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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arious studies regarding the sedimentary environment, depositional age, provenance, and metamorphic history

have been carried out on the Taean Formation in the western part of Gyeonggi Massif, since the unique detrital

zircon age pattern was revealed. This review paper introduces the previous researches on the Taean Formation and

discusses the depositional age and provenance. The Taean Formation was traditionally regarded as a Precambrian

stratigraphic unit, but recently it is interpreted to be a middle or upper Paleozoic formation due to the occurrence of

large amounts of Early to Middle Paleozoic detrital zircons. The Taean Formation consists of metasandstone,

argillaceous schist, and phyllite which are mainly made up of quartz and mica. The protoliths are interpreted as

turbidites deposited in deep sea fan environment. The Taean Formation has been interpreted to be deposited

between the Devonian to Triassic ages given the age differences between detrital zircons and intrusive rocks. There

are two opinions that the deposition age is close to the Devonian or the Permian period. The provenance of this

formation is supposed to be South China block, Chinese collisional belt, or Gyeonggi Massif. Given the available

detrital zircon ages of the Taean Formation and other Korean (meta)sedimentary rocks, the Taean Formation shares

major source rocks with Yeoncheon Group and Pibanryeong Unit of the Okcheon Supergroup, but their source

regions are not entirely consistent. Considering the existing hypotheses about the depositional timing and

provenance, we put weight on the possibility that the Taean Formation was deposited between Permian and Early

Triassic periods. However, further studies on the stratigraphy and sedimentary petrology are needed to clarify its

definition and to elucidate the proven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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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육괴 서부에 분포하는 태안층의 독특한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가 알려진 이후 퇴적환경, 퇴적시기, 기원지,

변성사 등에 대한 다양한 연구가 이루어졌다. 이 논평에서는 그 동안 태안층에 대하여 이루어진 기존 연구들을 소개

하고 퇴적시기 및 기원지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태안층은 전통적으로 선캠브리아시대의 지층으로 알려졌으나, 근

래 다수의 전기-중기 고생대 저어콘들이 발견된 이후 중부 혹은 상부 고생대 퇴적층으로 해석되고 있다. 태안층은 주

로 석영과 운모로 구성된 변성사암, 이질편암, 천매암으로 구성되었으며, 이들의 원암은 심해선상지의 로브 환경에서

쌓인 저탁암으로 해석되었다. 태안층이 퇴적된 시기는 쇄설성 저어콘 연령과 관입암의 연령 차이를 통해 데본기-트라

이아스기 사이로 알려져 있는데, 퇴적시기가 데본기에 가깝다는 견해와 페름기에 가깝다는 견해로 나뉜다. 태안층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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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지는 남중국지괴나 중국의 충돌대, 또는 경기육괴로 추정되고 있다. 태안층과 기타 한반도 (변성)퇴적층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자료를 비교한 결과, 태안층은 연천층군이나 옥천누층군의 피반령 단위와 주요 기원

암을 공유하되 기원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여겨진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태안층의 퇴적시기와 기원

지에 대한 기존 가설들을 고려하면, 태안층을 페름기-전기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한 모델이 비교적 합

리적으로 보인다. 향후 태안층의 정의를 명확히 하고 기원지 규명을 위한 층서학 및 퇴적암석학적 추가연구가 필요하다.

주요어 : 태안층, 퇴적시기, 기원지, 퇴적환경, MDS 지도

1. 서 론

서부 경기육괴에 분포하는 태안층은 주로 변성사암

및 이질편암으로 구성된 저변성 퇴적암층이다(Fig. 1).

태안층은 도폭조사(Chang and Lee, 1982; Kim and

Hwang, 1982; Lee et al., 1989) 이래 선캠브리아시

대 변성암층으로서 주로 변성암석학적 연구(Na et al.,

1982; Na, 1992)가 이루어졌으며 이후에 퇴적환경을

조명한 연구(Lim et al., 1999)가 이루어진 후 큰 관

심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Cho(2007)에 의해 태안층

에 포함된 쇄설성 저어콘 분석 결과가 보고되면서 태

안층의 원암이 중기 고생대 혹은 그 이후에 생성된 것

으로 알려졌고, 그때까지 한반도 남부에서 보고되지 않

았던 실루리아기-데본기 퇴적층일 가능성이 제기되면

서 관심을 받게 되었다. 이후 태안층의 퇴적환경 및

고수류(Choi et al., 2008; So et al., 2013)를 비롯하

여 기원지(Choi et al., 2008; Cho et al., 2010; Na

et al., 2012; So et al., 2013; Kim et al., 2014; Han

et al., 2017), 변성사(De Jong et al., 2014) 등에 대

한 다양한 연구들이 이루어져왔다.

