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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unamdong Formation is a small scale sedimentary deposit which is located in Yuljeonri, Naemyeon, Hong-

cheon Gangwon-do. In order to understand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and its sequential change in the forma-

tion, sedimentary facies analysis was conducted. The result indicates that the Munamdong Formation began to be

deposited in alluvial fan system accompanying volcanic activity and gradually deposited in lake system. As well, U-

Pb, K-Ar and 40Ar/39Ar ages are determined from the Munamdong Formation. The SHRIMP U-Pb Phanerozoic Eon

age of the detrital zircons in the middle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yields 229.8±2.5 Ma. The K-Ar and
40Ar/39Ar ages of the volcanic rock in the lowermost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are 203.7±3.9 Ma and

227.4±8.4 Ma respectively. These results confirm that the Munamdong Formation was deposited during the Late

Triassic, indicating that the basin might be formed due to post-collisional rifting or collapsing.

Key words : Munamdong Formation, sedimentary facies, alluvial-lacustrine facies, Late Triassic, post-collisional rifting

문암동층은 강원도 홍천 율전리 일대에 불규칙한 형태로 분포하는 소규모 퇴적암층이다. 분지의 형성과 발달사를

규명하기 위하여 야외조사를 통해 퇴적상 분석을 실시하여 퇴적환경과 이의 순차적인 변화를 해석하였다. 퇴적상 연

구에 따르면 문암동층은 전체적으로 하부의 화산활동을 수반하는 선상지 환경에서 상부의 호수 환경으로 점차 전이

하는 환경 변화를 보인다. 분지의 형성시기와 퇴적시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문암동층 구간내의 시료에 대하여 U-Pb,

K-Ar 및 40Ar/39Ar 연대측정방법으로 절대연령측정을 실시하였다. 문암동층의 중부구간 사암시료의 쇄설성 저어콘에

대한 SHRIMP U-Pb 현생이언 연대결과는 229.8±2.5 Ma이며, 문암동층 기저의 시료에 대한 K-Ar과 40Ar/39Ar 연령

은 각각 203.7±3.9 Ma 그리고 227.4±8.4 Ma로 측정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문암동층의 퇴적 시기가 트라이아스 후기

인 것을 확인해 주며 분지는 충돌 후 열 개작용 또는 붕괴에 의해 형성되었던 것을 지시한다.

주요어 : 문암동층, 퇴적상, 선상지-호수 환경, 트라이아스기 후기, 충돌 후 열 개(붕괴)

1. 서 언

한반도의 형성은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의 충돌에

의한 중국대륙의 형성과정과 밀접한 관련을 가지고 있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송림조산운동은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의 충돌에 의한 한반도의 형성과 관련하여

전기 중생대의 중대한 사건으로 지질구조들이 형성 또

는 소멸되었고, 지형의 고저를 형성하여 곳에 따라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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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작용(특히 단층작용)과 관련된 퇴적분지를 형성하

였다(Choi et al., 1988; Choi and Lim, 1989, 1990).

문암동층은 강원도 홍천 율전리 일대에 불규칙한 형

태로 분포하는 소규모 퇴적암층이다(Fig. 1). 축적 1/5

만 창촌 지질도폭에서 처음으로 문암동층을 명명하고,

이의 지질시대를 쥬라기로 추정하였다(Lee et al.,

1975). 문암동층은 1/100만 한국지질도(KIGAM, 1995)

에서는 백악기 초의 지질시대로 표시되었고, 1/25만 강

릉도폭(KIGAM, 2001)에서는 쥬라기 초의 ‘반송층군’

에 대비되는 것으로 추정되었다. 한편, 문암동층에서

산출되는 식물화석 조사 결과, 지질시대는 쥬라기로 보

고되었다(Lim et al., 2003). 전기 중생대에 경기육괴

북동부에 발달하고 있는 문암동층의 분지의 형성과 발

달은 그 당시의 한반도의 구조운동진화와 밀접한 연관

을 가지고 있다. 현재까지의 문암동층에 대한 연구는

몇 차례의 지질도폭 보고서들(Lee et al., 1975;

KIGAM, 1995; KIGAM, 2001)과 한반도 지구조 진

화 연구(Lim et al., 2003)을 제외하곤 전미한 상태이

다. 본 연구의 목적은 문암동층의 분지의 형성과 발달

사를 규명하고, 이의 지질시대를 규제함으로 전기 중

생대 경기육괴 내의 지구조 진화사 연구에 실마리를

제공함에 있다. 

2. 지질 개요

연구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와 편마

암류가 기반암으로 분포하며, 그 위에 쥬라기로 알려

진 문암동층이 부정합 관계로 놓인다. 쥬라기 및 백악기

의 화성암체들이 기반암과 문암동층을 관입하고 있으며,

다수의 단층들로 지층들이 다소 어긋나 있다(Fig. 2).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는 문암산 일대에 남서

방향으로 산발적으로 분포하며, 화강편마암체 내에 대

소 규모로 포획된 양상을 보인다. 선캠브리아기의 편

마암류는 분포지를 에워싸는 형태로 조사지역 전반에

걸쳐 넓게 분포하며 문암동층을 에워싸고 있다. 문암

동층은 편마암류 위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화산

암과 쇄설성퇴적암으로 구성된다. 쥬라기 및 백악기의

화성암체들은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이전의 모든 암체

들을 관입하고 있다. 조사지역 남부 백악기로 추정되

는 화강섬록암이 문암동층을 관입 분포하며, 이전의 모

Fig. 1. Simplified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after Oh et al., 2006a). Abbreviations: KM, Kwanmo Massif;

NM, Nangrim Massif; PB, Pyeongnam basin; IB, Imjingang belt; GM, Gyeonggi Massif; OMB, Okcheon metamorphic belt;

TB, Taebaeksan Basin; YM, Youngnam Massif; GB, Gyeongs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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든 암체와 지층군에 관입하여 그들의 분포를 단절 또

는 분리시켰다. 이 밖에 소규모의 규장암 및 중성~염

기성 암맥들이 여러 군데 관입하였다(Lim et al.,

2003). 

