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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termine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and discussed the meaning of mineralogical changes of the

lower Choseon Supergrouop in the Weondong area based on the field geological investigation and the drilling core

description using X-ray diffraction (XRD) mineral quantification and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SEM) obser-

vation. 100 samples with depth were collected from the core (250 m long) at a site in the study area. Especially, to

investigate the changes from the upper Daegi Formation to the lower Hwajeol Formation, the samples were col-

lected closely with the interval of about 0.3 m at this section. All samples were made into power using mortar for

XRD. Mineral quantitative analysis was executed using Relative Intensity Ratio (RIR) method with corundum as an

internal standard phase. Calcite, 2M1 illite and quartz are main constituents in most of samples. Dolomite and sider-

ite are significantly observed in the Sesong Formation. As the results of quantitative analysis for the major miner-

als, the upper Daegi Formation is dominated by calcite with over 80%. The Sesong Formation includes high

percentage of dolomite and siderite with the intercalation of thin layers containing high calcite and 2M1 illite con-

tents. Hwajeol Formation is characterized by the alternation between thin layers of 2M1 illite and quartz-dominated

layer (IQDL) and calcite-dominated layer (CDL). IQDL is more frequent in the lower part, whereas CDL is more

common in the upper part. The boundary between Daegi Formation and the Sesong Formation is distinct, whereas

the boundary between the Sesong Formation and the Hwajeol Formation tends to be changed gradually in mineral-

ogy. The result of SEM observation shows that quartz and 2M1 illite are detrital, and a significant amount of cal-

cite also shows detrital form with some recrystallized one, indicating that the repeated influx of terrestrial materials

had changed the mineralogy of the shallow sea depositional environment in the early Paleozoic era. 

Key words : lower Choseon Supergroup, X-ray diffraction, RIR quantitative analysis, Scanning Electron Micros-

copy, depositional environment

본 연구에서는 원동지역 하부 조선누층군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조사 및 시추코어시료에 대해 수직적 암상 변화 기

재, X-선 회절분석법을 이용하여 광물 정량분석 및 주사전자현미경 관찰을 통해 하부 조선누층군의 광물학적 특성을

알아보고 광물 조성 변화의 의미를 고찰하였다. 원동지역 내 석회석광상의 심도 약 250 m 시추 코어를 대상으로 심

도별 100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특히 대기층부터 화절층 시작 지점 사이의 변화양상을 보고자 이 구간은 약 0.3 m

간격으로 조밀하게 시료채취 하였다. X-선 회절 분석을 이용한 광물 정량 분석은 강옥 (Corundum)을 내부 기준 물

질로 하는 Relative Intensity Ratio (RIR)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원동지역 대상 시료의 주구성광물은 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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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lcite), 2M1 일라이트 (2M1 illite) 및 석영 (quartz)으로 나타났으며, 세송층에서는 일부 백운석 (dolomite)과 능철석

(siderite)이 주구성광물로 나타나기도 한다. 주구성광물의 정량분석 결과, 대기층 상부에 해당하는 시추코어 하부시료

들은 대부분 방해석이 80% 이상으로 우세하게 나타난다. 세송층에서는 백운석과 능철석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2M1

일라이트와 방해석 함량이 높은 박층이 교호하는 특성을 보인다. 화절층은 전체적으로 2M1 일라이트 및 석영이 우세

한 박층과 방해석이 우세한 박층이 교호되어 나타나는데, 화절층 하부에서는 2M1 일라이트와 석영이 우세한 박층의

빈도가 높게 나타나는 반면, 상부로 갈수록 방해석 함량이 높은 층의 비율이 높아지는 특성을 보였다. 대기층과 세송

층은 상당히 뚜렷한 경계를 보이나, 세송층과 화절층의 경계부는 점이적으로 광물 조성이 변하는 경향을 보인다. 주

사전자현미경 관찰결과, 석영과 2M1 일라이트는 모든 시료에서 전형적인 쇄설성 입자의 특성을 보였다. 방해석과 백

운석은 결정화 작용을 통해 생성된 것도 관찰되지만 다수의 시료에서 재퇴적된 쇄설성 입자로 나타난다. 이같은 광물

학적 특성은 하부 고생대의 천해성 퇴적환경에서도 반복적인 육성 퇴적물 유입의 변화가 있었음을 지시한다.

주요어 : 하부 조선누층군, X-선 회절 분석, RIR 정량분석, 주사전자현미경, 퇴적 환경

1. 서 론

태백산 분지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는 Kobayashi

(1930), Cheong (1969), Kim and Park (1981), Park

et al. (1985), Choi et al. (1996), Choi et al. (2004),

Kwon et al. (2006)에 의해 수행되었다. 옥천변성대

북동부 태백산 분지에는 두위봉형, 영월형, 정선형, 평

창형, 문경형 등 지역에 따라 퇴적암상 및, 층서적 차

이로 5개의 형으로 분류되어 왔다. 본 연구의 대상 지

역은 강원도 태백시 원동지역으로, 두위봉형 퇴적층이

다. 백운산 향사 지역에 발달하는 두위봉형은 고생대

퇴적층으로, Kobayashi (1930)는 태백산 분지의 퇴적

층을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으로 세분하였다.

