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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yeongan Supergroup (PS) in the Taebaeksan basin preserves key geological evidences to understand the

tectonometamorphic evolution of the Songrim orogeny that affected the formation of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late Paleozoic to early Mesozoic. The aims of this paper therefore are to investigate the characteristics of the

Songrim orogeny based on the previous results of metamorphism and deformations of the PS, and then to review

geological significance and research necessity of the PS. Age distributions and Th/U ratio of detrital zircon in the

PS indicate that sedimentary environment of the Taebaeksan basin during the late Paleozoic was arc-related foreland

basin and retro-arc foreland basin at the active continental margin. In addition, the main magmatic activities

occurred in the early Pennsylvanian and Middle Permian, thus sedimentation and magmatic activities occurred

simultaneously. The PS was affected by lower temperature–medium pressure (M1) and medium temperature and

pressure (M2) regional metamorphism during the Songrim orogeny. During M1, slate and phyllite containing

chloritoid, andalusite, kyanite porphyroblasts intensively deformed by E–W bulk crustal shortening combined with

folding and shearing. And garnet and staurolite porphyroblasts were formed during the N–S bulk crustal shortening

accompained by M2. Such regional metamorphism of the PS is interpreted to occur in an area where high strain

zone is localized during ca. 220–270 Ma. In order to elucidate the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and tectonic

features of the Songrim orogeny, it is expected that the study will be carried out such as the regional distribution of

metamorphic zones developed in the PS, characteristics and timing of deformations, and late Paleozoic paleo-

geography of the Taebaeks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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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은 고생대 말–중생대 초기 동안 한반도 형성에 영향을 미친 송림 조산운동의 지

구조적 특성을 이해하는데 필요한 지질학적 증거들을 가지고 있다. 따라서 이번 논문은 기존에 발표된 평안누층군의

변성–변형작용과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측정 결과들을 바탕으로 송림 조산운동의 특성을 알아보고, 평안누층군의 지질

학적 중요성과 연구 필요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의 Th/U 비와 연령분포 결과는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의 퇴적환경은 능동적 대륙연변부의 화산호 형성으로 인해 만들어진 대륙전호분지와 후호 대륙

전면분지일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주된 화성활동은 펜실베니안 초기와 페름기 중기에 발생하였고, 따라서 평안누층

군의 퇴적작용과 화성활동은 거의 동시기에 발생하였다. 송림 조산운동 동안 평안누층군은 저온–중압(M1)과 중온–중

압(M2)의 광역변성작용에 영향을 받았다. M1 동안 경녹니석, 홍주석, 남정석 반성변정을 함유한 점판암과 천매암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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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서 방향의 압축작용과 함께 수반된 습곡/전단운동에 의해 심하게 변형되어 산출되며, M2와 함께 수반된 남–북 방

향의 최대 압축작용 동안 석류석과 십자석이 반상변정으로 형성되었다. 이런 평안누층군의 변성작용은 약 220–270

Ma 동안에 변형작용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향후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진화와 송림 조산운동

의 지구조적 특성을 규명하기 위해서 평안누층군에 발달한 변성대의 광역적인 분포와 지질구조들의 특성과 형성 시

기 그리고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의 고지리 위치 등과 같은 연구가 수행되기를 기대한다.

주요어 : 태백산분지, 평안누층군, 송림 조산운동, 변성-변형작용, 쇄설성 저어콘

1. 서 론

한반도의 상부 고생대층인 평안누층군은 옥천변성대

의 태백산분지와 평남분지에 넓게 분포하며, 과거 탄

층을 함유한 쇄설성 퇴적암으로 취급되었다. 따라서 초

기 평안누층군의 층서학적 연구는 주로 탄전(예, 삼척

탄전, 영월탄전, 단양탄전, 강릉–평창–정선 탄전, 문경

탄정 등) 위주로 진행되었다(Fig. 1; Chenog, 1969;

Yu et al., 1997; Lee and Sheen, 1998; Ko et al.,

1999). 그러나 최근 10년 동안의 평안누층군 연구결과

에 의하면, 평안누층군은 저온–중압에서 중온–중압의

변성작용과 변형작용에 영향을 받아 지역에 따라 다양

한 종류의 변성암과 습곡/단층구조가 산출된다(Kim

and Ree, 2010, 2013; Kim, 2012; Kim et al., 2012).

또한 최근 평안누층군을 구성하는 지층의 쇄설성 저어

콘 U–Pb 연령측정 결과에 의하면, 평안누층군은 수동

적 대륙 연변부보다는 판의 섭입 경계에서 화산호 형

성과정에 수반된 대륙 전면분지(foreland basin)의 얕은

바다 또는 하천환경에서 퇴적되었다고 해석하였다(Lee

and Chough, 2006a, b). 따라서 평안누층군의 퇴적환

경과 변성/변형작용의 이해는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를

포함하는 옥천변성대의 지구조 운동(예, 송림 조산운동)

을 규명하는데 중요한 단서들을 제공할 것이다.