Lim et al.(2003)의 연구에 따르면 본 연구지역에는

뚜렷한 습곡구조는 확인되지 않으며, 다수의 단층들이

발달되어 있다. 단층들의 주향은 크게 북동-남서 방향

계열과 북북서-남남동 방향 계열로, 이는 모두 정단층

또는 주향이동단층인 것으로 추정되며, 특히 문암동층

분포지의 외연부 거의 대부분이 단층으로 편마암체와

접하고 있다. 율전지역에 발달된 단층들은 모두 정단

층 또는 주향이동단층인 것으로 추정된다.

3. 연구방법

본 연구에서는 분지의 형성과 발달사를 규명하기 위

하여 야외조사를 통해 퇴적상 분석을 실시하여 퇴적환

경과 이의 순차적인 변화를 해석하였다. 분지의 형성

시기와 퇴적시기를 규제하기 위하여 문암동층 구간내

의 시료에 대하여 초고분해능 이온프로브(sensitive

high-resolution ion microprobe, SHRIMP) U-Pb 연

대측정방법과 K-Ar 및 40Ar/39Ar 연대측정방법으로 절

대연령측정을 실시하였다. 이를 근거로 문암동층이 퇴

적된 분지의 형성 및 발달의 의미를 지체구조적의미로

고찰해 보고자한다.

4. 퇴적상

문암동층의 암상은 화산암 내지 화산쇄설암과 쇄설

성퇴적암으로(Fig. 3) 화산기원암은 유문암 및 함유문

암각력암 그리고 안산암으로 이루어진다(Fig. 4). 쇄설

성퇴적암은 입도를 기준으로 역암, 사암 그리고 이암

으로 구성된다(Fig. 5). 퇴적상 연구는 야외의 연속적인

노두를 선정하여 이에 대한 정밀기재로 수행되었다. 입

도, 조직, 퇴적구조, 층형을 기준들로 하여 퇴적상을 구

분하고, 퇴적상들의 상조합을 통하여 퇴적환경을 유추

하고자한다.

4.1. 화산기원암

4.1.1. 유문암(Vf)

유문암은 문암동층의 최하부 경계부에 수 m 규모로

분포한다(Fig. 3). 육안 관찰 시에 담홍색 내지 흰색을

띄며, 특징적으로 유상구조(flow structure)가 잘 발달

되어 있으며, 세립질의 조직을 또는 교란된 양상을 보

인다. 이번조사에서는 기반암과의 경계는 명확하게 확

인하지 못하였다. 세립질의 조직과 유상조직을 근거로

볼 때, 분출기원으로 해석된다. 

4.1.2. 함유문암각력암(Vb)

함유문암각력암은 문암동층의 최하부 경계부에 수

m 규모로 분포한다(Fig. 4). 함유문암각력암은 짙은 암

Fig. 2. Detailed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Lim et al. (2003). Site 1 is the location of the measured

sections of the lower and middle parts of the Munamdong Formation (see figures 4 and 5). Site 2 represents the location of

the measured section of the upper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see figure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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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의 안산암질 내지 현무암질 기질이 바탕을 이루며,

각력은 대부분 아각상의 유문암질 암편으로 이루어지

는 단일상각력암(monomict breccia)으로 분류할 수 있

다(Fig. 7). 유문암각력의 장경은 수 cm에서 수십 cm

규모로 발달하며, 암편 내에는 하부 유문암의 유상조

직이 뚜렷이 관찰된다. 하부 유문암과의 경계는 무질

서하거나 또는 유문암 각력을 뜯어 올린 듯 한 퍼즐구

조(jigsaw-fit structure)를 보이기도 한다. 함유문암각력

암은 안산암질 용암이 분출하여 이전에 분출한 유문암

의 각력화를 일으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4.1.3. 안산반암 내지 안산암질 응회암(Vt)

함유문암각력암에서 부터 상부를 향하여 안산반암

내지 안산암질 응회암으로 점이적으로 변해간다. 암회

색의 세립질의 석기를 바탕으로 수 mm 규모의 조립

질의 석영 내지 장석반정이 반상조직을 이루고 있다.

간간히 유문암각력을 포함하기도 한다. 안산반암과 안

산암질 응회암은 일부 혼탁한 양상을 보여주기 때문에

양자를 구분하기는 쉽지 않다. 이 암상은 안산암질 용

암의 분출기원으로 해석된다. 

Fig. 3. Simplified columnar section of the Munamdong

Formation. 

Fig. 4. Detailed columnar section and lithofacies of the

lower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Vf=Rhyolitic

volcanic rock facies, Vb=Volcanic breccia facies, Vt=

Andesitic volcanic rock facies. ★=sample location for K-

Ar and 40Ar/39Ar age dat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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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역암상

4.2.1. 입자 지지 역암상(Gcs)

입자 지지 역암상은 문암동층의 하부에서 중부구간

에 걸쳐 분포한다(Fig. 3). 이는 대체로 괴상 혹은 희

미한 층리화를 이루고 있으며, 층후는 대체로 수십 cm

에서 수 m 규모로 발달한다. 층의 하부경계는 침식구

Fig. 5. Detailed columnar section and lithofacies of the middle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Gcs=Clast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Gms=Matrix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Sh=Horizontal bedded sandstone facies, St=Trough cross

bedded sandstone facies, Ml=Laminated mudstone or siltstone facies. ★=sample locations for SHRIMP U-Pb age dating.

Fig. 6. Detailed columnar section and lithofacies of the upper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Sg=Graded bedded

sandstone facies, Ml=Laminated mudstone or siltstone f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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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를 보이거나 파동형의 형태를 가진다(Fig. 8). 입자들

은 대체로 편마암 또는 규암 역들로 구성되며, 실트암

및 사질암 역을 포함하는 복합상역암(polymict)으로 분

류된다. 입자들의 크기는 왕모래(granule)에서 왕자갈

(cobble)까지 다양하며, 대체로 잔자갈(pebble)의 크기

를 갖는다(Fig. 5). 입자들의 원마도는 대체로 아원형이

며, 분급은 불량에서 보통사이로 분포한다. 이 암상의

기질은 대부분 모래입자로서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띈다.

상향세립화 경향과 상향조립화 경향이 복합적으로 나

타나는데, 상향세립화 경향이 조금 더 우세한 편이다.