그 후, Cheong (1969)은 캠브리아기의 삼척층군과 오

르도비스기의 상동층군으로 명명하고, 세송층을 화절층

으로 편입시켜 삼척층군을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 화

절층으로 구분하였으며, 동점층을 두무골층으로 포함시

키고 직운산층을 두위봉층으로 편입시켜 상동층군을 두

무골층, 막골층, 두위봉층으로 구분했다. 그러나 Choi

et al. (2004)은 세송층과 화절층을 구분하고, 동점층과

두무골층을 독립된 지층으로 구분했다. 하지만 이들은

야외 조사를 통해 하부 조선누층군의 층서를 구분하였

기 때문에 광물학적 정량분석을 이용한다면 더 정확한

층서의 구분을 얻을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는 원동

지역에 분포하는 하부 고생대 조선누층군을 대상으로

야외 지질조사 및 시추 코어에 대한 수직적 암상 변화

를 기재하고 정량분석을 통해 주구성광물의 수직적 함

량 변화를 결정하여 광물학적인 특성 변화에 기초한

하부 조선누층군의 퇴적 환경을 고찰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본 연구를 통해 하부 조선누층군의 퇴적 환경

해석에 광물학적 증거를 제공할 수 있고, 하부 고생대

층을 대상으로 광물학적으로 분석한 첫 번째 시도라는

데에 큰 의의가 있다. 또한, 연속적인 수직 변화를 파악

할 수 있는 시추 코어를 이용해 노두에서 확인되지 않

는 추가적인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여 퇴적 환경을 유

추하고 층서를 구분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질개요

본 연구 대상인 원동지역에는 하부 고생대의 조선누

층군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Fig. 1). 조선누층군의 층서

및 층명은 연구자에 따라 차이가 있으며, Table 1에

종합하여 제시하였다. 본 연구의 대상인 시추코어에서

는 묘봉층부터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이 나타나며, 이

중 대기층부터 화절층까지를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Fig. 1. Lithofacies and geologic map of study area. The

drilling core site (black star) is located in the Hwajeo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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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층은 중부 캠브리아기 지층으로 남북으로 강원

도 강릉부터 경상북도 봉화까지, 동서로는 강원도 동

해부터 충청북도 단양까지 아주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Yoon and Woo, 2006), 묘봉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여

있는 층으로 상부엔 화절층이 정합적으로 놓여있다

(Park and Han, 1987). Kobayashi (1930)는 이 담회

색의 석회암층을 대기층으로 명명하였으며, 태백산 지

구 지하자원조사단은 풍촌층으로 개칭하였다. 연구 지

역의 대기층은 유백색, 암회색, 담회색의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층리가 잘 발달하지 않은 괴상의 석

회암이 주를 이루고 있다(Lim and Woo, 1995). 이

지층은 하부에서부터 어란상 암상, 탄산염 각력암 암

상 등이 특징적이며 각 암상 사이에 괴상 내지 각력

암상의 탄산염암이 협재되어있고 상, 하부에 돌로마이

트질 석회암이 발달되어있다(Park and Han, 1986).

대기층의 두께는 150~300 m로 알려져 있으며 동점지

역에서는 약 200 m에 달한다(Park and Han, 1987).

또한, Kobayashi (1930)는 백운산 향사대 남부지역

에 분포하는 암회색 또는 녹회색 슬레이트 및 석회암

이 협재하는 셰일층을 세송층이라고 명명하였다. 후에

화절층과 세송층의 경계와 정확한 분류에 대하여 논란

이 있었으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세송층은 약 40 m정

도의 두께로 백운산 향사대 남부를 따라 확실히 분포

하고 있으며, 하부 대기층 및 상부 화절층과 정합적으

로 만나고, 구별되는 암상이 뚜렷하기 때문에 (Choi et

al., 2004), 본 논문에서도 화절층과 구분하여 세송층이

라 하였다. 캠브리아기 중반에서 후기 초반에 걸쳐 퇴

적된 세송층은 석회질 단괴를 포함한 셰일상, 세립질

및 조립질의 사암상, 엽리질 실트암상 등을 포함하고

있다. Joo and Ryu (2012)가 분류한 퇴적상에 따르면

세송층이 퇴적되는 동안 태백산 분지의 환경이 외대륙

붕에서 내대륙붕으로 변화했음을 알려준다.