Kim and Ree(2013)는 태백산분지 북부 지역에 분

포하는 평안누층군은 트라이아스기 동안 알프스(Alpine)

유형의 광역변성작용과 최소 4회의 변형작용에 영향을

받았다고 제안하였다. 또한 이를 바탕으로 트라이아스

기 동안 한반도에 영향을 준 송림 조산운동은 중한지

괴(Sino–Korean Craton)–남중국 지괴(South China

Craton)의 충돌작용 뿐만 아니라 유라시아 동쪽부에 분

포했던 소규모 지괴들의 봉합(amalgamation)(예, 중한

지괴와 히다–오키 지괴의 충돌) 작용에 대비될 수 있

음을 제안하였다(Fig. 1; de Jong et al., 2009; Kim

and Ree, 2013; Kim and Lee, 2018). 최근 Kim

and Lee(2018)는 옥천분지와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의 특성을 바탕

으로, 옥천변성대와 평남분지 전체가 모두 중한지괴에

에 해당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이와 같은 최근 연구결과는 고생대 말에서 중생대

초기 동안 한반도의 지구조 운동이 매우 복잡한 지구

조 환경 하에서 여러 번의 변성/변형작용을 수반한 것

으로 해석될 수 있다. 따라서 향후 평안누층군의 지역

별 분포 특성과 퇴적환경, 변성작용과 변형작용의 지

역적 차이 등과 같은 연구는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송

림 조산운동의 특성을 보다 더 체계적으로 이해하고

정교화 하는데 결정적인 역할을 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 논문의 목적은 기존에 발표된 태백산분지에 분포하

는 평안누층군의 변성작용과 변형작용 그리고 쇄설성

저어콘을 이용한 연령측정 결과를 살펴보고, 이들 결

과들의 중요성과 향후 보완하고 추가 연구가 필요한

내용들에 대해서 토의해 보고자 한다.

2. 평안누층군의 층서와 퇴적환경

Kodaira(1924)는 북한지역의 평남분지에 분포하는 후

기 고생대 퇴적암층을 평안계(system)라고 제안하였고,

Kawasaki(1927)와 Tateiwa(1931)는 평안계를 4개의

통(series), 홍점통, 사동통, 고방산통 그리고 녹암통으

로 구분하였다. 남한지역의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평

안누층군의 층서는 일본학자들과 GICTR(1962)에 의해

처음으로 북한지역과 유사한 4개의 통으로 구분되었다.

그 후 Cheong(1969)에 의해 평안누층군은 3개의 층군

과 7개의 층으로 세분되었으며(Fig. 1c). Lee and

Chough (2006a, b)는 암층서 구분과 퇴적환경을 바탕

으로 태백지역의 평안누층군을 황지층군으로 구분하였

고, 이 충군은 하부로부터 만항층, 금천–장성층, 함백

산층, 도사곡층, 고한층, 그리고 동고층으로 구성된다

(Fig. 1c). 그러나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층서는 지역에 따라 비교적 큰 암상의 차이를 보인다.

특히 태백산분지 북부 경계지역(강릉–정선–평창–영월

지역)의 평안누층군은 광역변성작용과 심한 변형작용

을 경험하였다(Kim and Ree, 2010, 2013; 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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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 Kim et al., 2012). 따라서 이 지역의 층서는

향후 면밀한 재고찰이 필요하다.

Lee and Chough(2006a, b)의 암층서 연구결과에

의하면, 태백지역에서 만항층은 평안누층군의 최하부층

으로 주로 역암, 조립질 사암, 실트암으로 구성되며 이

암과 흑색 셰일이 협재된다. 금천–장성층은 주로 암회

색의 조립질–중립질 사암과 셰일로 구성되며 두꺼운

탄층을 함유한다. 함백산층은 유백색 역암과 회색의 조

립질 사암으로 구성된다. 도사곡층은 적색 또는 회색

의 사암과 실트암 그리고 괴상의 사암과 역암으로 이

루어져 있다. 고한층과 동고층은 괴상의 역암, 사암과

실트암으로 구성된다. 만항층부터 도사곡층의 사암은

Fig. 1. (a) Simplified tectonic map of the northeast Asia with the locations of the Precambrian Nangrim, Gyeonggi, and

Yeongnam massifs and the Phanerozoic Okcheon Belt in the Korean Peninsula. (b) Regional geological map of the

Taebaeksan basin with six locations of the Pyeongan Supergoup. (c) Lithostratigraphy of the Pyeongan Supergroup in the

