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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obonaro mélange is one of the youngest syn-collisional mélanges, located between the Indo-Australian and

Eurasian plates. The mélange has formed in association with a collision between the Australian continental margin

and the Banda arc initiated in Neogene. The Suai area at the southern part of Timor is a good place to examine the

genetic relationship between the mélange and other rock sequences because various tectonostratigraphic units coex-

ist in the area. In this study, we present the structural characteristics and spatial distribution of the Bobonaro

mélange investigated as a part of 1:25K scale geologic mapping in the area, and discuss on the origin of the

mélange. The Bobonaro mélange in the Suai area is composed of unmetamorphosed clay matrix and blocks of vari-

ous lithologies. The clay matrix mainly is reddish brown or greenish gray in colour, and has scaly texture. Most

blocks are allochthonous, but mostly derived from nearby formations. Based on the internal structure and relation-

ship with surrounding rocks, the Bobonaro mélange is genetically classified into 1) diapiric mélange; 2) tectonic

mélange; and 3) broken formation. The spatial distribution of the Bobonaro mélange indicates that it intruded all

pre-collisional units including the lower Australian continental margin unit(Gondwana megasequence) and the

Banda arc unit. Taking the field evidences and previous genetic models into consideration, the Bobonaro mélange is

interpreted to be mainly formed as a diapiric mélange originated from Gondwana megasequence, consistently

effected by faulting events. This study reflects that diapiric mélange is a significant component in recent accre-

tionay-collision belts. It suggests that diapiric process should be considered as a main genetic factor even in ancient

mél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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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보나로 멜란지는 인도-호주판과 유라시아판의 경계부에 위치한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충돌 동시성 멜란지 중 하

나이다. 이 멜란지는 신제3기에 시작된 호주 대륙의 연변부와 반다 호와의 충돌로 인해 형성되었으며, 티모르섬의 전

역에 걸쳐 분포한다. 티모르섬 남부 수아이 지역은 호주 대륙 기원 암체, 반다 호 기원 암체, 충돌 동시성 보보나로

멜란지, 그리고 충돌 동시성 퇴적층까지 다양한 지층들이 분포하고 있어, 멜란지와 다른 지구조 단위의 기원적 상관

관계를 파악하는데 적합한 지역이다. 본 연구에서는 수아이 지역에서 수행한 1:25,000 규모의 정밀 지질조사 결과를

토대로 보보나로 멜란지의 내부 구조적 특성 및 공간적 분포 양상을 제시하고 그 기원에 대해 토의한다. 수아이 지역

에 분포하는 보보나로 멜란지는 주로 적갈색 및 녹회색을 띠며 변성작용을 받지 않은 비늘모양 점토 기질과 대부분

인접한 지역의 지층들에서 유래한 다양한 종류의 암편들로 구성된다. 주변암과의 관계가 비교적 명확한 멜란지 노두

에서 인지되는 내부 구조적 특징은 보보나로 멜란지가 ‘다이아피릭 멜란지’, ‘지구조 멜란지’ 그리고 혼합 과정 없이

지층교란에 의해 형성된 ‘깨진 지층’으로 구성됨을 지시한다. 또한 공간적 분포 특성은 보보나로 멜란지가 호주 대륙

기원 암체 하부의 곤드와나 대지층군과 더불어 이를 충상하는 반다 호 기원 지층들까지 모두 절단하며 관입하고 있

음을 나타낸다. 연구지역에서 파악되는 노두 규모의 내부 구조적 특징 및 광역적 분포 특성을 기존에 제시된 멜란지

형성 모델들과 결부하여 고려하였을 때, 보보나로 멜란지는 대부분 곤드와나 대지층군으로부터 점토물질이 유래한 다

*Corresponding author: sipark@kigam.re.kr



2 박승익·고희재·김성원·김유홍

이아피릭 멜란지로 형성되었으며 멜란지의 형성 및 진화에 단층활동이 지속적으로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는 현생 부가체-충돌대에서 다이아피릭 멜란지가 주요한 구성 요소임을 잘 보여준다. 이는 오래된 부가체-

충돌대에 발달하는 멜란지의 기원을 해석함에 있어서도 다이아피릭 프로세스를 주요한 인자로 고려해야함을 지시한다.

주요어 : 호-대륙 충돌, 티모르섬, 보보나로 멜란지, 다이아피릭 멜란지

1. 서 언

‘멜란지(mélange)’는 다양하고 이질적인 물질들이 기

질 내에 암편으로 존재하는 독특한 암체를 지시하는

용어로써, ‘혼합하다’를 의미하는 프랑스어 ‘mêler’에서

유래하였다. Greenly(1919)가 영국 앵글시(Anglesey)에

서 멜란지를 최초로 기술한 이후 이 용어는 세계 곳곳

에서 기원을 유추하기 어려운 암체들을 지칭하기 위해

사용되었다. 이들의 대부분은 판의 수렴 경계부에서 형

성된 것으로 간주되지만(e.g. Hsü, 1968; Raymond,

1975, 1984; Aalto, 1981; Cloos, 1982; Cowan,

1985; Barber et al., 1986; Lash, 1987; Kimura

and Mukai, 1991; Kusky et al., 1997; Festa et

al., 2010, 2012), 변환단층으로 특징지어지는 보존 경

계부와 판의 내부에서도 다양한 과정을 통해 발생될

수 있음이 보고되었다(e.g. Saleeby, 1984; Dilek,

1989; Festa et al., 2010). 멜란지가 형성될 수 있는

지구조 환경 및 각 환경 별 멜란지 특성은 Festa et

al.(2010, 2012)에 의해 정리되어 제시된 바 있다.

