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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atolia peninsula consists of several continental fragments that include the Pontide Block in north and the

Anatolide-Touride Block in south as well as the Arabian Platform in southeast. These continental blocks were

joined together into a single landmass in the late Tertiary. During most of the Phanerozoic these continental blocks

were separated by paleo-oceans, such as Paleo-Tethys and Neo-Tethys. The Pontide Block in north show Laurasian

affinities, and was only slightly affected by the Alpide orogeny; they preserve evidence for the Variscan and Cim-

meride orogenies. The Pontic Block is composed of the Strandja, Istanbul and Sakarya zones that were amalgam-

ated into a single terrane by the mid Cretaceous times. The Anatolide-Tauride Block in south shows Gondwana

affinities but was separated from Gondwana in the Triassic and formed an extensive carbonate platform during the

Mesozoic. The Anatolide-Tauride Block was intensely deformed and partly metamorphosed during the Alpide orog-

eny; this leads to the subdivision of the Anatolide-Tauride Block into several zones on the basis of the type and age

of metamorphism and deformation. The Arabian Platform in southeast forms the northernmost extension of the Ara-

bian Plate that shows a stratigraphy similar to the Anatolide-Tauride Block with a clastic-carbonate dominated

Palaeozoic and a carbonate dominated Mesozoic succession. A new tectonic era started in Anatolia Peninsula in the

Oligocene-Miocene after the final amalgamation of these continental blocks and plate. This neotectonic phase is

characterized by extension, and strike-slip faulting, continental sedimentation, and widespread calcalkaline magma-

tism, which played a very important role in producing beautiful landscapes of the Anatolia Peninsula toda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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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나톨리아 반도는 북쪽의 폰타이드 지판, 남쪽의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 및 남동쪽의 아라비안 석회암 대지를
포함하는 몇 개의 대륙 조각들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대륙 조각들은 제 3기 말에 하나의 대륙으로 병합되었으나
현생 이언 동안에는 고테티스해와 신테티스해와 같은 고해양에 의해 분리되어 있었다. 북쪽에 위치하는 폰타이드 지
판은 고생대 동안에 바리스칸 조산운동과 중생대 동안의 키메리안 조산운동을 받은 증거들을 보존하고 있으며 비교
적 약한 알파인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는 등 라우라시아 대륙과 비슷한 지체구조 발달사를 보인다. 폰타이드 지판은
스트랜드자대, 이스탄불대, 사카라야대로 세분되며 이들은 백악기 중기에 하나의 지판으로 병합되었다. 남쪽에 위치하
는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삼첩기에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되어 중생대 동안에 광역적인 탄산염 대지로 존
재하는 등 곤드와나 대륙과 비슷한 지체구조 발달사를 보인다.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알파인 조산운동 시기에
의해 심하게 변형되었고 부분적으로 변성작용을 받아 변형과 변성의 시기와 형태를 기준으로 세분될 수 있다. 남동쪽
에 위치하는 아라비안 석회암 대지는 아라비아 판의 북쪽 연장으로 고생대 동안에는 탄산염암이, 중생대 동안에는 쇄
설성 퇴적암이 우세한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과 비슷한 층서를 보인다. 이러한 지판들이 마지막으로 합병된 이후
올리고세와 마이오세 동안에는 새로운 구조운동의 시기가 있었다. 이러한 신기구조운동은 주향이동성 단층작용과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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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 육성 퇴적작용, 광역적인 칼크-알카리 계열의 화성작용 등으로 특징지어 지며 이러한 신기 구조운동은 아나톨리아
반도의 오늘날의 지형을 형성하는데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하였다.

주요어 : 아나톨리아 반도, 폰타이드 지판,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 테티스해, 알파인 조산운동

1. 서 론

아나톨리아(Anatolia)는 아시아 대륙의 서쪽 끝에 위

치하는 반도로 과거에는 소아시아(Asia Minor)라고 불

렸던 오늘날 터키 영토 대부분을 이루는 넓은 고원 지

대를 지칭한다. 지리적으로는 동쪽으로 아르메니아 고

원과 이란 고원을 통해 아시아로 연결되고 서쪽으로는

에게해와 마르마라해에 의해 유럽 대륙으로, 남쪽으로

는 지중해에 의해 아프리카 대륙과 아라비아 반도로,

북쪽으로는 흑해에 의해 유럽 대륙 및 아시아 대륙으

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고고인류문화사적 측면에 있

어서 수많은 문명이 교류하고 충돌하였던 지역이다.

