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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constructed the paleoenvironments and paleogeography of the Taebaeksan Basin, through a review

of the previous researches on sedimentology, paleontology and stratigraphy. This study also carried out a sequence

stratigraphic analysis on regional tectonism and sea-level fluctuations on the basin during the Early Paleozoic. The

basin broadly occur in the Taebaek, Yeongweol-Jecheon, Jeongseon-Pyeongchang, and Mungyeong areas, Gangwon

province, South Korea. The basin-fills are composed mainly of mixed carbonates and siliciclastics, divided into the

Taebaek, Yeongweol, Yongtan, Pyeongchang and Mungyeong groups according to lithologies and stratigraphic

characteristics. Recently, there are a lot of studies on the provenance and depositional ages of the siliciclastic

sequences of the basin. The detrital sediments of the basin would be derived from two separated provenances of the

core-Gondwana and Sino-Korean cratons. In the Early Cambrian, the Taebaek and Jeongseon-Pyeongchang

platforms have most likely received detrital sediments from the provenance of the Sino-Korean craton. On the other

hand, the detrital sediments of the Yeongweol-Jecheon platform was probably sourced by those of the core-

Gondwana craton. This separation of provenance can be interpreted as the result of the paleogeographic and

paleotopographic separation of the Yeongweol-Jecheon platform from the Taebaek and Jeongseon-Pyeongchang

platforms. The analyses on detrital zircons additionally reveal that the separation of provenance was ceased by the

eustatic rise of sea-level during the Middle Cambrian, and the detrital sediments of the Taebaeksan Basin were

entirely supplied from those of the core-Gondwana craton. During that period, sediment supply from the Sino-

Korean craton would be restricted due to inundation of the provenance area of the craton. On the other hand, the

Jeongseon-Pyeongchang platform sequences show the unconformable relationship between the Early Cambrian

siliciclastic and the Early Ordovician carbonate strata. It is indicative of presence of regional uplift movements

around the platform which would be to the extent offset of the effects of the Middle to Late Cambrian eustatic sea-

level rise. These movements expanded and were reinforced across the basin in the latest Cambrian and earliest

Ordovician. After the earliest Ordovician, the basin was tectonically stabilized, and the shallow marine carbonate

environments were developed on the whole-platform by the Early Ordovician global eustatic sea-level rise, forming

very thick carbonate strata in the basin. In the Late Ordovician, the Early Paleozoic sedimentation on the basin was

terminated by the large-scale tectonic uplift across the Sino-Korean platform including the Taebaeksan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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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최근 수행된 퇴적층서학 및 고생물학적 연구결과를 종합하고, 새롭게 분석된 자료를 보강하여, 전기 고

생대 태백산분지의 고환경과 고지리를 복원하였다. 또한 순차층서학적 방법을 사용하여 조구조적 운동과 해수면 변동

을 추적하여 종합적인 분지해석을 수행하였다. 태백산분지는 태백, 정선-평창, 영월-제천, 문경 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암상 및 층서 특성에 따라 태백, 영월, 용탄, 평창, 문경 층군으로 구분되어 조사 및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태백산분지의 퇴적체는 탄산염암과 규산쇄설성 퇴적암이 혼합되어 있는데, 최근 쇄설성 퇴적물의 기원과 퇴적 연대에

대한 연구가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태백산분지에 공급되는 쇄설성 퇴적물의 근원지는 크게 곤드와나지괴와 한중지

괴 기원지로 나누어진다. 태백산분지의 형성 초기에 태백대지와 정선-평창대지는 주로 한중지괴 기원지로부터 퇴적물

을 공급 받았으며, 영월-제천 대지는 지리적 혹은 지형적 분리에 의해 한중지괴의 영향이 차단되고, 주로 곤드와나지

괴 기원지로부터 퇴적층을 공급받았다. 쇄설성 저어콘 분석 결과는 중기 캠브리아 시기의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태백산분지 전체적으로 곤드와나지괴 기원의 퇴적물이 공급되었으며, 한중지괴 기원의 퇴적물은 공급이 멈추었

음을 보여주고 있다. 한편, 태백산분지의 북쪽에 분포하는 정선-평창 대지의 퇴적체는 전기 캠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

기 지층사이에 부정합 관계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것은 중기-후기 캠브리아 시기에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효과를 상

쇄할 규모의 지역적 융기 운동이 정선-평창 대지 인근에서 존재했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융기운동은 최후기 캠브리아

기와 최전기 오르도비스기에 태백산 분지 전역으로 확대되었다.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이후에 태백산 분지는 조구조적

으로 안정화되었고, 분지 전체적으로 해수면이 상승하면서 천해 탄산염 퇴적환경이 조성되어 두꺼운 탄산염암이 형성

되었다. 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퇴적작용은 후기 오르도비스기 동안 태백산분지와 한중지괴 전역에서 발생한 융기

운동에 의해 종료되었다. 

주요어 : 태백산분지, 쇄설성 저어콘, U-Pb 연령, 순차층서, 고지리

1. 서 론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한 태백산분지는 한국에서 가

장 집중적으로 지질 조사가 이루어진 고생대 퇴적분지

이다. 전기 고생대시기에 태백산분지는 북중국 대지의

북동쪽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었으며(Figs. 1A, 1B), 북

Fig. 1. (a) Simplified tectonic map of northeast Asia (modified after a 1:50,000 tectonic Map of Korea; KIGAM, 2019). Q-

D: Qinling-Dabie Belt; S: Sulu Belt; N: Nangrim Massif; P: Pyeongnam Basin; I: Imjingang Belt; G: Gyeonggi Massif; Y:

Yeongnam Massif. (b) Geologic map of the Taebaeksan Basin (after Choi,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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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 대지는 주류 곤드와나지괴와 한중지괴 사이에 발

달한 대륙 지괴 내부 침강 분지로 해석되어 왔다

(Meng et al., 1997; Kwon et al., 2006; McKenzie

et al., 2011). 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 퇴적체는 지리

적 위치와 암상 특성으로 태백, 영월, 용탄, 평창, 문경

층군으로 나뉘고 각각의 퇴적환경과 퇴적암의 형성 과

정에 대한 연구가 지난 30년간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다

(Choi, 1998; Chough et al., 2000; Choi et al.,

2004; Choi and Chough, 2005; Kwon et al., 2006;

Choi and Park, 2017)(Table 1). 그러나 각각의 퇴적

층의 고지리적 상관관계 및 분지 발달 과정에 대한 분

지 전체적인 관점의 이해는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최근 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 퇴적체에 대한 순차층

서학적 연구와 쇄설성 저어콘 연대측정 및 근원지 분

석을 통해 태백산분지의 고지리와 조구조적 환경에 대

한 이해가 증진되었다(Lee et al., 2012; 2016; Kim

et al., 2013; 2017b; Jang et al., 2018). 최근 수행

된 고생물학적 연구도 태백산분지의 고지리와 연대학

적 분석에 크게 기여하였다(Choi et al., 2016; Choi

and Park, 2017; Choi, 2018a). 본 연구는 최근까지의

퇴적학적, 암석·화학적, 고생물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

으로 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고환경과 고지리를 복

원하고 조구조적 운동과 해수면 변동을 포괄하는 분지

의 진화 과정을 종합적으로 설명하고자 한다. 이러한

태백산분지에 대한 종합적 분지 해석은 전기 고생대

곤드와나 대륙과 북중국 대지의 진화에 대한 이해를

크게 증진 시킬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질 개요

태백산분지는 한중지괴에 발달하고 있는 북중국 대

지의 동북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다(Chough et al.,

2000). 북중국 대지 퇴적체는 서쪽으로 내몽고에서 중

국 내륙 지역과 중국 동부 해안의 산동 지역과 북경

지역 및 중국 만주 지역에 걸쳐 도처에 산재하고 있으

며, 북동쪽으로는 중국 요동 지역과 한반도 북서부의

평남분지와 한반도 중동부의 태백산분지에 걸쳐 폭넓

게 분포하고 있다(Chough et al., 2000; Choi and

Chough, 2005)(Fig. 1A). 

2.1. 태백산분지 형태

태백산분지는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하는 고생대 퇴

적분지이며, 북동쪽으로 부채꼴 모양으로 넓어지는 형

태를 가지고 있다(Fig. 1A). 태백산분지는 남동쪽으로

Table 1. Summary of the lower Paleozoic lithostratigraphical nomenclature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Geological Age
Distribution

Taebaek Yeongweol Yongtan Pyeongchang Mungyeong

O
R
D
O
V
IC
IA

N

Hirnantian

Katian

Sandbian
Heodongri Fm

Darriwilian
Duwibong Fm

Yeongheung Fm

Pyeongchang 

Group

carbonate

stata

Jigunsan Fm

Arenigian
Makgol Fm

Dumugol Fm

Tremadocian Mungok FmDongjeom Fm

C
A
M
B
R
IA

N

Late Hwajeol Fm Wagok Fm

Machari Fm
Sesong Fm

Middle Daegi Fm

Myobong Fm
Sambangsan Fm

Early

Jangsan
Jeongseon Qtz. Gurangri Fm

/Myeonsan fms

Fm: Formation; Qtz.: Quartzite

Haengmae Fm

Jeongseon F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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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남육괴의 선캠브리아기 화강편마암, 남서쪽으로는 옥

천변성대의 변성퇴적암, 북서쪽으로는 선캠브리아기 화

강편마암과 경계를 이루고 있다. 북동쪽의 경계는 다

양한 시기와 규모의 화성암 관입체에 의해 선캠브리아

기 화강편마암과의 경계가 불분명하다(Chough et al.,

2000)(Fig. 1B).