화절층은 세송층 상부에 정합적으로 놓여있는 층으

로, 암회색의 석회암층과 암녹색의 셰일층이 수 mm에

서 수 cm 두께로 교호되어 나타나며, 특징적으로 충식

구조가 잘 발달되어 있고, 간혹 평력석회암층이 협재

되어 있다. 화절층의 퇴적 환경은 지진과 해저 사태에

의해 주기적으로 환경이 변화하는 육지에서 떨어진 얕

은 바다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Cheong, 1964; Yun,

1978). Park (1985)은 화절층이 일차적으로 탄산염암질

Table 1. Lithostratigraphic nomenclature of the lower Paleozoic Choseon Supergroup in the Taebacksan Basin (Joo and Ryu,

2012). Formations of this study are sha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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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과 이질암 성분이 혼합된 상태로 퇴적되었다가 그

후 속성작용으로 초기의 탄산염 성분이 용해, 이동, 침

전되어 두 성분이 분리되어 현재와 같은 암상이 형성

된 것이고, 폭풍의 영향을 받지 않는 수심 이하에서

퇴적되었다고 해석하였다.

3. 연구방법

3.1. 야외조사 및 시료채취 방법

본 연구에서는 우선 대상지역에 위치한 가덕산의 임

도를 따라 나타나는 노두에 기반하여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야외지질조사는 3일 간 진행하였고 암상

이 변하는 지점과 주향과 경사가 변하는 지점을 중점

적으로 기재하여 이를 바탕으로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Fig. 1). 연구대상 시추 코어 (태령 15-4호 BQ)는 강

원도 태백시 원동 (N37.26578459, E128.942453)에

위치하며, 지질도 상에서 화절층의 하부에 해당된다

(Fig. 1). 시추공의 총 심도는 251 m로, 117 m 깊이까

지는 NX (54 mm)구경, 그 하부로는 BX (42 mm)구

경으로 시추되었다. 시료는 대기층 최상부부터 세송층,

화절층 최하부까지 심도 194.9~179.8 m의 구간에서

수직적 암상의 변화를 집중적으로 관찰하기 위해 45개

의 시료를 약 30 cm 간격으로 채취하였고, 대기층과

화절층은 3~4 m 간격으로 55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대부분의 시료 채취는 호층이 반복되는 곳 중에서도

일라이트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는 부분에서 수행하였다.

3.2. X-선 회절 분석방법

채취된 대상 시료는 막자사발을 이용하여 분말화 하

였으며, 강옥 (Corundum, Al2CO3) 분말과 1:1 중량비로

혼합하여 X-선 회절 분석을 수행하였다. X-선 회절 분

석은 RIGAKU사의 Miniflex II XRD (X-ray Diffraction)

를 이용, Cu-Kα radiation, 0.02°/step, step당 1초의

측정 조건으로 3~55° 구간에서 실시하였다.

광물 정량 분석은 강옥 (Corundum)을 내부 기준

물질로 하는 Relative Intensity Ratio (RIR)법을 이

용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강옥 피크

강도 대비 주구성 광물 (방해석, 석영, 일라이트, 백운

석 등)의 피크강도비를 결정한 후 이론적 RIR 값 (각

광물의 1:1 비에서의 피크 강도 비)을 이용하여 다음

계산식으로 정량 값을 계산하였다.

I(hkl)α는 임의의 광물에 대한 피크 강도, I(hkl)β는 기

준 물질은 강옥의 피크 강도, Xα는 임의의 광물에 대

한 초기 질량비, Xβ는 강옥의 초기 질량비를 의미한다.

또한 X-선 회절 분석 결과로부터 일라이트 폴리타입

을 결정하였다.

3.3. SEM-EDS 분석방법

SEM-EDS(Scanning Electron Microscopy- 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scopy) 실험은 JEOL low-

vacuum (LV)-SEM System (JSM-5610LV: JEOL Ltd.,

Tokyo, Japan)과 OXFORD EDS System (INCA x-

act: Oxford Instruments, Abingdon, UK)을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실험은 20 kV 가속전압하의 BSE (back-

scattered electron) mode를 통해 10 Pa 진공에서 진

행되었다. 표면 코팅을 하지 않은 연마편 시료를 대상

으로 조직 관찰, 광물의 화학조성 분석 및 원소 맵핑

(elemental mapping)을 실시하였다.

4. 연구결과

4.1. 퇴적상 분석결과 

시추코어에서 암질, 두께, 입도, 암색, 퇴적 구조 등

의 요소를 관찰하여 주상도를 작성하였다(Fig. 2). 시추

코어에는 묘봉층부터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이 나타나

며, 본 연구에서는 대기층의 최상부부터 세송층, 화절

층의 경계부와 화절층 내의 변화 양상을 연구 대상으

로 삼았다. 심도 191 m까지 대기층이 나타나고, 세송

층과 화절층은 암상의 변화가 뚜렷하지 않으나 암색의

변화에 따라 암회색의 셰일이 처음으로 나타나는 심도

185 m부터 0 m까지는 화절층으로 보았다. 퇴적물의 퇴

적 구조 및 입도를 바탕으로 10개의 퇴적상을 구분하

여 Table 2에 기술하였다.

