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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perite exposed along the Dajeonsa basalt in Mt.Juwang, Cheongsong emerged as a consequence of the simulta-

neity of volcano-sedimentary sequences. This study aims to classify peperites as morphological characteristics and

infer the formation process by the field investigation, image analysis, X-Ray Diffractometer and polarization micro-

scope for the magma-sediment interaction mechanism and paleoenvironment. As a result of the field investigation

globular(fluidal) peperite is the representative feature at the bottom of Dajeonsa basalt, sub-angular peperite at the

middle and irregular peperite at the top. Peperite domains range from sheet and pod or feeder conduit. Although the

study that the morphologies of peperite are controled by the sorts of sediment and lava or magma has tended to

center around the peperite, the study addresses not single mechanism but the multi-stage mechanism because

Mt.juwang peperite, under the same conditions, varies in shapes and sizes and also the ratio of sediments that show

the most change of the peperite affects to the formation of pep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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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송 주왕산 화산암체의 최하부층인 대전사 현무암에서 산출되는 페퍼라이트는 화성활동과 퇴적작용의 동시성을 보

여준다. 본 연구에서는 야외 조사와 이미지 분석, 편광현미경 분석, XRD 같은 실내 조사를 통해 주왕산 페퍼라이트

의 형태를 분류하고 형성과정을 유추함으로써 반응 메커니즘과 고환경을 연구하였다. 야외 조사 결과, 하부에서는 구

형, 중부에서는 아각형, 상부에서는 불규칙형 페퍼라이트가 대표적으로 나타나며, 노두 규모에서 페퍼라이트 영역은

판상형, 유동형 그리고 공급통로형의 특징적인 구조로 산출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페퍼라이트의 형태는 마그마 또

는 용암과 퇴적물의 종류에 의해 좌우된다고 연구되어 왔지만, 동일한 공급물에도 불구하고 다양한 형태로 페퍼라이

트가 산출되는 것은 형성과정이 단일 메커니즘으로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여러 메커니즘의 복합적인 결과임을 나타

낸다. 상하부에 따른 변화 중 가장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퇴적물비로부터 생성 당시 모퇴적물의 공급량이 페퍼라이트

의 형성과정에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추정한다.

주요어 : 고환경, 대전사 현무암, 청송, 퇴적동시성 화성활동, 페퍼라이트

1. 서 론

페퍼라이트(Peperite)는 미고결된 퇴적물 위로 용암

이 흐르거나, 마그마가 미고결 퇴적층내로 관입하여 혼

합되면서 형성된 암석을 칭한다. 퇴적물 내에 물을 함

유한 채 미고결 상태이거나 수중에 퇴적되어 있는 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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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층은 차가운 퇴적물과 뜨거운 마그마 또는 용암이

섞일 때 물성에 따라 여러 가지의 반응을 보인다. 그

리고 이 반응에 의해 페퍼라이트의 조직은 다양한 특

징을 보인다. 페퍼라이트는 초생암편(juvenile clasts)과

그 사이의 간극을 메우는 모퇴적물(host sediment)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퇴적물이나 화성암내에 위치하기

때문에 페퍼라이트가 발달한 부분은 페퍼라이트 영역

(peperite domain)이라 부르며, 영역에 따른 형태적 분

류도 시행된다(Doyle, 2000; Boulter, 1993). 페퍼라이

트의 형태는 주로 초생암편의 모습에 따라 비폭발적인

반응에 의해 완만한 접촉경계를 이루는 유동형 페퍼라

이트, 격렬한 반응에 의해 각진 접촉경계를 보이는 괴

상 페퍼라이트 등으로 분류할 수 있다(Brooks et al.,

1982; Brooks, 1995; Busby-Spera and White, 1987).

이 밖에도 각 페퍼라이트를 형성하는 메커니즘을 페퍼

라이트의 형태로부터 추정하는 연구들이 다양하게 진

행되고 있으며, 미고결 퇴적물의 성질, 용암 혹은 마그

마의 이동 속도와 양, 대기압 등 다양한 요인들이 페

퍼라이트 조직 형성에 영향을 미친다.