멜란지는 일반적으로 1) 퇴적 프로세스(sedimentary

process); 2) 지구조적 프로세스(tectonic process); 그

리고 3) 다이아피릭 프로세스(diapiric process)에 의해

형성된다(e.g. Hsü, 1968; Aalto, 1981; Cowan,

1985; Orange, 1990; Barber, 2013: Fig. 1). 퇴적

프로세스는 사면의 불안정성에 의해 야기된 사태 혹은

붕락에 의해 지층이 이동·교란·혼합되는 과정을 지

시한다. 퇴적 프로세스에 의해 형성된 멜란지는 올리

스토스트롬(olistostrome)으로 표현되기도 한다(e.g.

Brandon, 1989; Festa et al., 2012). 지구조적 프로세

스는 지구조적 응력에 기인한 대규모 전단 변형 작용(

단층 작용)에 의해 지층이 교란되고 혼합되는 과정을

의미하며, 다이아피릭 프로세스는 빠른 퇴적율, 구조적

인 적층(stacking) 등에 의해 야기되는 과중압력

(overpressure)으로 인하여 퇴적층이 다이아퍼(diapir)

형태로 교란되어 상승하고 혼합되는 과정을 지시한다.

상술한 기작들은 상호 밀접한 연관성을 가지고 있어

Fig. 1. Conceptual cross-section of an accretionary prism showing various types of mélange generated by 1) gravity sliding

and slumping(sedimentary process), 2) thrust stacking(tectonic process) and 3) overpressure-induced mobilization(diapiric

process). After Cowan(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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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이 지남에 따라 하나의 기작이 다른 기작의 발생

을 야기할 수 있다. 이렇듯 멜란지가 진화하는 과정에

서 여러 기작들이 중첩되어 작용할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멜란지의 형성을 단일 기작으로 설명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다(e.g. Festa et al., 2010, 2012; Codegone

et al., 2012). 

인도네시아 동부와 호주대륙의 사이에 위치하고 있

는 티모르섬은 세계적으로 가장 젊은 멜란지 암체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는 매우 독특한 지역이다(Figs. 2

and 3). 이 멜란지 암체는 보보나로 비늘모양 점토

(Bobonaro scaly clay: Audley-Charles, 1965, 1968;

Barber et al., 1986; Barber, 2013), 보보나로 복합체

(Bobonaro complex: Rosidi et al., 1981; Charlton

et al., 1991), 보보나로 멜란지(Bobonaro mélange:

Harris et al., 1998; Harris and Long, 2000), 반다

멜란지(Banda mélange: Harris, 2011) 등으로 기재되

어 왔으며, 신제3기에 시작된 유라시아판의 반다 호

(Banda arc)와 인도-호주판의 대륙 연변부와의 충돌과

관련되어 형성된 충돌 동시성 멜란지(syn-collisional

mélange)로 간주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멜란지

암체를 지칭하기 위해 전형적인 노두가 노출되어 있는

보보나로 마을의 이름과 암체 내부의 구조적 특성을

고려하여 Harris et al.(1998)에 의해 명명된 ‘보보나

로 멜란지’를 사용하기로 한다. 보보나로 멜란지는 최

초에 해저 사태에 의한 올리스토스트롬(olistostrome),

즉 퇴적 기원 멜란지(sedimentary mélange)로 해석되

었지만(Audley-Charles, 1965, 1968; Hutchison, 2007),

이후 지구조 멜란지(tectonic mélange) 혹은 다이아피

릭 멜란지(diapiric mélange)로 재해석되어(Hamilton,

1979; Barber et al., 1986; Harris et al., 1998;

Harris, 2011; Barber, 2013) 기원에 대한 논란이 계

속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티모르섬 남부 수아이 지역에서 수행

한 1:25,000 규모의 정밀 지질조사를 토대로 보보나로

멜란지의 산상(기질부의 색과 내부 구조, 함유된 암편

의 모양과 종류 등) 및 주변암과의 관계를 파악하였으

며,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멜란지의 기원 및 형성 기

작에 대해 논의하고자 한다.

2. 지구조 환경 및 지질 개요

유라시아판, 인도-호주판, 태평양판 그리고 필리핀판

의 상호 작용은 판의 교차부에 해당하는 인도네시아

동부에 약 180° 휘어져 발달하는 독특한 형태의 호상

열도를 발달시켰다(Fig. 2). 반다 호(Banda arc)라 불

리는 이 호상열도는 크게 비화산성 외부 호(non-

volcanic outer arc)와 화산성 내부 호(volcanic inner

arc)로 나뉘며, 티모르섬은 비화산성 외부 반다 호의 남

동부에 위치한다(Fig. 2). 티모르섬은 북북동 방향으로

이동하던 호주 대륙의 북서 외연부가 반다 호와 충돌

하여 발달하였다(Hall, 2002; Keep and Haig, 2010;

Sandiford, 2010; Harris, 2006, 2011). 충돌이 시작된

정확한 시기에 대해서는 아직 이견이 존재하나(e.g.