고고인류 문화사적인 측면에서 뿐만이 아니라 지질

학적으로도 아나톨리아 반도는 알프스-히말라야 조산

대에 속하기 때문에 유라시아 판과 아라비아 판, 아프

리카 판이 충돌하는 지역이다(Fig. 1). 특히 아나톨리아

반도는 유라시아 판, 아라비아 판, 아프리카 판이 서로

충돌하면서 이들 판 사이에 위치하였던 소규모의 대륙

조각(continental fragment)들이 병합되어 현재의 아나

톨리아 반도의 복잡한 지형을 형성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지형적으로는 북부 지역의 흑해연안을 따라 폰

투스(Pontus) 산맥이, 남부의 지중해연안을 따라 토러

스(Taurus) 산맥이 동서로 가로 놓여 있으며, 토러스

산맥과 폰투스 산맥 사이에 아나톨리아 고원이 발달한

다. 아나톨리아 고원의 해발 고도는 2,000~3,000 m

정도이나 동쪽으로 갈수록 고도가 높아지면서 아르메

니아 고원으로 이어져 아나톨리아 반도 최고봉인 아라

라트화산(5,165 m)을 기점으로 남동쪽으로 발달하는

자그로스(Zagros) 산맥을 통해 이란 고원과 연결된다.

아나톨리아 고원에서 발원하는 주요 강들은 흑해로 흘

러가는 크즐으르막(Kizilirmak)강과 사카리아(Sakarya)

강, 남쪽으로 흘러 지중해로 흘러가는 제이한(Ceyhan)

강 등이 있고, 서부의 에게해 연안에 접한 평야 지역

에는 멘델레스(Menderes)강 등이 흐른다. 아나톨리아

동쪽에 위하는 아르메니아 고원에서는 이라크와 시리

아로 흐르는 티그리스(Tigris)강과 유프라테스(Ehphrates)

강이 발원한다. 아나톨리아 고원의 내륙부에는 반(Van)

호와 투즈(Tuz)호 등 비교적 큰 규모의 염호(salt lake)

가 발달한다.

고고인류문화사적으로 다양한 문명의 충돌과 교류의

영향으로 아나톨리아 지역에만 2012년 현재 10개의 유

네스코 세계문화유산이 등록되어 있으며, 선정 대기목

록만 38개에 이른다. 이들 중 이스탄불 역사지구

(Historic Area of Istanbul; 1985년 등록)를 비롯하여

Fig. 1. Tectonic setting of the Anatolian Peninsula (after Cocks et al., 2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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샤프란볼루(Safranbolu; 1994년 등록), 초룸-하투샤

(Corum-Hattusa; 1986년 등록), 트로이 고고유적지

(Archaeological Site of Troy; 1998년 등록)와 같은

고고인류문화사적으로 중요한 의미가 있는 세계문화유

산도 있지만 카파도키아 국립공원(Cappadocia National

Park; 1985년 등록), 파묵칼레(Pamukkale; 1988년 등

록) 등과 같은 지질학적으로 복잡한 지각운동의 산물

인 다양한 경관에 기인한 세계문화유산들도 포함되어

있다. 본 지질답사에서는 아나톨리아 반도 내의 지질

학과 관련된 세계문화유산을 8일에 걸쳐 답사하고 이

곳에 보존되어 있는 지질명소들의 지질학적 의미와 함

께 공공적 보존가치와 지질학적 다양성에 대한 토론을

목적으로 한다. 아울러 아나톨리아 반도의 성인에 대

한 지구조발달사를 이해하고 이를 한반도와의 대비를

통해 향후 한반도의 지질구조와 지체구조발달사 해석

을 위한 기초 자료들을 수집토록 한다.