태백산분지의 남동쪽 경계는 전기 캠브리아기 퇴적

체가 선캠브리아기 화강편마암과 부정합 관계에 있으

며, 남서쪽과 북서쪽은 선캠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이나

시대가 불분명한 옥천변성대 변성퇴적암과 트러스트성

의 단층 경계를 이루고 있다(Choi, 1998; Kim et al.,

1999; 2013). 북서쪽의 경계부에는 선캠브리아기 화강

편마암과 태백산분지 퇴적체 사이에 전기 고생대 안미

리층군 및 송봉층과 후기 오르도비스기 이후 형성된

방림층군 퇴적체가 단층 경계로 협재하고 있다(Gwak

et al., 2017)(Fig. 1B).

태백산분지 전기 고생대 퇴적체의 분포지역은 크게

태백, 정선-평창, 영월-제천, 문경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태백층군은 태백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동-서 방향

으로 발달한 백운산 향사대를 축으로 지향사 구조를

보이고있다(Chough et al., 2000). 정선-평창 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용탄층군과 평창층군은 북동-남서 방향

으로 발달한 백지산 향사대를 축으로 지향사 구조를

보이고 있다(Reedman and Um, 1975). 두 지역의 경

계부에서는 태백층군과 용탄층군이 트러스트성 역단층

으로 용탄층군이 태백층군을 올라타고 있다(Fig. 1B).

정선-평창 지역에 분포하는 용탄층군과 평창층군은

남서쪽으로 영월-제천 지역에 분포하는 영월층군과 남

-북 방향의 트러스트성 역단층으로 접하고 있으며, 영

월층군은 반복적인 트러스트 단층에 의한 서쪽으로 경

사진 임브리케이트성 트러스트 누적대를 형성하고 있

다(Choi, 1998; Jang, 2012; Jang et al., 2015). 영월

Fig. 2. Geologic map of the Taebaek area, southern part of the Taebaeksan Basin. Stars indicate the sample locations for the

SHRIMP U-Pb zircon age dating of the Taebaek area. H: Hambaeksan Fault; D: Dongjeom Fault; O: Okdong Fault; G:

Gwanghwari Fault; C: Cheolam Fault; S: Sambang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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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군은 남동쪽으로 태백층군과 주향이동 단층운동과 복

합된 트러스트성 역단층과 접촉하고 있다. 영월층군은

남서쪽으로는 경계가 불분명한 상황이며, 영월층군과

옥천변성대 변성퇴적암과의 경계에 대한 여러 가지 학

설이 혼란스럽게 제시되고 있다(Lee and Park, 1965;

Kihm et al., 1996; 1999; Kim et al., 2017a).

태백산분지의 후기 고생대 평안누층군 퇴적체는 태

백 지역의 백운산 향사대와 정선-평창 지역의 백지산

향사대의 향사 축을 중심으로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

퇴적체를 평행 부정합적으로 피복하고 있다(Fig. 2). 영

월 지역에서는 가장 동쪽의 트러스트 누대의 최상위

부분에 부분적으로 협재하고 있다(Fig. 1B). 

영월층군에서 더 남서쪽에 분포하는 문경층군은 전

통적으로 조선누층군에 속하는 지층으로 해석되어왔으

나, 분지의 형태적으로 볼 때 문경층군은 옥천변성대

에 속하는 퇴적암체로 해석될 여지도 있다. 문경 지역

에서 전기 고생대 퇴적체는 두 개의 소분지에 나뉘어

남서-북동 방향의 주향과 북서 방향이 경사를 가지고

발달하고 있으며, 각각의 소분지는 단층 경계로 복잡

한 주위의 암석과 접하고 있다(Aoti, 1942; Choi,

1998)(Fig. 1B).

2.2. 태백산분지 구성 

태백산분지는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과 후기 고생

Fig. 3. Geologic map of the Yeongweol and Jecheon areas, western part of the Taebaeksan Basin. Stars indicate the sample

locations for the SHRIMP U-Pb zircon age dating of the Yeongweol area. S: Sangri Thrust; D: Danggol Fault; B: Bukssangri

Reverse Fault; JR: Jukryeong Fault; BH: Bongwhajae Fault; PCT: Pyeongchang Thrust; MCT: Machari Thrust; JCT:

Jucheon Thrust; GST: Geumsusan Thrust; YRT: Yeonronri Thrust; GDT: Gakdong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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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및 전기 중생대 평안누층군 퇴적체로 이루어져 있

다.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은 분초 지역과 암상 및

층서 구성에 따라 태백, 영월, 용탄, 평창, 문경 층군으

로 구분되어 왔다(Choi, 1998)(Table 1). 본 연구에서

는 최근의 층서 연구 결과를 종합하여 전기 고생대 태

백산분지의 퇴적암체의 암상 및 층서 구성으로 바탕으

로 태백 지역, 정선-평창 지역, 영월-제천 지역, 문경

지역의 퇴적암체로 구분하고 이 구분을 기초로 연구를

수행하였다. 

태백 지역에 분포하는 태백층군은 전기 고생대 태백

산분지에서 가장 잘 연구가 이루어진 퇴적체로서 암상

및 층서 구성이 가장 완결성 높게 파악되어 있다(Choi,

1998; Choi et al., 2004; Kwon et al., 2006; Sohn

and Choi, 2007; Park and Choi, 2011)(Fig. 2). 영

월-제천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영월층군은 주로 평창

단층 동편의 영월 지역에서 연구되었는데, 평창 단층

을 경계로 서쪽에 분포하고 있는 제천 지역의 영월층

군은 평창 단층의 동쪽에 분포하고 있는 영월 지역의

영월층군과 암상 및 층서 구성에서 분명한 차이를 보

이고 있다(Kim et al., 1973; Son et al., 2001). 따

라서 후속 연구를 통해 영월층군의 층서는 좀 더 세분

되어 자세하게 연구될 필요가 있다(Fig. 3). 또한 정선

-평창 지역에 분포하는 용탄층군과 평창층군은 연구가

매우 미비하였으며, 층서도 명확하게 수립되지 못한 상

황이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용탄층군과 평창층군

이 지향사 구조로 분리되어 있지만, 층서적으로 밀접

한 상관성을 가지고 있는 동일층서 퇴적체로 해석하였

다(Fig. 4).

영월-제천 지역의 영월층군에서 더 남서쪽에 위치하

는 문경 지역에 분포하는 문경층군의 층서도 매우 혼

Fig. 4. Geologic map of the Pyeongchang and Jeongseon areas, northern part of the Taebaeksan Basin. Stars indicate the

sample locations for the SHRIMP U-Pb zircon age dating of the Pyeongchang and Jeongseon areas. W: Wungyori Thrust; B:

Bangrim Thrust; D: Danggol Fault; P: Pyeongchang Thrust; S: Sangri Thrust; M: Machari Thrust; G: Gaktong Thrust; Y:

Yongtan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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란스러운 상황이다. 문경층군은 전통적으로 조선누층군

에 속하는 전기 고생대 퇴적체로 간주 되어 왔으나,

문경 지역에 발달하고 있는 두 개의 소분지의 전기 고

생대 퇴적체를 연구자들 마다 다르게 해석하여 혼란이

가중되어 왔다(Aoti, 1942; Ku, 1964; Kim et al.,

1967; Lee and Kim, 1968; Shin and Choi, 1968;

Um et al., 1977; Lee et al., 1993a; Chung and

Lee, 1995; Choi, 1998)(Fig. 5). 본 연구에서는 영월

층군 남서쪽에 분포하는 옥천변성대 변성퇴적암과 함

께 문경층군도 층서 재정립이 필요한 지층으로 분류하

였다.

태백산분지의 북서쪽 경계부에는 방림층군, 송봉층,

안미리층군 등으로 다양하게 지칭되며, 형성 연대에 대

한 해석이 매우 혼란스러운 퇴적체가 분포하고 있다

(Kim et al., 1999; Gwak et al., 2017)(Fig. 4). 과

거에는 선캠브리아기 화강편마암을 피복하는 선캠브리

아기 변성퇴적암으로 해석되어왔으나, 최근 쇄설성 저

어콘 연대 측정을 통해 안미리층군은 태백산분지의 퇴

적체와 동일한 전기 고생대 지층으로 확인되었으며, 방

림층군은 태백산분지 조선누층군의 퇴적이 끝나는 시

기인 후기 오르도비스기 이후의 퇴적체로 제안되었다

(Gwak et al., 2017). 이러한 연구를 통해 태백산분지

의 북서쪽 경계는 방림층군과 안미리층군의 경계인 금

당단층과, 안미리층군과 평창층군의 경계인 방림단층으

로 이루어진 단층대로 이루어져 있음이 밝혀졌으며, 이

에 따라 본 연구는 조선누층군과 동일한 시대에 인접

하여 발달하고 있는 안미리층군과 송봉층을 조선누층

군 층서에 편입할 것을 제안한다. 

