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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ratigraphical position of the Haengmae Formation can provide clues towards solving the hot issue on the

Silurian formation, also known as Hoedongri Formation. Since the 2010s, there have been several reports denying

the Haengmae Formation as a lithostratigraphic unit. This study aimed to clarify the lithostratigraphic and

chronostratigraphic significance of the Haengmae Formation. The distribution and structural geometry of the

Haengmae Formation were studied through geologic mapping, and the correlation of relative geologic age and the

absolute age was performed through conodont biostratigraphy and zircon U-Pb dating respectively. The

representative rock of the Haengmae Formation is massive and yellow-yellowish brown pebble-bearing carbonate

rocks with a granular texture similar to sandstone. Its surface is rough with a considerable amount of pores. By

studying the mineral composition, contents, and microstructure of the rocks, they have been classified as pebble-

bearing clastic rocks composed of dolomite pebbles and matrix. They chiefly comprise of euhedral or subhedral

dolomite, and rounded, well-sorted fine-grained quartz, which are continuously distributed in the study area from

Biryong-dong to Pyeongan-ri. Bedding attitude and the thickness of the Haengmae Formation are similar to that of

the Hoedongri Formation in the north-eastern area (Biryong-dong to Haengmae-dong). The dip-direction attitudes

were maintained 340°/15° from Biryong-dong to Haengmae-dong with a thickness of ca. 200 m. However, around

the southwest of the studied area, the attitude is suddenly changed and the stratigraphic sequence is in disorder

because of fold and thrust. Consequently, the formation is exposed to a wide low-relief area of 1.5 km × 2.5 km.

Zircon U-Pb age dating results ranged from 470 to 449 Ma, which indicates that the Haengmae Formation formed

during the Upper Ordovician or later. The pebble-bearing carbonate rock consisted of clastic sediments, suggesting

that the Middle Ordovician conodonts from the Haengmae Formation must be reworked. Therefore, the above-stated

evidence supports that the geologic age of the Haengmae Formation should be Upper Ordovician or later. This

study revealed that the Haengmae Formation is neither shear zone, nor an upper part of the Jeongseon Limestone,

and is also not the same age as the Jeongseon Limestone. Furthermore, it was confirmed that the Haengmae

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a unit of lithostratigraphy in accordance with the stratigraphic guide of the

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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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매층은 실루리아기 회동리층과 오르도비스기 정선층(정선석회암) 사이에 위치하고 있어, 행매층의 층서적 위치는

회동리층의 존재와 시층서적 논란을 해결하는데 결정적 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2011년 이후부터 행매층 존재와 함

께 암층서 단위가 될 수 있는지에 대하여 논란이 있어왔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비룡동-평안리 사이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하여 행매층 분포와 지질구조 특성을 규명하고, 생층서와 절대연령 결과를 대비하여 행매층의 암

층서 및 시층서적 의의를 정의하였다. 행매층을 대표하는 암석은 괴상의 황색-황갈색 함력 탄산염암으로 사암과 같은

입상조직을 가지고 있으며 노두 표면이 매우 거칠고 기공이 많이 발달하고 있다. 구성광물의 조성, 함량 및 미세조직

특징을 근거로 볼 때, 행매층의 특성은 역질의 쇄설암으로, 역은 돌로마이트이며 기질은 자형 및 반자형의 돌로마이

트와 원마도 및 분급이 좋은 미사질의 석영이 주구성광물로 이루어져있다. 행매층은 조사지역인 정선군 정선읍 용탄

리(비룡동)에서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까지 측방으로 연속하여 잘 발달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일정한 두께를 가지고

분포하고 있다. 행매층의 층리, 태위 및 층후는 비룡동-행매동 사이 지역에서는 회동리층과 거의 비슷하게 발달하나,

행매동 남서쪽에서는 등사습곡과 충상단층에 의하여 외견상 불규칙한 분포양상을 보인다. 즉 비룡동-행매동 사이에서

는 340°±10°/15°의 태위를 유지하면서 200 m 층후로 발달하지만, 평안리 백암 일대에서는 동-서 1.5 km, 남-북 2.5

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차지하고 있다. 행매층 내 쇄설성 저어콘 U-Pb 연령은 470–450 Ma 범위를 갖고 있어 행

매층의 최대 퇴적시기는 후기 오르도비스기를 지시한다. 또한, 행매층을 구성하는 함력 탄산염암은 쇄설성 퇴적암이

므로, 행매층에서 분류된 중기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 화석군은 재퇴적된 이지성을 의미한다. 이는 행매층의 지질시

대가 중기 오르도스기 이후 임을 지시한다. 본 연구 결과, 행매층은 전단대일 뿐이며, 정선석회암의 일부이고, 정선석

회암과 동일한 시기를 갖는다는 부정적 학설은 타당성을 잃었으며, 행매층은 국제층서위원회(ICS)에서 제시한 층서기

준에 적합하게 잘 정의된 암층서 단위임이 확인되었다.

주요어 : 행매층, 함력 탄산염암, 쇄설성, 후기 오르도비스기

1. 서 론 

한반도에 분포하는 하부 고생대의 태백산분지는 캠

브로-오르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백산분지는 지역에 따라 층서 구분을 달리하며 두

위봉형, 영월형, 정선형, 평창형, 문경형 등으로 구분

되어 있다(Kobayashi et al., 1942; Kobayashi,

1966). 두위봉형 조선누층군에서는 다양한 화석들이

산출되어 타지역에 비해 층서가 잘 정립되어 있는 편

이다. 그러나 정선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

는 석회암은 정선형 조선누층군으로 화석 산출이 매

우 드물어 층서대비가 어려운 곳이다. Cheong et al.

(1979)은 정선 서부지역에 분포하는 정선석회암층을

회동리지역을 중심으로 정선석회암, 행매층, 회동리층

으로 세분하였고, 회동리층을 실루리아기 지층으로 분

류하였다.