국내에서는 변산반도 일대에 산출되는 페퍼라이트의

성인(Choi et al., 2001) 및 안산암-실트암 페퍼라이트

의 산출양상 및 특징(Noh et al., 2009)에 대한 연구

가 수행된바 있다. 연구지역에 대해서도 청송 주왕산

대전사 현무암의 암석학 및 암석화학적 연구(Koh et

al., 2000; Yun et al., 2000)의 일환으로 주왕산 페퍼

라이트에 대한 기초적인 연구가 선행 되었으며 다양한

형태학적 산출상태를 보이고 있는 청송 페퍼라이트에

대한 형태학적인 특성규명과 성인에 대한 심도 있는 연

구의 필요성이 제기되어 왔다. 본 논문에서는 청송 주왕

산에서 산출되는 페퍼라이트에 대해서 정밀한 지표조

사와 발달 상태에 대한 이미지 분석을 통하여 마그마

와 물 또는 퇴적물이 만나 이루어진 페퍼라이트의 형

태를 연구하고 형성 과정과 고환경을 유추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본 연구의 대상인 대전사 현무암이 분포하는 청송

주왕산 국립공원 일대에는 백악기 유천층군의 여러 암

층과 관입암이 분포하고 있다. 화산암체의 기반을 이

루고 있는 퇴적층암층인 가송동층은 경사가 주왕산 화

산암체를 향해 경사진 분지구조를 나타낸다. 이 지역

의 지질은 주왕산 일대의 암층 분류 작업을 토대로 주

왕산 최하부 대전사 현무암층으로 분류되었다(Hwang,

2007). 페퍼라이트는 지질도 상(Fig. 1) 대전사 현무암

의 북동쪽에서 나타나며 각 산출지점을 루트맵(Fig. 2)

을 통해 자세히 나타내었다.

페퍼라이트의 모퇴적물에 해당하는 가송동층은 주로

저색이암, 저색셰일, 알코스사암 및 녹회색이회암으로

구성된다. 이층의 하부는 저색 또는 암저색 셰일 및

이암의 박층이 알코스 사암 또는 역암과 호층을 이루

고, 중부는 주로 녹회색 이암층이 저색 또는 암저색

이암 및 셰일과 호층을 이루며 상부는 저색, 암저색

셰일 및 이암층이 잘 발달한다. 연구지역에서 관찰되

는 가송동층 노두의 경우 저색의 사암층과 셰일층으로

이루어져있으며, 페퍼라이트 내에서는 세립의 셰일만이

관찰된다. 셰일은 미립자(0.001-0.01 mm)들로 구성되

Fig. 1.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of the Mt. Juwang area in Cheongs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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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입자는 석영과 장석이 주를 이루고, 사암에

는 상대적으로 조립의 석영과 미립의 석영이 혼재되어

있으며, 입자는 대개 아각형을 띤다. 적철석이 전반적

으로 고루 분포한다. 

초생암편을 구성하는 대전사 현무암은 전체적으로

암회색을 띠고 있으며 육안으로 반정이 관찰되지 않고

기공이 없는 치밀한 현무암이지만 한 단위의 용암층에

서도 상부에서는 다공질의 현무암이 발견되기도 하는

등 국부적인 성질의 차이를 보인다(Koh et al., 2000).

또한 지역에 따라 방해석과 석영, 아게이트, 녹염석 등

충진물과 기공 형태에서 차이를 보이는 행인상 구조가

관찰된다. 부분적으로 붉은 현무암편이 관찰되며 7-10 m

두께로 발달한 현무암층 내에 페퍼라이트가 협재되어

나타난다. 페퍼라이트의 발달이 뚜렷한 지점을 대표 연

구 지역으로 설정하였고, 층후에 따른 변화 양상을 파

악하기 위해 각 지점에서 시료를 채취하였다.

3. 연구방법

정밀 야외 조사을 통해 거시적 차원에서 형태 및 산

출 양상을 파악하였으며, 각 페퍼라이트 산출지점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형태를 대표하는 노두를 선정하

여 페퍼라이트의 분포 및 산출양상을 심층 조사하였다.

이 후 실내 작업에서 페퍼라이트를 구성하는 셰일과 현

무암의 명확한 구분을 위해 이미지제이(Image J), 포토

샵과 같은 이미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이미지 보정을

실시하였다. 포토 이미지 정량법을 이용, 페퍼라이트

내 퇴적물의 분포도를 계산하였으며, 이미지제이로 최

대직경을 기준으로 한 암편의 평균 크기를 계산하였다.

