebrate bone  
mudflat

to siltstone and mudstone fragments, and carbonized wood fragments are present

Calcareous shaley silty 
3

Weakly laminated; unbridged desiccation cracks are present; burrows and Mudflat to 

mudstone trails are observed in places; gastropod shells are present Shallow lake

Lithofacies Site Sedimentary Feature Depositional 
Environment

Lithofacies and depositional environments of the examined deposits at study area표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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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graphic sections at site 1 and 2 in study area그림 2a

site 1

LEGEND

site 2

Unit 1

Unit 2

Unit 3

Unit 4

Unit 2-2

Unit 2-1
50cm

25cm

50cm

50cm

1m

1m

Unit 2-2

Unit 3

Unit 2-2

Unit 2-1

Unit 1

Unit 4

1m
5m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Planar- to cross- laminated fine sandstone

Graded fine sandstone

Wavy-bedded medium sandstone

Gastropod shell bed and lens

Carbonized woods Burrows

Mud cracksVertebrate bone fragments

Carapace fragments of turtle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Disrupted silty mudstone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Bivalve shells

Calcareous nodules

Ornithopod footprints



site 1 및 2와 site 3 사이에는 약 2m 두께의 중성화성암

암상(sill)이발달되어있는데, 그상위에site 3의석회질의

셰일질 실트질 이암이 약 3m 정도로 두껍게 발달되어

있으며, 이 암상에 site 1 및 2의 패각화석층과는 다른

유형의 패각화석층이 여러 층준에서 산출된다. site 3의

패각화석층 집층 상위에는 사암층이 빈번히 나타나며

퇴적층의두께도두꺼워지면서상향조립화되고site 1 및

2 지역에서나타나는판상사층리와사엽층리내지곡상

사층리가 발달한 사구상 중립 사암이 다시 출현하고,

그 상위에는 교란된 실트질 이암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

으며, 노출된 노두의 최상부에는 다시 붉은색층이 나타

난다<그림2b>. 이와같은연구지역퇴적층에서나타나는

퇴적상의층서적변화는충적평원상에일시적으로소규모

호소가 형성된 이후 다시 충적평원으로 변화해 나가는

단기적인 기후변동에 의한 퇴적환경의 변화에 의한 것

으로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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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tratigraphic sections at site 3 in study area그림 2b

site 3

LEGEND

Sill

50cm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Planar- to cross- laminated fine sandstone

Graded fine sandstone

Wavy-bedded medium sandstone

Gastropod shell bed and lens

Carbonized woods

Vertebrate bone fragments

Carapace fragments of turtle

Calcareous sandy to silty mudstone

Disrupted silty mudstone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Bivalve shells

Calcareous nodules

Ornithopod footprints

Burrows

Mud cracks



패각화석층의유형및산상

경상남도 지역의 남해안 일대 하산동층에서 산출되는

Brotiopsis 속(屬)의패각화석층은경남하동군금남면대

송리환치마을(이승수, 1985; 이승수외, 1990)을비롯하여

경남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Kobayashi and Suzuki, 1936)

및경남사천시서포면내구리(이융남, 2008)에서보고되어

있다. 이들 중 패각화석층이 가장 빈번하게 산출되는

대송리환치마을을대상으로그유형을구분하고산상을

기재하 으며, 참고지역으로 양포리와 내구리에서 나타

나는 패각화석층의 산상을 환치마을과 비교하여 간단히

기술하 다.

연구지역의 패각화석층은 패각화석층의 퇴적특성과

패각 및 패각화석층의 산출상태에 따라 3가지 유형으로

구분되었다. 패각화석층의퇴적상은엽층내지매우얇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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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s of type 1 shell deposit. a, b, c, d, e. Sectional outcrop views showing repeated intercalation of the shell
deposits associated with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f, g.
Etched rock slab of the shell deposits associated with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siltstone and mudstone showing partially preferred orientation of the shells. h. Erosive lower contact of the shell
deposit. i, j. Thin-section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shell preservation as whole ones, breakage ones, and
fragments. Scale bar is 2mm.

사진 5

2mm 2mm

a b

c d e

f g h

i j



층으로 발달한 세립 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의 호층,

점이적인 사암, 그리고 석회질의 셰일상 실트질 이암

으로 패각화석층 내부의 기질은 세립사질 내지 실트질

또는실트질이질이며, 패각화석층의전반적인발달형태

는층상, 렌즈상, 패치(patch)상등으로나타난다.

1. 유형 1 패각화석층

유형1 패각화석층은site 1 및2의퇴적층에서관찰되며,

엽층내지매우얇은층으로발달한세립사암내지실트

스톤과이암의호층에발달된패각화석층으로층상내지

렌즈상으로나타난다<사진5>. 화석층의두께는1cm 미만

에서부터10cm 정도까지다양하게나타나며, 수 cm 두께

의패각화석층이3~4회중첩되어10cm 정도두께의패각

화석층을형성하기도한다. 패각의구성은주로Brotiopsis

wakinoensis복족류패각화석으로구성되어있으나, 패각

이 분절된 단매의 이매패 패각편(disarticulated single

bivalve shells)도부분적으로산재되어있다. 