3. 태백산분지 조선누층군의 층서

3.1. 태백층군

태백층군은 태백산분지의 동쪽인 태백 및 삼척 지역

에 주로 분포하며, 전기 캠브리아기에서 중기 오르도

비스기에 퇴적된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

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으로

이루어져 있다(Choi, 1998)(Table 1 and Fig. 2). 주

요 구성 암상은 조립질 규산쇄설성 퇴적암(장산/면산층,

동점층), 세립질 규산쇄설성 퇴적암(묘봉층, 세송층, 직

운산층), 탄산염-규산쇄설성 퇴적암 복합체(세송층, 화

절층, 두무골층), 조하대 탄산염암(대기층 하부, 막골층

하부), 조상대 탄산염암(대기층 중상부, 막골층 상부, 두

위봉층)으로 구분된다. 

태백층군 최하부 장산층의 경우 동점단층 동편에서

암상이 상이한 역암 및 사암층이 존재하여 이를 면산

층이라고 부르기도 한다(Kim and Cheong, 1987;

Kim, 1991; Chough et al., 2000; Choi et al., 2004).

일부 지역에서 대기층과 세송층을 합쳐서 풍촌층이라

고 불리기도 하지만, 본 연구는 대기층과 세송층을 구

분하는 것이 층서 규약상 타당하다고 판단한다. 캠브

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경계는 화절층과 동점층의 사

이에 존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Kobayashi, 1966).

Fig. 5. Geologic map of the Mungyeong area, southern part of the Taebaeksan Basin (Modified from Kim,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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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obayashi (1966)는 태백층군에서 180종의 삼엽충을

보고하였으나, 지난 25년간 분류학적 개정을 통해 삼

엽충 산출은 총 118종으로 그 수가 상당히 감소되었다

(Choi and Park, 2017). 또한 최근의 고생물학적 보완

Table 2. Summary of the geochronological, lithostratigraphical, and biostratigraphical nomenclature of the lower Paleozoic

Joseon Supergroup in the Taebaeksan Basin, Korea (modified after Choi, 2018a)

Geologic age
Taebaek Group Yeongweol Group

Formation Trilobite biozone Formation Trilobite biozone

O
R
D
O
V
IC
IA

N

Late

Hirnantian

Katian

Sandbian

Middle
Darriwilian

Duwibong

Yeongheung
Jigunsan Dolerobasilicus

Daipingian Makgol

Early

Floian

Dumugol

Kayseraspis Kayseraspis

Tremadocian

Protopiomerops

Mungok

Shumardia pellizzarii

Kainella euryrachis

Yosimuraspis vulgaris
Asaphellus

Dongjeom

Richardsonella

C
A
M
B
R
IA

N

Furongian

Stage 10
Wagok

Fatocephalus hunjiangensis
Pseudokoldinioidia

Eosaukia

Hwajeol Quadraticephalus

Jiangshanian

Asioptychaspis subglobosa

Sesong

Kaolishania

Pseudoyuepingia asaphoides

Agnostotes orientalis

Eochuangia hana

Eugonocare longifrons

Hancrania brevilimbata

Proceratopyge tenuis

Glyptagnostus reticulatus

Paibian
Chuangia

Prochuangia mansuyi

Fenghuangella laevis Machari

Series 3

Guzhangian

Liostracina simesi Glyptagnostus stolidotus

Neodrepanura

Jiulongshania

Daegi
Drumian

Amphoton Lejopyge armata

Crepicephalina Ptychangnostus atavus

Stage 5

Ptychangnostus sinicus

Tonkinella

Myobong

Beiliella

Mapania (?)

Sambangsan

Megagraulos semicircularis

Elrathia Metagraulos sampoensis

Series 2
Stage 4

Stage 3

Redilichia

Jangsan/

Myeonsan

The shaded portion represents the absence of sedimentary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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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에 의해 태백층군 내에 22개의 삼엽충 생층서대

(biozone)가 설정되었으며(Choi et al., 2016), 이러한

생층서 연구를 기반으로 태백층군의 퇴적시기는 캠브

리아기 제2통(Cambrian Series 2)에서 다르윌리안조

(Darriwilian)로 설정되었다(Table 2).

3.2. 영월층군

영월층군은 태백산지역에 분포하는 캠브리아기-오르

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 중 강원도 영월지역을 중심으

로 분포하고 있는 층군으로, 하부로부터 삼방산층, 마

차리층, 와곡층, 문곡층, 영흥층으로 구성된다(Yosimura,

1940; Kobayashi, 1966; Choi, 1998)(Table 1 and

Fig. 3). 주요 구성 암상은 세립질 규산쇄설성 퇴적암(삼

방산층), 탄산염-규산 쇄설성 퇴적암 복합체(마차리층,

문곡층), 얕은 조하대 내지는 조상대 탄산염암(와곡층),

조상대 탄산염암(영흥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평창단층 동편의 영월층군은 활발히 연구된 반면

(Yosimura, 1940; Kobayashi, 1966; Kim et al., 1973;

Park et al., 1994; Lee, 1995; Choi, 1998; Kim and

Choi, 2000), 서편의 영월층군은 집중적인 층서 연구가

부족하였다(Lee, 1983; Son et al., 2001). GICTR

(1962)과 Kim et al. (1973)는 평창단층 서편 지역에

대하여 와곡층을 흥월리층으로, 문곡층을 삼태산층으로

제안하였다. 또한, 일부의 연구자들에 의해 평창단층의

동편과 서편의 암상의 구성이나 퇴적시기 및 퇴적환경

이 서로 다르게 나타나는 것이 확인되었다(Lee, 1983;

Son et al., 2001). 따라서 평창단층을 기준으로 영월

층군은 영월 지역의 퇴적체와 제천 지역의 퇴적체를

층서적으로 분리하는 것을 고려 해야할 필요가 있다.

Kobayashi (1966)는 영월층군에서 89종의 삼엽충을

보고하였으나, 지난 25년간 분류학적 개정 연구를 통

해 산출되는 삼엽충은 총 110종으로 확인되었다(Choi

and Park, 2017). 최근의 영월층군에 대한 보완 연구

에 의하여 영월층군에서는 19개의 생층서대가 설정되

었으며, 지질시대는 캠브리아기 제3통(Cambrian

Series 3)에서 다르윌리안조(Darriwilian)에 걸치는 것

으로 해석되었다(Choi et al., 2016)(Table 2).

3.3. 용탄층군

용탄층군은 태백산분지 북쪽인 정선 지역에 분포하

는 전기 고생대 퇴적체로서 용탄층군의 층서는 아직

명확히 확립되지 않았으나, 하부로부터 정선규암, 정선

석회암, 행매층, 회동리층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알려져

있다(GICTR, 1962; Son, 1973; Son and Cheong,

1976; Lee, 1980; Cheong et al., 1979b)(Table 1 and

Fig. 4). 주요 암상에 의한 분류에 따르면, 조립질 규산

쇄설성 퇴적암(정선규암), 탄산염-규산 쇄설성 퇴적암

복합체(행매층), 조하대 탄산염암(정선석회암 하부), 조

상대 탄산염암(정선석회암 상부, 회동리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Park and Chang, 1985; Won et al., 2015).

GICTR (1962)에 의하여 기재된 태백층군의 막골층

과 경계 짓는 덕포리 트러스트를 따라 발달한 얇은 유

백색의 규암층은 그 두께나 연속성, 상·하위의 지층들

의 암상으로 보아 하나의 지층(formation)으로 보기보

다는 정선석회암 내에 포함되는 암층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는 주장도 있다(Jeong, 1995)(Fig. 4). 그러나

최근 쇄설성 저어콘 퇴적연령 분포연구를 통해 정선규

암의 퇴적 연대가 태백층군의 장산 및 면산층에 대비

되는 것으로 밝혀지면서(Lee, unpublished data), 정선

규암과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되었다고 알려진 정선석회

암과 관계에 대한 층서적 논란은 여전히 남아있는 상

황이며, 본 연구에서는 부정합적 관계로 해석한다.

반면, 회동리층의 지질시대는 초기 연구자들은 코노

돈트 연구를 통하여 실루리아기로 설정하였다(Cheong

et al., 1979b; Lee, 1980; 1982). 그러나 An and

Zheng (1990)은 Lee (1982)에 의해 규명된 17종의

실루리아기 코노돈트는 실제 오르도비스기를 지시하는

코노돈트이기에 회동리층은 행매층 상위에 정합적으로

쌓인 퇴적체라고 주장하였다. 최근 Lee (2018, 2019)

는 행매층 상부와 회동리층에서 Aurilobodus serratus

Zone과 T. sishuiensis-E. asymmetricus Zone를 인지

하면서 회동리층의 지질시대를 중기 오르도비스기에서

부터 초후기 오르도비스기(Darriwilian,D3-Sandbian,

Sa2)로 설정하였다. 따라서 이를 바탕으로 행매층과 회

동리층이 정합적으로 접한다고 제안하고 있다(Lee,

2018, 2019). 

3.4. 평창층군

평창층군은 태백산분지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전기

고생대 퇴적체로서, 평창-주천 지역에 남북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다(Hukasawa, 1943; Kobayashi, 1953;

GICTR, 1962; Cheong et al., 1979a; Kim et al.,

1999)(Fig. 4). 평창 지역에는 시대 미상의 변성 퇴적

암류, 캠브리아기 규암층, 편암층 및 석회암층, 오르도

비스기 석회암층이 분포하고 있다. 그러나 평창층군에

해당하는 전기 고생대 퇴적층은 송계리층, 도천리층,

솔치층으로 구성된다는 입장과(Won et al., 1974), 태

백그룹의 풍촌석회암층과 화절층으로 구성된다는 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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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 1978), 풍촌석회암층, 대하리층, 입탄리층,

정선석회암층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견해(Jeong et al.,

1979)등 지역별 암상의 특성에 따라 수많은 해석이 존

재한다. 비교적 평창지역을 연구하는 최근의 연구자들

은 평창층군을 입탄리층과 정선석회암층으로 구분하는

1:50000 평창-영월 도폭의 층서를 따르고 있다(GICTR,

1962; Lee et al., 1990; Jang, 2012; Lee, 2016). 

