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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defines the mineralogical, micro-textur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for the carbonate rocks and

discusses the fluids that have affected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of the Lower Makgol Formation in Seokgaejae

section. Based on analysis of X-ray Diffraction (XRD),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SEM-EDS),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EPMA-

WDS) and Laser Abla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LA-ICP-MS), carbonate miorofacies in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are distinguished and classified into four types. Type 1

dolomite (xenotopic interlocking texture) and Type 2 dolomite (idiotopic interlocking texture) have relatively high

Mg/Ca ratio, flat REE pattern, low Fe and Mn. Extensively interlocking textures in these dolomites indicate

constant supply of Mg ion from hypersaline brine. Type 3 and Type 4 dolomite (scattered and loosely-aggregated

texture) have relatively moderate Mg/Ca ratio, MREE enriched pattern, low to high Fe and Mn. These partial

dolomitization indicate limited supply of Mg ion under the influx of meteoric water with seawater. Also, the

evidence of Fe-bearing minerals, recrystallization and relatively high Fe and Mn in Type 4 indicates the influence

of secondary diagenetic fluids under suboxic conditions. Integrating geochemical data with mineralogical and micro-

textural evidence, the discrepancy between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indicates

different sedimentary environment. It suggest that hypersaline brine have an influence on the basal member, while

mixing meteoric water with seawater have an effect on the lower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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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는 석개재 지역 하부 막골층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광물조성, 미세구조 및 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하고 퇴

적 환경에 영향을 준 유체의 특성에 대해 고찰해보았다. X-선 회절을 이용한 광물 정량 분석, SEM-BSE를 이용한 미

세구조 분석에 근거하여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의 탄산염암 미세구조를 4가지 Type으로 분류하고, EPMA 및 LA-ICP-

MS를 이용해 각 Type 내 탄산염광물을 대상으로 주원소 및 미량원소를 분석하여 비교하였다. 다양한 크기의 반자형

에서 타형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치밀하게 맞물린 구조를 갖는 Type 1과 다양한 크기의 자형에서 반자형의 돌로마이

트 결정이 치밀하게 맞물린 구조를 갖는 Type 2의 돌로마이트는 상대적으로 높은 Mg/Ca ratio, 평평한 기울기의

REE 패턴, 낮은 또는 중간 이하의 Fe 함량, 낮은 Mn 함량 특성을 가진다. 돌로마이트가 광범위하고 치밀하게 맞물린

구조로 나타나는 것은 고염수로부터 지속적인 Mg 유입의 가능성을 지시한다. 반면, 세립질의 자형에서 타형의 돌로마

이트 결정이 산재된 특성을 보이는 Type 3와 다양한 크기의 자형에서 반자형의 돌로마이트 결정을 갖는 Type 4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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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2에 비해 돌로마이트 결정의 미세구조가 덜 치밀하게 맞물린 형태를 가진다. 또한 상대적으로 낮은 Mg/Ca

ratio, MREE가 부화된 패턴, 중간 이상의 또는 높은 Fe 및 Mn 함량 특성을 가진다. 부분적인 돌로마이트화와 덜 치

밀하게 맞물린 구조가 관찰되는 것은 해수와 염수의 혼합수 환경에서 Mg의 제한적인 유입을 지시한다. 또한 Type 4

에서 나타나는 철함유 광물과 돌로마이트 결정에서 관찰되는 재결정화와 상대적으로 높은 Fe, Mn 함량을 갖는 특성

은 속성 유체의 영향과 아산화 환경에 노출되면서 돌로마이트가 재결정화 작용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의 주구성광물인 돌로마이트와 방해석의 광물학적, 미세구조적, 지화학적 분석을 종합한 결과, 최하부는

고염분의 대규모 퇴적수 영향을 받았고 하부는 담수와 해수의 혼합수 환경에서 속성 유체 영향을 받았음을 뒷받침한다.

주요어 : 석개재, 막골층, 탄산염암, 돌로마이트, 미세구조

1. 서 론

하부 오르도비스기 막골층은 한반도 중동부의 대규

모 탄산염암-쇄설성 규산염암 복합체(mixed carbonate-

siliciclastic sequence)가 분포하는 캠브리아기-오르도비

스기(Cambrian-Ordovician) 조선누층군의 태백층군에

속하며(Kobayashi, 1966; Cheong, 1969; Choi, 1998;

Fig. 1a), 주로 천해성의 탄산염암(shallow water

carbonates sequence)으로 구성되어 있다(Paik, 1987;

Woo, 1999; Choi et al., 2004). 막골층은 퇴적구조

및 암상관찰에 근거하여, 조간대(tidal flat) 환경에서 퇴

적된 것으로 해석되었으며(Paik, 1985, 1986, 1987;

Woo and Park, 1989), Paik(1986)에 따르면, 막골층

의 탄산염암은 해수 및 담수에 의한 속성 작용의 영향

을 받았고 해수와 담수의 혼합(mixed saline and

fresh water)이 막골층의 돌로마이트 형성에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되었다.