패각의 크기는 평균 1 내지 2cm, 최고 3cm 정도로,

완형의복족류패각들과복족류패각표면에발달한나선

형 줄 혹은 종축 방향의 돌기(rib)들이 마모되고 떨어져

나가거나 부러진 상태의 패각들이 주를 이룬다. 패각들

은 다소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며, 부분적으로 산출되는

분절된 이매패 패각의 단매의 경우 볼록한 면이 위를 향

하는형태(convex-up)가주를이루고, 1 내지2cm 크기의

척추동물 골편화석들이 드물게 산출된다. 유형 1 패각

화석층은전반적으로기질지지의조직을보이는데, 기질

은 세립사암 내지 실트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분급은

보통이다. 유형 1 패각화석층의 하부와 상부에는 모두

뚜렷한 침식적 경계가 발달되어 있으며, 우상 내지 파상

으로 발달된 세립사암 내지 실트스톤과 이암의 호층이

상위에수반되어있다.

2. 유형 2 패각화석층@  

유형 2 패각화석층은 점이적인 세립 사암층에 퇴적된

패각화석층으로<사진 6> site 2에서 관찰된다. site 2에서

전술한 유형 1의 약 150cm 상위에 2회 나타나는 이 패각

화석층은5 내지10cm 두께의렌즈상으로나타난다. 유형1

과 마찬가지로 주로 Brotiopsis wakinoensis 복족류 패각

화석이산출되나, 해체된단매의이매패패각과함께분절

되지않은이매패패각이함께산출되는것이특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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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s of type 2 shell deposit. a, b. Bivalve-dominated shell deposits associated with graded fine sandstone. The
shells are articulated and disarticulated. c, d. Occurrence of the shell deposits as lens. e. Etched rock slab showing
erosive lower contact. f. Thin-section photomicrograph showing shell preservation as whole ones, breakage ones, and
fragments. Geopetal fabric is observed in the shell filling. Scale bar is 2mm.

사진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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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매의 유형 2 패각화석층 중 하부에 나타나는 패각화

석층은 렌즈상으로 하부경계는 뚜렷한 침식적인 경계를

보이며 상부에서는 점이적인 경계가 나타난다. 함유된

패각은완형보다는주로부분적으로파손된복족류패각

과파편으로이루어져있으며, 패각의방향성은뚜렷하지

않은편이고, 일부패각들에서는역점이층리가관찰된다.

부분적으로 척추동물 골편화석도 산출되는데, 크기는

평균1cm 내외로, 가장큰골편은3cm의것들도관찰되며

대체적으로 층리에 평행한 방향으로 배열되어 있다. 이

패각화석층또한기질지지의조직을보이며, 분급은불량

한편으로하위의교란된실트질이암에서유래된인트라

클래스트들도패각파편들과함께퇴적되어있다. 

상부에 나타나는 패각화석층 또한 하부와 마찬가지로

렌즈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동일층 내에서 단속적

으로나타난다. 이들패각화석렌즈의경우, 복족류패각

화석이집적된렌즈와복족류패각화석이함유되지않는

이매패패각화석렌즈가함께나타난다. 패각의산출형태

의경우, 분절되지 않은 패각과 분절된 패각이 모두 관찰

되며 완형과 부분적으로 파손된 패각이 함께 산출되고,

전반적으로 패각의 표면이 마모되어 있으며, 방향성은

거의나타나지않는다. 대체적으로분급이불량하고패각

의 집도가약한편이나, 부분적으로패각끼리서로접촉

한경우도관찰된다. 

3. 유형 3 패각화석층

유형 3 패각화석층은 site 3의 석회질의 셰일질 실트질

이암에발달된패각화석층으로서<사진7>, 두께약3m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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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ccurrences of type 3 shell deposit. a, b. Sectional (a) and planar (b) outcrop views of the shell deposits associated with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c, d. Planar outcrop views showing congregated occurrence of the shell deposits.
Some shells show preferred orientations. e, f. Etched rock slabs showing indistinct bedding contacts of the shell
deposits. g, h. Thin-section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shell preservation as whole ones, breakage ones, and
fragments. Scale bar is 2mm.

사진 7

2mm 2mm

a

b

c d

e f

g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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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간에 0.5 내지 2cm 두께의 패각화석층이 1 내지 3cm

정도의간격으로40여개정도산출된다. 패각화석은연속

된 층을 이루기 보다는 산재된 패치상이 주를 이루나,

부분적으로 얇은 층을 이루기도 하며 상하위의 경계는

전반적으로점이적이다. 