태안층이 주목받았던 가장 큰 이유는 태안층이 함유

한 쇄설성 저어콘의 연대분포인데, 선캠브리아시대에

생성되었다고 생각했던 암석에서 고생대 중기에 생성

된 저어콘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그

Fig. 1.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western Gyeonggi Massif (modified from Kim et al., 2014,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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패턴이 처음으로 보고되었던 당시에는 남중국 지괴 화

성활동의 산물로서 간주되었던 중원생대, 신원생대, 고

생대 저어콘들이 풍부하게 함유되어 있기 때문이다

(Cho, 2007; Cho et al., 2010; Na et al., 2012; So

et al., 2013; Kim et al., 2014; Han et al., 2017).

더불어 이와 같은 태안층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의

특징은 중국의 친링조산대에 분포하는 고생대 퇴적암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와 대비된다고 해석되었기 때

문에(Kim and Kee, 2015 and references therein),

태안층은 북중국-남중국 지괴의 충돌대의 연장선을 유

추할 수 있는 지시자로 생각되었다(e.g., Cho et al.,

2010, 2017; Han et al., 2017). 또한, 옥천누층군의

피반령 단위(Park et al., 2011; Cho et al., 2013)나

임진강대의 연천층군(Kim et al., 2014, 2017; Cho

et al., 2017; Han et al., 2017) 역시 태안층과 유사한

저어콘 연대 분포를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근래 이들

을 연결시켜 해석할 수 있는 지체구조 모델이 제시된

바 있다(e.g., Han et al., 2017; Cho et al., 2017).

본 논평에서는 한반도 고생대 지구조 진화의 핵심적

인 정보를 가지는 태안층에 대한 그간의 연구 결과들

을 소개한다. 이에 대한 검토를 통해 향후 연구가 이

루어져야 할 방향에 대하여 고찰하고자 한다. 

2. 태안층의 분포 및 암석학적 특성

태안층은 경기육괴 서부 태안반도, 안면도 및 서해

도서지방 일부에 걸쳐 분포하며, 태안반도 내부에 분포

하는 대호지층 역시 태안층과 대비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 et al., 1982; Na, 1992; Lee et al., 1989).

태안층은 선캠브리아시대 변성암인 서산층군을 부정합

으로 덮고 백악기 천수만층 하위에 놓인다(Song and

Woo, 1992; Lee et al., 1995). 태안층을 이루는 지층

은 주로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퇴적구조를 근거

로 동쪽으로 갈수록 젊어진다고 보고된 바 있다(So et

al., 2013). 태안층은 상당히 넓은 지역에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풍화가 심하여 해안가를 제외하면 신선한 노

두를 찾기 힘들다. 따라서 그간의 연구들은 주로 해안

가 노두를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태안층의 정의는 아

직 명확하게 정해지지 않은 것으로 보이는데, Choi et

al.(2016)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Na(1982)에서는 ‘선캠

브리아시대 서산층군 상위의 저변성 퇴적암으로 남포

층군을 제외한 것’으로 정의한 반면 Lee et al.(1989)

에서는 태안층에 대비되는 대호지층을 사질암과 이질

암으로 분대하였다. 또한 Choi(2014)에서는 이 중 석

영사암질 저탁암만을 태안층으로 분대하고 이 상위 암

층들을 십리포층으로 분대하였다. 이 십리포층은 이전

연구들에서 구한 태안층의 가장 젊은 저어콘 연령 보

다 더 젊은 저어콘 연령(약 381, 357 Ma; Choi et al.,

2016)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들이 태안층에 포함되는지

여부에 따라 태안층의 퇴적시기까지도 재논의될 수 있

다. 따라서 향후 추가연구를 통해 태안층의 정확한 정

의와 분포를 결정하여야 한다.