Harris, 1991, 2011; Hall, 2002; Audley-Charles,

2004; Keep and Haig, 2010), 최근 동티모르에서 보

고된 종합적인 생층서 자료에 따르면(Keep and Haig,

2010), 약 9.8 Ma - 5.5 Ma에 충돌이 시작되었으며

섬이 해수면 위로 융기된 시기는 약 3 Ma 이다. 이는

티모르섬이 대만과 함께 세계에서 가장 젊은 호-대륙

충돌대라는 것을 의미한다(Brown et al., 2011).

티모르섬은 호-대륙 충돌 이전에 형성된 호주 대륙

기원 암층(Australian continental margin unit)과 반

다 호 기원 암층(Banda arc unit), 충돌이 시작된 이

후에 형성된 충돌 동시성 멜란지(보보나로 멜란지)와

충돌 동시성 퇴적암층(Synorogenic deposit)을 포함하

는 네 개의 지구조층서 단위(tectonostratigraphic unit)

로 구분된다(Figs. 3 and 4). 이들은 곤드와나 대륙의

분열 및 확장과 더불어 섭입, 충돌, 그리고 융기에 이

르는 일련의 복잡한 지구조 운동의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다.

호주 대륙 기원 암층은 쥬라기 곤드와나 초대륙의

분열을 기준으로 곤드와나 대지층군(Gondwana mega-

sequence)과 호주 대륙 연변부 대지층군(Australian

Fig. 2. Index map around eastern Indonesia showing the

location of Timor. modified from Kaneko et al.(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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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ssive continental margin megasequence)으로 나뉜

다(Fig. 4). 곤드와나 대지층군은 페름기-쥬라기 크레이

톤 내부 분지(intracratonic basin)에 분출·퇴적된 화

산암 및 퇴적암으로 이루어져 있다(Audley-Charles,

1968; Charlton et al., 2002, 2009). 호주 대륙 연변

부 대지층군은 주로 쥬라기 대륙 분열 이후 신제3기까

지 퇴적된 이회암 및 탄산염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이는 곤드와나 대지층군을 부정합으로 피복한다(von

Rad and Exon, 1983; Charlton, 1989). 한편 구조적

으로 호주 대륙 기원 암층의 상위에 놓이는 반다 호

기원 암층(Fig. 4)은 대 인도네시아 호 시스템(Great

Indonesian Arc system)의 일부로 형성되었다. 이들은

주로 현무암 혹은 현무암질 안산암 성분의 변성화산암

류와 화산쇄설암 및 이질암 기원의 변성퇴적암류로 이

루어져 있으며(Charlton, 2002; Kaneko et al., 2007;

Harris, 2006, 2011; Standley and Harris, 2009),

그 상부에는 백악기-신제3기의 비변성 퇴적암 및 화산

암이 놓인다(Harris, 2006). 

충돌 동시성 보보나로 멜란지는 티모르섬 전역에 광

범위하게 분포한다(Barber et al., 1986; Harris et

al., 1998; Harris, 2011; Barber, 2013). 이 암체는

윤이 나는 면들(polished surfaces)이 조밀하게 중첩되

어 있는 비늘모양 점토(scaly clay) 내에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암편들이 함유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호주 대륙 기원 암층, 반다 호 기원 암층, 보보나로

멜란지는 충돌 동시성 퇴적암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피

복되어 있다. 이 퇴적암층은 원양성 초크 및 탄산염암,

저탁류 사암, 산호초 석회암, 충적 자갈층 등으로 구성

되며(Audley-Charles, 1968; Haig and McCartain,

2007; Roosmawati and Harris, 2009), 이러한 퇴적

상의 변화는 해양환경에서 육상환경으로 전이되는 티

Fig. 3. Generalized geological map of Timor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The island is composed of four

tectonostratigraphic units(Australian continental margin unit, Banda arc unit, collision-related mélange and synorogenic

deposit). Modified from Harris(2011).

Fig. 4. Generalized stratigraphic sequence of Timor.

Modified from Keep and Haig(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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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섬의 융기사를 반영한다. 

연구지역인 티모르섬 남부 수아이 지역은 반다 호

기원 암체가 분포하는 전대륙(foreland)의 최전면부에

해당하며(Fig. 3), 상술한 각 지구조층서 단위에 해당하

는 다양한 지층들로 구성된다(KIGAM, 2013; Fig. 5).