정선석회암에서 독립·분리된 회동리층은 남한에서

보고된 최초의 실루리아기 지층으로 지질학적 의의가

매우 크다. 행매층은 매우 독특한 외관을 가지고 있어

야외에서 매우 쉽게 식별되는 층으로 회동리층 하부와

정선석회암 상부 사이에 놓여 있다. 따라서 행매층은

암층서적 의미와 함께 중요한 시층서적 의미를 내포하

고 있는 회동리층을 정립하는데 매우 주요한 역할을

한다. 그러나 2011년부터 행매층의 구성암이 전단작용

에 의한 압쇄암으로 독립 단위의 암층서 단위가 아닐

뿐만 아니라 회동리층과 정선석회암으로 부터 행매층

을 구분할 수 없다는 연구들이 발표되었다. 이와 함께

최근에는 회동리층도 중-후기 오르도비스기의 지층임

을 보고하고 있다. 상기와 같이 행매층과 회동리층이

한반도 지질에 주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음에도, 상세 야

외지질조사를 통한 후속 연구들은 진행되지 않아 행매

층과 회동리층의 층서학적 실체에 대해서는 논란의 여

지가 남아 있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행매층에 대하여 제기된 문

제점과 최근 발표된 연구 결과들에 대한 검증을 통하

여, 행매층 실체를 규명하고 암층서 단위로 존재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인정 여부를 논하였다. 이를 위해

Cheong et al. (1979)과 Lee (1983)가 처음 행매층

을 기술한 정선군 정선읍 행매동을 중심으로 하여 북

동쪽의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비룡동)에서부터 최초로

행매층 코노돈트를 보고하였던 남서쪽의 평창군 미탄

면 평안리지역까지 상세지질조사를 수행하여 행매층

과 회동리층을 위주로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수개월

동안 진행된 지질조사를 통하여 행매층의 분포, 암상

등을 규명하였으며, 현장에서 수집된 지질구조요소들

로 기하학적 변형양상을 해석하였다. 또한, 편광현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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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과 주사전자현미경(SEM) 분석을 통해 확인한 행매

층 구성암의 광물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논란이 되어

온 석영 입자의 기원뿐만 아니라 행매층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의 성인을 밝혔다. 마지막으로 행매층의 코

노돈트 화석군에 대한 생층서 연구 결과들을 제고하

고 이를 절대연령 결과와 서로 대비하여 행매층의 형

성시기를 정하였다.

2. 기(旣) 층서연구 개요

조사지역은 북동쪽의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비룡동)

으로부터 남서쪽의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까지이다. 이

곳은 강원도 평창과 정선지역 일부를 포함하고 있는

서부 정선지역으로 정선형 조선누층군(Cheong et al.,

1979) 또는 용탄층군(Choi, 1998)에 해당하는 지층이

분포한다. Hisakoshi (1943)는 서부 정선지역을 하부석

회암층, 행막층준(bed), 상부석회암층으로 세분하였으

며 그중 상부석회암을 중부와 동부 정선지역의 정선석

회암과 대비하였다. 그 후 태백산지구지질도(GICT and

GSK, 1962)에서는 정선 일대에 분포한 조선누층군의

최상부를 정선석회암으로 하였으며, 이는 Hisakoshi

(1943)의 “정선석회암” 정의와 거의 같은 의미로 사용

하였다(Table 1). Son and Cheong (1976)은 정선도

폭 서부 회동리지역에서 태백산지하자원조사단에 의해

정의된 정선석회암 내에 발달하고 있는 함력 석회암층

을 행매층으로 새로이 명명하였으며 정선석회암을 부

정합으로 덮고 있다고 하였다. Cheong et al. (1979)

는 코노돈트와 석회암 암상으로 정선지역의 정선석회

암을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정선석회암, 행매층, 회

동리층으로 세분하였다. 그리고 행매층은 하부의 정선

석회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상부의 회동리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덮인다고 하였다. 행매층은 황색

내지 황갈색 함력 석회암으로 구성되나 박층의 석회암

과 규질암이 불연속적으로 협재하고 있음을 보고하였

다. 그리고 육안으로도 사암과 유사한 입상조직을 가

지고 있고 쇄설성 조직이며 특히 석영 입자는 원마도

가 좋을 뿐만 아니라 자생기원이 아닌 쇄설성 기원임

을 지시하는 여러 가지 쇄설성 퇴적물의 특징을 가진

다고 기술하고 있다. 이후 Lee (1983)는 정선석회암의

상부에 행매층이 정합으로 놓이며 회동리층이 부정합

으로 행매층을 덮고 있는 것으로 보았다(Table 1). 그

리고 그는 행매층의 형성시기를 상부 오르도비스기인

카라독세(Caradocian)에 대비하였으나 Lee (2020)는

행매층의 코노돈트 화석군을 정선석회암과 동일한 시

기인 중부 오르도비스기인 다리윌리세2(Darrwilian 2)

에 대비하였다(Table 1).

3. 비룡동-미탄 지역의 지질

행매층과 회동리층에 대한 분포양상을 알아보기 위

해,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비룡동)에서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에 이르는 지역을 대상으로 상세 지질조

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지역은 대상(帶狀)으로 50 km2

정도의 면적이며, 북동-남서 방향의 길이는 14 km, 북

서-남동 방향은 1.5~4.5 km 이다(Fig. 1). 외견상의 층

서는 하부로부터 정선석회암, 행매층, 회동리층, 평안

누층군으로 구분되며, 각 층간의 경계와 상관관계를 추

적하였다.