미시적인 차원의 페퍼라이트 형태를 파악하고, 퇴적

물과 용암 사이의 접촉부 양상 및 변질을 알아보기 위

해 현무암과 셰일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박편을 제작하

였다. 또한 암편의 단면에서 접촉부의 특징을 잘 나타

내는 경우, 암편의 단면을 연마작업한 후 고해상도의

카메라를 이용하여 사진 촬영한 뒤 그 특징을 기재하

였다. 셰일과 현무암의 물성차이 때문에 박편 제작과

정에서 쉽게 부서져, 저밀도 에폭시로 시편을 고정시

킨 후 연마제를 사용하여 박편을 제작하였다.

셰일에 포함되어 있는 미정질의 광물들을 동정하기

위하여 X-선 회절분석기(XRD, X-Ray Diffractometer)

를 이용하였다. 페퍼라이트 암편으로부터 순수 셰일 부

분을 채취하여, 다른 흙이나 불순물 등이 남아있지 않

도록 초음파 세척기로 세척한 후, 상온에서 건조시켰

다. 불순물이 포함되지 않도록 유의하여 분말화 하였

으며, 105o의 온도에서 24시간 건조시킨 후 분석을 시

행하였다. 분석기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대구분

소의 Philips X’ Pert-PRO/MRD모델이며 5-65o, 2세

타의 조건으로 분석하였다. 

4. 결 과

4.1. 산출 상태 및 형태학적 분류

기반을 이루는 퇴적층의 배향을 고려하여 대전사 현

무암의 상·하부를 판단하였으며, 야외 조사를 실시하

Fig. 2. Route map of the study area(modified after Koh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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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루트맵 상(Fig. 2)에서 P1이 하부에 해당하며,

P8이 상부에 해당한다. S1은 모퇴적물에 해당하는 가

송동층 노두가 분포하는 곳이다.

페퍼라이트 영역에 대한 분류에서 괴상(pod)형 페퍼

라이트는 국소적인 분출이 있었음을 의미하고, 공급통

로(feeder couduit)형, 판상(sheet)형 페퍼라이트는 마

그마가 하부에서 분출하여 형성당시의 경사를 따라 흘

렀으며 이와 동시에 페퍼라이트의 형성이 이루어졌음

을 제시한다. 연구지역의 페퍼라이트는 하부에서 상부

로 감에 따라 형태적인 차이를 보인다. 암편의 형태가

구형 내지 아각형을 보이는 페퍼라이트는 주로 서로

밀집되어 발달하는 경향을, 암편의 형태가 불규칙한 페

퍼라이트는 넓게 분산되어 분포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

한 페퍼라이트 영역의 분포양상은 현무암층 내에 원형

으로 분포하는 pod형, 현무암층 내 아수평으로 협재된

판상형, 노두를 따라 하부에서 상부로 뻗어나가는 모

양의 공급통로형 등으로 다양하게 나타난다(Fig. 3).

야외 관찰과 실내 이미지 분석을 통해 산출된 퇴적

물의 비와 암편 및 입자의 크기를 기준으로 연구지역

의 페퍼라이트를 세 가지로 분류하였다. 하부에 해당

하는 A type의 페퍼라이트의 경우, 현무암과 셰일의

경계가 곡선을 이루며 초생암편의 모양이 구에 가까운

구형 페퍼라이트가 우세하다. 전체 면적 대 퇴적물의

비가 23-46%이며, 암편의 크기는 1-25 cm로 관찰된

다. 중부의 B type 페퍼라이트의 경우 셰일과 현무암

의 경계가 대체로 둥그나 각을 가지고 있는 아각형의

페퍼라이트가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기공이 발달한 붉

은 현무암편과 치밀한 암회색 현무암편이 뒤섞여 나타

나며 이들 암편 사이를 소량의 셰일이 메우고 있다.

전체 면적 대 퇴적물의 비가 12-25%이며, 암편의 크기

는 5-27 cm, 평균 18.7 cm로 나타난다. 상부의 C type

페퍼라이트는 불규칙적인 형태가 특징적이다. 다른 지

점과는 달리 현무암 내에 셰일이 역의 형태로 나타나

며, 전체 면적대 퇴적물의 비가 7-21%로 상·중부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인다. 암편의 크기는 4-19 cm, 평균

12.8 cm이다.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나타나는 변화양

상은 Table 1을 통해 간략히 정리하였다.