입탄리층은 주천 지역의 방림단층 하반에서 관찰되

는데(Jang, 2012), 주로 백색의 석회암층과 백운암층이

교호하고, 천매암 내지는 편암을 협재하는 것이 특징

이다(Jeong et al., 1979). 평창 지역의 정선석회암층은

주로 암회색의 석회암에 백색의 백운암을 협재하며 이

질암의 교호가 없고, 입탄리층을 정합적으로 피복한다

고 보고하였다(Jeong et al., 1979). 또한 담회색의 결

정질 석회암과 흑색 셰일이 협재된 암회색의 미립 괴

상 석회암이 부분적으로 충식구조를 보이는 암상이 관

찰된다는 보고가 있었다(Hong et al., 1995). 그러나

평창층군에 발달한 전기 고생대 지층에 대하여 여전히

지층명과 층서가 확립되지 않은 상태이며, 특히 평창

층군의 정선석회암층이 용탄층군의 오르도비스기 석회

암층과 같은 정선석회암으로 불리는 층서 체계적 오류를

범하고 있다. 이는 용탄층군과 평창층군을 독립적인 층

서단위로 구분할 경우 잘못된 층서 명명으로 보인다.

이하영 외 (1986)은 코노톤트(Scolopdus nogamii) 화

석 판별을 통해 입탄리층의 퇴적시기는 초기 내지 중

기 오르도비스기에 해당한다고 보고하였다. 그러나 평

창층군의 퇴적암들이 다른 지역의 퇴적암들보다도 심

하게 변질작용이나 변형작용을 받았기 때문에 고생물학

연구도 거의 이루어지고 있지 못하다(Kim et al., 1997).

3.5. 문경층군

태백산분지의 남서쪽에 분포하는 문경층군은 가장

층서적 논란이 심한 전기 고생대 지층이며, 동쪽과 서

쪽에 두 개의 소분지로 나뉘어 분포한다(Aoti, 1942;

Ku, 1964; Kim et al., 1967; Um et al., 1977; Lee

et al., 1993a, b)(Fig. 5). 서쪽에 분포하는 전기 고생

대 퇴적체는 전통적으로 태백산분지의 문경층군으로 간

주되어 왔지만, 동쪽에 분포하는 퇴적체는 문경층군으

로 보는 견해와(Ku, 1964; Kim et al., 1967; Lee and

Kim, 1968; Shin and Choi, 1968; Um et al., 1977;

Lee et al., 1993a; Chung and Lee, 1995) 태백층군

으로 보는 견해가 충돌하고 있다(Aoti, 1942; Choi,

1998).

서쪽 소분지에 대해서는 최초로 1942년 Aoti에 의하

여 셰일로 이루어진 하부 구랑리층과, 상부의 석회암

이 우세한 마성층, 하내리층, 석교리층, 정리층, 도탄층

으로 구분되었지만 이후 연구자들은 이를 인지하지 못

한 채 하부의 구랑리층과 상부의 대석회암통이라 포괄

적으로 지칭하였다(Park, 1974; Um et al., 1977;

Lee, 1987; Lee et al., 1993a; Choi, 1998)(Table 1).

최근 김인혜 (2016)에 의해 수행된 층서 연구에서는

동쪽과 서쪽에 분포하는 전기 고생대 지층을 각각 호

계소층군과 가은소층군으로 명명할 것을 제안하였으며,

가은소층군은 Aoti (1942)의 층서명을 그대로 적용하

지만 호계소층군에 대하여 하부로부터 가도리층, 선암

리층, 우로리층, 유곡층, 별암리층으로 새로운 층서를

제안하였다. 

Kobayashi (1961)는 최하부 구랑리층에서 전기 캠브

리아기의 대표적인 삼엽충인 Redlichia nobilis를 보고

하였으며, 최상위의 도탄층에서는 오르도비스기 화석을

발견하여 문경층군을 전기 고생대 시기의 퇴적층이라

해석하였다. 또한 마성층과 하내리층에서 중기 내지는

후기 캠브리아기의 Palaeolenus, tychoparia-Dawsonia

와 Kootenia를 인지하여(Kobayashi, 1966), 문경층군

내에서 4개의 생층서대를 설정하였다(Kobayashi, 1961;

1966). Lee (1987)은 문경형 조선누층군에서 전기 캠

브리아기에 해당하는 각질 미화석 8속 10종을 보고하

였다. 그러나 최하부의 구랑리층을 제외한 나머지 지

층은 부족한 노두와 복잡한 지질구조로 인해 여전히

상세한 층서가 미확립된 상황이며 생층서 대비 또한

어려워 정확한 퇴적시기 역시 정립되지 않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3.6. 안미리층군(양덕층군)

안미리층군은 평창 지역의 평창층군과 방림층군 사

이에 분포하고 있는 전기 고생대 퇴적체이며, 이 지역

에서는 규암층, 편암층, 석회암층이 관찰된다(Fig. 4).

방림층군 또는 화강암질암과 접하고 있는 규암층과 편

암층은 Son and Jeong (1971)에 의하여 행화동규암층

과 방학동편암층이라 명명된 바 있으며 이를 합하여

안미리층군이라 하여 태백산지역의 양덕층군에 대비하

였다. Jeong et al. (1979)는 이를 장산규암층과 묘봉

층으로 각각 기재하였으며, 상위의 석회암층은 대기층

(풍촌석회암)에 대비하였으나 대부분의 연구자들은 대

기층(풍촌석회암)의 존재를 야외에서 인지하지 못하였

다(Hong et al., 1995; Lee, 2016). Lee et al. (1985)

는 규암층과 천매암층을 합하여 층의 구분 없이 중대

갈봉층군이라 명명하였다. 이러한 규암층과 천매암층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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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림단층에 의해 경계를 이루고 있으며 이를 경계로

평창층군의 정선석회암층이 넓게 분포하고 있다

(GICTR, 1962; Jeong et al., 1979)(Fig. 4).

본 연구에서 안미리층군은 Son and Jeong (1971)

연구를 기반으로 새롭게 수정된 층서 체계를 제안한다.

행화동층은 거의 석영으로 이루어진 규암으로 이루어

져 있으나 지역에 따라 갈색, 회색, 백색의 규암층과

얇은 암회색의 편암층이 호층을 이루고 있는 것이 특

징이다(Son and Jeong, 1971; Jeong et al., 1979;

Hong et al., 1995; Lee, 2016). 상위의 방학동층은

암회색의 천매암과 녹회색의 운모류 내지는 녹니석 편

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Jeong et al., 1979; Hong et

al., 1995; Lee, 2016), 행화동층에 정합적으로 놓여있

다고 해석되어왔다(Kim et al., 1997). 덧개수층의 하

부에는 부분적인 층리를 보이는 괴상의 유백색 백운암

이 분포하며, 상부에는 얇은 층리를 보이고 생교란 작

용이 관찰되는 암회색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Yeo,

unpublished data). 안미리층군은 매우 좁은 분포 범위

를 보이지만, 전기 고생대 지층이고 태백산분지에 인

접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층서 연계성도 충분하여 태

백산분지 조선누층군의 일부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3.7. 송봉층

송봉층은 평창 지역의 남서쪽과 영월 지역의 북쪽에

위치하는 주천 지역에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편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규암과 석회암을 수매 협재하고

있다(Kobayashi, 1953; Son and Jeong, 1971; Yoon,

1994; Kihm et al., 2010). Kobayashi(1953)는 주천

지역의 변성퇴적암류를 고생대 묘봉층에 대비되는 ‘송

봉편암층’으로 명명하고, 평창형 조선누층군의 최하부

층으로 해석하였다. 그러나 Son and Jeong (1971)은

송봉층 내의 규암층을 기준으로 규암층 하부의 편암대

를 방림층군으로 개칭하고, 그 시대를 선캠브리아기로

해석하였다. Jeong et al. (1979)는 주천 지역의 송봉

편암층과 평창지역의 녹색편암층(묘봉층)을 합쳐 방림

층군으로 보고, 이를 선캠브리아기 지층으로 보고하였

다. Yoon (1994)은 주천 지역에서 나타나는 녹니석 편

암, 규암,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방림층

군이라 하였지만, Kihm et al. (2010)는 이를 통칭하

여 송봉층이라 기재하였으며 이를 캠브리아기 최하부

지층으로 해석하였다. 

최근의 연구자들은 송봉층은 층서적으로 안미리층군

(양덕층군)에 대비하였지만(Kobayashi, 1953; Kihm et

al., 2010), 규암(행화동규암)이 최하위 지층을 이루는

안미리층군에 반하여, 송봉층은 편암이 최하위 지층으

로 분포하여 지층 구성이 다르게 나타난다는 견해도

제시되었다(Kihm et al., 2010).