3.1. 암상과 분포

이 절에서는 정선석회암, 행매층, 회동리층의 대표적

암상을 기술하였으며, 특히 본 연구 주제인 행매층 암

상의 육안 관찰과 행매층 분포 양상에 대해서 상세 기

술하였다. 행매층의 분포가 불규칙하여 독립단위의 지

층이 될 수 없음을 제시(Woo and Ju, 2016)한 바 있

으므로 이에 대한 검토가 필요하였다.

정선석회암 : 주로 회색-청회색 석회암으로 구성되

며,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을 협재하고 있다. 청회색의

석회암 내에는 엽리가 잘 발달된 이질층이 협재하고

있어 층리가 잘 관찰된다. 정선석회암에서 중각도의

경사를 보이는 층리는 대부분 벽개면(S1)이며, 간혹

연장성이 없고 엽리처럼 보이는 층리(rootless S2)가

관찰된다. 그 산물로 층리(S0-S1)의 경사방향 변화가

많이 관찰되며 층리궤적 양상은 중첩습곡(F2) 형태를

보인다. 용탄리 입구에서 성마령(977.4 m) 북쪽 사

면에 이르는 임도(林道)까지의 구간에서 보이는 평면

층리궤적 양상은 S형의 중첩습곡 양상을 보인다. 본

층에서 발견된 2종의 코노돈트 화석으로부터 정선석

회암의 지질시대는 중기 오르도비스기로 제안된 바

있다(Lee, 1976).

행매층 : 행매층 암상은 매우 독특하여 야외에서 행

매층 상·하부 층인 정선석회암과 회동리층과는 매우 쉽

게 구분된다. 행매층의 최하부는 정선석회암 최상부에

나타나는 카르스트 지형면(Fig. 2A) 직상위에 놓이며

괴상의 황색-황갈색 함력 탄산염암으로 사암과 같은 입

상조직을 가지고 있다. 그리고 구성 광물들의 차별풍

화로 인해 노두 표면이 매우 거칠며 기공이 많이 발달

하고 있어 외견상 곰보구조를 보인다(Fig. 3A). 표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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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mpiled stratigraphy of Jeongseon type of Chosun Supergroup around the western Jeongseon Area (modified

from Lee, 1983). Fm; Formation, *; GSSP Table

Geologic 
Period

ICS stage
(age, Ma)*

British 
Epoch*

Hisakoshi
(1943)

GICT & 
GSK 

(1962)

Son & 
Cheong
(1976)

Lee, H.Y.
(1983)

Lee, B.S.
(2019, 2020)

This study

Silurian

Wenlockian

Haengmae 
Fm

Hoedongri 
FmLlandove-

rian
Haengmae 

Fm
(age 

unknown)

Ordovician

U

Hirnantian
 (445.2-443.8)

Ashigill
Jeongseon 
LimestoneKatian

(453-445.2)
Caradoc

Upper 
Limestone 

Fm

Jeongseon 
Limestone

Haengmae 
FmSandbian

(458.4-453) Hoedongri Fm

Maggol 
Limestone

M

Darriwilian
(467.3-458.4)

3

(Llandeilio)
Lanvirn

Maggol 
Limestone

Jeongseon 
Limestone

Jeongseon 
Limestone

2
Haengmae Fm

Lower 
Limestone

1

Dapingian
(470-467.3) Arenig

L

Floian

Tremadocian Tremadoc
Haengmak 

Bed

Cambrian

Upper Lower 
Limestone

Fm Middle

Lower

는 많은 자황철석(pyrrhotite) 결정들이 관찰되며 결정

내 철 성분의 산화작용으로 황갈색 내지 담황색을 띄

고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자황철석 결정을 함유

하지 않은 함력 탄산염암은 담회색을 띠고 있다. 상기

기술된 내용은 행매층을 대표하는 암상이나, 지역에 따

라 다양한 암상을 협재하고 있다. 규암, 흑색 셰일, 석

회암이 뒤섞인 붕적상(崩積狀)의 각력암(Fig. 3B), 역이

없고 층리가 발달한 탄산염암(Fig. 3C), 박층의 층리를

가진 세립사질 내지 니질의 탄산염암(Fig. 3D)등이 협

재하고 있다. 그리고 수십 mm 크기의 각형의 유백색

석영과 돌로마이트 결정들을 포함하기도 하고 열수변

질을 받아 적색의 함력 탄산염암으로 보이는 곳도 있

다(Fig. 3E~F). 행매층의 층후는 약 200 m이며 고화

도가 낮고 풍화에 약하여 평탄한 지형을 형성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 원거리 상에서 관찰할 경우, 산사면

의 기울기가 중-고각도일 경우에는 좁은 평탄한 면을

유지하며, 저각도일 경우에는 넓은 평탄 면적을 보여,

층의 두께가 두꺼워진 것처럼 보이기도 한다. 행매층

의 수직적 암상을 보여주는 상세 주상도는 후속 논문

에서 다루어질 예정이다. 

회동리층 : 회동리층은 행매층 직상위에 정합적으로

놓이며, 홍점층 직하위에 놓인다. 본 연구지역에서 회

동리층의 암상은 전체적으로 회색 및 암회색의 팩스톤

(packstone) 및 와케스톤(wackestone)이 주를 이루고

있다(Fig. 2B). 전체적으로 정선석회암과 암상만으로는

구별하기 어려우며 행매층을 열쇠층으로 인지하였을 때

만이 회동리층을 확실히 구별할 수 있다. 행매층으로

부터 층서 상 상부에 나타나는 석회암이 회동리층이

된다. 행매층의 직상부 근처에 주로 나타나는 회동리

층의 특징 중의 하나는 다양한 형태의 생교란 작용을

포함한 이암 층준이 나타나는 것이다. cm 이하 두께의

불규칙한 층준이 튜브 형태로 나타나는데, 수직보다는

수평적 발달이 더 우세하다. 간헐적으로 튜브 형태의

구조는 렌즈상의 형태를 보이며 주변의 암상보다 밝은

회색의 입자암(grainstone) 특징을 보이고 있다. 이와

같은 형태의 퇴적구조는 조간대(peritidal) 환경 내에서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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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히 조하대(subtidal) 환경의 퇴적구조를 지시하는 것

으로 판단된다. 회동리층은 홍점층과 같은 태위를 보

이고 있어 외견상 평행부정합 관계로 보인다. 비룡동-

행매동 간에서는 행매층과 같은 태위를 가지며 행매층

보다 조금 더 두꺼운 두께를 보인다. 외견상 정선석회

암과 유사하게 보이나, 중첩습곡의 영향이 없는 점에

서 정선석회암과 구분된다.