4.2. 구조 및 조직

현미경 하에서 A type 페퍼라이트의 셰일은 석영과

장석 입자가 관찰되며, 기질부가 층을 이루고 있음을

볼 수 있다. 셰일이 현무암 내에 작은 입자로 분포되

Fig. 3. Morphologies of peperite domain. (a) peperite intruding along the basalt formation, (b) pod-like peperite, (c) sheet-

like peperite, (d) feeder-conduit pep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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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있으며, 셰일과 현무암의 경계부에서 멀어질수록 그

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띤다. 현무암에서는 사장석입

자가 셰일의 가장자리를 따라 유동하였음을 볼 수 있

으며, 변질된 감람석이 관찰된다. B type의 페퍼라이트

에서는 야외에서 붉은 색 현무암과 암회색 현무암이

동시에 관찰되며 A type과 같은 셰일 입자의 분포가

관찰되지 않는다. 셰일 내에는 석영과 장석을 비롯한

입자들이 관찰되나, 셰일에서 현무암 쪽으로 갈수록 기

질 내 석영과 장석의 입자의 수가 감소하는 경향성을

띠며 셰일 내에 비정질 석영이 관찰된다. 붉은 현무암

내의 기공은 대부분이 방해석이 충진하고 있으며 사장

석의 흐름조직(trachytic texture)은 관찰되지 않는다.

C type의 페퍼라이트에는 현무암 내에 셰일이 망상으

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현무암 내 사장석의 흐름조직

이 관찰되지 않으며, 셰일 내에 석영, 장석을 비롯한

광물 입자의 관찰이 어려운 기질로 존재하거나, 하나

의 비정질 집합체로 산출된다(Figs. 4, 5).

페퍼라이트의 모퇴적물에 해당하는 S01지점과

A, B, C Type 페퍼라이트의 대표성을 보여주는 P02,

P06, P08지점에서 채취한 셰일 샘플에 대해 XRD 분

석을 시행하였다(Fig. 6). 셰일의 구성광물로는 석영이

가장 높은 함량을 보이며, 장석류, 적철석, 극소량의 점

토광물이 수반된다. 모든 지점에서 관찰되는 적철석을

통해 셰일층이 이로부터 붉은 색을 나타냄을 추정할

수 있다. 모퇴적층에 해당하는 S01시료의 경우 페퍼라

이트 내의 셰일에 비해 사장석의 함량이 적거나 사장

석이 나타나지 않는다.

5. 토 의

5.1. 산출양상 및 형태학적 특징

본 지역에서 산출되는 페퍼라이트는 관찰 지점별 페

퍼라이트 영역에 대한 형태적 분류와 암편의 모양에

따른 형태적 분류가 가능하다. 또한 형태와 편광현미

경 하의 관찰에서 상하부에 따른 변화양상이 뚜렷한

것으로부터 형성환경에 변화가 있음을 추정할 수 있다.

이러한 페퍼라이트 영역의 다양한 형태와 현무암의 산

출상태로부터, 페퍼라이트 생성당시 현무암의 거동이

유동적이었으며, 7-10 m에 이르는 층을 이룰 정도로

많은 양의 현무암이 공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높은 온도의 마그마와 낮은 온도의 미고결 퇴적층이

만나는 것처럼, 온도차이가 큰 물질들이 서로 만나면

격렬한 반응이 일어난다. 이 때, 온도 차이를 상쇄시킬

수 있는 물질의 유무에 따라, 형성되는 페퍼라이트의

형태가 구분된다. 주왕산 페퍼라이트의 경우, 대부분이

불규칙한 형태의 페퍼라이트로 이루어져있으며, 일부

Table 1. Microscopic texture and morphological features of peperite in Mt. Juwang.

Bottom Middle Top

Microscopic

Texture

Structure on the 

rock samples

Structure on 

outcrop

Contents of 

sediments (%)
23-46 12-25 7-21

Radius of rock 

fragments (cm)
1-25 5-27 4-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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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Morphological features of peperite. (a) lower globular type, (b) middle sub-angular type with two types of basalt, (c)

upper irregular type, (d) uppermost boundary between basalt and sediments.