대기층은 유백색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되어 있고, 빈

번하게 암청색 박층이 관찰된다(Lm). 상부에는 유체의

유입으로 인해 변성되어 있고, 조립질 입자를 포함하고

있는 청색과 백색의 암석(Hm)으로 구성된다(Table 2,

Fig. 2). 세송층 하부에는 변성 받은 이회암층(Hm)과

엽리가 발달한 암황색, 회색의 이암층(My)이 나타나고,

적색 이암(Mr) 및 청색 이암(Mb)으로 구성되어 있다.

상부에는 암황색, 회색의 이암(My)과 석회암이 노줄

형태로 포함되어 있는 석회질 셰일(Sn)로 구성되어 있

다. 대기층과 세송층의 경계부는 뚜렷한 암상의 차이

가 존재하나, 세송층과 화절층의 경계부는 점이적으로

석회암의 구성 빈도가 높아지기 때문에 확실한 경계부

RIRα,β

I hkl( )α

I hkl( )′β

-----------
⎝ ⎠
⎛ ⎞ I hkl( )′β

rel

I hkl( )α

rel
-----------
⎝ ⎠
⎜ ⎟
⎛ ⎞ Xβ

Xα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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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결정짓는 데에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는 암회

색의 이암이 나타나는 부분부터 화절층으로 보았다

(Table 2, Fig. 2). 화절층은 암회색의 셰일과 회색의

석회암의 호층(LS)으로 구성되며 석회암과 셰일의 비

중은 다양하게 나타난다. 화절층의 하부에는 암회색의

셰일과 회색의 석회암의 호층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평

력암(F)이 빈번하게 나타난다. 석회암과 셰일의 호층대

는 셰일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화절층의 상부는 암회

색의 셰일과 회색의 석회암의 호층대로 구성되어 있고,

석회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화절층의 상부에서는 평

력암(F)이 관찰되지 않으며, 심도 13~15 m구간에서

관입암이 관찰되며 석영맥이 발달하고 있다. 화절층 하

부에서 상부로 갈수록 석회암의 비중이 높아지며 셰일

의 비중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Table 2, Fig. 2).

4.2. X-선 회절 분석 결과

XRD분석 결과 시추 코어의 대부분 시료에서 방해석

(calcite), 2M1 일라이트(2M1 illite) 및 석영(quartz)이

주구성광물로 나타나며 일부시료에서 백운석(dolomite),

능철석(siderite), 녹니석(chlorite), 적철석(hematite),

금홍석(rutile) 등이 주구성광물, 혹은 뚜렷한 함량을

가지며 나타난다. 각 층별로 대표 시료의 X-선 회절

패턴은 Figure 3에 제시하였다. 대기층은 방해석이 우

세하고 백운석, 석영 등이 관찰되고, 세송층은 방해석,

석영, 백운석, 2M1 일라이트, 능철석 등이 나타난다.

화절층 하부에서는 방해석, 석영, 백운석, 2M1 일라이

Fig. 2. Columnar section of the core from 0m to 200m in depth. Note the boundary between Daegi Formation(Dg) and

Sesong Formation(Ss), and the boundary between Hwajeol Formation(Hj) and Sesong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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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Description and interpretation of 10 Sedimentary facies in the core

Code Facies Description

Ml
parallel laminated 

mudstone
dark gray, gray mudstone; very thinly laminated.

Sc calcareous shale
Dark gray colored calcareous shale; tendency to alternates with stratified limestones; 

either laminated or homogeneous.

Sn nodule-bearing shale

Couplets of dark gray calcareous shale and gray or light gray limestone; either shale 

dominated or limestone dominated; rarely thin limestone layered and laminated thin 

shale layers; mud to fine sand sized shale.

LS
limestone-shale 

couplet

alternation of dark gray shale layer and gray or light gray limestone layer; Planar or 

nodular lamination; either shale dominated or limestone dominated; mud to fine sand 

sized shale; rarely laminated thin shale layers and thin limestone layers.

Lm massive limestone
White, light gray and gray colored massive limestone; rarely alternates with dark thin 

laminated or stratified shale layers.

F
Flat pebble 

conglomerate

Light gray; ribbon rock; flat pebble lime conglomerate; mainly encased in limestone; 

consisting of subrounded, granule to pebble sized lime-mud gravels; oval, tabular; 

commonly parallel to bedding plane.

Mr
Red laminated 

mudstone

Red colored; very thinly laminated mudstone; commonly alternates with blue 

mudstone and gray mudstone.

Mb
Blue laminated 

mudstone

Blue colored; very thinly laminated mudstone; commonly alternates with red 

mudstone and gray mudstone.

My
Dark yellow 

laminated mudstone

Dark yellow and yellowish gray colored; very thinly laminated mudstone; commonly 

alternates with red, blue mudstone and gray mudstone.