이 유형 또한 기질지지의 조직을 띠며 Brotiopsis

wakinoensis 패각화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는 것이 특징

이다. 패각의 보존상태는 완형 내지 부분적으로 파손된

상태의패각이주를이루나패각파편도부분적으로나타

난다. 이와 함께 다른 유형의 패각화석층에 비해 복족류

패각 표면에 발달한 나선형 줄 혹은 종축 방향의 돌기가

잘보존되어있다. 

이상의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3가지 유형 패각화석

층의전반적인산상은<표2>에정리되어있다. 

Schematic sketch of

the shell deposits

Sedimentary
features

Interlaminated to very thinly 
Lithology interbedded fine sandstone to Graded fine sandstone Calcareous shaley silty mudstone

siltstone and mudstone

Thickness (cm) 0.5 to 10 5 to 10 0.5 to 2

Geometry of 
the shell Beds and lens Lens Beds and patches
deposits

Shell packing Loosely packed Loosely packed to dispersed Closely packed to dispersed

Sorting Moderately sorted Poorly sorted Moderately sorted

Matrix Fine sand to silt Fine sand Silty mud

Lower/ Erosive/Sharp Erosive/Gradational Partially erosive/Gradational 
Upper contacts

Depositional Sandflat to mudflat Sandflat Mudflat to shallow lake
environment

Taphonomic
features

Shell 
Mostly gastropods and some Gastropods and articulated/ 

composition
disarticulated pelecypods; vertebrate disarticulated pelecypods; vertebrate Gastropods
bone fragments are present bone fragments are present

Fragmentation Moderate Moderate to high Low (mostly whole ones)
(mostly whole and broken hells) (mostly broken and fragmented shells)

Abrasion Moderate to high High Low

Bioerosion Low Low Low

Preferred 
Present Random Partially present

orientation

Genetic Sedimentologic Sedimentologic Biogenic/Sedimentologic
classification*

Fossil Parautochthonous Parautochthonous Autochthonous
assemblages

Occurrence

of shell 

deposits

Shell deposit type TYPE 1 TYPE 2 TYPE 3

Summarized occurrences of the shell deposits at study area표 2

* From Kidwell et al(1986). 



화석화과정

이상에서 기술한 연구지역 패각화석층의 산출기록과

이들패각화석층의주구성물인Brotiopsis wakinoensis의

고생물학적및생지리학적특성을바탕으로이들의화석

화과정을해석하 다. 

1. Brotiopsis 속의 고생물학적 및 생지리학적 특성

연체동물문 가운데 가장 큰 강인 복족강은 지금까지

75,000여종이알려져있으며, 전세계에걸쳐해수와담수,

육상 환경 등 다양한 생태환경에서 널리 서식하고 있다.

복족류 화석인 Brotiopsis wakinoensis는 국제적으로 중

생대백악기비해성층을지시하는화석으로일본과중국

에서도 흔히 산출된다(Seo et al., 1994; Morinaga and Liu,

2004). Brotiopsis 속의 고생물학적 특성은 각고(shell

height)가 매우 높고, 나층(whorl)의 수는 10개 정도이며,

나층가운데가대부분각이져있다. 이와함께각의표면

은 나선형 줄 혹은 종축 방향의 rib이 있으며, 이 rib 부분

이 혹 모양으로 위로 솟아 나선형 줄로 발달하고 있음이

특징이다(윤철수, 2001).

Brotiopsis 속은 현생의 Brotia 속과 유연관계를 가지고

있기때문에다소차이점은있으나현생Brotia속의생태

로부터 Brotiopsis 속의 생태를 유추해 볼 수 있다. 현생

Brotia 속은산지에발달한규모가작고물이깨끗한하천

에서 규모가 큰 이질의 하천을 비롯하여, 연못, 호수 등

의다양한담수환경에서식한다(K hler and Glaubrecht,

2001). 이와함께Brotia속은단일한하천환경에서는대체

적으로오직한종만발견되고, 생지리적 역을다른종과

공유하지 않는 배타적인 생태적 특성을 지니고 있다

(Davis, 1982).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의 패각화석층에서는 전반

적으로 Brotiopsis wakinoensis 단일 종만이 높은 도의

군집 상태로 산출된다. 연구지역의 동일한 층준에 발달

된 패각화석층에서 나타나는 Brotiopsis wakinoensis

사이에 약간의 형태적 차이점이 나타남에도 불구하고

이승수(1985)는 Suzuki(1943)에 의해 분류된 Brotiopsis

wakinoensis와 Brotiopsis wakinoensis ryohoriensis를

이들 두 아종이 유전학적으로 동일 층준에서 산출될 수

없는 이유를 들어 동일종으로 구분하 다. 따라서 현생

Brotia속의배타적인생태적특징을함께고려할때, 연구

지역의 패각화석층에 Brotiopsis wakinoensis만이 집중

되어 나타나는 것은 Brotiopsis 속의 서식특성에 기인한

것으로여겨진다.