Fig. 2. Representative photomicrographs of the Taean Formation in Anmyeondo area (Choi and Lee, in preparation). a) a

psammite composed mainly of quartz with minor mica. b) a phyllite showing quartz and mica with a preferred orientation.

Left: PPL, Right: XP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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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층의 주요 암상은 태안층 최상부에 산출하는 것으

로 알려진 석회질사암(calcarenite; Lim et al., 1999)을

제외하면 대부분 변성사암, 편암, 천매암 등이며 주요

광물조성은 석영과 운모이다(Fig. 2). 비교적 입자 크기

가 큰 변성사암은 석영질에 가까운 매우 성숙한 광물

조성을 가지며, 편암과 천매암은 석영과 더불어 일정

한 방향으로 배열된 운모를 다량 함유한다. 이들이 변

성암이라는 것을 고려하면 원암은 석영이 주를 이루고

점토광물을 소량 함유한 사암과 석영과 점토광물이 주

를 이루는 실트암-이암이 교호하는 퇴적암이었음을 유

추할 수 있다. 안면도 서쪽 해안에 분포하는 태안층의

경우 방해석이 주로 석영입자 사이를 충진한 상태로

나타나지만, 그 이외의 지역에서는 이러한 특징이 잘

나타나지 않는다. 

태안층은 녹색편암상의 변성 조건을 가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Na, 1992). 태안층의 변성시기에 대한 연

구는 변성기원 티타나이트와 백운모의 연령 측정을 통

해서 이루어졌으며, 이 연구를 통하여 태안층의 변성

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0 Ma)에 일어났음이 보고

되었다(De Jong et al., 2014). 

3. 태안층의 퇴적환경

태안층에서 본래의 입자의 모양이나 입도와 같은 퇴

적조직은 변성작용에 의해 잘 보존되어 있지 않다. 하

지만 일부 지역에서 층리, 사층리, 점이층리, 불꽃구조

등의 퇴적구조가 보고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그간의

연구들에서 태안층이 심해선상지에서 퇴적된 저탁암계

로 해석되었다(Lim et al., 1999; Choi et al., 2008;

So et al., 2013). 태안층의 고수류 방향은 층서적 상

부로 갈수록 남-북 방향으로부터 북동-남서방향과 동-

서 방향으로 변화하였다고 보고되었다(Choi et al.,

2008). 태안층의 퇴적환경이 심해선상지라는 해석은 이

후에 다루어질 태안층의 기원지나 지구조적 의의에 대

한 그간의 연구에서 중요한 근거로 다루어진다. 그러

나 최근 태안층의 퇴적환경을 기존과 다르게 해석할

수 있는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태안반도 북쪽의 영

흥도나 선재도와 같은 도서지방에는 태안층의 하위 지

층으로 해석된 장경리층과 녹도층이 분포한다(Choi et

al., 2016). 이들 지층은 사암, 이암, 석회암의 호층으로

주로 구성된다. 더불어 태안층 상위에 발달하는 것으

로 보고된 십리포층은 석회암과 석회질 저탁암으로 주

로 구성된다(Choi et al., 2016). 이와 같은 암상은 천

해 또는 육상 환경에서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높기 때

문에, 층서적으로 이들의 중간에 위치하는 태안층이 심

해 환경에서 퇴적되었다는 기존의 해석은 조화롭지 않

다. 따라서 태안층이 심해저가 아닌 다른 퇴적환경에

서 쌓였을 가능성이 있으며, 태안층의 퇴적환경에 대

하여 재확인할 필요가 있다. 

