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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reports a gneiss dome in the Hongseong area, southwestern margin of the Gyeonggi massif. This

gneiss dome, named here as ‘Oseosan dome’ because it is located around the Oseosan, the highest peak along the

western coastal area, is composed mainly of the Neoproterozoic to Paleozoic ortho- and paragneiss, mafic metavol-

canic rock, and metadolerite. Migmatization affected these rock units, in which leucocratic(granitic) materials

derived from anatexis frequently occur as patch and vein parallel to or cutting through internal foliation. The Oseo-

san dome shows overall concentric geometry and outward-dipping internal foliation, but also partly complicatedly

changeable or inward-dipping foliation. Taking available petrological and geochronological data into account, the

Oseosan dome is interpreted to be exhumed quickly into the upper crustal level during the Late Triassic, accompa-

nied in part with anatexis and granite intrusion. In addition, extensional shear zone intruded by the Late Triassic

synkinematic granite and sedimentary basin have been reported around the Oseosan dome. These evidences possi-

bly suggest that the Oseosan dome formed in closely associated with the Late Triassic extensional movement and

diapiric flow. Alternatively, 1) thrust- or reverse fault-related doming or 2) interference between independent folds

during structural inversion of the Late Traissic to Middle Jurassic sedimentary basin can be also considered as

dome-forming process. However, considering the northern limb of the Oseosan dome, cutting by the Late Traissic

granite, and the southern limb, cutting by contractional fault reactivated after the Middle Jurassic, it is likely that

the domal structure formed during or prior to the Late Triassi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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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경기육괴 남서 연변부 홍성지역에 발달하는 편마암 내 돔 구조를 보고한다. 서해안 제1봉 오서산 주변으

로 발달하여 오서산 돔으로 명명된 이 편마암 돔은 주로 신원생대-고생대의 정편마암 및 준편마암, 변성염기성화산암,

변성조립현무암으로 주로 구성된다. 이들 암석들은 혼성암화작용을 경험하였으며, 내부에는 부분용융에 의해 형성된 우

백질(화강암질) 물질이 엽리면을 절단하거나 이에 평행한 패치 혹은 광맥의 형태로 빈번하게 관입되어있다. 오서산 돔은

전체적으로 동심 구조 및 외부를 향하는 내부 엽리를 보이나, 일부 영역에 발달하는 엽리는 복잡한 방향 변화를 보이

거나 내부를 향하는 형태를 보이기도 한다. 그간 오서산 돔 내부에서 보고된 암석학적, 연대학적 정보들을 종합해보

면, 오서산 돔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빠르게 상부지각으로 융기하였으며 이와 유사한 시기에 일부 부분용융작용 및

화강암의 관입을 경험하였다. 더불어 주변으로는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운동동시성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는 확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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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 전단대 및 퇴적분지 발달이 보고된 바 있다. 이러한 양상은 오서산 돔이 후기 트라이아스기 확장성 운동 및 이에

수반된 다이어퍼 상승흐름과 연관되어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할 수 있다. 또 다른 시각에서 편마암 내 돔 구조의

발달이 후기 트라이아스기~중기 쥬라기 퇴적분지의 구조역전 과정에서 1) 충상단층 내지는 역단층에 수반되었거나,

2)독립적인 습곡들의 상호 간섭에 의해 야기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재할 수는 없다. 하지만 돔의 북측 날개부가 후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양상이나 남측 날개부가 압축변형 과정에서 재활성된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양상을 미루어 보았을 때, 편마암 내 돔 구조의 발달 시기는 후기 트라이아스기 혹은 그 이전일 가능성이 높다.

주요어 : 오서산 돔, 편마암 돔, 부분용융, 다이어퍼 흐름, 확장성 운동

1. 서 론

편마암 돔(gneiss dome)은 주로 편마암(혼성편마암

혹은 정편마암)이나 화강암이 중심부에 분포하며 엽리

면이 전반적으로 외부로 향하는 형태를 가지는 돔 형

태의 변형 산물을 그 형성기작에 관계없이 총칭하는

용어이다. 많은 경우 혼성편마암, 정편마암, 화강암으

로 구성된 중심부가 변성퇴적암에 의해 덮여 있는 형

태를 보이기 때문에 본래의 명칭은 ‘덮인 편마암 돔

(mantled gneiss dome)’으로부터 유래하였으나(Eskola,

1949), 깊은 침식에 의해 상부 변성퇴적암이 관찰되지

않는 편마암 돔 역시 보고된다(e.g. Holm and Lux,

1996; Borradaile and Gauthier, 2003). 편마암 돔은

북미 코디에라(North American Cordillera; e.g. Coney,

1980; Armstrong et al., 1991), 히말라야(Himalaya;