2. 지구조 분대 및 일반 지질

아나톨리아 반도는 3개의 주요 지판(Block)들로 구

성된다: 폰타이드 지판(Pontides Block), 아나톨리드-토

우리드 지판(Anatolides-Taurides Block), 아라비안 판

(Arabian Plate)(Fig. 2). 폰타이드 지판과 아나톨리드-

토우리드 지판은 현재 유라시아 판으로 병합되었으며

비틀리스-자그로스 봉합대(Bitlis-Zagros Suture)에 의

해 아라비아 판과 경계한다. 폰타이드 지판과 아나톨

리드-토우리드 지판은 동서 방향의 이즈밀-앙카라-에르

진잔 봉합대(Izmir-Ankara-Erzincan Suture)에 의해

접하고 있으며 두 지괴는 지질 특성에 따라 다시 여러

지역들로 세분된다.

이즈밀-앙카라-에르진잔 봉합대 북쪽에 위치하는 폰

타이드 지판은 서쪽으로부터 발칸 반도에 노출되어 있

는 로도프 육괴(Rhodope Massif)의 연장부인 스트랜드

자대(Strandja Zone)와 이스탄불대(istanbul Zone), 사

카리아대(Sakarya Zone)로 세분되며, 이스탄불대와 사

카리야대는 폰타이드 내부 봉합대(Intra-Pontide Suture)

에 의해 경계된다(Figs. 2, 3). 폰타이드 지판은 현재의

중부 유럽, 코커서스(Caucasus) 및 발칸(Balkans) 반도

와 유사한 지질 특성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로우라시

아(Laurasia) 대륙으로부터 떨어져 나온 대륙 조각들로

해석되고 있다(Okey, 2008). 폰타이드 지판은 석탄기의

바리스칸(Variscan) 조산운동과 삼첩기의 키메리아

(Cimmeride)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았으며 알프스 조산

운동 시기에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상반에 위치

하고 있었기 때문에 습곡과 트러스트의 변형을 받았으

나 상대적으로 변성은 받지 않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Okay, 2008).

이즈밀-앙카라-에르진잔 봉합대 남부의 아나톨리드-

Fig. 2. Tectonic subdivision of the Anatolian Peninsula (modified after Huvaz, 2009). Numbers indicate the field stops

including the Istabul (Days 1, 7, and 8), Safranbolu (Day 2), Cappadocia (Day 3), Usak (Day 4), Pamukkale (Day 5), and

Ayvalik (Day 6) cities in the western Anatoli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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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우리드 지판은 폰타이드 지판과는 달리 곤드와나

(Gondwana) 대륙과의 지질학적 유사성을 보이기 때문

에 삼첩기에 곤드와나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하면서 떨

어져 나온 대륙 조각으로 해석되고 있다(Okay, 2008).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중앙부에 백악기 화강암

과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나톨리아 결정질 복합

체(Central Anatolian Crystalline Complex)와 여러

조의 트러스트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동서 방향의 아

나톨리드-토우리드 대지(Anatolide-Tauride Platform)로

구분한다(Fig. 2). 아나톨리드-토우리드 대지는 오오도

비스기의 빙하퇴적층을 포함하는 등 아라비안 판의 고

생대 층서와 유사한 층서를 보이고 있으며(Monod et

al., 2003), 알프스 조산운동 시기에 폰타이드 지판의

하반의 위치하고 있었기 때문에 폰타이드 지판에 비해

심한 변형과 함께 고압형의 변성을 받은 것으로 알려

져 있다(Okay, 2008). 변성과 변형의 양상에 따라 아

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서부 지역은 선캠브리아기-

에오세의 변성암 복합체로 바로비안(Barovian) 타입의

변성작용을 보이는 맨데레스 육괴(Menderes Massif)를

중심으로 후기 백악기와 팔레오세의 후조산성 퇴적층

으로 구성되어 있는 보르노바 후조산대(Bornova

Flysch Zone), 백악기 청색편암(Blueschist)으로 구성

된 타으산늘대(Tavsanli Zone), 고압형 변성작용의 특

징을 보이는 아피욘대(Afyon Zone)와 트러스트의 중첩

으로 이루어진 리션 나뻬(Licean Nappes) 등으로 세

분한다(Fig. 2). 이외에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남

부 및 남동부 지역은 트러스트의 변형 양상에 따라 지

역적으로 복잡한 소규모 트러스트 구조단위로 나누어

지나 동부로 갈수록 변형의 정도가 약화되면서 섭입의

결과로 형성되는 부가복합체(accretionary complex)의

전형적인 특징을 보인다(Fig. 2).