Hm
Hydrothermal 

metamorphic rock

White and blue; partially metamorphosed by fluid; grains with 0.5-2 mm in diameter, 

concentric structure

Fig. 3.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epresentative core samples. A; samples from Daegi Formation, B; samples from

Sesong Formation, C; samples from upper Hwajeol Formation, and D; samples from lower Hwajeol Formation. Cal ; calcite,

Ill ; 2M1 illite, Q ; quartz, Cor ; corumdum, Dol ; dolomite, Sid ; siderite, and Chl ; chlorite. The numbers on the right side

mean sample numbers; 1 (207.0 m), 2 (205.0 m), 7 (193.0 m), 13 (191.1 m), 24 (187.5 m), 35 (184.2 m), 52 (159.0 m), 54

(150.0 m), 58 (134.0 m), 72 (92.0 m), 76 (76.0 m), and 92 (3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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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 녹니석 등이 나타나며, 상부에서는 방해석, 석영,

2M1 일라이트, 녹니석, 적철석 등이 관찰된다(Fig. 3).

대상 시료에 대한 정량 분석한 결과를 Table 3에 제시

하였고, 주구성광물의 수직적인 광물 조성 변화를

Figure 4에 도시하였다. 대기층으로 생각되었던 심도

191 m까지의 구간에서는 방해석이 매우 우세하고, 2M1

일라이트와 석영이 소량 존재하며, 극소량의 백운석이

나타난다. 퇴적상 관찰 결과 심도 191 m부터 185 m

구간을 세송층으로 생각하였으나, 정량분석결과 심도

191 m부터 181 m까지 방해석이 우세한 부분과 2M1

일라이트, 석영이 우세한 부분이 교호되어 나타나고,

백운석과 능철석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였

다. 화절층의 주구성광물은 방해석, 2M1 일라이트, 석

영이고 부수적으로 백운석, 능철석, 녹니석, 적철석, 금홍

석 등이 발견된다. 화절층 하부 (심도 181 m~94 m)에는

방해석이 1.95~30.00%로 나타나고 (평균 11.74%),

2M1 일라이트는 12.88~60.69%로 나타나며 (평균

31.42%), 석영은 22.96~56.26%의 (평균 40.01%) 함

량을 보인다. 화절층 상부 (심도 92 m~5 m)는 방해석

이 23.46~88.50%로 나타나고 (평균 62.38%), 2M1

일라이트는 4.03~41.01%로 나타나며 (평균 18.17%),

석영은 4.20~31.03% (평균 12.55%)의 함량을 보인다.

화절층 하부에는 일라이트와 석영이 평균 각각 40%,

31%정도로 우세하게 나타나고, 화절층 상부는 방해석

이 평균 62%정도로 우세한 경향을 보인다. 

대기, 세송, 화절층의 경계부가 나타나는 심도 196 m

부터 180 m까지, 약 16 m 구간은 자세하게 관찰하기 위

해 0.3 m간격으로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하였다(Fig. 4).

심도 193 m까지의 대기층 최상부는 방해석이 우세하

다. 세송층으로 생각되는 193 m~181 m 구간에서 방해

석과 2M1 일라이트, 석영이 주구성광물로 포함되어 있

으며, 방해석이 우세한 층과 2M1 일라이트가 우세한

박층이 교호되어 나타난다. 방해석은 0~71.68%로 나

타나고, 2M1 일라이트는 0~84.82%로 나타나며, 석영

은 0~33.19%의 함량으로 검출된다. 또한, 2M1 일라

이트가 우세한 부분에서 석영의 함량도 높게 나오는

경향이 있다. 이 구간에서는 백운석과 능철석의 함량

이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인다. 상부로 갈수록 백운

석과 능철석의 함량이 점차적으로 감소하고 심도

181 m부터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Fig. 4).

4.3. SEM-EDS 분석 결과

대기층 시료에서는 대부분 방해석으로 구성되어 있

고, 쇄설성 백운석, 쇄설성 석영 입자와 황철석

(pyrite)이 관찰된다(Fig. 5A). 석영은 입자 모서리의

원마도 (roundness)가 불량하고, 형태는 대체로 불규칙

적이며, 분급도 좋지 않다(Fig. 5A). 백운석은 지름이

10 μm~1 mm까지 다양한 크기를 가지며 빈번하게 나

Fig. 4. Vertical variations (wt %) of major mineral components of the core with depth from 0 m to 207 m (left) and from

180 m to 196 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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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Mineral compositions of the core samples, determined by XRD analysis and RIR method