2. 패각화석층의 화석화과정

연구지역 패각화석층의 화석화과정 특성을 분석하기

위해패각화석층의화석화과정유형분석연구중에서가장

기본적으로 사용되는 것 중의 하나인 Johnson(1960)의

모델과 Kidwell(1991)의 성인적인 분류를 바탕으로 연구

지역패각화석층의화석화과정특성을분석하 다. 

Johnson(1960)은 패각화석이 집적된 퇴적층을 패각의

이동정도와표면의노출시간에따라세가지유형의모델

로 분류하 다. 패각화석이 완형 그대로 보존되고 파편

이적게함유되어있으며, 원래의살았던그자리에서퇴적

된 패각화석층을 모델Ⅰ, 파도나 유수 등에 의해 짧은

거리를 이동한 흔적을 보이는 패각과 소량의 패각 파편

으로구성된패각화석층을모델Ⅱ, 높은에너지와외부적

인 환경의 향의 많이 받아 완형이 거의 없이 파편들로

구성되고살았던본래의장소에서이동되어마모된흔적

들이보이는패각화석층을모델Ⅲ으로분류하 다.@

한편 Kidwell(1991)에 의한 성인적인 분류는 생물학적

요인과퇴적학적요인그리고속성작용적요인으로세분

된다. 연구지역의 패각화석층에서는 속성작용에 의한

변화특성이나타나지않기때문에, 이중퇴적학적요인과

생물학적요인을중심으로화석화과정을분석하 다.

1) 퇴적학적 요인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패각화석층에서는 화석층의

내부에 서관구조와 생물의 기어다닌 자국 등의 생흔이

나타나지 않은 반면, 패각화석이 대체적으로 집되어

산출된다. 또한유형1 및2에서는침식면이발달되어있고

20 MUNHWAJAE Korean Journal of Cultural Heritage Studies Vol. 44, No. 1



퇴적된패각들에방향성이나타나는것으로미루어이들

의 화석화과정에 퇴적학적 요인이 지배적으로 향을

미쳤음을 시사해 준다(Kidwell, 1991; Anderson and

Mcbride, 1996). 

연구지역의하부에나타나는유형1은얕은호수내부

또는이질평원에서식하던복족류들이건조한기후동안

호수면의하강에의해호수가축소됨에따라건조한대기

중에 오랜 시간 노출되어 죽게 된 후에, 이어진 우기에

많은 양의 비가 내려 층상범람이 발생하면서 죽은 복족

류들의 남아있던 패각들이 비교적 가까운 거리로 재동

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3>. 이는 유형 1 패각

화석층이 높은 패각 도의 층상으로 산출되며, 다소간

의 방향성을 보이는 것(윤철수 외, 2005)에 의해 지시될

수있다.

한편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Brotiopsis wakinoensis

들은 산소가 충분히 공급되는 얕은 호수 내부 또는 이질

평원에서식하 었고, 생지리학적으로배타적인서식특성

을 보이므로 이들의 서식지에서는 Brotiopsis wakinoensis

들만이 번성하 을 것으로 여겨진다. 따라서 Brotiopsis

wakinoensis와이매패가함께존재함은이들이이동되어

왔음을 시사해 주며, 패각의 완형이 보존되면서 부러진

패각들과 파편들이 혼합되어 있고, 패각 표면에 발달한

나선형줄혹은종축방향의rib이다소마모되어있으며,

침식면이 관찰되는 것은 이를 뒷받침 해준다. 이와 같은

유형 1 패각화석층의 특성은 Johnson(1960)의 모델 Ⅱ에

해당하고, 완형이보존된비율이높은것은패각들을이동

또는 재퇴적시킨 에너지가 그다지 크지 않았음을 의미

하므로(Ronald, 1999), 유형 1 패각화석층은 서식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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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mmarized diagrams of the taphonomic pathways of Type 1, 2 and 3 shell deposits그림 3

Sheet flooding occurred during wet period.
Shells were partially broken, fragmented 
and hydraulically sorted, and shell deposits 
formed as beds.

Gastropods & some bivalves inhabited 
floodplain lake, died during drought 
season, and shells experienced partial 
erosion due to subaerial exposure 
and drying. Sheet flooding occurred during wet period.

Shells were partially broken, fragmented
and hydraulically sorted, and shell deposits
formed as lenses(20~30cm in length,
5~10cm in thickness).

Shell deposits experienced calcareous
pedogenesis and were fossilized.

Shell deposits experienced calcareous
pedogenesis and were fossilized.

Type 1 shell deposit

Type 2 shell deposit

Type 3 shell deposit

Gastropods & some bivalves inhabited
floodplain lake.

Sheet flooding occurred and shells were
buried in situ. 
Shell deposits formed as patches and beds.

Shell deposits experienced calcareous
pedogenesis and were fossilized.