아원형의 원마도는 근거리를 이동하였음을 지시하며,

또한 분급이 불량함은 빠른 퇴적을 지시한다. 뚜렷하

거나 침식구조의 하부 경계는 이동 중에 난류

(turbulence)가 있었음을 제시한다(Shultz, 1984). 기질

은 대체로 모래입자로서 점토의 함량이 낮아 입자간의

점착력은 낮으나, 역의 함량이 높은 고밀도류로서 역

들간의 충돌에 의해 유체 내에서 역이 지지되는 무점

착성 입자류 내지 무점착성의 쇄설류(cohesionless

debris flow)로 해석된다(Shultz, 1984). 

4.2.2. 기질 지지 역암상(Gms)

기질지지 역암상은 문암동층의 하부와 중부에 걸쳐

분포한다. 대체로 층리화가 이루어지지 않은 무질서한

경향을 보이며, 간간히 얇은 렌즈상의 형태로 사암 내

에 협재되기도 한다(Fig. 8). 층후는 대체로 수십 cm

규모로 발달한다. 층의 하부 경계는 침식구조 내지 파

동형의 형태를 가진다. 입자들의 크기는 왕모래에서 잔

자갈까지 분포하며, 원마도는 아각상에서 아원형을 보

이며, 분급은 불량한 편이다. 이 암상의 기질은 대부분

모래입자로서 점토입자도 함유한다. 기질의 색은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띈다. 주로 상향세립화 경향을 보인다.

보통 내지 불량의 원마도로 근거리를 이동하였음을 지

시하며, 분급이 불량함은 빠른 퇴적을 지시한다. 소량

의 세립질 모래 내지 실트, 이질의 기질로 인한 점성

과 입자간의 마찰로부터 기인하는 양력이 잔자갈들이

떠있도록 지지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양상을 바

탕으로 이 퇴적상은 쇄설류(debris flow)에 의해 퇴적

된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 간간히 관찰되는 사암 내에

협재하는 얇은 렌즈상의 기질지지 역암상은 판류(sheet

flow)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4.3. 사암상

4.3.1. 수평 층리의 사암상(Sh)

수평 층리의 사암상은 대체로 문암동층의 하부, 중

부 구간에 분포한다(Figs. 5, 6). 이 암상의 색은 대체

로 담회색을 띄며, 층후는 대체로 수 cm 에서 수 십

cm 이다. 층 경계는 대체로 편평(flat)하며, 입자들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서 주로 입자 지지의 조직을 보

인다. 수평 층리의 사암상이 역암상 위에 놓일 때, 간

간히 왕모래 내지 잔자갈의 역을 함유거나, 렌즈상의

Fig. 7. Outcrop photographs of volcanic rock facies in the lower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A) Rhyolitic volcanic

rock facies (Vf). (B) Volcanic breccia facies (Vb). C. Andesitic volcanic rock facies (V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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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암층을 함유하기도 한다. 이 퇴적상은 깊이가 얕고

유속이 빠른 상부유권(upper flow regime)에서의 중립

내지 조립질 모래입자의 퇴적으로 해석된다.

4.3.2. 곡 사층리의 사암상(St)

곡 사층리의 사암상은 문암동층의 하부, 중부, 상부

구간에 걸쳐 분포한다(Figs. 5, 6). 이 암상의 색은 대

체로 회색을 띄며, 암회색을 띄는 경우도 있다. 층후는

대체로 수 cm에서 수 십 cm 이다. 곡 사층리 내지

곡 사엽층리 구조를 포함하며, 입자들은 세립 내지 중

립질의 모래입자로 이루어진다(Fig. 8). 연흔 구조와 함

께 발달하여 상승 연흔 사엽층리(climbing ripple

cross lamination)구조가 발달하기도 한다. 대체로 엽층

리의 실트암 내지 셰일과 교호하는 양상을 보인다. 이

퇴적상은 수심이 얕은 곳에서의 유수에 의한 연흔의

이동 또는 하도 내의 사구의 이동에 의해 형성된 것으

로 해석된다. 

4.3.3. 점이층리의 사암상(Sg)

점이층리의 사암상은 대체로 문암동층의 상부구간에

분포하며, 실트암 내지 셰일과 교호하는 양상을 가진

다(FIg. 6). 암상의 색은 대체로 암회색이며, 층후는 수

cm 에서 수 십 cm 이다. 층의 하부경계는 침식구조를

보이거나 파동형의 형태를 보이며, 하부의 사질 내지

왕모래입자부터 중립내지 세립질 모래로 상향세립화의

정상점이(normal grading) 점이층리가 특징적으로 발달

하며, 점차 박리성이 발달한 실트암 내지 셰일로 전이

해 간다. 하부구간은 대체로 괴상 내지 정상점이 양상

Fig. 8. Outcrop photographs of lithofacies of the Munamdong Formation. (A) Clast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Gcs).

(B) Matrix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Gms). (C) Horizontal bedded sandstone facies (Sh). (D) Trough cross bedded

sandstone facies (St). (E) Alternation between Graded bedded sandstone facies (Sg) and Laminated mudstone or siltstone

facies (Ml). (F) Laminated mudstone or siltstone facies (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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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보이며, 가끔씩 하부의 짧은 구간에서 역점이

(reverse grading)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이는 상부

유권(upper-flow regime)의 급격한 퇴적으로 인하여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중부 내지 상부 구간에서는

실트 내지 세립질 모래층이 연흔 또는 파동형의 층리

를 가진다. 이는 층의 상부로 가면서 유속의 감소로

인한 하부 유권(lower-flow regime)에서의 퇴적으로

해석된다. 전체적으로 뜬짐으로 부터 계속 퇴적이 일

어나는 가운데 흐름의 세기가 감소하는 상황을 반영한

다. 이 퇴적상은 간헐적인 저탁류의 발생에 의해 형성

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4. 사암의 현미경 관찰 

문암동층의 사암시료에 대하여 박편관찰을 통한 모

달분석(modal analysis)을 실시하였다. 전체적으로 분급

이 불량하고 입자들의 원마도가 각상 내지 아각상이다

(Fig. 9). 특징적으로 변성암 기원의 암편과 화산암 암

편 그리고 변질된 장석을 다량 함유하고, 석영입자는

주로 복결정질 석영이며, 부구성광물로는 대부분 운모

류를 함유하고 있다. Okada의 분류에 적용한 결과 문

암동층의 사암은 대부분 암편질 사암과 장석질 사암

영역에 도시되었다(Fig. 10). 이는 변성암기원의 기반암

이 풍화와 침식을 거쳐 다량의 암편과 장석을 퇴적물

로 공급하여 빠르게 매몰된 결과로 해석된다. 