Taebaeksan basin and tectonic events. Sources: 1 Cheong(1969), 2 KIGAM(1979), 3 Lee and Chough(2006a, b), 4 Classical

idea based on plant fossils, 5 Han et al.(2006), 6 Cho et al.(2008), 7 Kim et al.(2012). N.B., MH: Manhang, GC:

Geumcheon, JS: Jangseong, HBS: Hambaeksan, DSG: Dosagok, GH: Gohan, DG: Dongg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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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석의 함량이 매우 적은 석영 사암과 준암편질 사암

에 해당되고, 고한층과 동고층은 장석의 함량이 최고

약 25%까지 증가한다(Yu et al., 1997; Lee and

Sheen, 1998). Lee and Chough(2006a, b)는 또한

태백지역에서 평안누층군의 전체 층서를 7개의 퇴적상

조합로 구분하여 퇴적환경을 해석하였다. 만항층은 해

변과 연안평원 환경에서, 금천층–장성층은 석호 환경

에서 퇴적되었다. 반면에 함백산층은 삼각주 환경에서,

도사곡층은 연안 또는 하천환경에서 퇴적되었다. 그리

고 최상부 동고층은 만과 망상하천 환경에서 퇴적되었

다고 보고하였다.

Yu et al.(1997)과 Lee and Sheen(1998)의 평안누

층군의 쇄설성 입자들의 기원지에 대한 연구결과에 의

하면, 평안누층군의 기원지는 초기–중기 동안은 대륙

충돌과 습곡–스러스트 조산대과 연관된 재윤회된 조산

대이고, 말기에는 화산호와 조산대의 혼합대로 해석하

였다. 이 기원지에 대한 연구결과는 최근 쇄설성 저어

콘의 화학조성과 연령분포에 의해서 확인되었다(Kim

et al., 2012; Kim et al., 2017; Kim and Lee, 2018).

3. 평안누층군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의 특성

Kim et al.(2012) 태백산분지 강릉탄전 주변에서 산

출되는 만항층에서 처음으로 쇄설성 저어콘 연령을 보

고하였다. 이후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태백산분지의 태

백, 영월, 정선, 문경지역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쇄

설성 저어콘 연구가 진행되었다(Kim et al., 2014;

Kim et al., 2015; Kim et al., 2017; Kim et al.,

2018). 이들 지역에서 관찰한 대부분의 저어콘들은 진

동누대구조(oscillatory zonning)을 보이고, 일부는 상속

핵(inherited core)을 보이기도 한다.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은 0.2–3.0 Ga까지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며, 크게

3개의 그룹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 2): (1) 시생대 말

기(Neoarchean; 3.0–2.3 Ga), (2) 원생대 초기

(Paleoproterozoic; 2.0–1.6 Ga), (3) 데본기–트라이아

스기(0.40–0.21 Ga).

Fig. 2. Probability diagrams showing U–Pb detrital zircon concordant ages of the Pyeongan Supergroup at six different areas

in the Taebaeksan basin. Sources: 1 Kim(unpublished data), 2 Kim and Lee(2018) and references therein, 3 Kim et al.(2012),

4 Kim et al.(2014).



평안누층군의 재조명: 송림 조산운동의 변성작용과 변형작용 371

태백지역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분포는 하부(만항층)에 상부(고한층/동고층)로 감에

따라 젊은 쇄설성 저어콘 연령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

인다(Fig. 2). 원생대 초기와 데본기–트라이아스기에 해

당되는 저어콘은 비교적 광범위한 Th/U 값을 보인다

(Fig. 2a). 또한 데본기–트라이아스기 연령은 크게 2개의

그룹으로 구분된다. 첫 번째 그룹은 약 300–340 Ma

사이에 속하며, 대부분 평안누층군 하부 지층으로부터

분리된 쇄설성 저어콘 연령에 의해 나타난다(Fig. 3b).

이들 저어콘 연령은 대부분 Th/U 비가 0.3–2.0로 화

성기원임을 지시한다(Fig. 3b). 두 번째 그룹은 240–

280 Ma 범주를 보이며, 주로 상부 지층의 쇄설성 저

어콘 연령에서만 나타난다(Fig. 3b). 또한 영남육괴 북

동부 장군봉 지역에 분포하는 동수곡층에서 분리된 쇄

설성 저어콘은 비교적 낮은 Th/U 비를 보이며, 트라이

아스기 초기 연령을 보인다(Fig. 3b). 따라서 이들 화

성기원의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는 고생대 말 평안누

층군의 기원지에서 적어도 2회의 주된 화성활동이 있

었음을 지시한다. 동수곡층에서 분석한 과성장한 저어

콘 연령은 약 270–210 Ma이며(Fig. 3b), Kim and

Yi(2015)는 이 연령을 송림조산운동 동안 발생한 변성

시기로 해석하였다.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를 바탕으로,

Kim et al. (2012)은 강릉–정선–문경 지역에 분포하는

만항층의 퇴적은 석탁기 말 동안 능동적 대륙연변부의

화산호와 연관된 대륙전면분지에서 일어났다고 보고하

였다(Kim et al., 2017; Kim and Lee, 2018). 또한

평안누층군 상부 지층인 고한층과 동고층의 젊은 화성

기원 쇄설성 저어콘은 석탄기 보다는 폐름기 화성활동

을 지시한다(Fig. 3b). 따라서 평안누층군 상하부 지층들

의 퇴적작용은 2회의 화성활동과 거의 동시기에 시작

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최근 Kim and Lee(2018)