e.g. Lee et al., 2004; Horton et al., 2014), 알프스

(Alps; e.g. Axen et al., 1995), 아팔라치아(Appalachia:

e.g. Dietsch, 1989), 다비-수루(Dabie-Sulu; e.g. Faure

et al., 1998, 2003) 등을 포함한 전 세계 다양한 시기

의 조산대에 편재하여 발달한다. 이는 편마암 돔이 조

산운동과 관련된 일련의 열-역학적인 기작들에 의해 형

성된다는 것을 지시한다.

본 단보는 경기육괴 남서 연변부 홍성지역에 발달하

는 편마암 내 돔 구조에 대해 다룬다. 오서산 주변으

로 발달하여 ‘오서산 돔(Oseosan dome)’으로 명명된

이 돔 구조는 그간 지층에 대한 불명확한 분류와 공간

기하학적 이해 부족에 기인하여 연구자들 사이에서 인

지되지 못하였다. 오서산 돔의 존재는 근래 홍성지역

지구조층서도(Kim et al., 2014a, b) 발간을 위한 야

외조사 과정에서 처음으로 인지되었으며, 본 단보에서

이에 대해 처음으로 보고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경기육괴 남서부 홍성지역은 신원생대 및 고생대에

활동성 대륙연변부(active continental margin)에 자리

하고 있었으며, 중생대 대륙 충돌 및 그 이후 지각이

얇아지는 후충돌 과정을 경험하였다(Kim et al.,

2014a, b and references therein). 이러한 지각 진화

사의 증거는 특히 오서산을 포함하는 홍성 지역 중부에

서 잘 인지된다. 이 지역(Fig. 1a)은 고원생대 정편마암

및 준편마암(Kim et al., 2008; Park et al., 2014b),

신원생대 편마암(주로 정편마암) 및 변성염기성암(Oh

et al., 2005; Kim et al., 2006, 2008, 2013; Kwon

et al., 2013; Park et al., 2014b), 전기~중기 고생대

준편마암-변성염기성화산암-변성조립현무암(Kim et al.,

2015)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다. 이들은 중기 고생대 그

리고/혹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변성작용(Oh et al.,

2014; de Jong et al., 2015)을 경험하였으며, 부분적

으로 에클로자이트상 내지는 고압 백립암상의 변성광물

조합을 간직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Oh et al., 2005;

Kim et al., 2006; Park et al., 2014b). 한편 이 지

역에는 일부 후기 고생대(Kim et al., 2011c; Kwon

et al., 2013; Park et al., 2014a) 내지는 후기 트라

이아스기(Seo et al., 2005, 2013; Oh et al., 2010,

2012) 사문암화작용의 증거를 보이는 렌즈상의 초염기

성암이 발달하며, 더불어 후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

(Oh and Kim, 2013) 및 후기 트라이아스기∼중기 쥬

라기 육성퇴적층(Choi et al., 1987; Park and Noh,

2015)이 분포한다. 후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류의 경우

대부분 고칼륨 캘크-알칼라인(high-K calc-alkaline)에서

쇼쇼나이트(shoshonitic)까지의 성분을 가지며 후충돌

형 마그마 사건(post-collisional magmatism)을 대변한

다(Oh and Kim, 2013).

3. 오서산 돔의 특징

3.1. 암상 특징

오서산 돔(Oseosan dome)은 서해안 제1봉인 오서

산 주변으로 발달하는 편마암 내 돔 구조로 정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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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a). 이 돔 구조의 중심부는 신원생대 편마암(주

로 정편마암)과 전기~중기 고생대의 편마암으로 주로

구성된다. 신원생대 편마암은 주로 화강섬록암과 토날

라이트의 성분을 가지며, 렌즈상의 대리암과 각섬암을

부분적으로 포획한다(Kim et al., 2014a). 봉수산 주변

암체 내부에는 특징적으로 마그마 유동에 의한 엽리가

잘 발달하는데(Fig. 2a), 전반적으로 고철질 광물 함량

이 높은 곳에서의 엽리발달강도가 높다. 전기~중기 고

생대의 편마암은 준편마암, 변성염기성화산암, 변성조

립현무암으로 세분된다(Kim et al., 2014a). 이들은 대

부분 호상구조를 잘 나타내며(Fig 2b-d), 백립암상의

변성작용(약 9.2-12.0 kbar, 770°-870°; Kim et al.,

2016)을 기록한다. 이 중 변성조립현무암의 경우 세립

질의 변성반려암으로서 특징적으로 각섬석과 장석입자

로 인하여 외견 상 소금과 후추를 뿌려놓은 듯한 형태

(salt-and-pepper appearance)를 보인다(Fig. 2d). 