 

4. 태안층의 퇴적시기

태안층에 대한 본격적인 연구를 촉발시키게 된 계기

중 하나는 퇴적시기에 대한 관점의 변화이다. 태안층에

서는 퇴적시기를 가늠할 수 있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기

때문에 그 퇴적시기는 전통적으로 선캠브리아시대로 여

겨졌다(Chang and Lee, 1982; Kim and Hwang,

1982). 2000년대 이후 국내에서 저어콘 U-Pb 연대측

정이 활발하게 진행됨에 따라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

연대가 지시하는 최대퇴적시기(maximum depositional

age) 개념과 관입의 법칙을 이용하여 태안층의 퇴적시

기가 재추정 되었다. Cho(2007)은 가장 젊은 저어콘

입자의 연대로 추정한 최대퇴적시기인 402 Ma와 태안

층을 관입한 암석의 절대연령인 229 Ma를 근거로 태

안층의 퇴적시기를 데본기-트라이아스기로 추정하였다.

이후 후속 연구에서 제시한 퇴적시기 또한 대체로 이

와 유사하였다(e.g, Cho et al., 2010). 또는 태안층이

옥천누층군, 연천층군과 동시에 퇴적되었다고 보는 견

해(Cho et al., 2010; Na et al., 2012; Han et al.,

2017; Cho et al., 2017)에서는 태안층의 퇴적시기가

연천층군과 같은 데본기로 본다. 한편, 최근 연구에서

태안층의 쇄설성 저어콘에서 발견한 277-260 Ma의 내

부 성장 연대와 약 243-234 Ma의 변성 과성장 연대,

그리고 태안층의 최대변성시기를 약 230 Ma로 추정한

기존 연구(De Jong et al., 2014)를 토대로 태안층의

퇴적시기가 약 260-243 Ma로 제안되었다(Kim et al.,

2017). 이에 따르면 태안층의 퇴적시기는 후기 페름기

-전기 트라이아스기 사이가 된다. 

요약하자면, 태안층의 퇴적시기를 보수적으로 추정

하면 데본기-트라이아스기 사이이며, 관점에 따라 태안

층의 퇴적시기를 데본기와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사이

로 추정하는 두 견해가 있다. 상술한 바와 같이, 현재

태안층의 퇴적시기를 직접 제한할 수 있는 증거는 없

고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을 통하여 간접적으로 추정할

수밖에 없으므로, 더 명확한 퇴적 시기는 정황에 따라

추정할 수밖에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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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태안층의 기원지

태안층의 기원지 연구는 거의 전적으로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를 이용하여 이루어졌다. 태안층 저어콘 연

대 분포의 특징은 오르도비스기-데본기에 집중된 피크

연대와, 이보다 덜 집중적으로 나타나지만 고생대로부

터 시생대까지 다양하게 나타나는 연대들이다(Fig. 3).

일반적으로 어느 퇴적물 내 쇄설성 저어콘의 연대분포

가 의미하는 바는, 퇴적물이 유래한 유역에 분포하는

암석들의 생성시기이며, 주로 규장질 암석의 생성시기

가 반영된다. 그리고 저어콘이 석영과 함께 퇴적암의

윤회를 거쳐도 살아남는 광물이기 때문에 퇴적암이 기

원암이 될 경우 그 퇴적암에 퇴적물을 공급한 소위 궁

극적 기원지의 저어콘 연대 분포가 반영된다.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태안층의 궁극적 기원지는 데본기에 형

성된 화성암체와 시생대로부터 고생대까지의 저어콘을

함유한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되며

경기육괴의 고원생대 기반암도 퇴적물을 공급하였을 가

능성이 있다. 실제로 태안층 저어콘 중 고생대(오르도

비스기-데본기) 저어콘은 그 이전 시기 저어콘들이 아

원상-아각상 모양을 가지는 반면 결정의 모난 부분을

보존하고 있는 반자형을 이루고 있다는(Cho, 2007) 점

은 고생대 저어콘과 그보다 오래된 저어콘이 풍화를

겪은 정도가 다르다는 근거가 될 수 있다. 다만, 태안

층의 고생대 저어콘 또한 마모되어 대부분 아원상의

모양을 가진다는 보고(Cho et al., 2010; Han et al.,

2017)도 있으므로 주의를 요한다.