4.4. 이암상

4.4.1. 엽층리의 실트암 내지 셰일상(Ml)

이 암상은 문암동층의 하부구간에서 상부로 갈수록

우세해지며, 주로 중부 및 상부 구간에 분포한다(Figs.

5, 6). 암상의 색은 대체로 암회색 내지 흑색이며, 일부

는 짙은 흑색이다. 층후는 수 cm에서 수 십 cm이며,

층 경계는 대체로 편평하거나 파동형을 가진다(Fig. 8).

Fig. 9. Photomicrographs of sandstones from the Munamdong Formation. (A) Lithic sandstone. (B) Feldspathic sandstone.

Q: quartz, F: feldspar, R: rock fragment.

Fig. 10. Classification diagram (Okada, 1971) of sandstones from the Munamdong Formation. Q: quartz, F: feldspar, R:

rock fragm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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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리성이 양호하게 발달하며, 간간히 석영 내지 백운

모 입자가 육안으로 관찰된다. 박리성의 발달은 운모

류 내지 점토 입자들의 평행한 배열로 부터 기인한다.

실트 내지 머드입자가 퇴적되기 위해선 난류운동

(turbulence)의 세기가 충분히 작아야한다. 대체로 이러

한 조건은 정지된 수괴에 부유 퇴적물을 함유한 물이

유입되는 환경에 해당 된다. 세립질 입자의 퇴적과 박

리성의 발달로 볼 때 이 퇴적상은 저에너지의 환경에

서 부유한 퇴적물이 침전하여 형성한 것으로 해석된다.

5. 퇴적상조합과 퇴적환경 해석

수직적으로 반복 산출되는 퇴적상들을 묶음으로서

각 퇴적상들이 주는 정보들을 종합하여 퇴적환경을 유

추하였다. 문암동층은 암상으로 하부 구간(상조합 1),

중부 구간(상조합 2, 3), 그리고 상부 구간(상조합 4)으

로 구분되며, 각 구간에서 4가지의 퇴적상 조합으로 분

류하였다(Fig. 11). 

5.1. 상조합 1

상조합 1은 유상구조를 보이는 분출기원의 유문암

(Vf)을 하부로 시작하여, 이를 각력화를 일으킨 함유문

암각력암(Vb)에서 점차 점이적으로 안산반암 내지 안

산암질 응회암(Vt)으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진다. 상조

합 1은 기반암에 근접하여 문암동층의 하부에 분포한

다. 이는 유문암질 용암과 안산암질 용암의 분출과 이

에 따른 화산쇄설물의 반복적인 퇴적으로 해석된다. 이

유형의 상조합이 퇴적분지의 최하부층에 발달함은 분

지 형성시에 분지 형성과 관련하여 화산활동이 있었음

을 지시한다. 

5.2. 상조합 2

상조합 2는 하부에 왕모래, 잔자갈, 왕자갈 크기의

입자를 가지며 층리화를 이루는 두꺼운 입자 지지 역

암상(Gcs) 또는 기질 지지 역암상(Gms)에서, 상부를

향해 수평층리의 사암상(Sh) 또는 곡 사층리의 사암상

(St) 그리고 상부에 엽층리를 가지는 실트암 내지 셰일

(Ml)로 변화하는 형태를 가진다. 이는 근원지로부터 다

량의 쇄설성 퇴적물을 공급받는 선상지 내지 선상지

평원에서 발달하는 망상하천의 환경으로 해석된다. 고

농도의 쇄설류로 인한 역암상의 퇴적과 하도 내에서의

사암상의 퇴적, 그리고 하도와 하도 사이의 저에너지

환경에서의 실트암 내지 셰일의 퇴적이 반복되는 것은

망상하천계의 하도가 측방으로 유로를 변경함에 기인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5.3. 상조합 3

상조합 3은 수평층리의 사암상(Sh) 또는 곡 사층리

의 사암상(St)에서 엽층리를 가지는 실트암 내지 셰일

(Ml)으로 변화하는 양상으로, 전체적으로 사암상과 이

암상이 교호하고 있으며, 간헐적으로 렌즈상의 기질지

지 역암상이 협재한다. 이암은 하도 사이의 범람원에

서 퇴적되었으며, 사암은 하도내에서의 퇴적 또는 사

주(sand bar)의 이동 축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

Fig. 11. Facies associations of the Munamdong Formation. Vf=Rhyolitic volcanic rock facies, Vb=Volcanic breccia facies,

Vt=Andesitic volcanic rock facies. Gcs=Clast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Gms=Matrix supported conglomerate facies,

Sh=Horizontal bedded sandstone facies, St=Trough cross bedded sandstone facies, Sg=Graded bedded sandstone facies,

Ml=Laminated mudstone or siltstone fac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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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대체로 선상지 중부 또는 하부에 발달하는 소규

모 지류(distributary channel)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지류의 측방이동으로 사암상과 이암상이 교호하며, 간