송봉층 하부에는 편암 내 1-3매의 규암과 변성사질

암이 협재하고, 상부에는 석회암이 수매 협재하여 편

암과 호층을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상부로 갈수록 석

회암의 협재 빈도수가 증가하면서 상부의 평창층군과

정합적인 관계일 가능성을 지시하고 있다(Kihm et al.,

2010). 그러나 안미리층군의 경우와 같이 정밀 지질조

사와 지층의 퇴적연령 측정을 통해 기존의 층서가 수

정될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조속히 송봉층의 퇴적 시

기와 층서에 대한 연구가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송봉층 역시 전기 고생대 퇴적체로서 조선

누층군의 일부로 간주하고자 한다. 

4. 순차층서 분석

4.1. 태백층군

태백산분지 태백층군에는 1차 규모의 해수면 상승과

하강에 의한 퇴적층의 변화가 뚜렷하게 기록되어 있다.

전기 캠브리아기에 시작된 1차 규모의 전지구적 해수

면 상승은 소크 해침이라고 부르는데, 전기 오르도비

스기까지 지속된 해수면 상승으로 두꺼운 퇴적층이 형

성되었다(Vail et al., 1977). 중기 오르도비스기가 시작

하면서 발생한 전지구적 해수면 하강은 소크 시기의

퇴적층을 노출시키면서 1차 규모의 소크-티피카누 순

차층서 경계면을 형성시켰다(Sloss, 1963; Ryu et al.,

2005). 중기 오르도비스기에 다시 시작된 전 지구적 해

수면의 상승은 다시 퇴적작용을 재생시켜서 티피카누

해침 시기의 퇴적층을 형성하였다(Kwon et al., 2006).

본 연구에서는 태백산분지에서 태백층군이 퇴적되는 분

지 지역을 태백 대지라고 명명한다. 태백 대지에서는

2차 규모에서 캠브리아기 시기에 2번의 조구조적 운동

이 발생하였으며, 조구조적 변화가 캠브리아 시기에 3

개의 2차 규모 순차층을 형성하였다(Kwon et al.,

2006). 따라서 태백층군은 중기 오르도비스기 순차층을

포함하여 2차 규모의 4개 순차층으로 구성되는데, 각

각 슈퍼순차층 1, 2, 3, 4로 명명하였다(Fig. 6).

슈퍼순차층 1은 전기 캠브리아기에서 중기 캠브리아

기의 퇴적체로서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에 해당한다

(Kwon et al., 2006). 슈퍼순차층 1은 북중국대지의

경사 변경이 일어난 조구조 운동으로 인해 범람에 의

한 부정합이 생기어 순차층 경계를 이루게 된 것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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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석된다. 이 범람면은 탄산염 퇴적체에서 순차층 경

계로 간주된다(Fig. 6). 

슈퍼순차층 2는 후기 캠브리아기의 퇴적체로서 세송

층과 화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Kwon et al., 2006).

슈펴순차층 2는 북중국대지의 동북쪽 주변부에서 최전

기 오르도비스기에 지역적으로 발생한 융기 운동에 의

한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에 의해 순차층 경계가 이루

어지면 퇴적이 종료되었다(Fig. 6).

슈퍼순차층 3은 전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으로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으로 구성된다(Kwon et al., 2006).

슈퍼순차층 3은 소크-티피카누 경계의 전 지구적 해수

면 하강에 의해 퇴적층이 대기 중에 노출되면서 퇴적

이 중단되고, 침식에 의한 부정합이 형성되었다. 부정

합 면 하부에는 대기 중 노출로 인한 용해 붕력 작용

이 활발하여 탄산염 각력암이 잘 발달하고 있다(Paik,

1987; Ryu et al., 1997; Ryu, 2002; Kwon et al.,

2006)(Fig. 6). 

슈퍼순차층 4는 중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으로 직운산

층과 두위봉층으로 이루어져 있다(Kwon et al., 2006).

슈퍼순차층 4는 티피카누 해침이 시작되면서 퇴적되는

데, 중기 오르도비스기 말에 태백산분지 전반에 걸친

융기 작용으로 퇴적층 형성이 종료된다(Fig. 6).

태백산분지 태백층군은 쇄설성 퇴적과 탄산염 퇴적

이 함께 일어나는 전기 고생대 탄산염 대지에서 형성

되었다. 이 탄산염 대지에서 형성된 각각의 슈퍼순차

층은 하부의 쇄설성암 지배 저해수면 퇴적체, 중부의

쇄설성암-탄산염암 혼합 해침 퇴적체, 상부의 탄산염암

지배 고해수면 퇴적체로 이루어진다(Kwon et al.,

2006). 슈퍼순차층 1과 슈퍼순차층 3은 온전한 저해수

면, 해침, 고해수면 퇴적체를 구성되지만, 슈퍼순차층

Fig. 6. Sequence stratigraphic interpretation of the Taebaeksan Basin (modified from Kwon et al., 2006; Kwon, 2012; Lee,

2018, 2019; Kwon and Kwon, submitted). Js Otz.: Jeongseon Quartzite; Js Ls: Jeongseon Limestone; Hm: Haengmae

Formation; Js/Ms: Jangsan and Myeonsan formations; Mb: Myobong Formation; Dg: Daegi Formation; Ss: Sesong

Formation; Hj: Hwajeol Formation; Dj: Dongjeom Formation; Dm: Dumugol Formation; Mg: Makgol Formation; Jg:

Jigunsan Formation; Dw: Duwibong Formation; LST: lowstand systems tract; TST: transgressive systems tract; HST:

highstand systems tract; SS: Super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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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는 지역적 융기 운동에 의해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으

로 탄산염암 지배 고해수면 퇴적체가 형성되지 못하고

슈퍼순차층 3의 저해수면 시기의 쇄설성 조립질 퇴적

층인 동점층에 의해 순차층 경계를 이루며 피복되어

있다(Kwon et al., 2006)(Fig. 6). 

4.2. 영월층군

태백산분지 영월층군에도 1차 규모의 전지구적 해수

면 변동의 기록이 잘 보존되어 있다. 영월층군에서 수

행된 순차층서학적 분석 결과는 영월층군의 상대적 해

수면 변동이 태백층군과 매우 유사함을 보여준다

(Kwon, 2012)(Fig. 6).

영월층군은 소크 시기에 삼방산층, 마차리층, 와곡층,

문곡층과 영흥층의 하부 퇴적체가 퇴적되었고, 1차 규

모의 전 지구적 하강에 의해 소크-티피카누 경계가 형

성되었다(Kwon, 2012). 이어지는 티피카누 해침 시기

에 영흥층의 중부와 상부 퇴적체가 형성되다가 태백층

군과 마찬가지로 중기 오르도비스기 말에 태백산분지

전반에 걸친 융기 작용으로 영월층군의 퇴적층 형성이

중지되었다(Fig. 6).

태백산분지에서 영월층군이 퇴적되는 분지 지역을

본 연구에서는 영월-제천 대지라고 명명한다. 영월 대

지에서는 태백 대지와 마찬가지로 캠브리아기와 오르

도비스기 사이에서 조구조적 운동이 발생하였으며, 조

구조적 변화가 소크 시기에 해당하는 캠브리아기와 전

기 오르도비스기에 2개의 2차 규모 순차층을 형성하였

다(Kwon, 2012). 따라서 영월층군은 중기 오르도비스

기 순차층을 포함하여 2차 규모의 3개 순차층으로 구

성되는데, 이는 각각 슈퍼순차층 1, 2, 3으로 명명하였

다(Fig. 6). 

슈퍼순차층 1은 캠브리아기 삼방산층, 마차리층, 와

곡층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캠브리아기의 소크 해침 시

기에 해수면의 상승에 의해 쇄설성 퇴적환경이 탄산염

퇴적환경으로 변화하면서 2차 규모의 순차층이 형성되

었다(Kwon, 2012). 슈퍼순차층 1은 캠브리아기와 오르

도비스기 경계 시기에 발생한 태백산분지 전역에 영향

을 미친 융기 운동과 상대적 해수면 상승의 의해 종료

되었다(Fig. 6).

슈퍼순차층 2는 전기 오르도비스기 문곡층과 영흥층

의 하부로 구성되어 있다(Kwon, 2012). 최후기 캠브리

아기와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사이에 발생한 융기 운동

과 그로 인한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에 이은 소크 고해

수면 시기에 형성된 슈퍼순차층 2의 퇴적은 최전기 중

기 오르도비스기의 소크-티피카누 경계의 전지구적 해

수면 하강에 의해 종료되었다(Fig. 6).

가장 상부의 슈퍼순차층 3은 중기 오르도비스기의

영흥층 중부와 상부로 이루어져 있다(Kwon, 2012). 티

피카누 해침 시기에 형성된 슈퍼순차층 3은 하부 지층

은 조하대 퇴적환경에서, 상부 지층은 조상대 퇴적환

경에서 형성되었으며, 각각 해침 퇴적체와 고해수면 퇴

적체를 대표하고 있다. 슈퍼순차층 3의 퇴적은 태백산

분지 전반에 걸친 융기 운동으로 후기 오르도비스기

초에 종료되었다(Fig. 6). 

4.3. 정선 및 평창 지역 조선누층군

태백산분지 정선 및 평창 지역에 분포하는 조선누층

군은 각각 용탄층군과 평창층군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본 연구에서는 이들이 퇴적되는 탄산염 대지를 정선-

평창 대지라고 부른다. 정선-평창 대지의 퇴적층은 정

선석회암이라고 알려진 두꺼운 오르도비스기 퇴적층으

로 이루어져 있으며, 세부적인 층서는 아직 미확립 상

태이다(GICTR, 1962; Son, 1973; Son and Cheong,

1976; Lee, 1980; Cheong et al., 1979a, 1979b).