행매층의 분포 양상 : 조사지역에서 행매층의 태위

는 변형을 별로 받지 않은 비룡동-행매동에서는

340°±5°/15°를 유지하며, 두께는 200 m 정도이다. 행

매층에서는 중첩습곡의 양상이 보이지 않으며, 저각도

의 층리를 유지한다. 비룡동-행매동 인근까지는 상술한

것과 같이 340°±5°/15°의 층리를 유지하므로, 지질경

계 추적이 용이하였으나, 행매동 남서쪽에서 한치동-평

안리-미탄에 이르는 구역에서는 북경사 비대칭 등사습

곡으로 인한 층리의 변화와 수 조(組)의 충상단층의 출

현으로 인해, 기하학적 변형양상을 통해 지질경계 추

적을 하였다. 이러한 분포양상의 예를 들면, (1) 정선

읍과 평창군 미탄면의 행정경계선이 지나는 행매동 남

남서쪽 약 2.2 km 지점인 912.8 m 고지 인근에서는

행매층의 분포 폭이 갑자기 좁아지나, 966.3 m 고지

일대에서는 회동리층의 분포가 이례적으로 넓어진다

(Fig. 1). 이 층 분포지역 내의 800 m 사면에서는 작

은 노두 규모의 행매층이 출현하기도 한다. (2) 평안리

백암 일대에는 동-서 1.5 km, 남-북 2.5 km에 달하는

넓은 면적을 행매층이 차지하고 있다. 백암 일대는 노

두 상태가 괄목할 만큼 양호하므로, 행매동에 버금되

는 표식지로 추가할 만하다. (3) 평안리 백암에서 남쪽

Fig. 1. Geological map of Haengmae and Hoedongri Formations in the study area from Biryong-dong to Pyeongan-r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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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대항동을 지나 송림동까지는 지형적으로 얕은 곳

에서 높은 쪽인 북서-남동 방향으로 행매층, 회동리층,

평안누층군이 순차적으로 분포한다(Fig. 1). 이는 백암

마을보다 북동쪽인 비룡동-행매동 간 구역에서 보이

는 남동-북서 방향의 층서와 반대이나 향사구조라고

하기에는 상호 거의 직접(直接) 한 주향방향의 연장

선상이므로 향사 축을 설정하기에 공간적으로 합리적

이지 않다.

행매층의 변형운동 횟수를 정선석회암과 비교해보면,

정선석회암은 2회 이상이나 행매층은 중첩습곡이 없는

점으로 보아 변형운동 횟수의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

으며, 두 지층 사이에는 지질시대의 격차가 있어야 논

리적이다. 또한, 비룡동 계곡에서 서쪽 1 km 거리에

있는 신른 마을에서 남남서쪽으로 발달해 있는 저구릉

지에는 행매층 최하위 층준과 직접하는 정석석회암 층

준에 카르스트 지형 양상이 출현하고 있다(Fig. 2A).

이는 정선석회암 변형 이후, 오랜 시간동안 정선석회

암이 지표 상에 노출되어 있었음을 의미한다. 상술한

두 가지 점으로 보아 두 층간의 관계는 경사부정합으

로 인지된다. 

3.2. 지질구조

전술한 바와 같이, 비룡동-행매동 간 구역에서는 이

렇다 할 변형이 나타나지 않아 지질경계 추적이 도학

적으로도 용이하였으나, 행매동-미탄 간 구역에서는 지

층들이 매우 복잡한 분포 양상을 보이고 있다. 따라서,

이 지역에 대한 기하학적 변형기작을 이해하기 위해,

각 층의 층후를 감안한 동-서와 북-남 방향의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두 단면선 상에서 떨어져 있는 측점의 태

위는 층리궤적을 통해 주향을 연장시킨 후, 위경사(僞

傾斜)를 투영시켰으며, 위경사가 변화할 때마다, 등간

격의 동심원상 영역을 설정하여 오차한계를 최소화하

였다.

동-서 단면도(Fig. 4)를 보면, 서쪽 끝 부분 인근 산

록(갈골 마을)에는 높은 곳부터 평안누층군, 회동리층,

행매층, 정선석회암이 순차적으로 분포한다. 가장 낮은

곳인 창리천에 이르면 정선석회암은 절단되고, 행매층

이 동쪽 산록을 따라 수평으로 1 km 이상 분포한다

(Fig. 1). 이 영역의 행매층은 완사(緩斜, open) 습곡형

태를 보이며, 중간에 소규모의 회동리층이 얹혀있기도

하다. 이 층은 동쪽 사면 700 m 고도를 지나서 절단

되며, 중각도 경사의 정선석회암과 직접한다. 단면해석

을 해보면, 동쪽 사면 700–900 m 를 이루고 있는 정

선석회암은 서쪽을 향해 행매층을 올라탄 것으로 보이

며, 행매층의 두께를 감안해 볼 때, 500–600 m 산록

에 행매층 내에 충상단층이 한 조 더 있어야 논리적이

Fig. 3. Rock types of Haengmae Formation. (A) Massive

yellow-yellowish pebble-bearing carbonate rock, (B)

Breccia consisting of various rocks, (C) Light gray

limestone distributed in Baekam as same as a rock-type of

the Jeongseon Limestone, (D) Well-bedded fine-grained

carbonate rocks (D) Angular quartz and dolomites, (F)

Massive and reddish colored carbonate rock by

hydrothermal alteration.