헐적인 판상류(sheet flow)로 렌즈상의 역암상이 협재

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5.4. 상조합 4

상조합4는 점이층리의 사암상(Sg)과 엽층리를 가지

는 실트암 내지 셰일(Ml)이 교호하는 형태를 가지며,

문암동층의 상부 구간에 분포한다. 이는 수심이 깊은

저에너지의 호수 환경으로 해석 된다. 부유된 실트입

자 내지 점토입자가 호수바닥에 침전하여 퇴적되며, 간

헐적으로 저탁류가 발생하여 이암상을 침식시키고 상

향세립화의 저탁암상을 퇴적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흑

색의 이암상은 산소의 순환이 제한적인 환원성 환경으

로 해석된다. 저탁류의 발생은 저에너지 환경에서의 분

지의 간헐적인 구조운동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6. 퇴적층의 퇴적시기

Lim et al.(2003)의 연구에서 문암동층의 흑색 실트

암 및 셰일에서 여러 종의 식물화석을 다수 발견하였

다. 이 연구에 따르면 문암동층에서 산출되는 식물화

석군은 전형적인 전기 중생대의 식물조성을 보이고 있

다. 특히 문암동층의 식물화석군은 동북아시아의

Dictyophyllum-Clathropteris Floral Zone에서 볼 수

있는 식물군 중 주로 나자류(Gymnospermae)인 송백

류와 소철류 화석이 주를 이루는 것이 특징이다. 산출

되는 식물화석들을 근거로 할 때, 문암동층의 지질시

대를 쥬라기로 보고하였으며, 화석의 지질시대로 보아

문암동층은 영월-단양지역, 문경지역, 보령지역 등에 분

포한 ‘대동층군’의 일부에 대비될 것으로 판단하였

다. 본 연구에서는 분지의 형성시기와 퇴적시기를 규

제하기 위하여 문암동층 각 구간별로 U-Pb, K-Ar 및
40Ar/39Ar 연대측정방법으로 절대연령측정을 실시하였다.

6.1. SHRIMP 연대측정

SHRIMP 연대측정은 문암동층 중부구간의 야외노두

에서 채취한 두 개의 신선한 사암시료(MU 1, MU 2)

를 대상으로 실시하였다(Fig. 12). U-Pb-Th 분석을 위

해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 오창센터에 설치

되어 있는 SHRIMP II를 사용하였다. SHRIMP 분석

방법과 절차는 Williams and Claesson(1987), Williams

(1998), Kim et al.(2006a, b)에 의해 기재되어 있으며,

U과 Th의 붕괴상수는 Steiger and Jger(1977)의 값을

사용하였다. 표와 그림들에 실린 분석점 자료와 일치

연령에 표시된 오차범위는 1σ를 나타내고 평균 연령

치에 딸린 오차범위는 2σ(약 95% 신뢰도)를 정의한다.

분석점 직경은 25 µm이며 한 점의 U-Pb 분석마다 필

요한 모든 질량의 동위원소를 5번 반복 정량하였다. 저

어콘 동위원소 자료들은 SQUID(Ludwig, 2001a)와

Isoplot(Ludwig, 2001b) 프로그램을 사용해 처리하였다

(Oh et al., 2006). 

문암동층의 중부구간 MU 1시료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 측정에서 쇄설성 저어콘으로부터 일

치연령에 가까운 41점의 분석치를 얻었으며, 이들에서

얻은 24점의 고원생대 연령 분석치의 가중평균 연령은

1890±11 Ma이다(이하 95%신뢰도, MSWD=3.5)

(Figs. 13, 14). 이는 경기육괴 지질연대 연구의 기존

자료와 잘 부합하는 분석치로 율전지역 기반암의 지질

연대를 지시한다. 한편, 문암동층의 중부구간 MU 2시

료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 측정에서 쇄

설성 저어콘으로부터 일치연령에 가까운 32점의 분석

치를 얻었으며, 이들에서 얻은 7점의 현생이언 연령 분

석치의 가중평균 연령은 229.8±2.5 Ma이다(이하 95%

신뢰도, MSWD=1.17) (Table 1). 이 연대값은 사암의

퇴적물 입자의 연대로서 퇴적시기 자체가 아닌 퇴적작

용의 최고연대를 지시한다. 즉, 229.8±2.5 Ma 연대의

저어콘을 포함하는 MU 2 사암시료의 퇴적작용이 최

Fig. 12. SEM catholuminescence images of zircon grains

from the sandstone of the Munamdong Formation (Sample

MU 1(A) and MU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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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한 229.8±2.5 Ma 이후에 발생하였다는 것을 의미한

다. 이로부터 문암동층 퇴적시기의 최고연대를 트라이

아스기 후기(229.8±2.5 Ma)로 제한할 수 있다. 

한편, CL사진을 관찰하여 저어콘 입자들의 형태와

내부조직에 관한 정보를 얻었다. 고원생대의 저어콘 입

자들은 원마도가 대체로 아원형에 가까우며, 복합기원

으로 추정되는 누대조직이 중첩되는 복잡한 내부조직

을 보인다(Fig. 12). 이로부터 고원생대 저어콘 입자들

이 다양한 지질학적 사건들을 경험하고 지표에 노출되

어 풍화와 침식과정을 거쳐 원거리를 이동한 후에 분

지 내로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229.8±2.5 Ma

연대의 저어콘 입자들의 원마도는 대체로 아각상이며,

단일기원으로 추정되는 누대조직이 특징적으로 발달한

다. 이로부터 229.8±2.5 Ma 연대의 저어콘 입자들은

마그마방에서 결정으로 정출되는 하나의 지질학적 사

건을 기록하고, 후에 지표로 노출되어 풍화와 침식과정

을 거쳐 근거리를 이동한 후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

6.2. K-Ar와 40Ar/39Ar 연대측정

문암동층의 분지의 형성시기의 상한을 결정하기 위

해 문암동층 기저의 안산암시료를 채취하여 K-Ar와
40Ar/39Ar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지질연대측정에 사용

한 문암동층 기저 안산암시료는 문암동층의 경계에 인

접한 야외노두(Fig. 2. site1)에서 채취하였다. 기저 안

산암의 풍화변질이 다소 심하지만, 문암동층 분지의 형

성시기의 상한을 결정하는데 있어 그 중요성이 있다고

판단되어 분석을 실시하였다. 동위원소분석은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의 연대측정팀에서 실시하였

다. 실험에 관한 자세한 전처리 과정 및 실험 방법에

관한 내용은 김정민(2001)와 김종선 외(2005)를 참고

하기 바란다. 

K-Ar 연령계산은 Steiger and Jager(1977)의 붕괴상

Fig. 13.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for the sandstone facies of the Munamdong Formation (Sample MU 1(A) and

MU 2(B)). 

Fig. 14. Probability density diagram for the sandstone facies of the Munamdong Formation (Sample MU 1(A) and MU 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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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λβ=4.962×10-10/yr-1, λe=0.581×10-10/yr-1)를 이용

하여 계산하였다(Kim et al., 2008). 불활성 기체 질량

분석기(static vacuum mass spectrometer, SVMS)를

이용한 K-Ar 연대측정 결과는 203.7±3.9Ma로 측정되

었다(Table 2). 아울러 한국원자력연구소의 하나로

(Hanaro) 원자로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불활성

기체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40Ar/39Ar 연대측정법을

실시하였다. 측정된 동위원소들의 신호는 Uto et al.