반다 호 기원의 암층으로는 쥬라기~신제3기에 형성된

포호렘층(Fohorem Formation), 바이에르층(Baer For-

mation) 및 캐블락 석회암(Cablac Limestone)이 분포

하며, 이들은 호주 대륙 기원의 암층에 해당하는 페름

기~신제3기 모비세층(Maubisse Formation), 아이투투

층(Aitutu Formation), 바불루층(Babulu Formation),

마코콘층(Makokon Formation)의 구조적 상부에 분포

한다. 연구 대상인 보보나로 멜란지는 전술한 반다 호

기원 암체와 호주 대륙 기원 암체의 경계부에 넓게 분

포하는 것이 특징이다(Fig. 5). 마지막으로 연구 지역

내에는 충돌 동시성 퇴적층에 해당하는 신제3기~제4

기 바우카우층(Baucau Formation)과 비케케층(Viqueque

Formation)이 국부적으로 발달한다. 이 지층들은 렌즈

형태의 분포를 보이며(Fig. 5), 보보나로 멜란지의 상위

에 부정합적으로 놓인다. Table 1은 각 지층을 구성하

는 대표 암종을 요약하여 나타낸 것이다.

호주 대륙 기원 암층 내에는 북북동-남남서~동북동

Table 1. Brief descriptions for the formations in the study area. After KIGAM(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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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서 방향의 드러스트 및 이에 수반된 습곡들이 잘

발달한다(KIGAM, 2013; Fig. 5). 이들은 신제3기에

시작된 호-대륙 충돌로 인하여 형성된 전대륙 습곡-드

러스트대(foreland fold-thrust belt)의 일부이며(Kaneko

et al., 2007), 지질도 규모의 드러스트는 대부분 아이

투투층의 석회암과 바불루층의 쇄설성암의 반복에 의

해 인지된다. 한편 반다 호 기원의 지층들은 주로 괴

상을 보이기 때문에 내부에 드러스트 및 습곡이 잘 인

지되지 않는다.

3. 멜란지의 정의 및 범주

판구조론의 도입 이후 멜란지의 기원과 형성과정에

대한 개념이 진화함에 따라 용어의 정의 및 사용 범위

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제시되어 왔다(Festa et al.,

2010, 2012 and references therein). 즉 암편 및 기

질의 종류와 기원, 암체의 형성 기작, 물질의 혼합 정

도 등을 포함한 다양한 기준에 의해 용어가 정의되어

왔으며, 이로 인해 연구자들 사이에 용어사용의 일관

성이 유지되기 어려운 것이 사실이다. 본 연구에서 사

용하는 ‘멜란지’는 기원과는 무관한 기술적인 용어

(descriptive term)로 1) 층서적으로 일관성이 결여되고,

2) 세립질의 기질 내에 다양한 종류의 외래(exotic) 혹

은 자생(native)의 암편들이 포함되어 있으며, 3) 지질

도상에서 분대 가능한 규모의 암체를 지칭한다. 또한

혼합 과정 없이 지층 교란(stratal disruption)에 의해

형성되며 구성 암편이 단일 지층에서 유래하는 소위

‘깨진 지층’(broken formation: Hsü, 1968; Raymond,

1984; Festa et al., 2010, 2012) 역시 멜란지의 범주

내에 포함시켰다. 이러한 기준들은 Cowan(1985)의 분

류 기준과 유사하다.

4. 보보나로 멜란지의 일반적 야외 산상

4.1. 지형

보보나로 멜란지가 분포하고 있는 지역은 1) 완만한

지형에, 2) 지표는 뿌리가 얕은 잔디로 덮여있으며, 3)

풍화에 강한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암편들이 불규칙

하게 널려있는 독특한 지형 및 식생 특성을 가진다

(Fig. 6a). 이러한 특성은 점토 기질의 취약한 배수 및

통기 능력과 더불어 암편에 비해 기질이 선택적으로

빠르게 침식되는 특성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좁

은 계곡부, 산사태 사면, 인공 도로 사면을 제외하고는

신선한 멜란지 노두를 찾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보보

나로 멜란지 분포 지역을 파악하기 위한 기준으로 이

러한 특성을 유용하게 활용할 수 있다. 같은 맥락으로

작은 연못의 발달 혹은 포행(creep)의 영향으로 지표에

점토물질이 국부적으로 노출되는 경우(Fig. 6b) 역시

멜란지 분포의 지시자로서 고려할 수 있다. 그러나 일

부 붕적층의 경우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지형 및 식생

의 특징이 전술한 특징들과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이

들을 지시 인자로 활용하여 멜란지의 분포 지역을 결

정할 때 잘못된 결과가 도출되지 않도록 주의를 기울

여야 한다. 

4.2. 기질 및 암편 특성

보보나로 멜란지는 크게 1) 비변성 점토 기질과 2)

다양한 크기 및 종류의 암편으로 구성된다. 각 구성요

소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보보나로 멜란지의 점토 기질 내에는 대부분 비늘모

양의 면구조(scaly fabric)가 발달하며, 면구조상에는 물

질이동을 지시하는 선구조(striation)가 관찰된다(Figs. 7a

and 7b). 이것이 본 암체가 일부 연구자들(Audley-

Charles, 1965, 1968; Barber et al., 1986; Barber,

2013)에 의해 보보나로 비늘모양 점토(Bobonaro scaly

clay)로 묘사된 이유이다. 이러한 비늘모양 구조는 한

때 특정 멜란지 형성 기작(퇴적 프로세스, 다이아피릭

프로세스)을 설명하기 위해 사용된 바 있다(Hamilton,

1979; Barber et al., 1986). 하지만 실제로 비늘모양

구조는 멜란지를 형성시키는 모든 기작(퇴적 프로세스,

지구조적 프로세스, 다이아피릭 프로세스)에 수반되는

전단변형으로 인해 형성될 수 있으며, 멜란지 형성 이

후 중첩되는 전단작용에 의해서도 형성될 수 있다

(Hsü, 1968; Boles and Landis, 1984; Williams et al.,

1984; Barber et al., 1986; Brandom, 1989; Orange,

1990; Harris et al., 1998; Kimura et al., 2012).