Sandflat
Mudflat

Floodplain lake

Sandflat
Mudflat

Floodplain la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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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터멀지않은사질평원내지이질평원에죽은패각들이

퇴적되어 화석화된 것으로 해석된다. 유형 1 패각화석층

에 우상 내지 파상을 보이는 패각화석엽층이 1 내지 2회

수반되어있음은퇴적된패각화석들이파랑에의해재동

작용을받았음을지시해준다. 

층상으로발달한유형1 패각화석층과는달리유형2의

패각화석층은 세립 사암 내에 렌즈상으로 발달되어 있

으며, 복족류패각화석들은유형1보다완형으로보존된

패각의 양이 적고, 패각편들이 함께 보존되어 있으며,

패각표면의나선형줄혹은종축방향의rib이전반적으로

마모되어 있다. 이와 함께 다수의 이매패 화석이 복족류

패각화석과 함께 퇴적되어 있으며 하위퇴적층 기원의

인트라클라스트들이 함유되어 있다. 이와 같은 유형 2

패각화석층의특성은유형2 또한제자리기원이아니라

사후에 유수에 의해 이동되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Johnson(1960)의모델Ⅱ에해당된다.@ 

유형 2 패각화석층 내 패각의 이동에는 퇴적 당시 이

지역에일어난강우에의해발생한기원지로부터의층상

범람과호수의범람이함께 향을미친것으로해석된다.

즉 얕은 호저 내지 이질평원 상에 서식하던 복족류들이

죽은후에, 호수의범람이일어나면서이들패각들이다른

장소에 서식하던 이매패류 패각들과 함께 호수 바깥쪽

으로이동되어, 층상범람에의해유입된사질퇴적물, 척추

동물 골편, 나무파편 등과 함께 층상범람과 호수범람의

에너지가 감쇄되면서(Smoot and Lowenstein, 1991) 퇴적

된것으로해석된다<그림3>.

2) 생물학적 요인

생물학적인요인에의한패각화석층의발달은두가지

경우가 있는데, 첫 번째는 패각을 지닌 생물체들이 서식

지에서무리지어사는특성이있을경우에형성될수있

으며, 두 번째는 패각을 이동시키는 새나 패각에 구멍을

뚫는 환형동물과 같은 다른 생물체들의 활동이 향을

끼쳐 형성될 수 있다(Kidwell, 1991; Ronald, 1999). 생물

학적 요인에 의해 형성된 패각화석층은 생교란작용을

받은흔적이관찰되고분급이불량하며, 일정한방향성이

나타나지 않는 특성이 있다.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패각

화석층형성에는퇴적학적요인이함께수반되기도하는데,

이럴 경우 생물학적 요인에 의한 화석화과정의 특성은

보존되기가어렵다(Anderson and Mcbride, 1996).

유형 3 패각화석층의 산출특성은 침식면이 발달되어

있지 않은 에너지가 낮은 환경에서 퇴적된 셰일질의 이

암에 발달되어 있으며, Brotiopsis wakinoensis 단일종의

복족류 패각화석만 산출하고, 대부분 패각이 완형으로

보존되어 있으며 다른 유형들에 비해 패각 표면의 마모

정도 또한 적고 패각의 방향성이 약하다는 것이다. 이와

같은 산출특성은 유형 3 패각화석층이 Johnson(1960)의

유형 I에 해당하며, 이 패각화석층의 형성에 생물학적

요인의 향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즉 유형 3의 패각화

석층은얕은호저에집단으로서식하던복족류들이죽은

후서식하던장소에대부분퇴적되어형성된것으로해석

된다<그림 3>. 그러나 일부 층준에서 매우 집된 패각

화석층이 나타나고 생교란 작용을 받은 흔적이 잘 관찰

되지 않음은 서식하던 장소에서 다소간의 재동이 일어

나는퇴적학적요인의 향이부분적으로있었음을의미

한다. 한편 유형 3 패각화석층이 셰일질의 이암층 내에

반복되어 산출되는 특성은 이 패각화석층이 충적평원상

에발달한얕은호수가비교적안정화된시기의산물임을

시사해준다.

@

고환경및층서적의미

하산동층의 전반적인 퇴적환경은 사행하천이 발달한

하성평원의 환경으로 해석되었으며(엄상호 외, 1983;

Choi, 1986), 당시의전반적인고기후는하산동층에흔히

발달되어 있는 석회질고토양과 버티졸고토양에 의해 건

기와 우기가 교호하는 아건조성의 기후로 해석되었다

(백인성·이용일, 1994; 백인성·김정률, 1995; 백인성,

1998; Paik and Lee, 1998; Lee, 1999). 