는 태백산분지와 옥천분지에 분포하는 고생대 말 지층

들의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를 이용하여, 옥천변성대

전체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퇴적환경을 고생대 말

섭입–조산대 주변의 후호(retroarc) 대륙전면분지로 제

안하였다. 

이와 같이 고생대 말 태백산분지의 퇴적환경은 판의

섭입과 관련된 화산호 환경일 가능성이 매우 높고, 이런

환경에서 기원지의 해석은 매우 다양하게 나타날 수

있다. 태백산분지의 6개 지역(강릉, 정선, 영월, 태백,

문경, 장군봉 지역)에서 보고된 쇄설성 저어콘의 기원

지의 유사성을 알아보기 위한 Kolmogoro–Smirnov(K–

S) 분석결과를 보면(Table 1), 몇몇 지층들은 동일한

Fig. 3. (a) Th/U ratio of all concordant ages from the Pyeongan Supergroup at six different areas. (b) Th/U ratio of younger

concordant ages(<4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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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원지 암석을 공유하지만, 대부분이 p(probabilities)

값이 0.05 미만으로 쇄설성 입자들의 기원지가 상이함

을 지시한다. 태백지역의 함백산층–도사고층과 영월지

역의 미탄층, 태백지역의 만항층과 정선지역의 만항층,

강릉지역의 만항층과 장군봉지역의 동수곡층의 p 값은

각각 0.795, 0.481, 0.108로(Table 1) 이들 지역은 석

탄기 동안 통계학적으로 기원지의 암석을 공유했다고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지층들에 대한 K–S

분석결과는 동일한 기원지의 암석을 공유하지 않았음

을 지시하고 있고, 이런 결과는 아마도 태백산분지 내

에서 지역적 화성활동과 조산운동의 시공간적 불균질

성에 기인된다고 판단된다. 

4. 평안누층군의 변형작용

태백산분지에서 평안누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에서 나

타나는 광역적인 지질구조는 습곡과 스러스트(thrust)

이다. 남–북에서 북북동–남남서 방향(남동방향의

vergence)의 스러스트 단층은 주로 태백산 분지의 옥

천분지와의 서부 경계부에 집중적으로 발달한 경향을

보인다(Fig. 1b). Kim et al.(1994)은 이들 스러스트

단층은 송림과 대보 조산운동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하

였다(Choi et al., 1998; Hwang, 1998), 최근 Kim

et al.(2018)은 이 스러스트는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동

안 태백산분지와 옥천분지의 병합과 관련된 대륙 변환

단층일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대규모 습곡구조는 크게

두 방향으로 구분된다. 태백지역에서 평안누층군은 백

운산 향사대의 E–W 방향의 습곡축을 따라 반복적으

로 산출된다(Fig. 1b). 반면에 태백산분지 북부 강릉–

정선–평창–영월 지역에서는 최소 두 번의 습곡운동이

보고되었다(Kim et al., 2012; Kim and Ree, 2013).

첫 번째 습곡(F1)은 밀착 또는 등사습곡으로 산출되며,

습곡축의 선주향과 선경사가 358°/09°인 N–S에서

NNE–SSW 방향의 습곡이 발달한다(Fig. 2a). 두 번째

습곡(F2)은 개방습곡이며, 습곡축의 선주향과 선경사는

260–275°/03–09°이다(Fig. 2b). 이 F1과 F2 습곡축의

방향은 각각 S0/S1과 S2의 교차 선구조( )와 S2/S3

교차선구조( )와 거의 평행하게 나타난다(Fig. 4).