태안층의 쇄설성 저어콘들이 주로 생성된 중원생대,

신생대, 고생대는 태안층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지기 전

까지는 한반도에서 주로 나타나는 것으로 알려진 화성

암의 생성 시기가 아니었기 때문에, 태안층의 저어콘

연대 분포에 대한 반복적인 분석과 함께 이들이 어디

로부터 유래하였는지에 대한 많은 논의가 있었다(Cho,

2007; Cho et al., 2010; Na et al., 2012; So et al.,

2013; Kim et al., 2014, 2017; Kim and Kee, 2015;

Han et al., 2017). 태안층의 퇴적물은 쇄설성 저어콘

Fig. 3. The kernel density estimates (KDE; Vermeesch, 2012) of detrital zircon ages of the Yeoncheon Group, Taean

Formation, and Pibanryeong Unit of the Okcheon Supergroup (data compiled from Cho, 2007; Park et al., 2011; Cho et al.,

2010, 2013; Kim et al., 2014, 2017; So et al., 2013; Han et al.,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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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 분포의 유사성에 근거하여 경기육괴 또는 중국의

남중국지괴, 조산대로부터 유래하였을 것으로 여겨지고

있다. 중국으로부터 퇴적물이 유래하였다고 추정하는

연구들은 태안층의 저어콘 연대 분포가 남중국지괴, 친

리안 및 친링 조산대의 저어콘 연대 분포와 유사하다고

본다(Cho et al., 2010; Kim et al., 2014, 2017; Kim

and Kee, 2015; Han et al., 2017). 그리고 이와 같

은 기원지들로부터 중국조산대의 융기에 의해 형성된

고지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되었다고 추정한다(Kim

and Kee, 2015; Han et al., 2017; Kim et al., 2017).

Kim and Kee(2015)는 태안층의 저어콘 연대 분포가

남중국 지괴, 친리안 및 친링 조산대의 저어콘 연대

분포와 유사하며, 태안층이 초대륙 형성 후기 단계에

서 퇴적된 플리시 퇴적층이었다고 보고하였다. Han et

al.(2017)은 태안층과 연천층군이 서로 대비되며, 남 친

링 조산대의 중-후기 데본기 퇴적층들이 남-북중국 지

괴 충돌 과정에서 재동되어 퇴적물이 유래되었다고 보

았다. Kim et al.(2017)은 태안층이 일종의 잔류해양분

지(remnant ocean basin)에 쌓인 퇴적물로서 중국의

송판-간지 복합체와 같이 고기 대륙지각이나 윤회된 퇴

적물로부터 유래하여 퇴적되었다고 보았다. 

반면, 태안층의 퇴적물이 경기육괴에서 유래하되 경

기육괴가 남중국과 같은 지구조적 특징을 지녔던 것으

로 추정하기도 한다(Cho, 2007; Cho et al. 2017).

Cho(2007)은 태안층의 저어콘 연대 분포가 친링-다비

충돌대의 석탄기 및 쥬라기 퇴적암의 저어콘 연대 분

포와 유사하다고 보고하였고, 태안층의 퇴적 당시 경

기육괴에 신원생대-데본기 화성암체가 존재하였을 가능

성을 제안하였다. Cho et al.(2017)은 태안층이 연천층

군, 옥천누층군의 피반령 단위(이하 피반령 단위; Cho

et al., 2013)와 함께 경기 연변대(Gyeonggi Marginal

Belt)로서 경기육괴를 기원지로 하는 퇴적물이 데본기

에 쌓여 생성되었다고 하였다. 

6.태안층과 옥천누층군, 연천층군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 비교

태안층과 피반령 단위, 연천층군은 상술한 바와 같

이 저어콘 피크 연대의 구성이나 각 피크 연대들의 전

반적인 비중에서 유사성이 지적 되었고(Cho et al.,

2010, 2013, 2017; Kim et al., 2014; Kim and Kee,

2015; Han et al., 2017), 이에 따라 태안층이 연천층

군 및 피반령 단위와 대비되는 지층이며 이들의 원암

이 동시에 퇴적되었다는 견해들이 많다. 이 논평에서

는 과연 이들의 피크 연대 이외에 저어콘 연령들의 구

성비를 따져보고, 이들의 유사성을 통계적으로도 비교

해 보고자 한다.