전술한바와같이연구지역의하산동층퇴적층은사질

평원, 이질평원, 천호저등으로구성된호수및호수주변

부환경에서쌓인퇴적층으로이루어있으며, 시간변화에

따라 일어난 호수환경의 발달과 소멸에 따른 퇴적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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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화가 나타난다. Kim et al.(2002)은 연구지역의 호수퇴

적층을 우각호 기원으로 해석한 바 있으나, 진주 유수리

지역의 하산동층 내에 발달한 우각호 기원의 호수 퇴적

층(백인성·이용일, 1994)에서와 같은 사행하천 기원의

하도사암층이 연구지역 호수퇴적층의 하위에 발달되어

있지않음은당시의호수가사행하천의유기에의한기원

이아님을지시해준다. 

반면에연구지역호수퇴적층의하위와상위에횡적으로

층의연장성이양호한회색질의파상층리가발달한중립

사암이퇴적되어있음은당시의호수가충적평원상에일

어난 대규모 범람으로부터 기원하 음을 시사해 준다.

즉사행하천기원의하도퇴적층과하도주변범람원퇴적

층의교호가지배하던하산동층퇴적시기의충적평원환경

에서 일시적인 강우량 증가에 따라 홍수가 발생하고

이후의대규모범람이충적평원상에일어나면서충적평

원의일부저지대지역에호수환경이형성되어연구지역

의호수퇴적층을형성시킨것으로해석된다. 

이와같이퇴적당시연구지역의충적평원상에는대규

모 범람이 발생하여 충적평원의 저지대에 사질평원,

이질평원, 천호저등의환경이형성되었을것이며, 이시기

에 호수 및 호수주변부에서 Brotiopsis wakinoensis가

번식하 고, 일정 기간 건기와 우기가 교호하면서 호수

의팽창과축소가반복됨에따라패각화석층이형성되었

을것이다. 이후점차강우량이감소하는건조한환경으로

바뀌면서 연구지역의 호수환경은 소멸되어 붉은색 퇴적

층을협재하는이전의충적평원환경으로변화된것으로

해석된다. 일시적인 대규모 범람에 의한 호수환경의 형

성과 이후의 건조한 시기의 발달은 연구지역 퇴적층의

하부에 우기 이후 등장한 기회주의 생물의 활동에 의한

생흔이 흔히 나타나며, 이후의 퇴적층에서 상부로 갈수

록 전반적으로 석회질이 풍부해지면서 석회질 단괴가

증가하고, 초기 토양화의 흔적이 나타나는 현상에 의해

뒷받침된다.

연구지역 퇴적층에서의 이와 같은 환경변화의 기록은

경상누층군 내에서 일어난 하산동층(하성평원)-진주층

(호수)-칠곡층(충적평원) 간의퇴적환경변화(Choi, 1985)

의 축소판이라 볼 수 있으며, 이와 같은 충적분지에서의

기후변화에 따라 충적퇴적층 내에 호수퇴적층이 협재

되는 특성은 호주의 신생대 Lake Eyre 분지의 퇴적층에

잘기록되어있다(Nanson et al., 2008). 

한편하산동층내에연구지역에서와같은층의횡적인

연장성이 양호한 붉은색층을 포함하지 않은 퇴적층이

수십 m 두께의 규모로 발달되어 있음은 암층서에 의한

하산동층의 층서대비에 추가적인 고찰이 필요함을 제시

해준다. 일반적으로하산동층은하위의낙동층및상위의

진주층과 붉은색층의 출현 및 소멸에 의해 하한 및 상한

이 설정되어 있다(장기홍, 1975; 엄상호 외, 1983). 이와

함께퇴적환경의특성에의한층서구분에있어서도하산

동층은 하성퇴적층으로 대표되는 지층이다(Choi, 1985).

하산동층 내에서도 하도의 유기에 따른 우각호 기원의

소규모 호수퇴적층이 수 m 두께의 규모로 나타나기도

하나(백인성·이용일, 1994), 이 경우 상하위의 붉은색

층을 협재한 하성퇴적층 발달에 의해 이 퇴적층을 하산

동층으로인식하는데에는어려움이없다. 

그러나연구지역에서와같은붉은색층을협재하지않은

호수퇴적층이 야외에서 수십 m 연속되어 나타날 경우,

주변의 다른 층서적 자료가 없다면 이 퇴적층을 암층서

에 의해 하산동층의 일부로 대비하는 데에는 어려움이

따르게 된다. 하산동층 내에 연구지역의 호수퇴적층과

유사한성격을띠는퇴적층은하동군진교면양포리지역

(이승수 외, 1990)과 사천시 서포면 내구리 지역(이융남,

2008)에도발달되어있다. 이들두지역의퇴적층에는연구

지역과마찬가지로붉은색층의협재가나타나지않으며,

Brotiopsis wakinoensis 패각화석층이 수매 발달되어

있다. 특히 양포리 지역의 경우에는 천호기원의 스트로

마톨라이트가 수반되어 있으며 파랑연흔이 잘 발달되어

있어, 외견상하산동층상위의지층인진주층의퇴적층과

유사한양상을보인다. 