Kim et al.(2012)은 강릉–정선 지역에 분포하는 평

안누층군에 산출되는 반상변정의 내부엽리와 미세구조

의 분석을 바탕으로 태백산분지 북부에 분포하는 평안

누층군은 퇴적된 이후 적어도 4회(D1, D2, D3, D4)의

변형작용을 경험하였다고 설명하였다. D1 변형작용동

안 S1 점판벽개(NNW–NNE 주향; Fig. 5)와 F1 습곡

이 형성되고(Fig. 4), 또한 syn-D1 경녹니석과 홍주석

반상변정과 홍주석→남정석으로의 상전이가 일어났다

(Figs. 5, 6). D2 변형작용은 E–W 방향의 S2 엽리 형

성과 post-D2 홍주석의 형성으로 특징 지워진다. D3와

D4 변형작용 동안 N–S 주향의 S3과 거의 수평의 S4

엽리 그리고 F2 습곡이 형성되며, pre-D3 또는 syn-

D3 석류석과 syn-D4 또는 post-D4 홍주석 반성변정이

형성되었다(Figs. 5, 6). 또한 Kim and Ree(2013)은

반상변정 내부엽리의 습곡축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syn-D1 경녹니석과 홍주석 반상변정은 대략 동–서 방

향의 최대 압축운동 동안에 성장하였으며, 반면에 syn-

D3 석류석과 십자석 반상변정은 남–북 방향의 최대 압

축운동 동안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Fig. 6). 

이와 같은 변형작용은 송림조산운동 동안 발생한 습

L0,1

2

L2

3

Table 1. Komogorove–Simirnov(K–S) p values for formations of the Pyeongan Supergroup using program R(Hornik, 2015). 

Region Taebaek Gangneung Jeongseon Pyeongchang Mun-kyeong Janggun-bong

Formation G-D H-D G-J MH MH MH MT YB HJ DSG

Taebaek G-D 0.000 0.000 0.003 0.004 0.037 0.001 0.000 0.000 0.001 

H-D 0.000 0.009 0.053 0.000 0.009 0.795 0.000 0.001 0.001 

G-J 0.000 0.009 0.038 0.000 0.002 0.017 0.000 0.000 0.001 

MH 0.003 0.053 0.038 0.000 0.481 0.120 0.001 0.035 0.034 

Gang-neung MH 0.004 0.000 0.000 0.000 0.000 0.000 0.001 0.000 0.108 

Jeong-seon MH 0.037 0.009 0.002 0.481 0.000 0.032 0.010 0.079 0.076 

Pyeong-chang MT 0.001 0.795 0.017 0.120 0.000 0.032 0.000 0.021 0.004 

YB 0.000 0.000 0.000 0.001 0.001 0.010 0.000 0.002 0.051 

Mun-kyeong HJ 0.000 0.001 0.000 0.035 0.000 0.079 0.021 0.002 0.007 

Janggun-bong DSG 0.001 0.001 0.001 0.034 0.108 0.076 0.004 0.051 0.007 

All p values are calculated without 1σ values.

N.B., G–D, Gobangsan-Donggo; H–D, Hambaeksan–Dosagok; G–J, Geumcheon–Jangseong; MH, Manhang; MT, Mitan; YB,

Yobong; HJ, Hongjeom; DSG, Dongsugok. Sources of all detrital zircon ages are the same as those in Fig.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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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ole diagrams. (a) S0 and S1 foliations. (b) S2 foliation. (c) Intersection lineations between S0/S1 and S2, and S2 and S3.

Fig. 5. Outcrop photos of the Pyeongan Supergroup at Jeongseon area. (a)–(c) Development of S0, S1, and S2 foliations with

F1 fold. (d) and (e) Buckle fold with NNE-trending axis. (f) Kyanite-bearing metapelitic and metapsammitic layers formed

by transposition during D1 and D2 de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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곡운동과 전단운동을 수반한 트랜스포지션(transposition)

에 의해 기존의 층리구조를 심하게 변형시킨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평안누층군에서 관찰된 수직적인 엽리

방향의 변화, 고립된 습곡 힌지(hinge), 버클(buckle)

습곡, 지역적인 전단대 발달 등과 같은 구조(Fig. 5)는

트랜스포지션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런 구조들은 강릉–정선 지역뿐만 아니라 평창지역까지

비교적 넓게 산출함으로(Fig. 1) 향후 이들 지역의 변

형작용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다. 

5. 평안누층군의 변성작용

태백산분지의 북부 강릉–정선과 남서부 문경 지역

그리고 영남육괴의 북동부 장군봉–울진 지역에 분포하

는 평안누층군은 광역변성작용과 접촉변성작용을 경험

한 것으로 보고되었다 (Kim and Ree, 2010, 2013;

Kim, 2012; Kim and Yi, 2015). 이들 지역의 변성암

은 변성정도에 따라 점판암–편암까지 다양하게 산출되

며 크게 3가지 변성분대로 구분된다. 변성분대 I은 홍

주석(남정석)+경녹니석 대, 변성분대 II는 석류석+십

자석 대, 변성분대 III는 규선석(홍주석)+석류석+십자

석 대이다. 변성분대 I과 II는 각각 M1과 M2 광역변

성작용의 산물이고(Fig. 6), 변성분대 III은 중생대 화

강암류의 관입으로 인한 접촉변성작용의 결과로 해석

하였다(Kim and Ree, 2010; Kim, 2012). 