돔 구조 내부에는 렌즈상의 사문암과 변성염기성암,

그리고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류가 빈번하게 관

입되어 있다(Fig. 1a). 사문암 내부에는 특징적으로 다

양한 시기의 변성염기성암, 화강암, 화산암 등의 블록

이 함유되어 있다(Kim et al., 2011c). 이 중 일부 변

성염기성암괴는 고압의 변성작용을 기록한다(약 11.8-

16.3 kbar, 690°-780°; Oh et al., 2004). 이는 초염기

성암이 사문암화되고 압출(extrusion)되는 과정에서 그

주변에 분포하는 암석들을 암괴로 포획하였음을 지시

할 수 있다. 변성염기성암의 경우 주로 백립암상 및

감섬암상의 광물조합을 보인다. 이들 변성염기성암 렌

즈들은 대부분 신원생대 혹은 트라이아스기 관입 산물

로서 해석된다(Kwon et al., 2013). 한편 화강암류는

반화강암, 우백질 화강암, 몬조섬록암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암석들은 괴상 내지는 엽리상이며 암주상으로 관

입되어 있다. 

상술한 암상 단위들 중 신원생대와 고생대 암석들은

부분용융작용(anatexis)을 경험하였으며, 이를 통해 형

성된 우백질(화강암질) 물질, 즉 류코솜(leucosome)은

엽리면을 절단하거나 이에 평행한 패치 혹은 광맥의

Fig. 1. (a) General geologic map of the middle part of the Hongseong area, southwestern margin of the Gyeonggi massif,

South Korea, modified from Kim et al. (2014a). It is notable that a domal structure, being composed primarily of the

Neoproterozoic to Paleozoic gneisses and the Triassic granites, is defined around the Oseosan. Thick dotted lines represent

boundaries of structural domains (b) π-diagram (equal-area lower-hemisphere plot of the poles to foliation) in each structural

domain. The poles to foliation lie on a great circle girdle which pole gives the local fold axis, except for those in the

domain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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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태로 나타난다(Fig. 2a-c). 우백질 물질의 주입은 여

러 단계에 걸쳐 발생하였는데, 주입 단계에 따라 엽리

의 형성과 관련된 습곡에 의해 변형을 받거나 엽리를

절단하는 특징을 반복적으로 보인다(Fig. 3). 이러한 현

상은 부분용융작용 및 관련된 우백질 물질의 주입이

운동동시성(synkinematic)으로 발생하였다는 것을 지시

한다(Passchier et al., 2005). 

3.2. 구조적 특징

오서산 돔은 단층의 발달 혹은 화강암의 관입에 의

해 분포 영역이 제한된다(Fig. 1a). 돔의 남동측을 따

라 발달하는 단층은 현재 북서쪽으로 이동방향을 가지

는 충상단층 내지는 역단층의 성격을 보인다(장산단층

및 청라단층; Park and Noh, 2015). 일부 구간에서는

특징적으로 돔 구조를 정의하는 편마암 내 엽리가 이

들 단층과 아수직하게 만나 절단되는 양상이 인지된다

(Fig. 1a). 반면 돔의 서쪽 경계를 이루는 단층의 경우

정확한 운동학적 특성을 파악하기 어려우나, 암상 분

포를 고려하였을 때 단층의 동측 영역이 상대적으로

침강하는 운동 요소가 존재하였음을 기대할 수 있다.

이러한 단층들은 돔의 분포를 규제하고 있지만 현재

인지되는 단층의 운동학적 특성과 돔의 형성 기작과

직접적인 연관이 있는지에 대한 여부는 명확하지 않다.