3. 지구조운동 발달사 : 테티스해의 소멸과

지판들의 병합

3.1. 폰타이드 지판의 재구성

폰타이드 지판은 서쪽으로부터 스트랜드자대(Strandja

Zone)와 이스탄불대(Istanbul Zone), 사카리아대(Sakarya

Zone)로 세분되며, 이스탄불대와 사카리야대는 폰타이

드 내부 봉합대(Intra-Pontide Suture)에 의해 경계된

다(Figs. 2, 3). 폰타이드 지판은 현재의 중부 유럽, 코

커서스(Caucasus) 및 발칸(Balkans) 반도와 유사한 지

질 특성을 보이고 있으며 석탄기의 바리스칸(Variscan)

조산운동과 삼첩기의 키메리아(Cimmeride) 조산운동의

영향을 받았기 때문에 로우라시아(Laurasia) 대륙과 기

원을 같이하는 대륙 조각들로 해석되고 있다(Okey,

2008).

스트랜드자대는 바리스칸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석영-장석질 편마암을 기반암으로 이를 관입한 석탄기

후기와 페름기 초기(257±6 Ma)의 화강암을 부정합으

Fig. 3. Deep crustal structure of northwestern part of the Anatolian Peninsula (Kaya, 2010). (a) gravity value along the MT

profile. (b) MT geoelectrical resistivity model obtained by 2D inversion. Note the suture boundaries (i.e., the Intra-Pontide

and Izmir-Ankara-Erzincan sutures)that are characterized by the high conductivity zon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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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피복하는 삼첩기-쥬라기의 육성 및 천해성 퇴적층

으로 구성된다(Fig. 4). 쥬라기 말과 백악기 초에 변성

과 변형을 받았으며 백악기 중기 이후로부터 천해성

사암층이 퇴적되기 시작하였다. 백악기 후기로 들어와

화산활동이 활발해지면서 화산성 퇴적암과 화산암이 퇴

적되었으며 흑해 연안을 따라 발달하는 화산열도(island

arc)의 연장인 후기 백악기 화성암대가 노출되어 있다

(Figs, 4, 5).

이스탄불대는 선캠브리아기 변성암과 이를 관입하는

선캠브리아기 화강암류을 기반암으로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오오도비스기-석탄기의 천해성 및 심해성 퇴

적층으로 구성된다(Fig. 4). 대체적으로 서쪽으로 갈수

록 심해성 퇴적층이 우세하며 동쪽으로 갈수록 천해성

퇴적층이 우세해지면서 점차 육성 퇴적층으로 전이된

다(Fig. 4). 페름기에 걸쳐 변형을 받은 후 삼첩기에

들어와 광역적인 해침에 의해 퇴적층이 퇴적되기 시작

하였고 쥬라기 동안에 재차 변형을 받은 후 이스탄불

대의 동부 지역에서만 쥬라기 말기서부터 에오세까지

퇴적작용이 지속되었으며 백악기 후기에 들어와 전 지

역에 걸쳐 화산열도 형성과 연관되어 활발한 화산활동

이 수반되었다(Fig. 4).

사카리아대는 스트랜드자대와 비슷한 층서를 보인다

(Fig. 4). 바리스칸 조산운동에 의해 형성된 석영-장석질

편마암을 기반암으로 이를 관입한 석탄기(320-331 Ma)

의 화강암을 부정합으로 이를 피복하는 석탄기 후기의

퇴적층을 포함, 이를 부정합으로 재차 피복하는 쥬라기

이후의 퇴적층으로 구성된다(Fig. 4). 특히 사카리아대에

는 고테티스해의 소멸과 라우라시아 대륙으로의 병합을

지시하는 카라카야 복합체(Karakaya Complex)와 같은

저변성의 변성암 복합체들이 잘 발달한다(Figs. 2, 5, 6).

카라카야 복합체는 심하게 변형된 변성퇴적암과 변

성화산암들이 석탄기와 페름기 시기의 천해성 및 심해

성의 사암, 석회암, 쳐트들과 같은 원지성 암석괴

(allochthonous block)들로 구성되어 있다(Fig. 7). 이

러한 암상들은 섭입대에서 섭입과 관련된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암과 함께 해구로 유입되는 저탁류성 퇴적물,

화산성 해산(volcanic seamount)과 산호초 석회암

(reefal limestone) 및 심해저 평원에 침전되는 방산층

기원의 쳐트(radiolarian chert)들이 섭입부가(subduction

accretion)에 의해 형성된 부가복합체(accretionary

complex)로 해석된다(Fig. 7; Celik et al., 2011).