M1과 M2 변성작용동안 형성된 변성분대 I과 II는

대부분 점판암 내지는 천매암으로 구성되며, 태백산분

지 북부 지역(강릉–정선–영월–단양 지역), 문경, 그리

고 영남육괴에 걸쳐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Fig. 6).

M1 변성작용 동안에 홍주석, 남정석, 경녹니석, 사장석,

흑운모는 세립의 백운모, 녹니석, 방해석과 함께 반상

변정으로 산출된다. 경녹니석은 syn-D1 또는 post-D1

동안, 홍주석은 syn-D1 동안 형성되었다(Fig. 6; Kim

et al., 2012). 사장석(바이토나이트–회장석)은 syn-D2

또는 post-D2 동안 형성되었다(Kim, 2012). 남정석은

이 홍주석 반상변정을 부분적인 치환하며 다형가상

(paramorph)으로 산출되거나 단일 반상변정으로도 산

출된다. 강릉–정선 지역과 영남육괴 북동부 지역에서

M1 변성작용은 저온–중압으로 특징 지워 지며, 경녹니

석과 홍주석은 약 400–460°C, 1.5–3.0kbar에서 형성되

며, 남정석은 홍주석 형성이후, 온도–압력이 480–

500°C, 5.0kbar로 증가하는 동안 형성되었다(Fig. 6).

반면에 문경지역에서는 경녹니석+홍주석 광물조합은

510–520°C, 3.0–3.5kbar에서 형성되었다(Fig. 6; Kim

and Yi, 2015).

M2 광역변성작용은 태백산분지의 강릉지역과 영남

육괴 북동부 장군봉의 비교적 한정된 지역에서 산출된

다. 변성분대 II에 속하는 석류석+십자석+흑운모 변

성 광물조합은 520–600°C, 4.0–6.0kbar의 조건하에서

형성되었다. 그리고 syn-D3 석류석 중심부 성분의 평

형상태의 온도-압력 조건은 515–520°C, 약 3.0kbar이

다(Fig. 6). 따라서 D3 동안 석류석 반상변정은 온도와

압력이 증가하면서 형성된 것임을 지시한다(Fig 6). 또

한 S3 엽리를 함유한 홍주석은 접촉변성작용 이전인

syn-D4 또는 post-D4 동안 압력의 감소로 인하여 재성

장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성분대 III에 속하는 석류석+십자석+규선석+흑

운모 광물조합의 온도–압력 조건은 약 590–610°C,

4.8kbar이다(Kim and Ree, 2010). 변성분대 III에서

규선석은 석류석과 십자석 반상변정 주변에서 섬유상

으로 산출되고, 주상의 규선석은 주로 홍주석 반상변

정을 치환하며 나타난다(Kim and Ree, 2010; KIm

et al., 2012). 이런 규선석을 함유한 광물조합은 강릉

과 장군봉 지역에서 관찰되며, 주로 쥐라기 관입암체

주변부에서만 산출된다(Kim and Ree, 2010; Kim

and Yi, 2015). 따라서 규선석의 형성은 나중에 관입한

중생대(약 175 Ma; Sagong et al., 2005; Kim et

al., 2012) 화강암에 의한 접촉변성작용에 기이한 것으

로 판단된다.

결론적으로 평안누층군은 퇴적된 이후, 경녹니석, 홍

주석, 남정석 반성변정이 저온/중압의 변성작용(M1)과

함께 수반된 습곡/전단운동 동안에 형성되었고, 이런

변성/변형작용은 태백산분지에 비교적 광범위하게(태백

지역은 예외) 영향을 미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리고 중

온/중압의 광역변성작용(M2)에 의해 형성된 석류석과

십자석 반상변정은 강릉과 장군봉–울진 지역에서 산출

된다. 따라서 태백산분지의 평안누층군의 변성 온도–

압력 조건은 지역에 따라 차이는 있지만, 서쪽에서 동

쪽으로 이동함에 따라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태백산분지의 태백지역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약한 변형작용과 저온의 매몰변성작용

을 경험한 것으로 판단된다. 이런 변성/변형작용의 분

포와 정도의 차이는 토의 단원에서 언급하였다.