Fig. 2. Outcrop Photographs. (A) Karst terrain; irregular

and grooved surface in the uppermost part of Jeongseon

Limestone (B) Bioturbated wackestone to packstone in the

lowermost unit of the Hoedongri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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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창리천 서쪽 사면의 행매층 하한을 공중으로 연장

시켜보면, 창리천 상공 약 300 m 이상의 지점에 달한

다. 따라서 창리천 단층은 서쪽 영역이 상반인 고각도

의 역단층으로 해석된다(Figs. 1 and 4). 동쪽의 충상

단층 두 조는 서쪽을 향한 연장이 확실하지 않으나,

서쪽으로 가면서 충상단층의 경사가 동쪽에서 서쪽을

향하는 추세이므로, 충상단층 하부 지반이 침식 삭박

되어 행매층이 넓은 면적에 걸쳐 노출된 건지, 혹은

단순한 인편상(imbricate) 충상단층의 상부가 삭박된 것

인지는 확실하지 않다.

북-남 단면도(Fig. 4)를 보면, 행매동 서북서쪽 약

1.5 km 지점의 1,180.3 m 고지에서 남쪽 산록을 따

라서 평안누층군이 놓이며, 직하위에 회동리층이 수평

거리 1 km 정도로 이례적으로 넓게 분포하다가 절단

된다(Fig. 1). 하위로 수 십 m 정도의 좁은 폭으로 중

각도를 갖는 정선석회암과 행매층이 순차적으로 출현

하다가 다시 정선석회암과 직접한다. 이 석회암은 북-

남 수평거리로 약 200 m 정도 연장되다가 다시 절단

되고, 남쪽 행매층과 접한다(Fig. 4). 이 행매층은 평안

리 백암 일대에 걸쳐 북-남 수평거리로 < 2 km 폭

을 가지고 넓게 분포한 후, 직상위에는 회동리층이 놓

인다. 회동리층 상위인 평안누층군은 북-남 단면 남쪽

부분에서 지형적으로 최상부인 정개산(850.8 m) 사면

500 m 정도 고도에서 정선석회암에 의해 덮힌다(Figs.

1 and 4).

한편, 단면도 상에서 북쪽의 회동리층은 습곡축이 북

쪽으로 40°-50° 정도 경사진 비대칭 배사와 향사구조를

보이다가 고각도의 북향 정단층에 의해 절단된다(Fig.

4). 배사구조를 보이는 비대칭등사습곡의 습곡축 부근

(800 m 사면)에서는 극소량의 행매층 노두가 출현하기

도 한다. 정단층 남쪽 250 m 정도 지점에서는 정선석

회암이 행매층을 올라탄 이후, 이 연장선인 충상단층

은 공중으로 남쪽의 정개산 능선 부위로 연장된다. 지

표에 노출되어있는 행매층은 상위의 회동리층과 평안

누층군의 침식·삭박으로 노출되어 있는 것으로 보이며,

넓게 분포하는 이유는 완사습곡과 이 층 내에 존재하

는 충상단층 때문이라고 해석된다. 남쪽의 정개산 능

선부위에 놓이는 정선석회암은 고립잔류체(klippe)이다

(Fig. 4). 

4. 광물학적 특성

함력 탄산염암은 탄산염 광물들이 주구성광물이지만

노두 상에서는 사암과 같은 입상조직을 갖는 쇄설성

퇴적암의 구조를 보이며 다양한 크기의 역을 포함하고

있다. 역들은 수 mm에서 수 cm까지 다양한 크기 및

원마도를 보이는 회갈색에서 황갈색의 세립질

(10~20 µm) 돌로마이트 집합체(aggregate)가 대부분이

Fig. 4. Geogolgical cross-sections in the study area. (A) E-W cross-section showing open folds of the Haengmae Formatioin,

(B) N-S cross-section showing a klipp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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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외에도 미크라이트(micrite)질 이암, 규암, 사암,

천매암 등 다양한 종류의 암편역과 단결정의 석영 집

합체와 흰색의 펜자이트(phengite) 집합체도 나타난다

(Fig. 5A~D). 이들 역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돌

로마이트 집합체 역에는 돌로마이트 외에 소량의 K-장

석과 석영이 존재한다(Figs. 6 and 7). 석영 입자 집

합체의 크기는 다양하나 최대 장경이 20 cm 이상이며

석영질 아레나이트(arenite)의 암상을 보여준다. 단결정

질 표면에는 포(vacuoles)를 함유한 결정이 많이 나타

나나 일반적이지 않다.

Park et al. (2019)는 광물조성 및 미세조직 특성

연구를 통해 행매층이 기존 연구와는 달리 함돌로마이

트역-미사질 백운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으로 정의하였으며, 일부 방해석

함량이 높은 경우는 함돌로마이트역-미사질-방해석질

백운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calcitic dolostone) 또는 함돌로마이트역-미사질-백운암

질 입자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mitic grainstone)으로 분류할 수 있음을 제시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정선군 일대에서 채취한 시료를 대

상으로 연마편 및 박편을 제작하여 편광현미경 관찰,

SEM-BSE/EDX 및 X-선 회절분석 등을 체계적으로

실시하여 행매층의 광물조성과 미세조직 특성을 보다

구체적으로 파악하였다.