No. Depth(m) %(C) %(Q) %(I) %(D) %(Sid) sum other minerals

1 207.0 91.06 0.00 4.69 0.00 0.00 95.75

2 205.0 68.24 6.46 23.53 1.78 0.00 100.00

3 197.0 86.17 0.00 0.00 0.00 0.00 86.17

4 194.9 41.29 0.00 55.55 0.00 0.00 96.84

5 194.7 85.46 0.00 0.00 0.00 0.00 85.46

6 193.8 0.00 0.00 100.00 0.00 0.00 100.00

7 193.0 70.00 1.39 3.70 10.62 0.00 85.71

8 192.3 34.62 6.08 56.80 2.50 0.00 100.00

9 192.0 5.65 5.45 40.07 48.47 0.00 99.64

10 191.7 8.81 17.98 56.67 16.54 0.00 100.00

11 191.5 2.94 0.00 0.00 0.00 95.59 98.53

13 191.1 10.82 0.00 0.00 0.00 82.94 93.75

14 191.0 69.71 2.94 22.16 0.00 0.00 94.81

15 190.8 22.58 14.16 15.72 14.74 32.81 100.00

17 190.0 19.64 16.64 41.63 1.96 20.13 100.00

18 189.3 31.71 6.57 56.66 5.06 0.00 100.00

19 189.0 10.46 4.72 84.82 0.00 0.00 100.00

20 188.5 17.36 10.31 72.32 0.00 0.00 100.00

21 188.2 50.75 3.08 40.31 0.00 0.00 94.15

22 188.0 57.80 12.02 28.53 1.64 0.00 100.00

23 187.7 20.73 13.87 65.40 0.00 0.00 100.00

24 187.5 46.61 5.25 5.01 2.35 40.78 100.00

25 187.2 11.83 27.13 61.04 0.00 0.00 100.00

26 187.0 57.34 7.33 28.63 1.10 5.60 100.00

27 186.9 9.65 29.59 53.67 7.09 0.00 100.00

28 186.5 70.08 8.97 17.93 0.70 0.00 97.68 Chlorite

29 186.1 69.82 7.21 17.05 1.87 0.00 95.95 Chlorite

30 185.7 71.68 4.03 22.38 1.91 0.00 100.00

31 185.5 4.95 21.09 71.63 2.33 0.00 100.00

32 185.3 11.29 25.37 63.34 0.00 0.00 100.00

33 185.0 58.58 11.69 25.13 4.59 0.00 100.00

34 184.3 42.24 13.39 24.01 2.83 17.52 100.00

35 184.2 2.92 25.09 42.79 4.07 25.13 100.00

36 184.0 15.20 29.65 50.29 4.86 0.00 100.00

37 183.7 3.73 27.39 65.50 3.39 0.00 100.00

38 183.3 73.79 7.97 16.57 1.67 0.00 100.00

39 183.0 64.54 6.92 16.67 2.52 0.00 90.65

40 182.7 25.96 27.04 33.49 3.75 0.00 90.24

41 182.3 34.16 10.50 38.75 1.65 14.94 100.00

42 181.8 20.12 33.19 38.17 4.18 0.00 95.66

43 181.5 51.95 8.68 27.46 6.01 0.00 94.10

44 181.2 1.50 28.76 46.45 1.69 21.59 100.00

45 181.1 23.85 24.66 34.69 1.33 7.05 91.59 Chlorite

46 180.5 23.88 24.48 33.21 1.43 6.24 89.24 Chlorite

47 180.0 23.37 23.63 34.14 1.41 5.67 88.22 Chlorite

48 180.0 24.32 24.67 35.00 1.04 6.15 91.19 Chlorite

50 168.0 2.37 56.26 36.72 0.00 0.00 95.35 Chlorite

51 162.0 1.95 26.02 52.85 0.00 0.00 80.82 Chlorite

52 159.0 2.06 25.79 53.77 0.00 0.00 81.62 Chlorite

53 155.0 10.48 51.46 29.49 0.00 0.00 91.43 Chl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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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나고, 형태는 원형, 타원형, 불규칙한 형태 등 다양

하다(Fig. 5A). 세송층 시료에서는 방해석, 석영, 능철

석, 황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5B). 방해석은 다른

층과 달리 마그네슘이 소량 포함되어 있는 부분이 존

재하고, 석영은 분급과 원마도가 불량하다(Fig. 5B). 능철

석은 형태가 불규칙적으로 관찰되고, 방해석 주변에 존

재한다(Fig. 5B). 또한, 세송층에서는 길다란 막대기 모

양의 일라이트가 다량 관찰되고, 재퇴적된 (reworked)