6. 토의 및 결론

6.1. 평안누층군의 고지리에 대한 중요성

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퇴적작용은 석탄기 바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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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리아절(Bashkirian)–모스크바절(Muscovian)에 시작되

었다(Cheong, 1969; Lee, 2010; Choi, 2014). 1990

년 대 말 평안누층군 사암의 암석기재학적 연구 결과

(Yu et al., 1997; Lee and Sheen, 1998)와 최근 쇄

설성 저어콘 연령측정 결과(Kim et al., 2012; Kim

et al., 2014; Kim and Lee, 2018 and references

therein)를 종합해 보면, 고생대 말 평안누층군 퇴적물

공급지의 지구조 환경은 섭입–충돌조산대와 화산호라

고 판단할 수 있다(Choi, 2014). 그리고 Chough et

al.(2000)과 Choi(2014)은 태백산분지가 다음과 같은

특성에 의해 중한지괴에 속한다고 해석하였다; (1) 태

백산분지의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퇴적층(조선누층

군)과 석탄기–폐름기 퇴적층(평안누층군)이 퇴적작용과

삼엽충 화석군의 분포가 중한지괴와 동일(Chough et

al., 2000), (2) 중기 고생대 부정합의 존재(Kim et

al., 2001), (3) 캄브리아기 장산층과 오르도비스기 동점

층, 석탄기 만항층 사암에서 분리된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분포에서 중원생대와 신원생대 연령이 부재. 그러

나 넓은 중한지괴에서 태백산분지가 고지리적으로 어

느 지역에 분포하였는지에 대한 구체적인 위치 정보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이 고지리 자료는 향후 태

백산분지의 지구조 환경을 해석하는데 결정적인 단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Kim et al.(2013, 2019)은 태백지역의 면산층과 동

점층 그리고 영월지역의 삼방산층 사암의 암석기재학

적 연구결과와 쇄설성 저어콘 연령분포를 바탕으로 태

백산분지를 포함한 중한지괴는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

기 동안 곤드와나 대륙과 비교적 근접한 거리에 위치

하였다고 제안하였다. 그러나 석탄기–폐름기 동안 태

백산분지의 고지리적 자료는 상대적으로 미비한 실정

이다. 후기 고생대 동안 태백산분지가 중한지괴의 북

부 지역에 위치했을 때와 남부지역에 위치했을 때는

완전히 다른 지구조 환경으로 해석가능하다. 예를 들

면, 만약 평안누층군이 중한지괴의 북부지역에서 퇴적

되었다면, 이후 송림 조산운동동안 일어난 변성/변형작

용은 중앙아시아 조산대(Central Asian Orogenic

Belt)의 형성과 밀접한 연관성을 보일 것이고, 반면에

남부지역에서 퇴적되었다면 수루–다비 충돌대에 영향

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다. Choi(2014)은 평안누층군

의 쇄설성 퇴적물들은 중앙아시아 조산대를 구성하는

내몽고 고융기대(Inner Mongolia Paleo-uplift)와 중한

지괴 북동부 경계(Helong 지괴)의 비교적 빠른 삭박에

의해 공급되었을 것으로 추론하였다. 이들 지역에는 시

기가 다른 두 화성암체가 비교적 광범위하게 분포한다

(Zhang et al., 2006): (1) 후기 석탄기(324–300 Ma)

화성암체, (2) 페름기–트라이아스기(254–237 Ma) 화성

암체. 이 두 시기의 화성암체의 연령은 태백산분지 평

안누층군에서 얻은 쇄설성 저어콘의 두 젊은 연령 그

룹과 일치한다(Fig. 3b). 

결론적으로 Kim and Ree(2013), Choi(2014), Kim

and Lee(2018)이 제안한 바와 같이, 중한지괴에 속하

는 태백산분지 평안누층군의 퇴적물의 근원지는 내몽

고 융기대, Helong 지괴, 고일본 지괴(Hida–Oki Belt)

일 가능성이 높다. 또한 이들 지역에서 일어난 화성활

동이 석탄기–페름기 동안 쇄설성 퇴적물들이 쌓일 수

있는 공간의 형성과 밀접히 관련될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앞으로 후기 고생대 동안 평안누층군의 보다

정밀한 고지리 위치를 파악하기 위해 체계적인 퇴적학

그리고 고지자기학 연구가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6.2. 지역에 따른 평안누층군 변성-변형작용의 차이

페름기–트라이아스기 알프스 유형의 광역 변성작용

의 산물은 평안누층군의 만항층과 일부 금천층에서 나

타나며(Kim and Ree, 2010; Kim, 2012; Kim and

Yi, 2015), 주로 태백산분지의 가장자리에서 집중되는

경향을 보인다(Fig. 6). 태백지역은 현재 분지의 남쪽

경계에 위치하지만, 장군봉지역과 문경지역에서 평안누

층군의 산출로 미루어 보아, 후기 고생대 동안 이 지

역은 분지의 중심부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지역

에 분포하는 평안누층군의 구성암석들은 다른 지역에

비해 매우 약한 변성/변형작용을 경험하였다. 반면에

분지의 북쪽과 남쪽경계에 해당되는 강릉–정선–평창

지역, 문경 그리고 장군봉 지역에서는 저온–중압(M1)