최근 이루어진 태안층(Cho, 2007; Cho et al., 2010;

So et al., 2013; Kim et al., 2014; Han et al., 2017),

피반령 단위(Park et al., 2011; Cho et al., 2013;

Kim et al., 2014), 연천층군(Kim et al., 2014, 2017;

Han et al., 2017)에 대한 여러 쇄설성 저어콘 연대분

포 연구에서 보고된 저어콘의 연대 구성비를 Table 1에

요약하였고, 이들의 연대분포를 Fig. 3에 나타냈다. 또

한, 연대분포를 보다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Table 1

에서 고생대, 신원생대, 중원생대, 고원생대-시생대 저

어콘의 비중 중 가장 많은 비중부터 차례로 빨강, 파

랑, 녹색, 흑색으로 표시하였고, 고생대 저어콘 연대 분

포를 기에 따라 세분하여 5% 이상의 비중을 가지는

부분은 굵게 표시하였다.

Table 1. Summary for detrital zircon age distribution of the Taean Formation, the Yeoncheon Group, and Pibanryeong Unit

of the Okcheon Supergroup (data compiled from Cho, 2007; Park et al., 2011; Cho et al., 2010, 2013; Kim et al., 2014, 2017;

So et al., 2013; Han et al., 2017)

Yeoncheon Gr. Taean Fm. Pibanryeong Unit

Age (Ma) range (Ma) (%) range (Ma) (%) range (Ma) (%)

Permian (298.9-251.9) 277-272 0.3%

Carboniferous (358.9-298.9) 343 0.2% 357-333 1%

Devonian (419.2-358.9) 419-378 9% 418-376 3% 419-359 12%

Silurian (443.8-419.2) 443-420 13% 443-420 10% 443-419 5%

Ordovician (485.4-443.8) 478-444 7% 476-444 4% 480-444 4%

Cambrian (541.0-485.4) 526-486 2% 539-491 2% 539-494 2%

Paleozoic (541.0-251.9) 526-378 31% 539-272 19% 539-333 24%

Neoproterozoic (1000-541) 996-547 32% 1000-545 37% 998-542 31%

Mesoproterozoic (1600-1000) 1584-1010 18% 1599-1003 17% 1589-1001 16%

Archean & Paleoproterozoic (>1600) 3676-1620 19% 3678-1604 27% 3595-1619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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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안층, 피반령 단위, 연천층군은 피크연대 구성이

유사함에도 불구하고 각 저어콘 연대의 비중은 세 층

간에 서로 차이를 보이고 있다. 태안층에 비하여 피반

령 단위는신원생대 저어콘의 비중이 적고 고생대 저어

콘의 비중이 높은 반면, 연천층군은 고원생대-시생대

저어콘의 비중이 더 낮고 고생대 저어콘의 비중이 더

높다(Table 1; Fig. 3). 태안층과 유사한 것으로 여겨

지는 옥천누층군의 피반령 단위 또한 태안층과 저어콘

연대의 비중이 다른데, 피반령 단위는 태안층에 비하

여 중원생대 저어콘의 비중이 더 높고 고생대 저어콘

의 비중이 낮다. 그러므로, 태안층, 피반령 단위, 연천

층군의 기원지는 유사하게 구성되었을 것이나, 이들이

완전히 같은 유역으로부터 유래하지는 않았음을 알 수

있으며, 아마도 북쪽인 연천층군의 기원지는 고생대 화

성암체가 더 많이 노출되었고, 태안층과 피반령 단위

의 기원지는 고원생대 기반암이 더 많이 노출되었을

것이다. 한편, 고생대 저어콘들의 연대 분포를 더 자세

히 비교하면, 연천층군과 태안층은 실루리아기 저어콘

이 가장 많은 데 비하여 옥천누층군은 데본기 저어콘

이 가장 많이 나타난다(Table 1). 