방해석이 나타나며 그 주변을 방해석 시멘트로 채우고

있다. 세송층 최하부의 시료에서는 백운석이 매우 우

세하고 황철석이 관찰된다(Fig. 5C). 백운석은 다각형

모양의 입자들이 재퇴적된 모습이 보이고, 그 주변부

Table 3. Continued

No. Depth(m) %(C) %(Q) %(I) %(D) %(Sid) sum other minerals

54 150.0 9.98 47.12 31.45 0.00 0.00 88.54 Chlorite, Hematite

55 148.0 16.27 34.25 20.47 0.00 6.94 77.93 Chlorite, Hematite

56 142.0 9.52 44.75 26.17 0.00 0.00 80.45 Chlorite, Hematite

57 137.0 10.50 49.20 28.88 0.00 0.00 88.59 Chlorite, Hematite

58 134.0 5.20 53.20 18.37 0.00 0.00 76.77 Chlorite, Hematite

59 132.0 13.09 53.12 18.55 0.84 4.41 90.00 Hematite

60 127.0 5.50 55.20 20.06 0.00 0.00 80.76 Hematite

61 124.0 5.00 50.45 18.52 0.00 0.00 73.98 Hematite

62 120.0 6.28 55.14 20.51 0.00 0.00 81.92 Hematite

63 116.0 3.34 22.96 60.69 0.00 0.00 86.99 Chlorite, Hematite

66 106.0 7.78 25.73 41.89 0.00 0.00 75.40 Chlorite, Hematite

70 94.0 30.00 52.12 12.88 0.00 0.00 95.00 Chlorite, Hematite

72 92.0 67.87 9.71 5.90 0.00 0.00 83.47 Chlorite, Kutnohorite

73 83.0 34.19 25.43 23.21 0.00 0.00 82.83 Chlorite

74 81.0 54.64 5.20 7.36 9.90 0.00 77.11

75 79.0 76.99 4.20 4.03 1.16 0.00 86.38

76 76.0 60.94 7.40 22.23 1.77 0.00 92.35 Chlorite

77 72.0 37.80 19.28 35.02 1.16 0.00 93.27 Chlorite

78 70.0 38.15 16.98 32.82 1.64 0.00 89.59 Chlorite

79 66.0 35.09 15.65 30.00 1.18 0.00 81.91 Chlorite

80 64.0 38.46 15.61 34.98 1.47 0.00 90.51 Chlorite

81 61.0 37.56 17.21 31.46 1.37 0.00 87.60 Chlorite, Rutile

82 58.0 88.37 6.20 5.16 0.27 0.00 100.00 Chlorite

83 55.0 83.27 8.19 8.55 0.00 0.00 100.00 Chlorite

84 52.0 87.49 7.03 5.47 0.00 0.00 100.00 Chlorite

85 49.0 84.87 6.69 8.44 0.00 0.00 100.00 Chlorite

86 46.0 83.73 5.19 11.08 0.00 0.00 100.00 Chlorite

87 43.0 46.52 19.04 23.66 0.00 0.00 89.22 Chlorite

88 40.0 47.79 25.37 26.84 0.00 0.00 100.00 Chlorite

89 37.0 47.00 20.67 23.87 0.60 3.25 95.38 Chlorite

90 35.0 46.75 21.21 28.05 0.53 3.45 100.00 Chlorite

91 32.0 42.24 20.97 25.18 0.35 0.00 88.74 Chlorite

92 30.0 88.47 6.96 4.58 0.00 0.00 100.00

93 28.0 87.29 7.52 5.19 0.00 0.00 100.00

94 23.0 88.50 5.58 5.92 0.00 0.00 100.00

95 24.0 85.52 5.60 8.88 0.00 0.00 100.00

96 19.0 87.55 4.22 8.22 0.00 0.00 100.00

97 16.0 70.94 8.97 19.63 0.45 0.00 100.00 Chlorite

98 11.0 67.44 7.99 19.50 0.43 0.00 95.36 Chlorite

99 10.0 70.04 8.69 20.68 0.59 0.00 100.00 Chlorite

100 5.0 23.46 31.03 41.01 1.29 0.00 96.80 Chlorite

C; Calcite, Q; Quartz, I; 2M1 type Illite, D; Dolomite, Sid; Sid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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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방해석 시멘트로 채워져 있다(Fig. 5C). 화절층에서

는 둥근 모양의 방해석이 재퇴적된 형태로 나타나며

입자 주변을 마그네슘 함량이 미세하게 높은 방해석

시멘트로 채워져 있다(Fig. 5D). 화절층 하부의 시료에

서는 방해석뿐만 아니라 분급과 원마도가 좋지 않은 쇄

설성 석영 및 긴 막대 모양의 일라이트의 비중이 높았

고, 부수적으로 티탄철석(ilmenite)이 나타난다(Fig. 5E,

Fig. 5F). 화절층 상부의 시료는 방해석이 우세하고, 분

급과 원마도가 좋지 않은 쇄설성 석영 입자와 긴 막대

모양의 일라이트로 구성되어 있고, 부수적으로 소량의

백운석 입자가 관찰된다(Fig. 5E, Fig. 5F).

세송층 시료 중 쇄설성 입자들이 보이는 부분 에 대

한 원소 맵핑 결과, 재퇴적된 것으로 보이는 쇄설성

백운석 입자 주위를 방해석 시멘트로 채우고 있고, 재

퇴적된 방해석도 관찰되며, 원마도가 나쁜 쇄설성 방

해석, 석영 및 일라이트가 나타난다(Fig. 6).