Table 1. SHRIMP zircon data from sandstone (MU 1 & MU 2) in the Middle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Grain 

spot 

U

(ppm)

Th

(ppm)

206Pb*

(ppm)

208Pb*

(ppm)

232Th

/238U
±%

206Pb*

/238U
±%

207Pb*

/206Pb
±%

206Pb

/238U

Age (Ma)

207Pb

/206Pb

Age (Ma)

Sandstone MU1 sample

1.1 207 43 57 3.3 0.216 0.9 1.18 0.8 0.1173 0.9 1793±58 1893±18

2.1 828 8 228 0.5 0.010 1.7 1.13 0.4 0.1141 0.4 1780±55 1862±8

3.1 489 231 188 24.3 0.489 0.4 1.57 0.9 0.1576 0.4 2379±79 2426±7

4.1 583 73 172 6.7 0.130 0.8 1.30 0.5 0.1266 0.6 1887±65 2041±11

5.1 672 8 194 0.4 0.013 2.2 1.25 2.3 0.1188 1.0 1855±58 1928±18

6.1 148 112 89 17.0 0.780 0.7 2.57 1.0 0.2742 0.6 3572±320 3326±10

7.1 398 98 134 11.9 0.255 7.1 1.28 11.1 0.1740 14.7 2047±749 2533±290

8.1 389 20 104 0.8 0.053 6.0 1.35 3.6 0.1141 5.7 1734±168 1816±107

9.1 329 291 106 23.6 0.912 4.6 1.87 2.0 0.1509 6.3 1993±178 2346±109

10.1 295 60 85 4.3 0.210 0.8 1.16 1.7 0.1175 0.9 1873±60 1883±19

11.1 721 118 201 9.1 0.170 0.6 1.25 0.4 0.1183 0.9 1795±56 1927±16

12.1 285 98 107 10.2 0.354 1.5 1.35 5.1 0.1526 4.7 2328±82 2371±80

13.1 169 37 55 3.2 0.224 1.1 1.06 1.8 0.1100 1.2 2122±114 1772±25

14.1 508 58 147 4.7 0.117 1.7 1.19 0.5 0.1160 0.6 1872±62 1892±11

14.2 389 51 109 4.8 0.136 2.1 1.05 2.1 0.1342 2.9 1774±63 2151±51

15.1 416 16 134 1.1 0.040 7.1 1.25 2.1 0.1193 4.9 2076±157 1942±88

16.1 576 61 171 4.9 0.110 0.7 1.06 0.5 0.1149 0.6 1912±63 1875±11

17.1 465 39 157 3.3 0.086 8.4 1.21 4.8 0.1140 0.7 2187±121 1859±13

18.1 323 68 89 4.8 0.218 1.2 0.97 3.0 0.1165 0.8 1787±57 1893±16

19.1 569 55 172 5.5 0.100 3.3 1.20 2.7 0.1192 1.1 1939±67 1943±19

20.1 291 215 105 23.7 0.763 1.3 1.36 2.4 0.1544 0.7 2243±75 2386±12

21.1 592 101 182 8.8 0.177 0.7 1.17 4.3 0.1177 1.7 1980±63 1911±31

22.1 354 71 101 5.2 0.206 0.7 1.09 2.5 0.1176 2.0 1849±68 1894±38

23.1 779 95 241 8.1 0.126 3.2 1.21 0.5 0.1182 1.8 1994±73 1916±33

24.1 773 32 242 2.3 0.043 1.1 1.09 3.0 0.1132 1.1 2030±101 1835±21

25.1 422 76 103 4.9 0.186 5.2 1.35 44.5 0.1002 21.7 1609±381 1613±408

26.1 155 128 58 13.0 0.852 0.6 1.30 2.7 0.1455 3.1 2354±85 2276±54

27.1 939 280 278 24.6 0.31 0.35 1.21 1.42 0.1439 0.36 1854±14 2271±6

28.1 282 187 112 21.0 0.69 0.62 1.41 0.73 0.1554 1.89 2465±38 2403±32

29.1 149 35 42 2.7 0.24 1.09 1.19 0.92 0.1171 1.13 1808±29 1903±21

30.1 369 70 104 5.6 0.20 0.60 1.04 0.51 0.1155 0.61 1826±17 1877±12

31.1 682 93 198 7.5 0.14 0.49 1.17 1.08 0.1176 0.40 1871±14 1916±7

32.1 506 11 140 0.8 0.02 1.37 1.10 0.38 0.1141 0.49 1797±14 1863±9

33.1 364 32 98 2.4 0.09 1.88 1.06 1.45 0.1180 1.80 1736±35 1916±33

34.1 142 28 38 2.0 0.21 0.97 1.18 0.78 0.1166 0.97 1723±24 1888±19

35.1 195 95 58 7.4 0.50 0.51 1.15 2.86 0.1145 5.37 1935±64 1863±98

36.1 380 26 101 2.0 0.07 0.85 1.08 2.27 0.1177 0.53 1719±28 1918±10

37.1 237 54 62 3.9 0.23 0.64 1.08 2.06 0.1143 1.26 1685±39 1865±23

38.1 360 80 99 6.3 0.23 0.53 1.13 1.11 0.1173 0.56 1775±16 1901±11

39.1 133 104 45 9.8 0.81 0.57 1.39 1.60 0.1378 0.88 2130±31 2197±16

40.1 656 38 179 2.7 0.06 0.70 1.23 1.00 0.1148 1.17 1772±13 1871±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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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7)의 계산방법을 응용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적인 40Ar/39Ar 비를 구한 후 각 가열 단

계의 연대가 계산되었다. 최종적인 플래토(plateau) 연

대계산은 ISOPLOT(Ludwig, 2001)프로그램을 이용하

였다. 측정결과, 기저 안산암질 화산암의 플래토

(plateau)연대는 정의되지 않았으나, 구간 평균값으로

227.4±8.4 Ma의 연대가 계산되었다(Table 3).