Fig. 5. Microscopic textures of the peperite samples. Figures show the boundaries between sediments and volcanics on the

lower globular type(a, b), middle sub-angular type(c) and upper irregular type pep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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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에서 아각형 페퍼라이트가 산출된다. 이러한 형태

로부터 퇴적물 내의 충분한 수분이 급격한 온도에 의

해 기화되면서 셰일과 현무암 사이의 직접적인 반응을

막았을 것이라 추측할 수 있다(Wohlets, 2002; Hanson

and Hargrove, 1999). 이와 동시에 퇴적물이 유동하여

암편들의 간극을 메웠으며, 셰일 공급량의 차이에 따

라 상쇄물질의 근원인 수분의 공급에도 차이가 발생하

게 되어 급격한 온도변화에 바로 노출되고 각진 형태

로 암편이 깨지는 급냉현상(queunching process)이 발

생하여 아각형의 페퍼라이트가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

다(Breno et al., 2007; Kokelar, 1985). 불규칙형 페

퍼라이트의 경우 현무암 내에 극소량의 셰일이 불규칙

한 형태로 산재된 분포를 보이는 것과 풍화도가 높은

것으로부터 퇴적물의 공급이 극소량이었으며, 다른 조

사지점의 페퍼라이트보다 변질에 더 노출된 환경이었

음을 추측할 수 있다.

앞서 기술한 페퍼라이트의 최상부는 모퇴적물의 양

이 적어 엄밀한 의미에서 페퍼라이트의 정의에서 벗어

나지만 미고결 퇴적물과 용암과의 반응이 시작 및 종

결된 시점을 기준으로 하는 넓은 범위에서 본 연구에

함께 논의하였다.

백악기 퇴적암인 가송동층과 페퍼라이트층의 직접적

인 경계부가 관찰되지 않으며 현무암층 내에 페퍼라이

트가 수 매 협재된 양상을 보인다. 또한 현무암층 내

에 퇴적층이 협재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퇴적물과 현

무암이 반응하여 페퍼라이트가 형성되었으며 이에 포

함된 퇴적물들은 뚜렷한 퇴적구조를 보이지 않는다. 따

라서 모암인 가송동층과 대전사 현무암의 반응에 의해

페퍼라이트가 형성되었기 보다는, 현무암질 화성활동

후 휴지기 동안에 일시적으로 퇴적물들이 쌓이다가 화

성활동이 다시 일어날 때, 현무암과 모든 퇴적물들이

반응하여 페퍼라이트가 형성되었고, 이 때문에 현무암

층 내에 페퍼라이트 층이 교호하여 나타나는 것으로

판단된다(Schmincke, 1967; Busby-Spera and White,

1987).

5.2. 페퍼라이트 형성과정과 생성 메커니즘

페퍼라이트는 미고결 상태의 퇴적물과 마그마 또는

용암이 만나 형성된 암석으로, 마그마의 점성도, 유동

속도, 모퇴적물의 암질 및 입도, 분급, 투수성 등 여러

가지 요인들에 의해 그 형태가 좌우된다. 주왕산 페퍼

라이트는 유동성이 좋고, 점성이 낮은 대전사 현무암

이 초생암편을 이룬다. 높은 유동성을 가진 현무암질

용암에 의해 페퍼라이트가 형성될 경우 그 분포 범위

가 넓은 특징을 보인다. 또한 페퍼라이트에 포함되어

있는 퇴적물들은 일반적으로 함수율이 높은 미고결 셰

일층으로 보인다. 셰일은 고결 전 수분을 다량 함유하

므로 퇴적물과 마그마가 만나 일어나는 반응을 상쇄시

키기 유리하기 때문에 페퍼라이트 생성시 유동형 페퍼

라이트가 우세하게 산출된다(Corsara and Mazzoleni,

2002; Hanson and Wilson, 1993; Fuat et al., 2006;

Busby-Spera and White, 1987). 그러나 청송 페퍼라

이트의 경우, 유동형을 보이기에 유리한 조건을 가졌

으나 하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형태적 변화와 더불어

Fig. 6. XRD of host rock and peperite samples. Note feldspar

peaks in the host sedimentary rock(S01) with stratigraphic

sampling level(P08 to P02) (Q: Quartz, F: Feldspar,

H: hematite).