또한 비늘모양 구조의 발달이 반드시 전단변형 하에서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 실험적으로 밝혀진 바

가 있다(Yassir, 1989). 따라서 비늘모양 구조 자체는

멜란지의 형성 기작을 설명하기 위한 확실한 근거로서

활용될 수 없다.

일반적으로 보보나로 멜란지의 기질은 적갈색에서

녹회색을 띠며, 때로는 암회색, 회색, 황갈색을 보이기

도 한다. 곳에 따라 잡색의 얼룩덜룩한 색을 보이거나

색깔 띠를 형성하기도 한다. 이렇듯 기질의 다양한 색

은 멜란지의 형성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지층이 다양함

을 지시할 수 있다. 특징적인 것은 일부 지역에서는

점토 기질의 색이 주된 암편의 종류에 따라 변화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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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Fig. 8a)을 보여주는 반면, 이 상관관계가 성립하

지 않는 곳(Fig. 8b) 역시 존재한다는 것이다. 이러한

현상은 멜란지의 형성 기작 및 혼합 정도가 공간적으

로 상이함을 지시할 수 있다. 

한편 기질 내에 포함되어 있는 암편은 일반적으로

분급이 불량하며, 아원형에서 아각형의 형태를 보인다.

암편은 반다 호 기원 암층 및 호주 대륙 기원 암층에

해당하는 모든 지층에서 유래한다. 대부분의 암편은 연

구지역 내에 분포하는 지층들로부터 유래하는 반면, 적

색의 석회암이 특징적인 모비세층(Fig. 9)의 경우는 다

른 퇴적층과의 상호관계를 보이는 연속적인 노두 발달

없이 멜란지 내 암편으로만 분포하는 특성을 보인다.

모비세층 암편이 외래 암편으로서 혼합 과정 중에 먼

곳으로부터 이동되어 온 것인지, 혹은 멜란지 형성 과

정 중에 연구지역 모비세층이 모두 교란되어 암편으로

만 남은 것인지는 명확하지 않다. 보보나로 멜란지 내

에는 고온/고압 변성암편이 전혀 발견되지 않는다. 고

온/고압 변성암편의 부재와 멜란지 형성 기작과의 상

관관계는 이후 상세히 토의하도록 하겠다. 

암편의 크기는 대부분 수 센티미터에서 수십 미터까

지 다양하며(Figs. 6a and 10), 지질도에서 인지될 수

있는 최대 수백 미터에 이르는 거대 암괴도 곳에 따라

존재한다(Fig. 5). 특징적으로 단위층 두께가 두껍거나

괴상인 지층들에서 유래한 암편의 크기가 층리 간격이

작은 지층들에서 유래한 것들에 비해 비교적 큰 경향

을 보인다. 이러한 양상은 지층 내에 발달하는 단열의

간격과 무관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지층 내에 발달

하는 단열의 간격이 해당 층준의 두께(bed thickness)

와 비례한다는 사실은 그동안 여러 이론적, 해석적 접

근을 통해 밝혀져 왔다(Hobbs, 1967; Narr and

Fig. 7. (a) Scaly fabric in the clay matrix of the Bobonaro mélange. (b) Polished surface of scaly fabric with striation.

Fig. 6. (a) Typical landscapes of the mélange region. The rolling ground covered with glass is littered with a variety of

resistant blocks. (b) Sporadic exposure of clay matrix due to soil creep in the mélange reg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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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uppe, 1991; Gross, 1993; Bai and Pollard, 2000;

Bai et al., 2000). 즉 단위층이 두꺼운 지층일수록 층

리와 단열로 구획되는 암편이 더욱 크게 형성될 수 있

는 것이다. 

암편과 기질의 비율은 곳에 따라 변화가 심하다. 신

선한 멜란지 노두의 제한적 노출로 인하여 비록 정량

적인 분석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대부분 점토 기

질로만 이루어진 곳에서부터 암편의 비율이 상당히 높

은 곳(대략 40% 이상)까지 다양하게 존재한다. Harris

et al.(1998)은 서티모르 지역에서의 지질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점토 기질과 암편의 비율이 멜란지 형성 기

작과 관련 있다고 제안한 바 있다. 즉 대부분 점토 기

질로 이루어진 멜란지의 경우 다이아피릭 프로세스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한 반면, 암편과 기질이 섞

여 있는 경우 섭입대에서 발생하는 채널 플로우

(subduction channel flow)에 의한 지구조 멜란지로

해석한 것이다. 그러나 연구지역 내에서 암편/기질 비

율과 형성 기작의 상관관계를 파악할 수 있는 증거는

발견되지 않는다.