1)현재 역이동성분(reverse component of movement)

을 가지고 있는 단층들은 구조역전(structural inversion)

의 산물로서 해석된 바 있으며(Park and Noh, 2015),

2) 돔 구조를 포함하는 지구조 영역의 경계부에 정이

동성분(normal component of movement)을 가지는

전단대가 발달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기 때문에

(Kihm, 2012), 편마암 돔의 형성이 인장 환경에서 이

루어졌을 가능성 역시 배제할 수 없다. 관련된 내용은

이후 토의부에서 다시 언급하도록 하겠다. 

오서산 돔은 지층의 자세변화에 따라 6개의 영역으

로 분대된다(Fig. 1a-b). 영역 1은 보령시 청소면 남측

에 제한되며, 고생대 준편마암과 변성조립현무암으로

구성된다. 이들 영역에 분포하는 암석들은 주로 북서-

남동~북동-남서의 주향을 가지며 북서~남서 방향(돔

의 외부 방향)으로 경사한다. π-다이어그램을 통해 제

Fig. 2. Outcrop photographs of lithologic units in the Oseosan gneiss dome. (a) Neoproterozoic orthogneiss showing

magmatic foliation and migmatitic structure, (b) Paleozoic paragneiss showing banded and migmatitic structure, (c)

Paleozoic mafic metavolcanic rock showing banded structure, (d) Paleozoic metadolerite showing banded structure and salt-

and-pepper appearance due to mix of white feldspar and black amphib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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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된 영역 내 습곡의 축은 205°/30°(trend/plunge)이다.

영역 2는 홍성군 장곡면과 청양군 화성면 사이에 걸쳐

정의된다. 이 영역을 이루는 지층은 고생대 준편마암

과 변성조립현무암으로 주로 이루어져 있으며, 대부분

북동-남서의 주향을 가지고 남동(돔의 외부 방향) 내지

는 북서(돔의 내부 방향) 방향으로 경사한다. 영역 2

내부에서 정의되는 습곡축은 229°/28°(trend/plunge)이

다. 영역 3은 홍성군 장곡면 동측에 제한되며, 신원생

대 편마암(주로 정편마암)과 고생대 준편마암 및 변성

조립현무암으로 구성된다. 이 영역을 이루는 암석은 주

로 북동-남서~북서-남동의 주향을 가지며 북동~북서

방향으로 경사한다. 이는 타 영역에서와는 달리 전체

적으로 돔 구조의 내부를 향해 경사하는 양상이다. 영

역 3에서 정의되는 습곡축은 353°/61°(trend/plunge)이

다. 영역 4는 예산군 대흥면 남서측과 광시면 북측에

걸쳐 정의된다. 영역 4를 이루는 암석은 주로 신원생

대 정편마암이며, 내부엽리는 주로 북북서-남남동~북

동-남서 주향을 가지고 돔의 외부 방향으로 경사하는

특징을 보인다. 영역 4에서 제시되는 습곡축은 146°/

61°(trend/plunge)이다. 영역 5는 홍성군 금마면 동측,

홍동면, 광천읍 북측에 걸쳐 정의된다. 영역 5는 주로

신원생대 편마암(주로 정편마암)과 고생대 변성조립현

무암 및 변성염기성화산암으로 구성된다. 이들 지층들

은 남-북~동-서 주향을 가지며, 서~동쪽을 향해 돔의

외부 방향으로 경사한다. 영역 5 내부에서 정의되는 습

곡축은 310°/68°(trend/plunge)이다. 마지막으로 영역 6

은 대부분 고생대 준편마암 및 변성조립현무암으로 이

루어져 있으며, 홍성군 광천읍 남측과 장곡면 서측, 그

리고 보령시 청소면 북측에 걸쳐 정의된다. 이 영역은

오서산을 포함하며, 넓지 않은 지역임에도 내부 엽리

의 방향 변화가 매우 극심하여 통계적으로 습곡축을

정의하기 불가능하다. 영역 6에서 측정된 내부 엽리의

Fig. 3. Geologic sketch of synkinematic leucocratic(granitic)

veins in the migmatized Paleozoic paragneiss. The relative

age relationship of veins recognized in the photograph (I-IV)

is shown in the sketch. Relatively younger veins tend to be

less folded, and at a higher angle to the regional foliation

than older veins. I-IV: synkinematic leucocratic(granitic)

veins.

Fig. 4. Outcrop photograph of dome-and-basin structure.

The interference pattern is especially well developed in the

domain 6, in which the foliation attitude is changeable so

that π-girdle is not defin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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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 변화가 극심한 이유는 노두 규모의 습곡이 다른

영역에 비해 빈번하게 발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습

곡들은 특징적으로 노두 규모에서 돔-분지(dome-basin)

의 형태를 보인다(Fig. 4). 