육안 상 전형적인 행매층은 수 mm에서 수 cm까지

다양한 크기의 황갈색 내지 회갈색의 역을 다량 함유

한 역질 사암의 모습을 보이며, 일부 돌로마이트 역이

용해된 특징으로 쉽게 구분된다(Fig. 5A~D). 행매층의

기질은 돌로마이트, 석영, 방해석 및 펜자이트 계열

(phengite series), 작은 암편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Fig. 6. Back-scattered electron (BSE) microscopic images

of the representative Haengmae Formation. Typical textures

characterized by well rounded and well-sorted quartz

grains, euhedral or subhedral dolomite grains, and calcite

cements (A and B). Dolomite-bearing pebbles, composed

of fine-grained dolomite and some K-feldspars (C, D, E,

and F). Abbreviations: Do; dolomite, Qz; quartz, Cc;

calcite, and Kf; K-feldspar.

Fig. 5.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Haengmae

Formation. Outcrop (A) and rock sample (B) of dolomite-

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dissolved-out cavities of dolomite

pebbles. Polished slab of the dolostone (C) and its

exaggerated image (D), showing the various pebbles of

dolomite aggregates (1), rock fragments (2), and phengite

aggregates (3). Polarized microscopic images of the

dolostone, including a typical texture under plane polarized

light mode (PPL) after Alizarin Red S staining (E) and its

exaggerated images of crossed polarized light (XPL) (F)

and PPL (G) modes, and a unstained exaggerated images

XPL mode (H), characterized by well rounded and well-

sorted quartz grains, euhedral, or subhedral dolomite grains,

and pink color-stained calcite cements. (C), (E), and (F) are

from Park et al. (2020). Abbreviations: Do; dolomite, Qz;

quartz, and Cc; cal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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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로마이트는 0.1~1.0 mm 크기의 주로 자형 및 반자

형의 깨진 결정으로 원마도와 분급이 불량한 모습을

보인다(Figs. 5E~H and 6). X-선 회절분석 결과, 일

반적으로 돌로마이트는 60~70 %의 함량으로 나타나

지만, 일부에서는 약 30 %까지 낮은 함량을 보이기도

한다(Fig. 7). 석영은 대부분 0.2~0.5 mm 크기의 비교

적 분급과 원마도가 좋은 단결정으로, 그 내부에 다수

의 포획물질이 일정한 띠 형태로 배열되어 나타난다

(Figs. 5E~H and 6). X-선 회절분석 결과, 석영은 기

질의 약 10~15 %로 함유되어 있으나 10 % 이하의

함량을 보이기도 한다(Fig. 7). 방해석은 역이나 돌로마

이트 및 석영 입자 사이를 이차적으로 충진하는 미립질

의 교질물질로 나타나며(Figs. 5E~H and 6), 대부분

약 10~15 %가 함유되어 나타나지만, 일부에서는 돌로

마이트와 비슷한 30 % 이상의 함량을 보이기도 한다

(Fig. 7). 야외에서 염산과 반응하는 것은 대부분 교질

물질인 방해석으로 판단된다. 펜자이트 계열 운모광물은

백운모-알루미노셀라도나이트(muscovite-aluminoceladonite)

사이의 고용체광물로, Park et al. (2020)에 의해 기존

의 변성기원 펜자이트와는 달리 철성분이 함유되지 않

은 마그네슘-펜자이트(Mg-Phengite)로, 분지 생성 후

쇄설물이 퇴적된 직후에 유입된 열수로부터 돌로마이

트와 함께 침전되어 공극을 충진하는 집합체, 혹은 일

부에서는 단결정 형태로 나타나는 원지성(in-situ)인 것

으로 확인되었다.

행매층 구성광물의 조성, 함량 및 미세조직 특징을

근거로 볼 때, 행매층의 특성을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1) 돌로마이트 역을 포함한 역질 쇄설성암이

다. (2) 기질은 자형 및 반자형의 돌로마이트, 원마도

및 분급이 좋은 미사질의 석영이 주구성광물로 이루어

져있다. (3) 기질의 돌로마이트와 세립질 집합체, 혹은

단결정의 마그네슘-펜자이트(Mg-phengite)는 쇄설물 퇴

적 직후의 이차적인 유체 유입으로부터 생성된 원지성

(in-situ)으로 공극을 충진하고 있다 (Park et al.,

2020). (4) 방해석이 최후기에 기질 광물들 사이를 충

진하는 교질물질로 나타난다. 이와 같은 광물조성 및

미세구조 특성을 근거로 볼 때, Park et al. (2019)가

행매층을 함돌로마이트역-미사질 백운암(Dolomite-

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으로 규정

한 것은 구성 광물조성으로 분류하는 탄산염암 분류기

준으로 볼 때 타당하다고 할 수 있다. 석영의 원마도

와 분급이 좋은 반면, 돌로마이트는 자형 및 반자형으

로 산출하고 마그네슘-펜자이트가 원지성(in-situ) 미세

구조를 가지며 최후기에 방해석이 침전된 점 등을 종

합 고려하면, 쇄설성 역 및 석영이 퇴적되고, 마그네슘

유체 유입에 의하여 동시기성(syngenetic) 돌로마이트

및 마그네슘-펜자이트의 침전이 일어났으며, 이후 방해

석 침전이 이루어지는 단계적 과정을 거쳐 행매층이

형성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Park et al., 2020). 따라

서 기원적으로 행매층은 쇄설성 함력 미사질암으로 정

의될 수 있다.

5. 행매층의 형성시기

행매층의 형성시기는 코노돈트에 의한 생층서 대비

와 쇄설성 저어콘 U-Pb 연대측정으로 정 할 수 있다.

Choi (1980)는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에 분포하는 행매

층 시료로부터 많은 개체의 코노돈트를 발견하였으나

산출 개체의 70 % 이상 보존상태가 불량하였으며 그

Fig. 7. Bulk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the representative

matrix, dolomite-bearing pebble, rock-fragment pebble, and

phengite pebble of the Haengmae Formation.