K-Ar과 40Ar/39Ar의 연대측정결과가 서로 상이한 값

을 보이는데, 이는 측정방법과 해석에 따른 차이로 판

단된다. 가열 온도에 따라 단계별로 측정하여 구간별

연대의 의미를 해석하는 40Ar/39Ar 연대측정값이 전체

구간의 평균값인 K-Ar 측정결과보다 적절한 연대를 지

시한다고 판단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문암동층 분

지형성시기와 관련된 화산활동 연대를 227.4±8.4 Ma

로 제한하였다. 이 연대값은 분지형성 시기와 근접하

여 지표로 분출된 화산암의 연대로서 분지형성의 최고

연대로 해석된다. 

6.3. 연대측정결과 토의

본 연구에서는 문암동층 각 구간의 U-Pb, K-Ar 및
40Ar/39Ar 연대측정결과를 종합하여 문암동층이 퇴적된

분지의 형성시기를 삼첩기 후기 일대로 제한한다. 그

Table 1. Continued

Grain 

spot 

U

(ppm)

Th

(ppm)

206Pb*

(ppm)

208Pb*

(ppm)

232Th

/238U
±%

206Pb*

/238U
±%

207Pb*

/206Pb
±%

206Pb

/238U

Age (Ma)

207Pb

/206Pb

Age (Ma)

Sandstone MU2 sample

1.1 131 57 54 3.9 0.45 0.66 1.87 0.70 0.1849 0.61 2534±37 2694±10

2.1 315 75 88 5.0 0.25 0.93 1.24 1.54 0.1165 0.59 1822±17 1894±11

3.1 213 67 76 5.7 0.32 0.61 1.56 1.40 0.1456 0.59 2234±26 2286±11

4.1 71 55 24 4.8 0.79 0.74 1.49 1.82 0.1427 1.04 2144±39 2224±22

5.1 148 135 58 14.2 0.94 0.50 1.66 0.70 0.1599 0.67 2423±34 2450±12

6.1 684 245 217 23.3 0.37 0.32 1.46 0.33 0.1257 0.36 2025±15 2038±6

7.1 509 75 139 4.5 0.15 0.55 1.21 0.80 0.1124 0.48 1775±14 1833±9

8.1 99 100 41 12.3 1.04 0.62 1.59 0.88 0.1572 0.96 2522±45 2412±17

9.1 472 4 131 -0.6 0.01 2.33 1.27 0.41 0.1130 0.50 1803±15 1841±9

10.1 604 86 195 0.3 0.15 0.52 1.49 0.92 0.1419 0.98 2059±17 2249±17

11.1 667 268 185 18.4 0.41 0.33 1.25 1.01 0.1150 0.42 1799±14 1873±8

12.1 254 122 95 12.3 0.49 0.50 1.52 0.56 0.1558 0.57 2338±27 2407±10

13.1 280 71 82 6.0 0.26 0.60 1.27 0.54 0.1153 0.64 1899±20 1881±12

14.1 750 167 208 8.4 0.23 0.38 1.34 0.74 0.1199 0.37 1808±13 1952±7

15.1 411 245 167 30.3 0.62 0.35 1.91 0.42 0.1600 0.38 2497±24 2453±7

16.1 383 36 114 4.2 0.10 0.81 1.31 0.93 0.1133 0.56 1914±18 1854±10

17.1 561 157 146 8.9 0.29 0.89 1.11 0.86 0.1140 0.92 1710±14 1859±17

18.1 562 4 151 -1.9 0.01 2.32 1.21 1.22 0.1132 0.47 1759±14 1848±9

19.1 712 28 201 1.5 0.04 0.90 1.25 1.29 0.1133 1.56 1832±14 1847±28

20.1 231 182 62 12.6 0.82 0.43 1.18 0.60 0.1159 0.74 1751±19 1890±14

21.1 206 90 6 0.9 0.45 0.56 0.13 1.16 0.0558 6.08 225±3 202±206

21.2 186 81 6 0.8 0.45 0.60 0.13 1.22 0.0514 3.52 232±3 259±81

22.1 141 73 4 0.7 0.53 0.63 0.13 1.39 0.0522 3.97 229±3 -237±311

23.1 193 139 68 14.4 0.74 0.51 1.34 0.66 0.1399 0.72 2228±29 2223±13

22.2 158 75 5 0.8 0.49 0.63 0.13 1.34 0.0498 4.38 229±5 94.3±145

24.1 270 11 77 0.3 0.04 1.74 1.10 0.58 0.1158 0.73 1849±20 1872±15

25.1 190 96 6 1.0 0.52 0.57 0.12 6.86 0.0522 7.14 230±3 38.4±249

26.1 220 169 7 1.5 0.79 0.52 0.13 1.15 0.0521 3.65 230±5 163±130

27.1 521 37 140 -1.9 0.07 2.02 1.16 0.44 0.1207 0.47 1757±14 1963±9

28.1 365 56 104 3.7 0.16 0.75 1.10 1.12 0.1162 0.66 1844±19 1877±14

29.1 189 74 6 0.8 0.40 0.69 0.13 1.35 0.0569 4.05 235±3 -44±288

30.1 913 25 261 1.6 0.03 1.00 1.12 0.66 0.1140 0.35 1850±13 186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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러나 K-Ar과 40Ar/39Ar의 연대측정 값들이 상이함과
40Ar/39Ar 연대측정의 플래토연대가 정의되지 않은 것

은 추후 문암동층 기저 화산암에 대한 보다 정밀한 연

구가 수행되어져야함을 시사하고 있다.