이처럼 붉은색층을 빈번히 협재하는 충적퇴적층으로

대표되는 지층 내에 층의 횡적인 연장성이 양호한 천호

기원의퇴적층이붉은색층을협재하지않은채발달되어

있는 경우는 사천시 신수도 지역의 함안층 상부에서도

나타난다(소윤환 외, 2007). 이 경우 천호퇴적층의 층서

대비는 이 퇴적층 상위에 오는 함안층 상부의 열쇠층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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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산동응회암의 발달에 의해 확인된다. 그러나 하산동

층의경우에는특별한열쇠층이설정되어있지않음으로

연구지역에서와같은수십m 두께의붉은색층을협재하

지않은천호퇴적층에대해서는새로운암층서의설정이

필요할것으로여겨진다.

연구지역과양포리및내구리지역의천호퇴적층이층

서적으로동일한층준에발달되어있는지의여부는야외

노두의 단속적인 발달에 의해 분명치 않으나, 이들 퇴적

층의지표상에서의공간적인분포위치와퇴적층의주향

으로미루어이들퇴적층은대략적으로하산동층의중부에

해당된다. 이는 하산동층의 퇴적기간 동안에 강우량이

광역적으로 증가하는 상대적으로 습윤한 기후가 단기간

발달하여충적평원상에소규모의얕은호수가국부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시사해 준다. 따라서 이들 퇴적층을 하나

로 묶어 하산동층 내의 층원(Member)으로 설정하거나,

각각을 하산동층 내에 속하는 독립된 렌즈층(lens)으로

설정할필요성이있다. 이중어떠한경우라도이지층의

암층서적 하한과 상한은 각각 붉은색층의 소멸과 출현

으로설정될수있으며, 암상의내부적특성은복족류패각

화석층의 발달로 설정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들

지층에 대한 공식적인 지층구분과 지층명 부여는 이들

퇴적층의공간적인분포특성이보다구체적으로확인된

후에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지질유산으로서의중요성

전술한 바와 같이 경상누층군의 하산동층에서는 다양

한 화석이 보고됨에 따라 하산동층은 백악기 당시 한반

도자연환경의이해에매우귀중한자연사기록들이산출

되는지층으로알려져있다. 이에따라경남진주시나동

면 유수리 지역의 하산동층 분포지는 백악기 당시의 고

생태및고환경을이해하는데에유용한자연사기록들이

다양하게보존되어있음을바탕으로천연기념물제390호

로지정되어있으며, 경남하동군중평리의장구섬의하산

동층분포지는보존상태가양호한다량의중생대백악기

이매패류화석을 비롯하여 악어의 두개골 화석, 오리

주둥이공룡의이빨화석, 거북의배갑화석등이산출됨에

따라천연기념물제477호로지정되어있다. 

이 연구에서 조사된 하산동층의 복족류 패각화석층은

천연기념물지정이예고된바있는하동군진교면양포리

발꾸미마을에분포하는복족류패각화석층과함께한반

도공룡시대의귀중한자연사기록중하나로서, 백악기의

고지형, 고생태, 고기후등의고환경을이해하는데에매우

유용한기록이다. 즉이복족류패각화석층의기록을통해

한반도공룡시대의초기당시의지형적분포특성과기후

의 변화특성이 이해될 수 있다. 이와 함께 다량의 복족

류가 특정 층준에 집단으로 화석화된 현상은 특정 생물

의 다량 몰사의 기록으로 공룡시대 당시의 특정한 자연

환경 변화와 이에 따른 육성생태계 변화의 특성을 이해

하는데에유용한자료가될수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의 복족류 패각화석층은 향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발꾸미마을에 분포하는 복족류 패각화석

층을 비롯한 국내 백악기 연체동물 화석층의 지질유산

으로서의 가치분석에 유용한 바탕자료가 될 수 있을 것

임은 물론, 청소년 및 일반인들에게 한반도 공룡시대의

자연환경과변화특성을현장에서체험하고이해할수있

는 실질적인 자연사자료로 활용될 수 있을 것이다. 이와

함께이연구에서분석된복족류패각화석층의산출특성

은 백악기 지층을 대상으로 한 각종 토목공사 시 수행

되는 환경 향평가 및 매장문화재조사의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결론

1. 경상남도 하동군 금남면 대송리 환치마을 해안에

발달된 하산동층의 퇴적층은 하산동층의 일반적인 암질

특성과는 달리, 붉은색층을 협재하지 않고 층의 횡적인

연장성이양호한회색질우세의퇴적층으로구성되어있

으며, 퇴적층 내에 복족류 패각화석층이 반복되어 산출

됨이특징이다. 

2. 이지역의퇴적층은암질및퇴적구조를바탕으로7개

의퇴적상, 즉파상층리의중립사암, 점이층리가발달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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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립사암, 판상내지사엽층리가발달된세립사암, 교란

된 실트질 이암, 석회질의 사질 내지 실트질 이암, 엽층

내지 매우 얇은 층으로 발달한 세립 사암 내지 실트스톤

과이암의호층및석회질의셰일질실트질이암으로구분

되었으며, 이들 퇴적상은 대규모 범람에 의해 충적평원

내에얕은호수가형성되고이후소멸해가는과정을통해

형성된 것으로서, 호수주변의 사질평원 내지 이질평원

에서천호저에이르는환경으로해석된다.