이러한 다양한 연대분포의 유사성을 한눈에 비교하

기 위하여 Table 1과 Fig. 3에 사용한 자료를 이용하여

MDS 지도(multidimensional scaling map; Vermeesch,

2013, 2018)를 도시하여 비교하였다(Fig. 4). MDS 지

도는 기존에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의 통계적 비교

방법으로 쓰이던 K-S (Kolmogorov-Smirnoff) 테스트

(Guynn, 2006)의 단점을 보완하여 고안된 주성분분석

(principal component analysis)에 기반한 통계 분석

방법이다(Vermeesch, 2013). MDS는 비교하는 시료들

간의 유사도가 상대적인 거리로 나타나며, 비교하는 시

료에 따라 같은 시료라도 지도 내 위치가 달라진다.

시료 간 저어콘 연대분포가 유사도가 높을수록 가깝고

유사도가 떨어질수록 멀리 위치하게 되기 때문에 시료

간의 유사도를 한눈에 파악하기 좋다. Fig. 4에서 작은

원과 큰 원은 각각 개별 시료와 전체 시료 데이터를

의미하며, 각 그룹의 시료들이 분포하는 영역의 범위

를 색을 넣어 표시하였다. 전체적으로 연천층군과 피

반령 단위 사이에 태안층이 위치하는 모습을 보이며,

태안층과 피반령 단위의 시료 일부가 연천층군 시료들

의 영역 안에 위치하나 대부분은 연천층군의 영역 내

에 포함되지 않는다. 

MDS 지도를 통해 태안층, 피반령 단위, 연천층군의

전체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에서 차이점이 나타난다.

시료 간의 인접성이 곧 유사성을 나타내는 만큼, MDS

에서 같은 층의 시료들이 넓게 분포한다면 이 층의 쇄

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가 균질하지 않다는 뜻이며 곧

기원지 또는 유역을 달리한다는 의미이다. 이러한 관

점에서 태안층, 피반령 단위, 연천층군 간의 시료들이

분포하는 넓이를 비교하면 연천층군과 태안층 보다 피

반령 단위의 시료들이 보다 균질하지 않은 분포를 보

인다. 또한 피반령 단위의 경우 각 시료들은 연천층군

과 유사한 시료 보다 그렇지 않은 시료가 더 많지만,

피반령 단위 전체의 저어콘 연대 분포는 연천층군의

전체 연대 분포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차이점을 토대로 태안층, 피반령 단위, 연천

층군이 서로 대비되는 퇴적층으로, 중국 충돌대로부터

퇴적물이 유래하여 세 지역 모두 데본기에 퇴적되었다

는 가설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중국 충돌대의 융기

로 인해 충돌대에 위치한 고생대 퇴적분지들로부터 퇴

적물이 재동 또는 윤회되어 유래한다면 이미 퇴적물이

혼합되어 조성이 균질하게 되어있을 것이므로 중국으

로부터 유래한 퇴적물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 분포는

거의 동일해야 할 것이다. 따라서 위에서 서술한 바와

같은 저어콘의 연대 분포의 차이는 적어도 태안층이나

피반령 단위에는 중국 충돌대로부터의 퇴적물 공급 이

외에 추가적인 기원지로부터 퇴적물이 공급되었음을 의

미하며, 추가적인 기원지로부터의 퇴적물 공급 정도도

각기 다를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들을 서로 대비

되는 퇴적층으로 여길 수 있는지 의문이다. 이러한 상

황에서는 태안층의 퇴적시기에 대한 문제가 대두될 수

있다. 데본기 당시 중국의 충돌대로부터 한반도까지의

Fig. 4. MDS (multidimensional scaling) map of detrital

zircon ages of the Yeoncheon Group, Taean Formation,

and Pibanryeong Unit of the Okcheon Supergroup (used

the same data with figure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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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리와 기원암으로 언급된 고생대 분지들과 태안층의 성

숙도 차이(Han et al., 2017 and references therein)

를 생각하면, 충돌대의 발달에 따라 퇴적물이 윤회를

거쳐 태안층까지 이동했을 것으로 추정된다. 그렇다면,

이들 퇴적물에 함유된 쇄설성 저어콘 중 가장 젊은 저

어콘의 생성시기와 실제 태안층의 퇴적시기에는 상당

한 시간차가 발생할 수밖에 없다. 반면 연천층군은 이

미 데본기에 퇴적된 것으로 알려졌기 때문에(Kee et

al., 2011) 연천층군과 태안층은 동시에 퇴적되었다고

볼 수 없다. 그러므로 이 가설은 태안층, 연천층군, 피

반령 단위 사이의 연관성에 대하여 더 상세한 검토를

거쳐야 하며, 각 변성퇴적암들의 퇴적암석학적인 특징

에 대한 비교가 필요하다. 