탄산염암은 천해 탄산염암 대지(carbonate platform)

에서 퇴적될 때 수 m 또는 수십 m 규모의 연속적인

상향천해화(shallowing-upward successions)를 이루며 퇴

적되는데, 일부 구간에서 돌로마이트가 우세한 암상 또

는 부분적으로 돌로마이트화된 암상이 반복적으로 퇴적

되는 특성이 존재한다(Fischer, 1975; Hoffman, 1975;

Wright, 1984; Goodwin et al., 1986; Anderson and

Goodwin, 1990; Pratt et al., 1992). 돌로마이트는

직접침전(directly precipitated dolomite), 방해석에 의

한 치환(replacive dolomite) 또는 열수에 의한 영향

(hydrogeothermal dolomite phase)으로 형성되는데,

돌로마이트 형성에 필요한 Mg의 충분한 공급과 Mg

공급을 위한 운반 작용(delivery mechanism)이 전제조

건으로서 충족되어야 한다(Morrow, 1982). 이를 토대

로 탄산염암 대지에서 돌로마이트의 형성 환경을 설명

하기 위해 돌로마이트화 작용(dolomitization process)

에 대한 여러 가지 모델이 제시되고 있다(Murray and

Lucia; 1967; Young and Greggs, 1975; Wilson, 1975;

Eluik, 1978; Sears and Lucia, 1980; Morrow, 1982).

Fig. 1. (A) Geologic map for the Seokgaejae section in southeastern margi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GF=Gwanghwalri fault. Modified from Choi et al. (2004). (B) Vertical variations (wt %) of major mineral components for

the Myobong, Daegi, Hwajeol, Dumugol and Makgol Formations of Taebaek Group in Seokgaejae section. Darkly shaded

area in this map indicates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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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현생 환경에서는 매우 적은 양의 돌로마이트

만이 발견된다는 점에서 고환경에서의 돌로마이트화 작

용에 대한 논의는 계속되고 있으며(Hardie, 1987;

Hass and Demeny, 2002; Machel, 2004; Ziya, 2013;

Sena et al., 2014), 탄산염암 대지에서의 돌로마이트의

성인을 규명하기 위한 연구로 돌로마이트가 발견되는

층서적 위치와 조직적, 지화학적 결과를 종합하기 위

한 시도가 국내외적으로 다수 이루어지고 있다. 국내

에서는 암상 관찰, 미세구조 관찰, 산소동위원소 분석,

지역별 Sr 함량 차이 비교에 근거하여 탄산염암의 퇴

적 환경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Paik, 1986;

Paik, 1987; Woo and Park, 1989; Chung et al., 1993;

Woo and Choi, 1993; Yoo et al., 1994; Woo and

Moore, 1996; Yoo and Lee, 1998; Woo, 1999). 국

외에서는 탄산염암의 미세구조 관찰, 산소동위원소 분

석, 미량원소의 거동을 기반으로 하여 퇴적에 영향을

준 유체의 거동을 밝히는 연구가 진행되어왔다

(Dunham and Oslon, 1978; Brand and Veizer, 1980;

Gregg and Sibley, 1984; Sibley and Gregg, 1987;

Mozley, 1989; Reinhold, 1998; Conliffe et al., 2009).

최근에는 탄산염 광물을 대상으로 보다 미세영역에서

의 지화학적 정보를 얻기 위한 종합적인 연구가 시도되

고 있는데(Vandeginste and John, 2012; Zhang et al.,

2014; Huaguo et al., 2014; Chakhmouradian et al.,

2016; Olanipekun and Azmy, 2017), 국내에서는 아

직까지 이와 같은 연구가 시도된 바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캠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조

선누층군의 탄산염암-쇄설성 규산염암의 퇴적암 복합

체가 연속 노두로서 나타나는 석개재 지역의 탄산염암

을 대상으로 보다 미세영역에서의 지화학적인 정보를

얻기 위한 연구를 시도하였다. 선행연구로서 조선누층

군의 순차적인 층서가 발달한 석개재 지역에서(Fig. 1a),

탄산염암의 광물학적 분포를 우선적으로 확인하기 위해

묘봉층 상부부터 막골층 하부까지를 대상으로 대표 암상

을 샘플링하여 광물 정량 분석을 실시하였다(Fig. 1b).