Abbreviations: Do; dolomite, Qz; quartz, Cc; calcite, Ph;

phengite, and Kf; K-feldsp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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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 식별 가능한 것은 개체분류법에 의하여 9속 9종으

로 분류하였다. 행매층의 화석군은 Acodus sp.,

Drepanodus sp., Oistodus sp., Scolopodus sp., 등의

단순형 코노돈트가 대부분을 차지하나 복합형

Appalachiagnathus. cf. delicatus을 포함하고 있다. 행

매층에서 산출된 단순형 코노돈트 화석종들은 대부분

오르도비스기에서 잘 알려진 속들이고 복합형인

Appalachiagnathus. cf. delicatus는 중부 오르도비스기

에서 잘 알려져 있다. Lee (1983)는 상기의 행매층에

서 산출된 코노돈트가 중기 오르도비스기를 지시한다

고 하였으며, 행매층을 오르도비스기의 상부인 카라독

세(Caradocian)에 대비하였다(Table 1).

최근, Lee (2020)는 비룡지역에 분포하고 있는 행

매층으로부터 코노돈트 화석군을 보고하였다. 그는 복

합형 분류방법(Multielement)으로 4속 4종을 기재하였

다: Eoplacognathus suecicus, Erraticodon

tangshanensis, Panderodus nogamii, Triangulodus

changshanensis 등이다. Triangulodus changshanensis

의 요소(element)로 drepanodotiform, oistodontiform

등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종들은 Eoplacognathus

suecicus 화석군으로 중기 오르도비스기의 다리윌리세

2(Darriwilian 2)에 대비된다고 하였을 뿐만 아니라

Hisakoshi (1943)의 하부석회암층과 동일한 지질시대를

갖고 있다고 하였다(Table 1).

한편,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와 정선군 정선읍 행매

동에서 채취한 행매층으로부터 쇄설성 저어콘 U-Pb 슈

림프 연대를 구하였다. 쇄설성 저어콘의 평균연령은

460-470 Ma 범위로 제한 할 수 있어 행매층의 형성시

기는 460 Ma 이후인 후기 오르도비스기로 추론된다

(Fig. 8A~C). 그러나 Jang (2017)은 이보다 더 젊은

쇄설성 저어콘 연령을 보고하였다. 그는 정선군 정선

읍 용탄리 비룡동에 분포하는 행매층으로부터 쇄설성

저어콘 U-Pb LA-MC-ICP-MS 연령을 얻었으며 이중

가장 젊은 저어콘의 가중 평균연령은 449 Ma (카티세

;Katian)로 이 연령이 행매층의 최대 퇴적시기임을 보

고하였다(Fig. 8D).

행매층의 쇄설성 저어콘 U-Pb 연령 측정 결과와 코

노돈트 화석군에 의하여 제시된 지질시대를 비교하여

보면 Lee (1983)가 판단한 행매층의 지질시대인 후기

오르도비스기와 잘 일치된다. 한편, Lee (2020)가 행매

층의 퇴적시기를 중부 오르도비스기로 해석한 것은 행

매층을 구성하고 있는 암석이 쇄설성으로 코노돈트 화

석들이 2차 퇴적과정을 거쳐 보존 상태가 매우 불량함

에 대한 원인을 규명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행매층

Fig. 8. Detrital Zircon U-Pb ages of the Haengmae

Formation. (A), (B) and (C) Concordia diagrams of

SHRIMP zircon U-Pb isotope data and zircon CL image for

the samples from Pyeongan-ri and Haengmae-dong. (D)

Concordia diagram of LA-MC-ICP-MS zircon U-Pb

isotope data for the sample from Biryong-dong (Jang,

20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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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노돈트 화석들을 원지성(in-situ)으로 잘못 해석하였

기 때문이다.

6. 행매층 논란에 대한 토의

정선 서부지역의 정선석회암층으로부터 분대된 행매

층이 Son and Cheong (1976)에 의하여 명명된 이래

Cheong et al. (1979), Choi (1980), Lee (1983) 등

에 의하여 층서학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 그러나

2011년 이후부터 본 층을 정선층의 일부로 해석하는

발표가 지속적으로 있으면서 행매층의 존재가 부정되

려는 경향이 있어 왔다. Hong et al. (2011), Ree

and Lee (2012), 그리고 Ree (2017)는 행매층이 10

m 두께를 갖는 아문(healed) 단층 각력암대로서 퇴적

단위가 아닌 전단작용에 의하여 형성된 압쇄암질 대리

암으로 간주하였을 뿐만 아니라, 행매층 대신 비룡전

단대로 명명하였다. 그러나 Hong et al. (2011), Ree

and Lee (2012)와 Ree (2017)가 주장하고 있는 ‘전단

대’는 연장성이 결여된 국지적 양상일 뿐만 아니라, 설

령 전단대라 할지라도 전단대이기 때문에 행매층이라

는 층 명을 사용할 수 없다는 논리는 ‘층’에 대한 정

의를 잘못 이해하고 주장하는 것이다. 행매층 내에서

전단작용을 받은 곳은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 비룡동

하천가에서 관찰되는데, 이곳에서 전단작용을 받은 함

력 탄산염암은 발달하고 있지만, 압쇄암질 대리암의 특

성은 찾아볼 수가 없다. 비룡동의 행매층은 층리가 1

cm 이하의 엽층리와 괴상체가 서로 교호하고 있으며

엽층리 내에 반상쇄정들이 매우 잘 발달하고 있다(Fig.

9). 그러나 이러한 현상은 비룡동에서만 국한될 뿐만

아니라 반상쇄정을 함유하는 엽리층과 괴상체가 서로

교호하고 있어 습곡운동 시 익부(limb)의 약대를 따라

발생된 전단작용으로 판단된다.