특히 사카리아대의 층서는 카라카야 복합체를 부정

합으로 피복하는 전기 쥬라기의 화산암층과 교호하는

육성 및 천해성 사암층으로 구성된 퇴적층과 이를 관

Fig. 4. Synthetic stratigraphic sections of the Istanbul,

Strandja and Sakarya zones (Okay, 2008).

Fig. 5.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central part of the

Izmir-Ankara-Erzincan Suture Zone (modified after Okay

and Tüysüz,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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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하는 화강암류가 나타난다(Fig. 4). 이러한 퇴적층은

고테티스해의 소멸 이후 신테티스해가 열개되면서 퇴

적된 열개 동시성 퇴적층(syn-rift sequence)으로 해석

된다(Figs. 4, 7). 전기 쥬라기 열개 동시성 퇴적층은 사

카리아대 전 지역에 걸쳐 후기 쥬라기 말부터 전기 백악

기 초까지 비활동성 대륙 연변부(passive continental

margin)의 천해 환경에서 퇴적된 석회암층에 의해 피

복되며 이들은 백악기 중기 이후에 심해성 쇄설성 퇴

적층으로 전이된다(Fig. 4). 따라서 사카리아대의 층서

는 페름기와 삼첩기를 통해 폰타이드 지판과 아라비아

(곤드와나 대륙) 판이 충돌하면서 고테티스해가 소멸된

후, 전기 쥬라기에 들어와 재차 열개되면서 신테티스

해가 폰타이드 지판과 아라비아 판 사이에 형성되어

폰타이드 지판의 남쪽 연변부를 따라 안정적인 비활동

성 대륙 연변부의 환경 하에서 퇴적이 있었으며 백악기

중기에 들어와 알프스 조산운동이 시작되면서 후조산

성 퇴적물의 유입과 침강에 의해 점차 심해성 퇴적층

이 퇴적되었던 것으로 해석된다. 아울러 후기 백악기

에 시작된 알프스 조산운동의 시작은 폰타이드 지판과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충돌과 함께 두 지판 사

이에 위치하였던 북부 신테티스(Northern Neotethys)

해의 소멸되면서 이즈밀-앙카라-에르진잔 봉합대가 형

성되었다. 카라카야 복합체의 경우에는 고테티스해의

소멸에 의해 형성된 삼첩기의 부가복합체가 신테티스

해의 소멸에 의해 형성된 후기 백악기의 부가복합체를

트러스트로 피복하는 양상을 보인다(Figs. 5, 6). 또한

삼첩기에 하나의 폰타이드 지판으로 병합되었던 이스

탄불대와 사카리아대는 전기 쥬라기 열개작용의 영향

으로 재차 분리되어 이스탄불대와 사카리아대 사이에

소규모의 바다가 재차 발달하였으며 이후 후기 백악기

에 들어와 알프스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다시 봉합되어

폰타이드 지판의 내부에 폰타이드 내부 봉합대(Intra-

Pontide Suture)가 형성되었다(Figs. 2, 3).

3.2.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지구조 발달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중앙부에 백악기 화강

암과 변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는 아나톨리아 결정질 복

합체(Central Anatolian Crystalline Complex)와 여러

조의 트러스트들의 중첩으로 이루어진 동서 방향의 아

나톨리드-토우리드 대지(Anatolide-Tauride Platform)로

구분한다(Fig. 2). 아나톨리드-토우리드 대지의 층서는

곤드와나 대륙의 일부로 해석되는 아라비아 판의 층서

와 거의 동일하기 때문에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대체적으로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기원한 지판으로 분

류한다(Monod et al., 2003).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

Fig. 6. Distribution of the Karakaya Complex in the Ankara

region (modified after Göcüglu et al., 1997). 