Fig. 8. (a) An example revealing close relationship between the matrix color and type of entrained blocks. The outcrop is

clearly divided into two zones: 1) a reddish brown clay matrix zone mainly with reddish limestone blocks, 2) a gray clay

matrix zone mainly with light gray calcilutite and brownish sandstone blocks. The reddish limestone is a typical lithologic

component of the Maubisse Formation, while the calcilutite and sandstone are typical of the Aitutu and Babulu Formations,

respectively. (b) An example showing irrelevance of the matrix color to the type of blocks. The volcanic and limestone

blocks seem to have been derived from the Fohorem Formation and the Cablac Limestone, respectively, from where reddish

brown clay materials could either seldom or never be supplied.

Fig. 9. Photograph of fossil-rich reddish limestone which

is a typical lithologic component of the Maubisse Formation.

The limestone abundantly contains brachiopods, bryozoans

and crinoids. This kind of limestone only occurs as blocks

in the Bobonaro mélange.

Fig. 10. Photograph showing a large limestone block that

is approximately several tens of meters acro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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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보보나로 멜란지의 기원적 분류

연구지역 보보나로 멜란지의 기원을 노두 규모에서

체계적으로 구분하고 공간적으로 도시하기는 매우 어

렵다. 이는 연구지역에서 교란 받지 않은 신선한 멜란

지 노두를 관찰하기가 어렵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이

러한 노두를 관찰한다고 하더라도 그 기원을 해석하기

가 용이하지 않기 때문이다. 멜란지의 형성 기작에 따

라 나타나는 일부 특성들이 구분 기준으로 제시되기도

하였으나(e.g. Barber et al., 1986; Orange, 1990),

여러 프로세스가 중첩되어 작용하거나 후기에 중첩된

사건이 고유한 내부 구조를 변화시키고 지워버릴 경우

(Festa et al., 2010, 2012; Barber, 2013)에는 이러한

구분 기준들을 활용할 수 없게 된다. 그러나 멜란지의

내부 구조와 더불어 주변암과의 관계가 인지되는 노두

에 한해서는 그 기원에 대한 비교적 명확한 해석이 가

능하다. 

연구지역에 대한 상세 지표조사 결과는 다이아피릭

멜란지와 지구조 멜란지의 구분이 가능함을 보여준다.

다이아피릭 멜란지는 주변암의 층리, 엽리, 드러스트

등과 같은 구조요소들을 절단하며 관입하는 접촉관계

를 보인다(Figs. 11a and 11b). 다이아피릭 멜란지 내

에 분포하는 암편의 경우 대부분 아각형~각형의 형태

를 가지며, 장축의 방향이 불규칙한 것이 특징이다. 지

구조 멜란지(tectonic mélange)는 층서적 관계를 바탕

으로 드러스트가 명확하게 정의되는 곳 주변에서 주로

관찰되며(Figs. 11c), 단층의 주변 지층에서 유래한 암

편들이 혼합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암편의 형태는

아각형에서 아원형을 이루며, 다이아피릭 멜란지에서와

는 달리 장축의 방향이 일정하다(Figs. 11d). 전단변형

의 차이, 암편의 물성 등에 따라 암편 장·단축 비율

이 변화하는 형태도 관찰되는데, 특히 강도가 약한

Fig. 11. (a) Schematic diagrams showing diapiric mélange-forming process. Modified from Orange(1990) and Yamamoto et

al.(2009). (b) Diapiric mélange outcrop discordantly intruding the Babulu Formation. (c) Schematic diagrams showing

tectonic mélange-forming process. Modified from Orange(1990) and Festa et al.(2012). (d) Tectonic mélange outcrop

located between the Babulu and Makokon Formations that are structurally juxtaposed. The mudstone blocks from the

Makokon Formation become assimilated into the matrix as the intensity of deformation increased.



티모르섬 충돌 동시성 멜란지의 산상 및 기원 11

(incompetent) 이질암편의 경우 전단변형이 집중되는

곳에서 심하게 늘어나고 결국 기질에 동화(assi-

milation)되는 특성을 보이기도 한다(Fig. 11d). 기술한

바와 같이 단일 프로세스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는

멜란지 노두가 인지되기는 하지만, 다이아피릭 프로세

스 및 지구조적 프로세스가 중첩되는 경우를 배제할

수 없기 때문에 노두의 연속성이 좋지 않은 경우 내부

구조(internal structure)만을 근거로 기원적 해석을 내

리기는 어렵다.

지구조 멜란지와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이지만 동일

퇴적층에서 유래한 기질과 암편으로만 이루어진 ‘깨진

지층’(broken formation) 역시 연구지역 내에서 인지된

다(Fig. 12). ‘깨진 지층’은 교란 받지 않은 퇴적층과

점진적인 관계를 가지는 것이 특징이며, 비교적 두꺼

운 이질암층이 발달하는 바불루층에서 주로 관찰된다.