정리하자면 오서산 돔 내부 지층의 자세는 일부 영

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중심으로부터 외부로 향

하는 특징을 보인다. 하지만 지층 자세의 공간적 변화

는 단순한 형태의 돔을 정의한다기 보다는 다소 복잡

한 양상을 보인다. 돔 내부에 발달하는 렌즈상 사문암

의 방향이 이러한 지층 자세의 공간적 변화를 반영하

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Fig. 1). 

4. 토의 및 결론

편마암 돔의 형성기작 및 환경에 대해서는 그간 많

은 논의가 있어왔다. 1) 상하 지층 간 밀도 역전에 의

한 레일리-테일러 불안정성(Rayleigh-Taylor instability)

과 다이어퍼 흐름(diapiric flow)(e.g. Fletcher, 1972;

Teyssier and Whitney, 2002), 2) 압축 환경에서 점

성(viscosity)의 수직적 변화에 의한 불안정성(e.g.

Fletcher, 1995), 3) 수평적으로 속박된 환경에서 광역

적 신장 방향에 수직으로 작용하는 횡압축(transverse

compression)(e.g. Yin, 1991; Harris et al., 2002),

4)동시에 작용하는 서로 수직적인 수축변형(orthogonal

contraction) 혹은 두 번 이상의 습곡작용 중첩(e.g.

Ramsay, 1967; Fowler and Osman, 2001), 5) 충상

단층 듀플렉스 발달(e.g. Makovsky et al., 1999), 6)

인장 환경에서의 분리 단층(extensional detachment

fault) 발달 및 이에 따른 지각평형 반발(isostatic

rebound) (e.g. Lister and Davis, 1989; Spencer,

2000), 7) 폭넓은 주향이동전단대 내에서의 습곡작용

(e.g. Pêcher and Le Fort, 1999) 등이 편마암 돔 형

성과 관련되어 제안되어 온 주된 지질학적 프로세스

및 역학적 모델이다. 하지만 하나의 편마암 돔의 형성

기작에 대한 다양한 의견이 공존하는 점(ex. Bhazun

dome, western Himalaya: diapiric dome model by

Kündig (1989) vs extensional detachment fault model

by Robyr et al.(2002))을 비추어 보았을 때, 사실상

많은 경우 여러 가지 원인이 복합적으로 작용하여 편

마암 내 돔 구조가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 

본 단보에서는 오서산 돔의 형성 기작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는 다루지 않는다. 다만 그간 보고된 자료들

을 살펴보면 오서산 돔의 형성기작과 관련하여 몇 가

지 주목해야 할 점이 발견된다. 오서산 돔은 Kim et

al.(2014a)에 의해 정의된 홍성지역 지구조 영역 2(신원

생대 및 고생대 호-전호(arc-forearc) 환경 영역)에 발

달한다. 이 영역에 분포하는 암석들은 1) 실루리아기-

데본기(약 440-400 Ma) 및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5-228 Ma)의 변성작용과 혼성암화작용의 증거들을

간직하고(Oh et al., 2014; de Jong et al., 2015;

Kim et al., 2008; 2016; Kwon et al., 2013), 2)등

온감압(isothermal decompression)으로 특징지어지는

빠른 수직 이동에 따라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28 Ma)

에 상부지각으로 융기하였으며(de Jong et al., 2015),

3)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7-222 Ma) 후충돌 화강암

류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Oh and Kim, 2013). 더불

어 4) 영역 경계부에는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0 Ma)

운동동시성(synkinematic)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

는 저각의 확장성 전단대(low-angle extensional shear

zone)가 발달하고(Kim, 2012), 5) 후기 트라이아스기부

터 퇴적이 시작된 육상분지가 영역 내부 및 주변으로

존재한다(Choi et al., 1987; Park and Noh, 2015).

상술한 내용들을 종합해보면, 오서산 돔에 분포하는 고

변성암들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상부 지각으로 빠르

게 융기하였으며 이는 저각의 확장성 전단운동, 부분

용융작용, 화강암 관입, 퇴적분지 발달과 유사한 시기

에 발생한 것이다.