Fig. 7. Formation process of peperite based on the

morphological features, the contents of sediments and

oxidation in Mt. Ju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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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형, 아각형 및 불규칙형 페퍼라이트가 산출된다. 변

화양상에 따른 조건차이를 야외조사 및 실내 조사를

통해 관찰 했을 때, 대표적인 페퍼라이트 형태에 따라

셰일의 함량과 변질 정도에서 큰 차이를 볼 수 있었다.

이로부터 페퍼라이트 형성에 퇴적물의 공급량이 영향

을 끼쳤으며, 이로 인해 페퍼라이트가 단일 메커니즘

이 아닌 복합적인 메커니즘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

하였다(Hooten and Ort, 2002). 

따라서 이러한 증거들을 통해 주왕산 페퍼라이트는

다음과 같은 과정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 추정할 수

있다. 먼저 미고결된 퇴적층(Fig. 7a)에 현무암질 마그

마의 1차 분출이 발생하였다. 충분한 양의 미고결 퇴

적물과 만난 현무암질 용암은 퇴적물 내의 수분이 상

쇄물질을 형성하면서 암편 형태가 둥글고 풍화도가 낮

은 구형 페퍼라이트를 형성한다(Fig. 7b). 계속되는 퇴

적으로 소량의 미고결 퇴적층을 형성하였고(Fig. 7c),

이 후 현무암질 용암이 재분출하였다. 1차 분출되었던

현무암편을 포획하면서 상승한 용암류가 소량의 미고

결층과 만나 반응하면서 두 종류의 현무암편이 아각형

의 암편으로 자리 잡고, 그 사이 간극을 소량의 셰일

이 메우는 형태로 산출된다(Fig. 7d). 또한 흐르는 용

암에 포획된 셰일이 상부에 불규칙형 페퍼라이트를 형

성하였다(Fig. 7e). 이와 같은 작용과 과정을 통해 최

종적으로 한 지역에서 페퍼라이트의 형태가 수직적으

로 변화한 것으로 판단된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청송 주왕산에서 산출되는 페퍼라이

트의 산출상태와 형태학적 특징에 대해 조사하고 이를

종합하여 페퍼라이트의 형성환경에 대해 고찰하였다.

주왕산 페퍼라이트는 두꺼운 현무암층 내에 페퍼라이

트 층이 교호하는 형태로 나타나며, 층에 따라 대표적

인 페퍼라이트의 형태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인다. 현

무암층 내 페퍼라이트층은 괴상형, 판상형, 공급통로형

페퍼라이트로 나타나며, 페퍼라이트 영역으로 한정하였

을 때 하부에는 구상형 페퍼라이트, 중부에는 아각형

페퍼라이트 그리고 상부에는 불규칙한 형태의 페퍼라

이트가 특징적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형태의 차이로부

터 조사지점 별로 다른 메커니즘에 의해 페퍼라이트가

형성되었으며, 야외조사와 실내조사로부터 그 요인이

퇴적물의 공급량이라 판단하였다. 하부층의 경우, 퇴적

물과 용암의 온도차를 상쇄시키는 물질 즉, 수분을 포

함한 퇴적물의 공급이 충분히 이루어졌기 때문에 초생

암편이 둥근 구상형 페퍼라이트를 형성한 것으로 추정

한다. 중부의 경우 하부에 비해 낮은 셰일 함량을 보

이며, 여러 종류의 현무암편이 아각형의 초생암편을 이

루고 있다. 이로부터 화성활동의 휴지기시 퇴적된 소

량의 퇴적물이 재분출된 현무암과 만나 형성된 것으로,

용암과 퇴적물 사이의 온도차를 상쇄시키는 수분의 부

족으로 인해 아각형의 페퍼라이트가 형성된 것으로 추

측한다. 상부의 불규칙형 페퍼라이트의 경우, 미고결

퇴적물이 흐르는 용암에 포획되면서 널리 산재된 분포

를 보이는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다른 지점에 비해

풍화가 심한 점은 위의 형성과정 중 소량의 셰일이 현

무암과 접촉하는 면적과 시간이 비교적 길었기 때문이

라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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