6. 보보나로 멜란지의 광역적 분포 특성

지형·식생적인 특성 및 지표에 노출된 멜란지 노

두 관찰 결과를 바탕으로 보보나로 멜란지의 분포 영

역을 도시하여 본 결과 크게 두 가지의 주목할 만한

특징이 인지된다(Fig. 5). 첫 번째는 전체적인 멜란지

분포 양상이 불규칙하며, 독립적이고 고립된 분포 영

역을 보이는 곳이 종종 관찰된다는 것이다. 이러한 분

포는 반다 호 기원 암층과 호주 대륙 기원 암층 모두

에서 층리, 엽리, 드러스트와 같은 구조요소를 멜란지

가 절단하고 있다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두 번째는

주로 변성화산암류로 구성된 포호렘층 내 일부 구간에

서 멜란지가 비교적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며 분포한다

는 것이다. 이러한 분포 특성은 포호렘(Fohorem) 지역

에서 잘 관찰된다(Fig. 5). 

상술한 두 가지 공간적 분포 특성은 보보나로 멜란

지의 주요 형성 기작을 설명하는데 중요한 지시자가

될 수 있다. 우선 지질도 상에서 인지되는 불규칙한

분포 특성은 많은 부분 멜란지가 다이아퍼(diapir)의 형

태로 주변암을 관입하였음을 강하게 지시한다. 또한 일

부 구간에서 멜란지가 일정한 고도를 유지하며 분포하

는 현상은 1) 지구조 멜란지로서 드러스트 활동에 의

해 일차적으로 형성되었음을 지시하거나, 혹은 2) 하부

로부터 관입된 멜란지의 일부가 드러스트 단층을 따라

암상(sill) 형태로 횡적으로 유동하였음을 지시할 수 있

다(e.g. Cloos, 1984; Harris et al., 1998). 해당 고

도 상·하부에서 불규칙하게 분포하는 멜란지와 연결

되는 현상(Fig. 5)과 더불어 보보나로 멜란지의 점토

기질 대부분이 호주 대륙 기원 암층 내 이질 퇴적암류

에서 유래하였다는 기존 연구 결과(Harris et al.,

1998; Barber, 2013)를 고려하였을 때, 상술한 두 가

지 해석 중 후자(다이아피릭 멜란지 해석)의 가능성이

매우 높다. 결론적으로 보보나로 멜란지의 광역적 분

포 특성은 연구지역에서 다이아피릭 프로세스가 매우

우세하게 작용하였다는 것을 직접적으로 반영한다.

7. 토의 및 결론

초창기 연구에서 Audley-Chales(1965)는 1) 보보나

로 멜란지 기저에 부정합면이 존재하고, 2) 분급이 불

Fig. 12. (a) Broken formation developed within the Babulu Formation. It is composed of phacoidal sandstone blocks floated

in dark gray scaly clay matrix. (b) Transition zone between the broken formation and coherent sedimentary succession. The

bedding surface remains in the trasitio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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량한 다양한 종류의 암편이 혼재되어 있으며, 3) 점토

기질 내에 물질의 유동을 지시하는 비늘모양 구조가

발달한다는 특징을 근거로 보보나로 멜란지를 해저 사

태 퇴적물(olistostrome), 즉 퇴적 기원 멜란지로 해석

하였다. 하지만 보보나로 멜란지 기저에 발달한다는 부

정합면의 경우 그 불확실성이 이미 타 연구자들(e.g.

Barber et al., 1986)에 의해 언급된 바 있으며, 다른

두 특징 역시 지구조 멜란지나 다이아피릭 멜란지에

의해서도 형성 가능한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e.g.

Cowan, 1985; Orange, 1990; Vannucchi et al., 2003;

Kimura et al., 2012). 중요한 점은 충돌 동시성 퇴적

암과 교호하며 발달하는 퇴적 기원 멜란지의 전형적인

특징이 연구지역 내에서 전혀 인지되지 않는다는 것이

다. 따라서 Audley-Chales(1965)에 의해 제시된 퇴적

기원 모델은 재고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연구 지역에서 관찰되는 보보나로 멜란지의 특징은

Barber et al.(1986) 및 Harris et al.(1998)에 의해

제시된 모델들로 설명이 가능하다. 이들 두 모델에서

는 보보나로 멜란지의 형성을 제어한 기작으로서 지구

조적 프로세스와 다이아피릭 프로세스(Fig. 11)를 설명

하지만, 멜란지 형성의 주된 기작에 대한 해석은 상이

하다. Barber et al.(1986)의 모델에서는 호주 대륙 연

변부의 퇴적층이 반다 호 아래로 섭입되는 과정에서

그 내부에 드러스트들이 형성되고, 이로 인해 이질암

층에 과도한 압력이 야기되어 셰일 다이아퍼(shale

diapir), 즉 다이아피릭 멜란지가 형성되었다고 설명하

고 있다. 이 모델에 따르면 다이아피릭 멜란지는 단층

과 같은 기존의 약대를 따라 압력이 해소되며 유동하

였으며, 서티모르 전역에 관찰되는 점토 화산들(mud

volcano: Barber et al., 1986; Harris et al., 1998;