상술한 양상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홍성지역에서

발생된 인장형 분리 단층 및 물질의 상승흐름이 오서

산 돔의 형성과 밀접한 관련이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

다. 편마암 돔에서는 많은 경우 등온감압 중 탈수용융

(dehydration melting)이 발생되어 부력이 작용하며,

부력에 의한 다이어퍼 상승흐름은 또다시 등온감압을

야기하여 상호 피드백이 이루어진다(Teyssier and

Whitney, 2002; Whitney et al., 2004). 이렇듯 다이

아퍼 흐름에 의한 돔 형성은 심부 물질의 융기 및 열

이류(thermal advection)에 매우 효과적인 기작으로 고

려된다(Teyssier and Whitney, 2002; Fayon et al.,

2004). 한편 저각의 정단층으로 특징지어지는 인장환경

에서의 분리 단층은 두꺼워진 대륙지각의 중 ·하부에

위치한 뜨거운 지각물질의 다이어퍼 흐름을 야기할 수

있으며, 이 흐름이 지속적이며 효과적으로 발생될 수

있도록 도움을 준다(e.g. Vanderhaeghe et al., 1999).

그 과정에서 분리단층 상부에는 분지(supradetachment

basin)가 형성되어 주변에서 공급된 물질들이 퇴적된다

(e.g. Andersen, 1998). 이렇듯 전세계 많은 편마암 돔

지대에서 인지되는 부분용융 및 다이어퍼 흐름, 고변성

암의 융기, 저각의 분리단층 및 분지 발달은 오서산 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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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의 후기 트라이아스기 지질 정보와 비교적 잘 일

치한다. 유사한 개념으로서 경기육괴의 후기 트라이아

스기 확장성 운동 및 변성심부복합체(metamorphic

core complex)로서의 가능성은 이미 Kim et al.(2000)

과 de Jong et al.(2015)에 의해 제시된 바 있다.

한편 또 다른 시각에서 후기 트라이아스기~중기 쥬

라기 지층의 퇴적 이후 분지의 구조역전 과정(Lim

and Cho, 2012; Park and Noh, 2015)에서 오서산

돔이 형성되었을 가능성 역시 배재할 수는 없다. 즉,

압축 변형 단계에서 편마암 내 돔 구조가 1) 충상단층

내지는 역단층에 수반되었거나, 2) 독립적인 습곡들의

상호 간섭에 의해 야기되었음이 해석 가능한 것이다.

이는 앞서 설명한 편마암 돔의 형성 원인 중 네 번째

및 다섯 번째 기작에 해당한다. Cluzel (1992)과 Lim

and Cho (2012)는 홍성지역 주변에 발달하는 후기 트

라이아스기~중기 쥬라기 지층이 중기~후기 쥬라기에

작용된 두 번의 압축변형을 경험한 것으로 보고한 바

있다. 이들이 정의한 첫 번째 변형작용은 북서-남동 내

지는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압축에 의해 야기된 북동-

남서 혹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충상단층과 습곡구조

로 대표되며, 두 번째 변형작용은 남-북 방향의 압축에

의해 발생된 동-서 방향의 역단층과 습곡구조로 설명

된다. 이들은 더 나아가 독립적으로 형성된 두 습곡의

중첩에 의해 퇴적층 내에 돔-분지 구조(doma-and-

basin structure)가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의견을 고려한다면, 기반암 내 돔 구조가 중기 쥬라기

이후에 퇴적층을 변형시킨 압축구조와 연관되어 형성

되었다는 해석이 일견 조화로워 보인다. 하지만 돔의

북측 날개부가 후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에 의해 절단

되어 있는 양상이나 남측 날개부가 후기 트라이아스기

~중기 쥬라기 지층의 퇴적 이후 분지의 구조역전 과

정에서 재활성된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있는 양상

(Fig. 1a)을 미루어 보았을 때, 편마암 내 돔 구조의 발

달 시기는 후기 트라이아스기 혹은 그 이전일 가능성

이 높다.

종합하자면 본 연구에서 보고하는 오서산 돔은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확장성 운동 및 이에 수반된 다이어퍼

상승흐름을 지시하는 중요한 증거로서 의미를 가질 수

있다. 하지만 보다 정밀한 오서산 돔의 형성 모델을

수립하기 위해서는 향후 체계적인 추가연구가 필요하

다. 특히 위치 별 운동학적 특성 및 열연령 변화, 암

석의 P-T-t 경로와 부분용융의 기작, 주변에 발달하는

대규모 지질구조와 돔과의 공간기하학적 상관관계 등

에 대한 정밀한 연구가 필수적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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