Woo and Ju (2016)는 다음과 같은 5가지의 문제점

을 지적하면서 행매층을 독립 층서단위가 아닌 정선층

상부에 포함되는 층으로 해석하였다. Woo and Ju

(2016)가 제시한 5가지 이유를 편견 없이 기술하기 위

하여 원문을 그대로 인용하면 다음과 같다. “1) 행매층

과 회동리층 사이에 정선층의 석회암 특징을 가지는

암석이 분포한다. 2) 행매층의 층후가 지역에 따라 매

우 불규칙적이다. 3) 행매층 내 석영 입자의 입도가

다양하고 분급도가 불량하여 석영 입자의 특징을 퇴적

기원으로 해석하기에 문제점이 많다. 4) 석영 입자의

원마도가 매우 불량하고 표면의 형태 매우 불규칙하여

퇴적기원이라기보다는 속성작용의 기원으로 생성된 것

으로 생각된다. 5) 석영 입자는 암석학적 퇴적기원이라

기보다는 자생기원으로 판단된다.”

Woo and Ju (2016)가 제기한 문제점을 하나씩 검

증하여 보면 다음과 같다;

1) “행매층과 회동리층 사이에 정선층의 석회암과 동

일한 특징을 가지는 석회암이 분포한다.”: 행매층을 대

표하는 암석은 황색 내지 황갈색 함력 탄산염암이고,

사암과 같은 입상조직을 가지며 층리가 매우 불량한

괴상체이다. 3-1에서 밝힌 바와 같이 본 연구지역에서

지역에 따라 다양한 암상이 협재하고 있으나(Fig.

3A~F), 층후나 연장은 불규칙하다. 이 중, 역을 포함

하지 않고 층리가 발달한 청회색 내지 회색의 석회암

과 규질암도 불연속적으로 협재된다. 예를 들어, 정선

군 정선읍 용탄리(비룡동)와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의

행매층 내에는 측방으로 연장되지 않는 박층의 석회암

이 협재하고 있다(Fig. 3C). 이 박층의 석회암은 정선

층과 유사하지만 함력 탄산염암인 행매층에 협재되는

Fig. 9. Photographs of the Biryong-dong outcrop. (A)

Alternation of massive unit and well-bedded unit in the

Hoedongri Formation. (B) Close-view of rotated

porphyroclasts (red arrows) in the well-bedded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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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준일 뿐 행매층을 대표하는 암상이 아니다.

2) “행매층의 분포가 불규칙하기 때문에 독립단위의

지층이 될 수 없다.”: ‘3-2 기하학적 변형’에서 기술

한 바와 같이 이 지역은 습곡과 충상단층, 역단층 등

의 지구조 운동들로 인한 지층들의 주향과 경사 변화

에 의하여 분포면적은 매우 다양하다(Figs. 1 and 4).

이러한 양상은 복잡한 지질구조에 의하여 당연히 나타

나는 현상으로 불규칙한 분포로 인하여 독립 층서 단

위를 갖지 못하는 이유가 될 수 없다.

3), 4), 5) “행매층 내 석영 입자의 입도가 다양하고

분급도가 불량하여 퇴적기원이 아니다. 그리고 자생기

원이다.” ‘4. 광물학적 특성’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편

광현미경과 주사전자현미경 분석을 통해 확인된 석영

입자는 비교적 분급과 원마도가 좋은 편으로 쇄설성

기원의 특징을 보인다. 석영 입자에서 퇴적 이후 일부

과성장이 있었던 것 같은 모습도 보이고 있으나 근본

적으로는 쇄설성 퇴적기원으로서 행매층 기질에서 전

체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다. 그러므로 쇄설성 석영 입

자 주변의 과성장된 부분을 자생기원이라고 할 수 없

다. Park et al. (2019)에 의하면, 기질의 석영은 원마

도가 좋은 단결정으로 이루어져 있고 결정 가장자리에

는 이차 변질을 받은 흔적을 갖는 입자가 다수 관찰된

다고 하였으니, 이것이 자생기원의 석영이라고 할 수

없다(Fig. 6. 5E~H and A~B).

행매층의 형성시기를 정선층과 동일한 시기로 본 것

은 행매층의 화석군이 중기 오르도비스기 화석군을 지

시하기 때문이다. 그러나 행매층이 쇄설성 탄산염이라

는 특별한 암상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고려한다면, 정

선석회암과 동일한 지질시대를 가질 수 없다. 즉, 코노

돈트 화석군이 지시하는 시대는 원지성일 경우에 한하

므로, 원지성의 시기인 중기 오르도비스기보다 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여야 한다. 그러므로 Lee (1983)

가 제시하였던 카라독세(458–448 Ma)가 행매층의 형

성 시기 일 가능성은 매우 높다(Table 1). 

7. 결 론

행매층은 야외에서 쉽게 식별되는 황색-황갈색 함력

백운암 내지 탄산염암으로서 하부의 정선석회암과 상

부의 회동리층의 석회암으로부터 쉽게 구분된다. 또한,

그 함력 탄산염암의 층후는 약 200 m 내외로 정선군

정선읍 용탄리에서부터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까지 잘

연장 발달하여 1:50,000 축척의 지질도 상에 표기할

수 있을 정도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층(Formation)’은

암층서 단위이며 지질도 상에 표기되는 층서 기본단위

이다. 이 ‘층’의 정의는 주변암과 쉽게 구분되는 특징

을 가지고 있으며 지질도 상에 충분히 표현될 수 있어

야 한다. 그리고 ‘층’의 층후는 수 m 에서 수천 m 범

위를 갖는다(https://stratigraphy.org/guide/litho). 행매

층은 국제층서연합에서 정의하고 있는 ‘층’에 잘 부합

하고 있으므로 독립된 단위의 지층임이 확인되었다. 그

리고 행매층의 퇴적시기는 카티세 이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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