Barber, 2013)은 이 다이아피릭 멜란지가 지표에 표출

된 것이다. 이후 Barber(2013)는 다이아피릭 프로세스

로 형성된 보보나로 멜란지 내에 후기 단층이 중첩되

어 발달되고 변형이 집중될 수 있음을 근거로 구조적

관점에서 모델을 일부 보완하였다. 한편 Harris et

al.(1998)은 지구조적 프로세스를 보보나로 멜란지 형

성의 주된 기작으로 설명하였다. 이 모델에서는 호주

대륙 연변부 퇴적층들이 반다 호 아래로 섭입함에 따

라 두 영역의 경계부에서 단층작용 및 물질유동이 발

생하고 이 과정에서 보보나로 멜란지가 형성되었다고

해석하고 있다. 즉 보보나로 멜란지를 섭입대 채널 플

로우 멜란지(subduction channel flow mélange: Cloos,

1982; Shreve and Cloos, 1986; Cloos and Shreve,

1988a, b)로 간주한 것이다. 이 모델에서는 호주 대륙

기원 암층 내부의 쥬라기 부정합면(Fig. 4) 주변에 발

달하는 이질암층이 멜란지 점토의 기원지로 고려된다.

이들은 더불어 멜란지의 점토 기질보다 구조적 상위에

위치하는 반다 호 암층들의 밀도가 상대적으로 커 밀

도 역전(density inversion)이 발생하고, 이에 따라 반

다 호 암층들이 중력적으로 가라앉음과 동시에 멜란지

의 일부가 재활성되어 상부로 관입하였다고 주장하였다.

연구지역에서 조사된 보보나로 멜란지의 특징을 면

밀하게 살펴보면 주된 기원 측면에서 섭입대에서 이루

어지는 채널 플로우(subduction channel flow) 모델

(Harris et al., 1998)보다는 다이아피릭 멜란지 모델

(Barber et al., 1986)이 더욱 설득력을 가지며, 그 근

거는 다음과 같다.

1) 보보나로 멜란지는 반다 호 암층들과 더불어 아

이투투층, 바불루층을 포함하는 호주 대륙 연변부의 지

층들을 모두 절단하며 관입하고 있다(Fig. 5). 아이투투

층나 바불루층의 경우 쥬라기 곤드와나 분열 부정합면

하부의 곤드와나 대지층군(Gondwana megasequence)

에 해당함을 고려할 때, 쥬라기 부정합면 주변 이질암

층에서 지구조적으로 멜란지가 형성되고 그 일부가 상

위로 관입하였다는 Harris et al.(1998)의 모델에는 모

순이 있다. Barber(2013)는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적색

이질암층에서 비늘모양의 점토가 유래하여 다이아피릭

프로세스에 의해 구조적 상위 지층들을 관입하였다고

해석하였다. 이는 연구지역 내 보보나로 멜란지가 많

은 부분 적갈색을 띠고 있는 것과 잘 부합한다.

2) 섭입대 채널 플로우(subduction channel flow)

모델에 따르면 호주 대륙 기원 암층과 반다 호 기원

암층 사이에 두꺼운 멜란지가 분포해야 한다. 하지만

다토 루아(Dato Rua) 지역 주변에서 살펴보면(Fig. 5),

두 지구조 암체(tectonic terrane) 사이에 멜란지가 분

포하지 않으며 오히려 그 경계가 멜란지에 의해 관입

되어 있다. 

3) 많은 경우 섭입대 채널 플로우 멜란지(subduction

channel flow mélange) 내에는 변성사가 다양한 외래

암편들(에클로자이트, 청색편암 등)이 혼재되어 있다.

이와 같은 특징은 전형적으로 미국의 프란시스칸 멜란

지(Franciscan mélange), 인도네시아의 펠레루 멜란지

(Peleu mélange) 등에서 잘 나타난다(Cloos, 1982,

1985; Parkinson, 1996). 하지만 연구지역에서는 이러

한 독특한 외래 암편이 관찰되지 않으며, 대부분의 암

편은 주변에 분포하는 지층들로부터 유래한다. 이는 멜

란지 내 암편 혼합 정도가 비교적 낮다는 것을 의미한

다. 티모르섬 전체를 고려한다 하더라도, 고온 및 고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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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을 경험한 외래 암편은 보보나로 멜란지 내에서

보고된 바 없다. Harris(2011)는 섭입대 채널 플로우

멜란지(subduction channel flow mélange) 모델이 가

지는 이와 같은 맹점을 보완하기 위해 인도-호주판의

섭입각이 저각(flat subduction)이었다고 제안하고, 멜란

지가 깊은 곳까지 도달하지 않았다고 해석하였다. 하

지만 이는 현재 티모르섬 서측 자바 해구(Java trench)

에서 인도-호주판이 고각(65°-70°: Kundu and Gahalaut,

2011)으로 섭입되는 현상과 일치하지 않는다.

결론적으로 연구지역 내에 분포하는 보보나로 멜란

지는 전체적으로 섭입 및 충돌 과정 중에 곤드와나 대

지층군의 이암층으로부터 상승·관입한 다이아피릭 멜

란지로서 해석된다. 하지만 일부 노두에서 확인한 바

와 같이 대규모의 드러스트 주변에는 지구조 멜란지

혹은 ‘깨진 지층’이 일부 분포하며, 점토물질의 낮은

강도를 고려하였을 때 멜란지 분포 영역은 후기 단층

작용에 의해 지속적으로 재활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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