Fig. 7. Schematic model showing geodynamic evolution of

the Karakaya Complex during Permo-Triassic time (modified

after Celik et al., 2011). (1) metabasic rocks; (2) shallow-

water limestones associated with volcanics, (3) metabasalts

with interbedded shallow/pelagic carbonates and cherts; (4)

volcanic blocks embedded in forearc-derived metaclastics,

(5) continental rift succes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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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결정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반암 상부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퇴적층들은 쇄설성 퇴적암이 우

세한 고생대 퇴적층과 탄산염암이 우세한 삼첩기 이후

후기 백악기까지의 퇴적층으로 구분된다(Fig. 8). 폰타

이드 지판의 층서와 비교하면 바리스칸 조산운동의 영

향이나 고테티스해의 소멸을 가져온 삼첩기의 키메리

안 조산운동의 영향이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의 퇴

적층에는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그러나 전기 쥬라기

이후의 층서는 두 지판이 거의 동일한 발달사를 보인

다. 특히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전기 쥬라기의

열개작용의 영향으로 북부 신테티스해와 같이 남부 신

테티스(Southern Tethys)해가 발달하였으며 중생대 전

기 쥬라기 이후부터 후기 백악기까지 전 지역에 걸쳐

수 천 미터 두께의 천해성 탄산염암이 퇴적되는 특징

을 보인다(Fig. 8). 아울러 후기 백악기에 들어와 알프

스 조산운동의 시작으로 점차 쇄설성 퇴적물의 유입이

증가하면서 비틀리스-자그로스 봉합대 따라 남부 신테

티스해가 소멸되기 시작하면서 후기 백악기의 부가 복

합체가 트러스트로 후기 백악기 탄산염암층 상부를 피

복하게 되었다(Fig. 8). 후기 백악기 이후 하나의 판으

로 병합되면서 폰타이드 지판의 하반에 놓이게 된 아

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은 폰타이드 지판에 비해 심한

변형과 고압형의 변성을 받게 되어 변형 양상에 따라

여러 지역으로 분대된다(Fig. 2).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 중앙부에 위치하는 아나

톨리아 결정질 복합체는 편마암, 운모편암, 규암, 대리

Fig. 8. Synthetic stratigraphic section of the Arabian platform in southeast Anatolia (Yalçi n, 1976; Yilmaz, 1993).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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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으로 구성된 변성암과 이들은 관입하는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변성암은 후기 백악기의 고온-중저압(high

temperture-medium/low pressure)형 변성작용(91-85

Ma)을 지시하며 이를 관입하는 후기 백악기 화강암

(95-70 Ma)들은 대륙 충돌과 동시성 또는 대륙 충돌

후기의 화강암으로 해석된다(Ak man et al., 1993;

Erler and Göcü u, 1996; Whitney et al., 2003). 아

울러 후기 백악기 변성암들은 지역에 따라 현무암, 방

산충 기원의 쳐트 및 심해성 석회암으로 구성된 후기

백악기의 부가 복합체에 의해 트러스트로 피복된다.

후기 백악기 동안에 중앙 결정질 복합체를 중심으로

시작된 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

판은 점차 융기되어 육화되기 시작하였으며 주변부의

주요 단층들이 활성화 되면서 육성 퇴적분지(Tuz

Golu, Ulukisla, and Sivas basins)들이 형성되어 후기

백악기-에오세 퇴적층이 퇴적되었다(Figs. 8, 9). 올리

고세에 들어와 지속적인 알프스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대륙 충돌이 심화되고 아울러 화성활동이 활발해지면

서 카파토키아 화산대(Cappadocia Volcanic Province)

를 중심으로 층상화산(stratovolcano)들이 분화되기 시

작하였으며 지속적인 융기에 의해 마이오세와 현재에

걸쳐 쇄설성 및 화산쇄설성 퇴적물이 인근의 육성 퇴

적분지를 중심으로 퇴적되었다.

4. 아나톨리아 반도의 광화작용

아나톨리아 반도는 다양한 광물 산업과 약 9,000년

의 긴 금속광물 개발의 역사를 가지고 있고 많은 수의

광상이 있지만, 대부분 소규모로서 세계 광업사의 관

심을 끌지 못하고 있다(Lee and Koh, 2012). 하지만

현재 아나톨리아 반도는 붕소(B)를 비롯하여 장석 및

흑요석, 중정석(BaSO4), 벤토나이트, 크롬철석(chromite),

고령토, 석회석, 마그네사이트, 대리암, 진주암(perlite)