정선 지역의 용탄층군은 최하부의 정선규암 상위에 정

선석회암이 분포하고 있으며, 정선석회암의 상부에 행

매층과 회동리층이 부정합적으로 놓인다고 알려져 왔

다(Cheong et al., 1979b)(Table 1). 그러나 최근에

행매층과 회동리층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진행되어

회동리층의 퇴적연대가 최후기 오르도비스기로 제안되

어, 정선석회암과 회동리층 사이에 존재한다고 알려진

부정합에 대한 의문이 제시되었다(An and Zheng,

1990; Lee, 2018, 2019).

최근의 쇄설성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는 정선규암과

정선석회암 사이에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것을 보여주

고 있다(Yeo, unpublished data)(Fig. 7). 중기 및 후

기 캠브리아기의 무퇴적 결층에 의한 부정합의 존재는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기에 무퇴적 결층이 생성될 수

있을 정도의 조구조적 융기 현상이 발생하여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이 존재했던 것을 알려주고 있다(Fig. 6).

오르도비스기 시기에 와서 정선-평창 대지에는 조구

조적 운동이 멈추고 소크 해침에 의해 천해 환경이 만

들어져 정선석회암이 퇴적되었다(Jeong et al., 1979;

Park and Chang, 1985; Chung et al., 1995; Hong

et al., 1995). 소크-티피카누 경계의 전 지구적 해수면

하강의 기록은 정선석회암에서 확인된 바 없어 오르도

비스기 지층의 세부적인 순차층서학적 분석은 추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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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조사가 필요하다(Fig. 6).

평창 지역의 평창층군은 정선석회암으로 이루어진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층서적 연구가 매우 빈약한 실

정이다. 평창층군의 북서쪽에 분포하는 안미리층군에

대한 최근의 연구 결과에 따르면 안미리층군의 행화동

규암과 방학동편암 사이에 무퇴적 결층에 의한 부정합

이 존재할 가능성이 제시되고 있다(Yeo, unpublished

data)(Figs. 4, 7). 이러한 층서학적 발견은 평창지역에

서 중기 및 후기 캠브리아기에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을

일으킨 융기 운동이 발생했을 가능성을 보여주고 있다.

본 연구는 평창 지역의 정선-평창 대지 역시 캠브리

아기에 무퇴적 상태를 유지하다가 오르도비스기 시기

의 소크 해침에 의해 천해 환경이 형성되면서 정선석

회암이 퇴적된 것으로 해석한다. 기존 연구에서는 용

탄층군과 마찬가지로 평창층군 내에서 소크-티피카누

경계를 확인하지 못하였고, 평창층군에 대한 세밀한 층

서학적 연구가 필요한 상황이다. 

5. 태백산분지의 고지리

태백산분지는 한중지괴의 일부에 해당하는 전기 고

생대 탄산염 대지로 알려져 왔다(Chough et al.,

2000; Choi and Chough, 2005; Kwon et al., 2006).

한중지괴는 곤드와나지괴의 주변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태백산분지는 전기 고생대 시기에 곤드와나 및 한중지

괴 내부에 형성된 넓은 침강 분지인 북중국 대지의 일

부분이었던 것으로 해석된다(Chough et al., 2000;

Lee et al., 2012; Choi and Park, 2017; Choi, 2018a;

2018b).

북중국 대지의 전기 고생대 퇴적체는 대부분 전기

캠브리아기에 쇄설성 퇴적체가 퇴적되면서 형성되기 시

작하였고, 소크 해침 시기에 분지 전체가 탄산염 퇴적

체가 형성되는 천해 탄산염 퇴적환경으로 진화하였다

(Fig. 6). 이러한 천해 탄산염 퇴적환경은 전기 오르도

비스기까지 계속되었으며, 소크-티피카누 경계의 전 지

구적 해수면 하강에 의해 천해 탄산염 퇴적체의 형성

이 중단되었다(Ryu et al., 2009). 중기 오르도비스기

에 다시 시작된 티피카누 해침 시기에 북중국 대지에

서는 탄산염 퇴적환경이 다시 형성되었으나, 후기 오

르도비스기에 와서 한중지괴와 북중국 대지 전역에 걸

친 조구조적 융기 운동에 의해 전기 고생대 시기의 퇴

적작용이 분지 전역에서 중단되었다(Meyerhoff et al.,

1991; Meng et al., 1997; Zhang et al., 2009a; 2009b).

전기 고생대 시기의 이 넓고 얕은 천해 퇴적환경은

좁고 긴 수로 형태의 바다였던 것으로 보인다. 곤드와

나 대륙지괴와 한중지괴 사이에 형성된 이 바다에서

태백산분지를 형성하는 탄산염 대지는 여러 개의 대지

로 나뉘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Fig. 8). 한중지괴에서

가장 가까운 태백산분지의 태백 대지는 한중지괴를 형

성하는 선캠브리아기 전기 원생대 화강암을 기반암으

로 하여 대륙 인접 탄산염 대지로 발달한 것으로 보인다.

태백 대지는 분지 형성 초기에 전기 원생대 기원의

퇴적물로 이루어진 조립질 쇄설성 퇴적체가 소크 해침

의 시작과 함께 형성되면서 시작되었다. 태백 대지의

경우 대륙에 인접하여 발달하였기 때문에 대륙 기원의

쇄설성 퇴적물의 공급이 활발하여 탄산염 퇴적체와 쇄

Fig. 7. Relative probability plot and age histograms for

detrital zircon 207Pb/206Pb ages of the Early Paleozoic

sequences in the Taebaeksan Basin. Data for detrital zircon

age spectra are from the following sources: Jangsan Fm

(Lee, unpublished data), Myeonsan Fm (Jang et al., 2018),

Jeongseon Qtz. (Lee, unpublished data), Haengwhadong

Fm (Yeo, unpublished data), Sambangsan Fm (Jang et al.,

2018), Myobong Fm (Jang et al., 2018), Sesong Fm

(McKenzie et al., 2011), Dongjeom Fm (Kim et al.,

2017b), Banghakdong Fm (Yeo, unpublished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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설성 퇴적체가 교호하는 전형적인 전기 고생대 혼합된

탄산염-쇄설성 퇴적암 복합체가 형성되었다(Kwon et

al., 2006)(Fig. 8).

태백 대지의 전기 오르도비스기 동점층의 조립질 사

암체와 중기 오르도비스기 세립질 쇄설성 이암체의 형

성은 태백 대지가 대륙에 인접하여 대륙 기원의 쇄설

성 퇴적물의 공급이 원활했던 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Kwon et al., 2006). 또한, 태백

대지의 탄산염 퇴적체에도 이회암 우세의 쇄설성 기원

의 퇴적물이 많이 포함되어있는 점도 태백 대지가 대

륙 인접 대지로 발달한 것을 지지하는 증거가 된다.

반면에 태백산분지의 영월-제천 대지는 전기 캠브리

아기에 쇄설성 퇴적체로 이루어진 삼방산층이 퇴적된

이후에는 대륙 기원의 쇄설성 조립질 퇴적물의 공급이

제한되었다(Choi, 1998). 영월-제천 대지에 퇴적된 영

월층군의 경우 분지 형성 초기의 삼방산층 퇴적 이후

에는 상대적 해수면이 하강한 전기 오르도비스기 융기

운동의 시기에도 조립질 퇴적물이 공급되지 못한 것으

로 보인다(Fig. 8).

전 지구적 해수면 하강이 발생한 소크-티피카누 경

계 시기의 해수면 하강에도 영월층군은 대륙으로부터

조립질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받지 못한 것으로 보아,

영월층군을 퇴적시킨 영월-제천 대지는 대륙으로부터

고립된 대륙 고립 탄산염 대지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서 영월-제천 대지에 공급된 대륙 기원의 쇄설성

퇴적물은 부유 침강으로 퇴적된 세립질 퇴적물에 국한

되었으며, 이러한 부유성 세립질 퇴적물이 해수면 상

승 시기에 영월층군의 이회암이 우세한 조하대 퇴적체

를 형성했을 것으로 해석된다(Fig. 8).

영월-제천 대지는 태백 대지에 비해 곤드와나지괴 기

원지의 쇄설성 퇴적물이 주로 공급되어 퇴적되었다

(Yeo, unpublished data)(Fig. 7). 반면에 영월-제천 대

지 퇴적체의 경우 한중지괴 기원지의 쇄설성 퇴적물의

공급은 제한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이것은 영월-제천

대지가 태백 대지로부터 멀리 떨어진 곤드와나지괴 인

근에 분포했을 것을 추정케 해준다(Fig. 8). 영월-제천

대지는 고지리적으로 한중지괴와 곤드와나 지괴의 중

간 어딘가에 위치해 있었을 것이며, 남중국 지괴의 영

향도 부분적으로 받았을 것으로 추정된다. 

태백산분지의 정선-평창 대지는 지리적으로 태백 대

지와 영월-제천 대지의 중간 정도에 위치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정선-평창 대지의 최하부층을 구성한 정선규

암이나 행화동규암의 경우 태백층군과 유사한 한중지

괴 기원지의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받았다(Lee,

unpublished data)(Fig. 7). 그러나 해수면이 상승한 시

기에는 한중지괴 기원지의 퇴적물보다 곤드와나지괴 기

원지의 퇴적물 공급이 우세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평

창 대지 인근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안미리층군의

전기 오르도비스기 방학동편암의 퇴적체는 곤드와나지

괴 기원지의 영향을 받은 쇄설성 세립질 퇴적물로 이

루어져 있다(Yeo, unpublished data)(Fig. 7).