한편, 최근의 연구결과에 따르면 경기육괴 북동부지

역의 트라이아스기 심성암류는 234 Ma로부터 227 Ma

사이의 관입시기를 보여주며(Kim et al., 2011; Song

et al., 2011), 이러한 연구 결과들은 본 연구 결과와

대체로 일치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심성암류에 대한

암석학 지화학 및 지질연대 연구결과들에 의하면 경기

육괴 내에 분포하는 트라이아스기 심성암류는 남중국

판과 북중국판의 대륙충돌 이후 생성된 후충돌형(post-

collisional type) 화성활동으로 해석되고 있다(Kim et

al., 2011; Kim et al., 2011; Oh, 2012; Cheong

and Kim, 2012). 이로부터 문암동층의 퇴적분지 형성

은 남중국판과 북중국판의 대륙충돌에 의한 구조운동

및 화성활동과 밀접한 연관을 가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7. 토 의

7.1. 분지형성과 발달 

문암동층의 퇴적학 및 지구연대학 연구를 종합하여

분지형성 모델을 제안한다. 문암동층의 분지형성과 발

달은 순차적인 퇴적상의 변화를 통하여 네 단계로 진

행되었다(Fig. 15).

stage 1: 경기육괴 북동부에는 선캠브리아기 경기육

괴의 지질학적 사건을 기록하고 있는 고원생대 저어콘

결정들이 기반암에 분포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후기

에 경기육괴 북동부의 기반암에 관입한 마그마 방에서

단일기원 누대조직의 저어콘이 결정으로 정출된다. 

stage 2: 경기육괴 북동부는 분지를 형성시킨 구조운

동과 이와 연관된 화산활동에 의하여 지형적 저지대인

퇴적분지가 형성되고, 화산활동의 용암류와 화쇄류가

분지로 유입되어 문암동층의 최하부에 화산암 및 화산

쇄설암상을 퇴적시킨다(퇴적상조합 1).

stage 3: 단층운동을 비롯한 활발한 구조운동으로 확

장하는 분지에 다량의 쇄설성 퇴적물이 유입되어 충적

선상지의 퇴적체를 발달시키며 역암상 및 사암상을 퇴

적시킨다(퇴적상조합 2, 3). 이후 지속적인 융기작용과

함께 풍화와 침식작용이 진행되어 삼첩기 후기 연대의

화성암체가 절개(dissected)되어 삼첩기 후기 연대의 저

어콘 입자들과 기반암의 고원생대 저어콘 입자들이 동

시에 분지로 공급되어 문암동층의 사암체로 퇴적된다.

stage 4: 분지가 최대로 확장하여 호수환경이 발달하

여 세립질의 셰일상이 퇴적되며 간헐적인 저탁류의 유

입으로 점이층리의 사암상이 퇴적된다(퇴적상조합4). 

7.2. 지체구조적 의의

남한에 형성된 트라이아스기 후기-쥬라기 전기의 주

요 퇴적분지들은 조구조작용, 특히 단층작용과 연관된

Table 2. K-Ar age for the volcanic rock in the lowermost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K

(wt%)

sample 

weight (g)

40Arradiogenic

(10-8ccSTP/g)

d40Arradiogenic

(10-8ccSTP/g)

36Ar

(10-10ccSTP/g)

d36Ar

(10-10ccSTP/g)

T

(Ma)
dT

airfraction

(%)

2.865 0.01051 2398.88 2.85 126.77 0.36 203.7 3.9 13.5 

Table 3. 40Ar/39Ar analytical data from whole rock in the lowermost part of the Munamdong Formation

Temp (oC) 40Ar/39Ar 37Ar/39Ar 36Ar/39Ar K/Ca 40Ar* (%) 39Ar (%) Age (Ma) 2s

550 8041.26 3.59 35.93 0.27 -32.0% 1.08% -509.59 106.45

700 11607.55 12.31 25.86 0.081 34.5% 1.03% 584.13 42.39

800 1363.57 0.51 0.59 1.92 87.3% 18.73% 193.33 6.38

850 1111.04 0.27 0.17 3.70 95.4% 14.50% 172.91 6.12

900 1485.39 0.43 0.26 2.32 94.8% 12.41% 226.83 10.45

940 1602.49 0.47 0.25 2.12 95.4% 12.10% 244.88 10.74

1000 1401.09 0.38 0.19 2.58 96.1% 20.14% 217.22 7.03

1040 1288.71 0.63 0.33 1.57 92.6% 11.24% 193.71 6.51

1080 1367.3 1.81 0.71 0.55 84.9% 3.59% 188.91 7.17

1160 6779.65 5.84 1.28 0.17 94.7% 2.67% 862.71 39.25

1220 7693.07 12.76 1.42 0.07 95.1% 0.89% 956.22 46.74

1300 7180.22 17.68 0.08 0.05 100.5% 0.38% 945.94 77.27

1450 6867.44 20.12 3.45 0.05 86.1% 1.24% 808.05 36.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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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분지인 것으로 보고되었다(Choi et al., 1988;

Choi and Lim, 1989, 1990). Lim et al.(2003)은 문

암동층 역시 단층작용과 연관된 구조분지에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고, 분지의 형성을 문암동층의 북쪽방향

으로 가까이 위치한 금왕단층계와 연관될 것으로 추정

하였다. 

한편, 문암동층의 주향은 전체적으로 북동-남서방향

이며, 남동방향으로 경사하고,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

을 향하여 층서가 상부층으로 전이하는 동시에 전체적

인 상향세립화의 경향을 보인다. 즉, 분지의 북서방향

에서 남동방향으로 향할수록 퇴적물의 공급지로부터 멀

어짐을 의미하며, 이는 쇄설성퇴적물이 북서방향에서

남동방향으로 공급되었음으로 판단된다. 

이로부터 분지를 형성시킨 주된 단층운동은 문암동

층의 북쪽방향에서 발생하였을 것이며, 반지구(half

graben)형태의 분지를 형성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문

암동층의 퇴적분지의 구조운동 진화에 관하여 추후에

보다 세밀한 구조지질연구가 수행되어져야 할 것이다.

트라이아스기 후기의 경기육괴에서 발생한 융기작용

과 단층운동을 포함하는 구조운동들은 북중국지괴와 남

중국지괴의 대륙충돌에 기인하는 송림조산운동과 연관

되었을 것이다. 특히, 문암동층의 퇴적분지의 위치, 형

태 및 형성시기와 순차적인 퇴적양상의 변화를 종합하

여 문암동층의 형성이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의 대

륙충돌에 의한 열 개작용(rifting) 또는 붕괴에 기인할

가능성을 시사하고 있다. 트라이아스기 후기 북중국판

과 남중국판의 대륙충돌에 기인하는 문암동층이 경기

육괴 북동부에 위치하고 있음은 대륙충돌대의 연구에

있어 매우 유용한 정보를 제공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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