내지는 중온–중압(M2)의 광역 변성작용에 의해 경녹

니석, 홍주석, 남정석, 석류석, 십자석 반상변정이 산출

된다(Fig. 6). Kim et al.(2012)와 Kim and Ree(2013)

은 이들 반상변정의 내부 엽리 축과 다양한 규모의 지

질구조를 이용하여, 태백산분지의 북부(강릉–정선지역)

와 남부 지역(영남육괴 북동부 장군봉지역)은 후기 고

생대–초기 중생대 송림 조산운동 동안에 적어도 2회의

수직적인 동–서와 남–북 방향의 압축운동과 함께 수반

된 전단운동에 의해 각각 남북 그리고 동서 방향의 광

역 엽리와 습곡들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다(Fig. 6).

또한 Han et al.(2013)과 Kim et al.(2018)은 옥천분

지와 경기육괴 경계(충주지역)와 옥천분지와 태백산분

지 경계(봉화재 지역)에서 각각 페름기–트라이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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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안 형성된 수직적인 top–to–the–north 스러스트 전

단운동과 top–to–the–ESE 스러스트 전단운동을 보고

하였다.

이와 같은 태백산분지의 중앙부와 경계부의 변형/변

성작용의 지역적인 차이가 어떤 지질학적 작용에 의해서

발생하였는지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다. 가능한 해

석은 Sanislav and Bell(2011)이 제안한 조산대 규모

의 변형 분배(deformation partitioning) 모델이다. 즉,

상대적인 판의 이동방향이 어떤 조산대의 분포방향과

사교할 경우, 압축 변형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습곡–스

러스트 대(belt)는 변환단층과 유사한 전단대에 의해 분

리되어 진다는 것이다(Fig. 7a). 이후 판의 이동방향이

거의 수직에 가까운 방향으로 변화되면, 기존의 습곡–

스러스트 대에서는 변환단층과 유사한 전단대가 생성

하거나 중첩될 것이다(Fig. 7b). 따라서 서로 수직인

두 번의 압축운동 방향과 사교하며 발달한 조산대에서

는 압축운동 방향과 저각 또는 고각으로 발달한 습곡

–스러스트 대와 전단대가 복잡하게 중첩되어 산출될 수

있고, 변성작용은 이들 변형작용이 집중되는 지역에서

발생할 수 있다. 이 모델을 동–서와 남–북 압축운동에

영향을 받은 태백산분지를 포함한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된 옥천변성대에 적용해 보면, Figure 7과 같이

계단 형태의 습곡–스러스트 대와 전단대가 옥천변성대

내에서 발달하게 된다. 즉, 송림 조산운동 초기, 동–서

방향의 압축운동 동안 옥천변성대와 고각으로 접하는

습곡–스러스트대가 형성되고, 그 후 남–북 방향의 압

축운동 동안에 이 습곡–스러스트 대에 남북방향의 전

단대가 중첩되거나 새로 생성하게 된다. 따라서 향후

기존에 보고된 태백산분지와 옥천분지 그리고 경기/영

남육괴 간의 경계에 발달된 지질구조들의 특성(Kim et

al., 1994; Kim et al., 2018 and references therein)

과 이 모델로 유추한 변형작용 특성과 지질구조의 방

향 등을 비교분석해 볼 필요성이 있다.

결론적으로 태백산분지에 분포하는 상부 고생대 지

층들(평안누층군)은 후기 고생대 화성활동과 거의 동시

기에 퇴적작용을 경험하였다. 퇴적 이후, 태백산분지는

송림 조산운동 동안에 수반된 저온–중압과 중온–중압

의 알프스 유형의 광역변성작용과 동–서 그리고 남–북

방향의 최대 압축운동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이 변성/변형작용의 시기는 평안누층군의 퇴적작용 종

료 시기와 송림조산운동이 종료되는 시기 그리고 과성

장한 저어콘의 연령을 바탕으로 약 220–270 Ma에 일

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어떻게 지역적 변성/변

형작용의 차이가 발생했는지 그리고 이런 차이를 만든

후기 고생대 동아시아 지역의 지구조 환경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불분명한 실정이다. 따라서 향후 태백산분지

에 발달한 변성대(metamorphic isograds)의 분포 특성

과 시기 그리고 태백산분지 경계에 발달한 지질구조들

의 특성과 형성시기에 대한 보다 체계적으로 연구가

필수적으로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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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Schematic diagram displaying an orogen where the deformation resulting from relative plate motion oblique to the

orogrn trend occurs as zones of shortening separated by transform faults. (b) Shows the effects of an orthogonal shift in the

direction of relative plate motion with zones of shortening now cut by transform faults and early formed transform faults

localizing zones of shortening (modified from Sanislav and Bel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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