5. 토의 및 결론

5.1. 하부 조선누층군의 광물학적 특성

석회암층으로 생각했던 부분은 방해석이 매우 우세

할 것으로 예상하였으나, 방해석의 함량이 적게 나타

나고, 석영, 2M1 일라이트와 같은 쇄설성 입자들의 함

량이 높게 나타난다. 특히, 모든 층에서 일라이트는 여

러 폴리타입 중 쇄설성 입자인 2M1 일라이트만 검출

되었고, 자생 일라이트는 존재하지 않는다. 또한, 석영

입자 역시 쇄설성이며 분급이 좋지 않다. 방해석과 백

운석은 SEM-EDS 관찰 결과, 부분적으로 재퇴적된 모

Fig. 5. BSE images. Calcite, angular quartz and dolomite of the Daegi Formation(A), calcite, quartz, siderite of the Sesong

Formation(B), reworked dolomite of the Sesong Formation(C), reworked calcite of the Hwajeol Formation(D), angular

quartz, detrital illite, and calcite of the Hwajeol Formation (E, F). Cal ; calcite, Dol ; dolomite, Qtz ; quartz, Ill ; illite, Sid ;

sid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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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이 보이고 그 주위를 방해석 시멘트로 채우고 있다.

대기층과 세송층의 경계부는 상당히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대기층에서는 유백색 괴상의 석회암이, 광물학

적으로는 방해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나, 세송층에서는

암황색, 적색, 청색의 셰일이 관찰되고, 광물학적으로

도 방해석의 함량이 감소하고 석영, 2M1 일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한다. 반면에, 세송층과 화절층의 경계부는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세송층에서는 방해석,

석영, 2M1 일라이트, 백운석, 능철석 등이 나타난다.

화절층에서는 방해석, 석영, 2M1 일라이트가 관찰되나

백운석 및 능철석은 거의 나타나지 않고 부수적으로

녹니석, 적철석, 금홍석 등이 검출된다. 

시추코어 관찰을 통해 기재한 주상도에서 화절층은

셰일과 석회암의 호층대이고, 화절층의 하부는 셰일이

우세하며 화절층의 상부는 석회암이 우세하다. X-선 회

절 정량분석 결과에서 화절층의 하부는 방해석보다 석

영 및 2M1 일라이트의 함량이 우세하고, 화절층의 상

부는 방해석이 석영 및 2M1 일라이트의 함량보다 우

세한 경향이 있다. 야외 관찰을 통해 얻은 결과와

XRD 정량분석 결과가 일치하는 경향을 보인다.

5.2. 광물학적 특성 변화의 의미

후기 캠브리아기에 상대적인 해수면의 상승과 하강

이 반복되는 구간이 존재했고, 이때 해수면의 깊이는

외대륙붕과 내대륙붕 사이의 깊이였다(Kwon et al.,

2006). 방해석의 함량이 높지 않고 석영, 2M1 일라이

트와 같이 분급이 좋지 않은 쇄설성 입자들의 함량이

높게 나타난 것으로 보아, 후기 캠브리아기에 퇴적된

하부 조선누층군은 천해성 환경에서 퇴적되었으나 해

수면의 변화로 인해 육성 물질의 유입이 다량 있었던

환경이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재퇴적된 방해석과 백운

석의 존재는 해당 시기 혹은 이전 시기에 방해석과 백

운석이 형성되었고, 그 이후에 퇴적되었다는 것을 의

미한다. 추가로 석영 입자의 분급이 좋지 않은 것은

육성 물질의 유입가능성을 뒷받침 해주고 있다. 같은

화절층 내에서도 천해환경이나, 쇄설성 입자들이 많이

유입된 구간과 방해석이 많이 침전되는 구간이 구분되

어 나타난다. 화절층 하부는 쇄설성 입자들이 많이 유

입되었고, 상부는 방해석이 다량 침전되었다. 이러한

수직적인 방해석, 석영, 2M1 일라이트 함량의 변화는

천해성 퇴적환경에서의 반복적인 쇄설성 퇴적물의 유

Fig. 6. SEM element mapping images for the sample from the Sesong Formation, showing detrital and reworked

dolomite(Dol) and calcite(Cal), detrital quartz(Qtz), illite(Ill). A) Si, B) Al, C) Ca, D) Mg. Scale bars mean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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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량 변화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세송층의 구분에 대해서는 현재 논란이 있으나 본

연구에서는 광물학적으로 백운석과 능철석이 나타나는

구간 (시추코어에서 약 11 m 구간; 심도 193~181 m)

을 세송층으로 볼 수 있다. 하지만, 세송층부터 화절층

의 최하부까지의 백운석과 능철석의 함량은 점차적으

로 감소하며, 야외 관찰을 통해 보았을 때에도 암상이

셰일층에서 석회암과 셰일의 호층이 나타나는 부분까

지 점이적으로 변화하는 모습을 보이므로 세송층과 화

절층의 확실한 구분에는 어려움이 있다. 본 연구에서

처음으로 시도된 하부 고생대 조선누층군에 대한 체계

적인 광물학적 연구 결과는 조선누층군 퇴적 환경 변

화 해석에 새로운 정보를 제공하고 있어 이를 기초로

한 보다 구체적인 퇴적 환경 연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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