정선-평창 대지의 경우 중기 및 후기 캠브리아기에 해

당하는 큰 규모의 부정합이 발견된다(Yeo, unpublished

data). 이러한 부정합은 중기 및 후기 캠브리아 시기에

Fig. 8. Early Paleozoic paleogeographic reconstructions of east Gondwana (modified from Veevers, 2004 and Metcalfe,

2006). Stars indicate the paleogeographic location of the Taebaeksan Basin. (a) Furongian (~490 Ma) paleogeographic map;

the SKC was connected to Australia by an epeiric sea and separated from the SCC by the Helan trough (modified from Cho

et al., 2014; Choi and Park, 2017). (b) Late Ordovician (~450 Ma) paleogeographic map; the area occupied by the epeiric sea

became emergent and is dissected by a transform fault (modified from Cho et al., 2014). SKC: Sino-Korean Craton; SCC:

South China Crat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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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크 해침을 상쇄할 만한 규모의 조구조적 융기 운동

이 야기한 대규모의 무퇴적 결층 현상의 결과로 해석

된다. 정선-평창 대지에서도 영월-제천 대지와 마찬가

지로 조구조적 융기 운동이 발생한 상대적 해수면 하

강에 의한 조립질 쇄설성 퇴적물이 제한되었다. 이것

은 정선-평창 대지도 영월-제천 대지와 마찬가지로 대

륙으로부터 고립된 대륙 분리 탄산염 대지였을 가능성

을 높여주고 있다(Fig. 6).

정선-평창 대지는 대륙에 인접하여 발달한 태백 대

지와 대륙으로부터 고립되어 발달한 영월-제천 대지 사

이에서 대륙과 고립되어 발달하였으나, 중기 및 후기

캠브리아기에 상당한 규모의 조구조적 융기 운동에 의해

큰 규모의 무퇴적 결층이 발생하였다(Yeo, unpublished

data). 전기 오르도비스기에 들어와서 정선-평창 대지는

소크 해침에 의한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과 티피카누

해침에 의한 천해 탄산염 퇴적환경이 발달하여 두꺼운

천해 탄산염암인 정선석회암이 퇴적된 것으로 보인다.

또한 쇄설성 저어콘 연대 측정으로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영월-제천 대지와 태백 대지 및 정선-평창 대지

사이에는 저해수면 시기에 지리적 혹은 지형적 차단이

이루어지는 분리장벽 환경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론된

다. 이것은 영월-제천 대지는 좀 더 곤드와나지괴에 가

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고, 정선-평창 대지는 태백 대

지와 가까운 지리적 위치에 있었음을 보여주고 있다

(Fig. 8). 

6. 태백산분지 퇴적물 공급지의 변화

본 연구는 태백산분지에 공급되는 쇄설성 저어콘 퇴

적물의 퇴적연령 분포 특성과 근원지의 변화가 태백산

분지의 조구조적 운동과 해수면 변동에 영향을 받아

체계적으로 변화했음을 밝히고 있다. 

태백산분지에 공급되는 쇄설성 퇴적물의 근원지는

크게 곤드와나지괴 기원지와 한중지괴 기원지로 나누

어진다(Fig. 7). 태백산 분지의 형성 초기인 전기 캠브

리아기에 태백 대지와 정선-평창 대지는 주로 한중지

괴 기원지로부터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받았으며, 곤드

와나지괴 기원지와는 퇴적물의 공급 입장에서 분리되

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쇄설성 저어콘 U-

Pb 분석 결과 전기 캠브리아기 동안에 영월-제천 대지

는 곤드와나 지괴 기원지로부터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

받고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Choi and Park, 2017;

Choi, 2018a)(Fig. 7). 이러한 퇴적물 기원지의 분리는

태백산분지 형성 초기인 전기 캠브리아 시기에 태백

대지 및 정선-평창 대지와 영월-제천 대지 사이에 원거

리에 의한 지리적 분리 혹은 고지대에 의한 지형적 분

리가 있었음을 지시하고 있다(Fig. 8).

태백 대지 및 정선-평창 대지와 영월-제천 대지 사

이에 존재할 것으로 추정되는 지리적 분리 혹은 지형

적 분리는 현재 지질학적 증거를 바탕으로 판단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당시의 현재 영월층군과 용탄층군 및

평창층군 사이에 전기 캠브리아기의 지형적 고지대를

지시하는 어떤 지질학적 증거도 없다. 따라서 이 퇴적

물 기원지의 명확한 분리는 아마도 지형적 분리이기

보다는 곤드와나지괴 기원지로부터 쇄설성 퇴적물이 공

급되기에 태백 대지나 정선-평창 대지가 너무 멀리 위

치하여 생기는 지리적 분리였을 가능성이 높다. 원거

리를 이동할 수 있는 세립질 부유성 퇴적물은 아마도

전기 고생대 시기의 태백 대지 및 정선-평창 대지의

천해 연안 전면부 및 해빈 환경에서의 파랑 침식 및

재동작용에 의해 퇴적이 제한되었던 것으로 해석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중기 캠브리아 시기가 되면서 전 지구적 해수면 상

승에 의해 태백 대지와 영월-제천 대지에는 부유 침강

퇴적과정에 의한 세립질 퇴적체가 형성되는데, 이 세

립질 퇴적체의 쇄설성 저어콘은 태백산분지에 공급되

는 퇴적물이 주로 곤드와나지괴 기원으로 바뀌었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Lee, unpublished data)(Fig. 7).

앞서 설명한대로 해수면의 상승은 곤드와나지괴 퇴적

물 기원지에서 공급된 세립질 부유성 퇴적물의 공급을

원활하게 만들었을 것이다. 

반면에 한중지괴의 퇴적물 기원지로부터 퇴적물 공

급은 오히려 제한되는 특성을 보인다. 이러한 퇴적물

근원지의 변화는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으로 인해 한

중지괴의 퇴적물 기원지가 침수에 의해 퇴적물 공급능

력이 크게 약화되었음을 암시한다. 전기 캠브리아기의

한중지괴는 곤드와나지괴에 비해 대부분의 지역이 소

크 해침에 의해 침수되었는데, 이러한 침수는 한중지

괴의 퇴적물 공급능력의 약화를 잘 설명해주고 있다

(Fig. 7).

한편, 쇄설성 저어콘의 U-Pb 연대측정 결과에 따르

면, 중기 캠브리아기에서 후기 캠브리아기까지 정선-평

창 대지는 퇴적체가 결핍된 부정합이 만들어지는데, 이

것은 이 시기에 정선-평창 대지가 중기-후기 캠브리아

기의 전지구적 해수면 상승효과를 상쇄할 수 있는 상당

한 규모의 지역적 융기 운동을 받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융기 운동은 정선-평창 대지에 광역적인

무퇴적 결층을 야기하였으며, 중기-후기 캠브리아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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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하는 부정합을 형성하였다(Yeo, unpublished data).

이러한 융기운동은 아마도 후기 캠브리아기와 최전

기 오르도비스기 시기 동안에 태백산분지 전역으로 확

대된 것으로 보인다. 태백 대지의 후기 캠브리아기 세

송층과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동점층의 쇄설성 저어콘

퇴적연령 분포 특성은 한중지괴 퇴적물 기원지의 퇴적

물 공급능력 복원을 잘 보여준다(Lee, unpublished

data). 태백산분지 전역에서 발생한 후기 캠브리아기에

서 최전기 오르도비스기까지의 융기 운동은 한중지괴

퇴적물 기원지를 침식에 노출시켜 중기 캠브리아기 이

후 침수로 제한되었던 한중지괴 퇴적물 기원지의 퇴적물

공급능력이 재생될 수 있게 한 것으로 보인다(Fig. 7).

태백 대지의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동점층은 지역적

융기 운동에 의한 상대적 해수면 하강기에 형성된 조

립질 퇴적체로 해석되는데, 동점층의 쇄설성 저어콘 근

원지 분석 결과는 태백 대지 및 정선-평창 대지의 전

기 캠브리아기 지층인 장산층 및 정선규암과 유사하게

곤드와나 기원지의 영향이 차단되고, 최전기 오르도비

스기에 형성된 동점층의 퇴적물 기원지와 한중지괴 기

원지로부터 대부분의 퇴적물을 공급받은 것으로 해석

된다(Fig. 7). 

이러한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시기의 태백 대지의 곤드

와나지괴 기원지 차단 현상은 지역적인 융기 운동이나 전

지구적 해수면 하강에 의한 상대적 저해수면 시기에

태백 대지나 정선-평창 대지가 지리적으로 혹은 지형

적으로 곤드와나지괴 기원지와 퇴적물 공급 측면에서

분리가 이루어졌음을 보여주고 있다(Yeo, unpublished

data). 다만, 이러한 퇴적물 기원지의 분리가 지리적 혹

은 지형적 완벽한 차단이 아니라 저해수면 시기의 낮

은 수심으로 인해 천해 연안 전면부 및 해빈 환경에서

의 강한 파랑 침식 및 재동작용에 의해 곤드와나지괴

기원지로부터 공급된 세립질 부유성 퇴적물은 퇴적이

제한되고, 한중지괴 기원지에서 공급된 조립질 퇴적물

이 선택적으로 퇴적이 이루어진 것으로 보는 것이 타

당할 것이다. 