다음으로, 태안층이 경기육괴로부터 유래한 퇴적물

일 가능성을 검토해 보도록 하겠다. 최근 연구들에 의해

경기육괴에 고원생대 기반암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신원생대 및 고생대 화성암체들이 분포하고 있다는 점이

알려졌다(e.g., Lee et al., 2003; Kim et al., 2013,

2015; Park et al., 2014, 2017; Kim and Kee, 2015

and references therein). 그리고 태안층 퇴적 이전에

도 중원생대, 신원생대, 고생대 저어콘들은 한반도 퇴

적분지들에 공급되고 있었으므로(Mckenzie et al.,

2011; Hu et al., 2012; H.S. Kim et al., 2013; M.J.

Kim et al., 2016; Lee et al., 2016) 경기육괴로부터

태안층 퇴적물이 공급되었을 개연성도 있다. 태안층의

성숙한 광물조성과 연천층군의 퇴적시기, 연천층군, 피

반령 단위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 피크들의 유사성을

고려하면, 태안층에 퇴적물을 공급하는 주요 기원암으

로 연천층군과 대비되거나 연천층군과 유사한 저어콘

연령 분포를 가지는 퇴적암이 존재하였을 것으로 생각

된다. 그리고 피반령 단위의 변성퇴적암들은 태안층과

같이 규암이거나 규암에 가까운 성숙한 광물조성을 가

진다는 점에서 이들 또한 태안층과 같이 연천층군과

유사한 저어콘 연대 분포를 가진 퇴적암이 기원암이었

을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역시 태안층의 퇴적시기는

연천층군의 퇴적시기인 데본기보다 이후일 것이다. 이

러한 관점에서 앞서 언급된 퇴적시기 모델 중 페름기-

전기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퇴적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한 모델이 비교적 합리적인 것으로 판단된다.

7. 요 약

경기육괴 서부에 분포하는 태안층은 본래 선캠브리

아시대 지층으로 알려졌으나, 고생대 쇄설성 저어콘을

함유하는 것으로 알려지면서 다양한 퇴적학 및 변성암

석학적 연구가 이루어졌다. 태안층은 심해환경에서 해

저선상지의 로브에 쌓인 저탁암계로 알려져 있으며, 광

물조성은 석영 및 운모로 성숙도가 높다. 태안층이 퇴

적된 시기는 대체로 연천층군과 같은 데본기로 생각되

고 있으나 페름기-전기 트라이아스기 사이에 퇴적된 것

으로 생각하는 견해도 존재한다. 태안층의 퇴적물은 중

국의 충돌대나 남중국지괴 고생대 분지 퇴적물이 윤회

또는 재동을 거쳐 공급되었다는 견해와, 경기육괴로부

터 공급되었다는 견해가 존재한다. 태안층과 기타 한

반도의 중원생대, 신원생대, 고생대 퇴적암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를 다룬 기존 연구들의 자료를 비교한 결

과, 태안층은 연천층군이나 피반령 단위와 유사한 저

어콘 연대 분포를 보이나, 시기별 저어콘 연대의 비중

에서 차이를 보인다. 따라서 이들은 주요 기원암을 공

유하되 기원지가 완전히 일치하지는 않는 것으로 생각

된다. 이를 토대로 태안층의 퇴적시기에 대한 기존 가

설들을 검토한 결과, 데본기 보다는 페름기-전기 트라

이아스기 사이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한 모델이 비교적

합리적으로 보인다. 태안층의 기원지에 대한 기존 가

설들을 검증하기 위해서는, 태안층을 비롯한 피반령 단

위와 연천층군의 퇴적암석학적인 추가 연구를 통해 이

들의 유사성과 차이점에 대한 정보를 얻을 필요가 있

다. 또한 이러한 논의를 위하여 태안층을 층서적으로

명확히 정의하기 위한 추가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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