등을 생산하고 있다(USGS, 2011). 아나톨리아 반도에

발달하는 주요 광화대는 폰타이드 지판의 북동부에 신

테티스해의 소멸과 관련하여 형성된 폰타이드 화산열

도 주변부의 쿠로쿠형 연-아연-동 광화대와 멘델레스

육괴 인근의 금 광화대 등 여러 곳에 산재해 있다. 본

i

g
o

Fig. 9. Geological map of the Central Anatolian Crystalline complex (modified after Whitney et al.,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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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사에서는 멘델레스 육괴 울루베이(Ulibey) 인근에 가

행되고 있는 키스라다(Kisladag) 금광상을 답사한다

(Fig. 10). 키스라다 금광상은 1997년부터 본격적인 탐

사가 수행되기 시작하여 2004년 생산을 시작하였다.

2020년 까지 약 16년 동안 노천채굴(open pit) 방식으

로 개발이 진행될 예정이며 2009년의 확인 매장량 및

예상 매장량 포함하는 전체 매장량의 범위는 약

217,470천 톤에 달한다(Table 1).

Fig. 10. Geological map of the Usak-Gure basin (Karaoglu et al., 2010).

Table 1. Estimated resources of the Kisladag gold deposit (after Juras et al., 2010)

Mineral Reserve Category Tonnes (T × ‘000) Grade (Au g/t) In Situ Gold (oz × ‘000)

Proven 68,230 1.05 2,312

Probable 149,240 0.94 4,504

Proven + Probable 217,470 0.97 6,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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키스라다 금광은 선캠브리아기-에오세의 변성암 복

합체로 바로비안(Barovian)형의 변성작용을 보이는 맨

데레스 육괴 북부 울루베이 인근에 위치한다(Figs. 2,

10). 키스라다 금광상은 마이오세 중기의 석영-조면암,

유문암, 안산암 및 쇼쇼나이트(shoshonite) 계열의 화

산암으로 구성되는 층상화산의 칼레라를 관입하는 베

이다기 화산암복합체(Beydagi Volcanic Complex)를

모암으로 반암(porphry)형으로 분포한다(Figs. 10, 11).

베이다기 화산암 복합체는 분출연대가 북쪽으로부터

남쪽으로 갈수록 17 Ma에서 7 Ma로 점차 젊어지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Fig. 11) 부화된 암석권 맨틀

(enriched lithospheric mantle)로부터 기원하였음을 지

시하는 암석-지화학적 특징을 보인다(Karaoglu et al.,

2011). 따라서 베이다기 화산암 복합체는 헬레닉

(Hellenic) 해구를 따라 아프리카 판이 섭입하면서 맨

델레스 육괴 코아 복합체(Menderes Massif Core

Complex)와 유색-구레(Usak-Gure) 분지의 형성과 동

시기에 부화된 암석권 맨틀의 일부가 박리(dela-

mination)되면서 분출되었던 화산암체로 해석된다(Fig. 12;

Karaoglu et al., 2011). 아울러 제4기에 들어와 연약

권이 상승하면서 맨델레스 육괴가 융기된 후 열적 침

강이 진행되면서 북동-남서 방향의 지구대가 발달하였

다(Figs. 1, 10, 12).

5. 답사 일정

8일 동안의 일정은 주로 아나톨리아 반도의 서부를

이스탄불을 기점으로 시계방향으로 돌면서 주요 지점

들을 답사한다. 각 답사 지점들과 각 지점에서의 관찰

할 주요 사항들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Fig. 2).

Day 1

공항 도착 후 이스탄불로 이동.

Day 2

① 이스탄불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삼첩기 시기의 심

해성 석회암을 관찰할 수 있으며 ② 사카리아대와 이

Fig. 11. Stratigraphy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volcanic rocks from the Kisladag gold mineral deposit in the

Usak-Gure basin (Karaoglu et al.,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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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탄불대의 봉합대인 폰타이드 내부 봉합대에 노출되

어 있는 부가 복합체를 관찰한다. 샤프란볼루 지역으

로 이동하면서 중간 지점인 볼루 지역에 노출되어 있

는 ③ 폰타이드대의 선캠브리아기 기반암과 오오도비

스기-삼첩기 동안에 퇴적되었던 천해성 및 육성 퇴적

층을 관찰 후 ④ 샤프란볼루 지역에 노출되어 있는 쥬

라기-에오세 퇴적층을 관찰한다.