태백산분지 전역에서의 융기 운동과 상대적 해수면

하강의 시기가 끝나고, 전기 오르도비스기에 지속된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에 의해 태백산분지 전역에서 퇴적

가능공간이 형성되면서 중기 캠브리아기 시기처럼 부

유 침강 퇴적과정에 의한 세립질 퇴적체가 형성된다

(Fig. 6). 이 시기에는 해수면 상승과 부유성 퇴적물

이동의 활성화로 최전기 오르도비스기에 차단되었던 곤

드와나지괴 기원지로부터 다시 태백 대지와 정선-평창

대지로 쇄설성 저어콘이 공급되기 시작하였다(Yeo,

unpublished data). 이 시기의 해수면 상승은 중기 캠

브리아기와 마찬가지로 한중지괴의 상당한 면적을 침

수시켜, 한중지괴 기원지의 퇴적물 공급능력을 약화시

키는 역할을 했을 것으로 추론된다.

이러한 퇴적물 근원지의 변화는 정선-평창 대지에 인

접한 안미리층군의 전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 잘 기록

되어 있다.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이후에 태백산분지는

조구조적으로 안정화되어 분지 전체에서 침강 현상이

발생하여 천해 탄산염 퇴적환경이 조성되었다(Fig. 6).

이 시기 동안에 태백산분지는 전 지구적 해수면 변동

에 반응하면서 매우 두꺼운 탄산염 퇴적체를 형성하였

다(Kwon et al., 2006). 이 시기의 태백 대지의 층서

적 구성과 분포는 정선-평창 대지 및 영월-제천 대지의

층서적 구성과 분포와 차별화되는데, 최근 연구에 따

르면 이러한 차이는 육상 대륙 인접 대지와 육상 대륙

분리 대지의 퇴적물 공급 및 퇴적작용의 차이에서 기

인한 것으로 해석된다(Fig. 6).

7. 북중국 대지의 조구조 운동 역사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백산분지 정선-평창 대지 용

탄층군의 정선규암과 정선석회암 사이에는 중기-후기

캠브리아기에 해당하는 무퇴적 결층에 의한 부정합이

존재한다(Lee, unpublished data). 용탄층군과 백지산

향사대를 축으로 대칭을 이루고 있는 평창층군도 캠브

리아기 퇴적층이 없이 전기-중기 오르도비스기 정선석

회암으로만 이루어져 있다(Fig. 4). 평창층군 인근에 분

포하는 전기 고생대 안미리층군의 행화동규암과 방학

동편암 사이에도 중기-후기 캠브리아기에 해당하는 무

퇴적 결층에 의한 부정합이 존재한다는 것이 최근 연

구 결과 밝혀졌다(Yeo, unpublished data).

중기-후기 캠브리아기는 소크 해침이 활발한 시기로

서, 이 시기에 상대적 해수면의 정체나 하강에 의해

부정합이 현성되기 위해서는 상당한 규모의 지역적 융

기 운동이 발생해야 한다. 따라서 태백산분지의 정선-

평창 대지 인근에서 전기 고생대 중기-후기 캠브리아

기에 조구조적 융기 운동이 지역적으로 발생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Yeo, unpublished data)(Fig. 6). 

태백산분지의 조구조적 융기 운동은 최전기 오르도

비스기에도 발생하였다. 태백산분지의 태백 층군에는

북중국 대지 북동쪽에 위치한 요동 반도 인근에서 발

생한 조구조적 융기 운동의 여파로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과 동시에 천해 지역에 조립질 쇄설성 퇴적체가

형성되었다(Meng et al., 1997; Choi, 1998)(Fig. 6).



444 권이균 · 권유진 · 여정민 · 이창윤

이러한 최전기 오르도비스기의 지역적 융기 운동은 북

중국 대지의 북동 지역 전역에 상대적 해수면 하강을

가져왔으며, 이것은 영월-제천 대지의 퇴적체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Kwon et al., 2006).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조구조적 융기 운동은 북중국

대지의 서쪽에 분포하는 내몽고 지역의 수베이고 대지

의 퇴적체에도 그 기록이 남아 있다(Myrow et al.,

2015). 수베이고 대지에서도 후기 캠브리아기의 아부치

하이층과 중기 오르도비스기 산토칸층 사이에 전기 오

르도비스기에 해당하는 부정합이 존재한다(Kim, 2016;

Zhen et al., 2016). 수베이고 대지의 부정합은 최근

수행된 층서 연구의 결과 고생물학적 증거와 쇄설성

저어콘의 U-Pb 연대측정 결과로 확인되었다(Myrow

et al., 2015). 

이 부정합은 지역적인 조구조적 융기 운동이 전기

오르도비스기의 해수면 상승을 상쇄할 정도로 큰 규모

로 발생한 것을 지시하고 있다. 전기 오르도비스기는

전 지구적 해수면 상승이 우세한 시기이며, 이 시기에

발생한 대규모 부정합은 상당한 규모의 융기 운동이

발생한 것을 지시하고 있다. 최근 순차 층서학적 연구

를 통해 수베이고 대지가 이 시기에 지역적 융기 운동

에 의한 상대적 해수면의 하강을 경험했고, 이 해수면

의 하강이 부정합을 만든 것으로 해석되었다(Cocks

and Torsvik, 2013; Kim, 2016). 

반면에 태백산분지의 태백 대지에서는 중기-후기 캠

브리아기 경계 시기에 조구조적 침강 운동과 범람 현

상이 발생한 것으로 해석된다. 북중국 대지의 경사가

중기-후기 캠브리아기 경계 시기에 분지 전체 규모에

서 변화하였고(Meng et al., 1997), 북중국 대지의 북

동쪽에 위치한 태백산분지는 조구조적 경사 변화 운동

으로 인해 상대적 침강 운동을 경험했던 것으로 보인

다(Meng et al., 1997, Meng and Ge, 2003). 이러

한 침강운동은 3차 형태의 순차층 경계면을 형성하며

태백 대지를 침강시킨 것으로 해석된다(Kwon et al.,

2006)(Fig. 6). 

결론적으로 북중국 대지와 태백산분지는 전기 고생

대 시기에 조구조적으로 안정한 대륙지괴 내부에서 형

성된 침강 분지로 알려져 왔으나, 최근 진행된 상세한

층서 분석 결과는 북중국 대지와 태백산분지가 지역적

으로 조구조적 융기 및 침강 운동이 빈번하고 활발하

게 발생한 조구조적 환경을 가진 탄산염 대지였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Myrow et al., 2015). 이러한 활

발한 지역적 조구조 운동의 기록은 북중국 대지와 태

백산분지의 퇴적 환경과 퇴적분지의 진화를 분석할 때

조구조적 환경의 변화를 중요하게 고려해야 한다는 것

을 알려주고 있다. 

8. 결 론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하고 있는 태백산분지의 조선

누층군은 태백층군, 영월층군, 용탄층군, 평창층군, 문

경층군으로 이루어져 있다. 최근 연구에 따르면 태백

산분지의 북서쪽에 얇게 분포하고 있는 안미리층군과

송봉층도 태백산분지에 포함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

다. 태백산분지는 고지리적으로 태백 대지, 영월-제천

대지, 정선-평창 대지로 분리되어 있었으며, 크게 보아

곤드와나지괴와 한중지괴 사이의 넓고 얕은 바다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측정

분석과 순차층서학적 분석을 통해 태백 대지는 대륙

인접 대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며, 반면에 영월-

제천 대지와 정선-평창 대지는 대륙에서 고립된 대륙

분리 대지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상대적

으로 곤드와나지괴와 고지리적으로 가까운 위치에 있

었던 영월-제천 대지는 저해수면 시기에 태백 대지나

정선-평창 대지와의 사이에 지리적 혹은 지형적 차단

이 이루어지는 분리장벽 환경이 존재했을 것으로 추정

되었다. 쇄설성 저어콘의 층서적 분포 패턴이 유사한

특성을 보이는 태백 대지와 정선-평창 대지는 조구조

적으로 다른 진화 역사를 보여주는데, 정선-평창 대지

의 경우 중기-후기 캠브리아기에 조구조적 융기 운동

이 활발하여 캠브리아기의 소크 해침 효과를 상쇄하고

상대적 해수면의 정체 및 하강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

된다. 이러한 상대적 해수면의 정체 혹은 하강은 정선

-평창 대지에서 장기간의 무퇴적 결층과 큰 규모의 부

정합을 형성시켰다. 기존의 태백산분지 연구 결과는 중

기-후기 캠브리아기 동안에 발생한 정선-평창 대지에서

의 지역적 융기 운동의 기록, 중기-후기 캠브리아기 경

계 시기에 태백 대지에서의 침강 운동 기록, 최전기

오르도비스기 태백 대지와 영월-제천 대지에서의 지역

적 융기 운동의 기록 등, 다양하고 빈번한 조구조 운

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지역적 융기 운동의 기록

은 북중국 대지의 서쪽에 위치한 내몽고 지역의 수베

이고 대지의 전기 오르도비스기 부정합면에도 잘 기록

되어 있다. 결론적으로 북중국 대지는 전기 고생대 시

기에 조구조적으로 안정한 대륙지괴 내부에서 형성된

침강 분지로 알려져 왔으나, 실제로는 지역적으로 조



전기 고생대 태백산분지의 분지 진화 445

구조적 융기 및 침강 운동이 빈번하고 활발하게 발생

한 조구조적 환경을 가진 탄산염 대지였다는 것을 보

여주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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