3.연구지역에 발달된 패각화석층은 Brotiopsis

wakinoensis단일종만이집중되어나타나는특성을보이

는데, 이는 현생 Brotia 속의 배타적인 생태적 특징을

고려할 때, Brotiopsis 속의 서식특성에 기인한 것으로

여겨진다.@ 

4. 연구지역 패각화석층은 퇴적상과 패각화석층의

산출특성을기준으로3가지유형으로분류되었으며, 이중

유형 1과 2는 이들이 서식하던 천호저 환경에서 사후에

층상범람 및 호수의 범람에 의해 이질평원 내지 사질

평원으로재동되어화석화된것이며, 유형3은충적평원

상에발달한얕은호수가비교적안정화된시기에호저에

집단으로서식하던복족류들이죽은후서식하던장소에

대부분퇴적되어형성된것으로해석된다. 

5. 연구지역 호수퇴적층의 발달은 사행하천 기원의

하도퇴적층과 하도 주변 범람원퇴적층의 교호가 지배

하던 하산동층 퇴적시기의 충적평원 환경에서 일시적인

강우량증가에따라홍수가발생하고이후의대규모범람

이충적평원상에일어나면서충적평원의일부저지대지

역에 호수환경이 형성되어 이루어진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같은환경변화의기록은경상누층군내에서일어난

하산동층(하성평원)-진주층(호수)-칠곡층(충적평원)

간의퇴적환경변화의축소판으로여겨진다.

6. 하산동층 내에 연구지역에서와 같은 붉은색층을

포함하지 않고, 층의 횡적인 연장성이 양호하며, 복족류

패각화석층이 집된호수기원의퇴적층이수십m 두께의

규모로 유사한 층준에 걸쳐 여러 지역에 발달되어 있음

은암층서에의한하산동층의층서대비에추가적인설정

이필요함을제시해준다. 즉이들퇴적층을하나로묶어

하산동층 내의 층원(Member)으로 설정하거나, 각각을

하산동층 내에 속하는 독립된 렌즈층(lens)으로 설정할

필요성이있으나, 이들지층에대한공식적인지층구분과

지층명부여는이들퇴적층의공간적인분포특성이보다

구체적으로확인된후에이루어질수있을것이다. 

7. 연구지역 하산동층의 복족류 패각화석층은 우리

나라백악기초기의고환경을이해하는데에귀중한자연

사기록으로서, 향후 하동군 진교면 양포리 발꾸미마을

에분포하는하산동층복족류패각화석층을비롯한국내

백악기 연체동물 화석층의 지질유산으로서의 가치분석

에유용한바탕자료가될수있음은물론, 청소년및일반

인들에게 한반도 공룡시대의 자연환경과 변화특성을

현장에서체험하고이해할수있는실질적인자연사자료

로활용될수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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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Paleoenvironments of the shell deposit-bearing sequence in the Hasandong Formation at Daesong-ri area, Hadong-
gun, Korea, are interpreted on the basis of sedimentary facies and taphonomy of the shell deposits, with a discussion of
their stratigraphic implications. A shell deposit-bearing sequence without reddish beds is mostly grayish, and the
bedding is laterally extensive. These deposits are interpreted to have been formed in sandflats, mudflats, and shallow
lakes generated by flooding on an alluvial plain. The shell deposits are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e
occurrence, and the concentration of a single species of Brotiopsis wakinoensis in the shell deposits is deemed to have
been attributed to the exclusive inhabitation of the genus Brotiopsis. Type 1 and 2 shell deposits are interpreted to have
been fossilized in sandflats and mudflats after death in their habitat of shallow lakes and subsequent transformation by
sheetflooding and lake flooding. Type 3 shell deposits are interpreted to have been fossilized in their habitat of shallow
lakes during a stabilized period of lake development. The development of the shell deposit-bearing lacustrine sequence
in a few tens of meters in thickness in the Hasandong Formation of fluvial deposits is compared to the shift of
depositional environments from the Hasandong Formation (fluvial deposits) through the Jinju Formation (lacustrine
deposits) to the Chilgok Formation (alluvial plain deposits), which suggests that additional lithostratigraphic
classification is needed in the Hasandong Formation. The shell deposits at the study area can provide valuable data to
understanding the paleoenvironments during the Early Cretaceous Period of Korea, and should give basic data to
evaluate the value of the Cretaceous mollusc deposits in Korea as a geological heritage. 

Key Words_Hasandong Formation, Shell Deposits, Brotiopsis Wakinoensis, Lacustrine Deposits, Paleoenvironments,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Hadong-gun, Geological Herit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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