Day 3

터어키의 수도인 앙카라를 향해 남쪽으로 이동하면

서 ① 아나톨리아 반도의 주요 단층대 중 하나이며 현

재 우수향으로 이동하는 북 아나톨리아 단층대(North

Anatolia Fault)를 관찰하고 ② 앙카라 시 근처의 이즈

밀-앙카라-에르진잔 봉합대를 따라 노출되어 있는 고테

티스해와 신테티스해의 소멸의 지질학적 증거인 카라

카야 부가 복합체를 관찰한다. 이후 남쪽으로 계속 이

동하여 ③ 아나톨리드-토우리드 지판 내부의 중앙 결정

질 복합체가 점차 융기되어 주변부의 주요 단층들이

활성화되면서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백악기 후

기에 형성된 육성 퇴적분지 중 하나인 투즈호(Tuz

Golu) 분지와 분지 내 현생 증발암 퇴적작용을 관찰한

후 ④ 동쪽의 카파토키아 지역으로 이동하여 카파토키

아 화산대를 중심으로 노출되어 있는 층상화산

(stratovolcano)들을 관찰한다.

Day 4

카파토키아 화산대를 출발하여 서쪽으로 이동하면서

① 후기 백악기 알프스 조산운동 시기에 폰타이드 지

판과 아나톨리아-토우리드 지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고압형 변성작용의 특징을 보이는 아피욘대(Afyon

Zone)를 지나 콘야(Konya)를 거쳐 ② 선캠브리아기-에

오세의 변성암 복합체로 바로비안(Barovian) 타입의 변

성작용을 보이는 맨데레스 육괴(Menderes Massif) 북

부 지역에 위치하는 유색(Usak)까지 이동한다.

Fig. 12. Schematic diagram showing the (a) early Middle Miocene and (b) Quaternary geodynamic and magmatic evolution

of Western Anatolia (Karaoglu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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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y 5

유색에서 남쪽으로 이동하여 ① 울루베이(Ulubey) 인

근에 위치하는 키스라다(Kisladag) 노천채굴(open pit)

형 금광상을 답사한다. 금광상 답사 후 ② 남쪽의 파묵

깔레(Pamukkale)로 이동하여 멘델레스 육괴의 선캠브

리아기-에오세의 변성암 복합체의 층서 및 바로비안

(Barovian) 타입의 변성작용을 관찰하고 ③ 마이오세 이

후 현재까지 진행되고 있는 정단층작용과 단층대를 따

라 분출하는 온천수의 상승에 의해 형성된 옐로우스톤

(Yellowstone)형 육성 석회퇴적층의 퇴적작용을 관찰한다.

Day 6

쎌쭉(Celcuk)으로 이동하여 ① 멘델레스 육괴의 최상

부 퇴적층인 에오세 석회암층으로 만들어진 석재 유적

지를 관찰하고 에이발릭(Ayvalik)으로 이동하면서 ② 후

기 백악기와 팔레오세의 후조산성 퇴적층으로 구성되

어 있는 보르노바 후조산대(Bornova Flysch Zone)와

③ 이즈밀-앙카라-에르진잔 봉합대를 관찰한다.

Day 7

에이발릭 인근에 노출되어 있는 ① 폰타이드 지판의

일부인 사카리아대의 비활동성 대륙 연변부의 환경에

서 쥬라기 이후 백악기 동안에 퇴적되었던 천해성 석

회암층을 관찰하고 ② 알프스 조산운동의 영향으로 쇄

설성 퇴적물이 유입되면서 후기 백악기의 쇄설성 퇴적

암이 우세해지는 층서를 답사한 후 차낙깔레(Cana-

kkale)에서 다르다넬레스 해협(Dardanelles Strait)을

건너 마르마라해(Marmara Sea)의 북쪽 해안을 따라

이스탄불로 이동하면서 ③ 폰타이드대 지판의 일부인

스탠드야대의 석영-장석질 편마암을 기반암과 이를 관

입한 석탄기 후기와 페름기 초기(257±6 Ma)의 화강암,

이들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삼첩기-쥬라기의 육성 및

천해성 퇴적층을 관찰한다.

Day 8

이스탄불 지역의 ① Gloden Horn 지역을 답사한 후

출국을 위해 공항으로 이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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