그 결과, 다른 층에 비해 하부 막골층에서 탄산염 광

물이 상대적으로 매우 우세하게 분포함을 확인하였다.

특히, 기존 연구(Choi et al., 2004)에서 구분한 막골

층의 최하부와 하부의 탄산염암에서 광물조성이 매우

상이하게 나타나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이 점에 주목

하여 막골층 중에서도 노두가 온전하게 보전되어 있는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를 대상으로 2차 샘플링을 하여

연구를 진행하였다.

본 연구는 하부 막골층을 대상으로 육안관찰에 의한

퇴적상을 관찰한 후, X-선 회절을 이용한 광물 정량

분석, SEM-BSE를 이용한 미세구조 분석, EPMA 및

LA-ICP-MS를 이용한 주원소 및 미량원소 분석을 통해,

하부 막골층 탄산염암의 광물조성과 주구성광물의 함

량을 결정하고 미세구조적 및 지화학적 특성을 종합하

여 탄산염암 퇴적 당시 돌로마이트의 형성에 영향을

준 유체의 기원과 퇴적 환경 해석에 광물학적 증거를

제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이는 육안 관찰로 확인되지

않는 암상의 미세구조와 광물학적 및 지화학적 특성에

대한 추가적인 정보를 제공하여 탄산염암의 형성 과정

에 영향을 준 유체의 성분을 밝히고 퇴적 환경 해석과

속성 과정을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

2. 지질개요

태백산 분지는 한반도 중동부에 위치하며 선캄브리

아기 홍제사 화강암의 기반암을 부정합으로 덮는 하부

고생대의 조선누층군과 그 위를 부정합으로 덮는 상부

고생대의 평안누층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태백산 분지

는 퇴적 당시 얕은 바다 환경이었으며, 탄산염암과 사

암 및 셰일의 쇄설성 퇴적물로 이루어진 조선누층군과

두꺼운 쇄설성 복합체로 이루어진 평안누층군을 형성

하였다(Cheong, 1969; Chough et al., 2000). 태백산

분지에 분포하고 있는 조선누층군은 캠브리아기-오르

도비스기에 쌓인 탄산염암-쇄설성 규산염암의 퇴적암

복합체로 구성되며, 지역에 따라 태백층군, 영월층군,

용탄층군, 평창층군, 문경층군으로 분류된다(Choi,

1998). 본 연구대상인 석개재 지역은 태백층군이 관찰되

는 곳으로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리와 강원도 삼척시 가

곡면 풍곡리의 경계부에 위치한다(Fig. 1a). 약 1,100 m

두께의 탄산염암-쇄설성 규산염암의 퇴적암 복합체가

임도를 따라 노출되어 있으며 하부로부터 면산층, 묘봉

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이 나타난다. Choi et al. (1998)은

태백층군을 하위 5개의 층으로 구성된 캠브리아기의

직동아층군, 상위 5개의 층으로 구성된 오르도비스기

의 상동아층군으로 소분류하였고, 석개재 지역의 태백

층군의 암상을 15개의 쇄설성 규산염암 퇴적상과 20개

의 탄산염암 퇴적상으로 분류하였다.

본 연구는 하부 고생대 조선누층군 중 중부 오르도

비스기의 막골층을 연구 대상으로 하였다. 셰일과 탄

산염암의 윤회성 퇴적양상을 갖는 두무골층의 상부에

정합적으로 놓이는 막골층은 빈번한 지표 노출을 지시

하는 퇴적 구조와 백운암 및 석회암의 암상이 뚜렷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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게 나타난다(Choi et al., 2004). Choi et al. (2004)

은 약 250 m 두께로 나타나는 막골층에서 석개재 지

역의 임도를 따라 나타난 노두를 최하부와 하부로 구

분하였고, 국도를 따라 나타난 노두를 중부와 상부로

구분하였다. 최하부에는 Dark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d)가 수십 m 두께로 매우 우세하게 나타나

며, 최하부 위로는 Oncoid/ooid grainstone facies (Go),

Calcareous shale facies (CS), Dark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d), Light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l), Stromatolitic lime mudstone facies

(LMs), Finely-laminated dolomitic lime mudstone

facies (LMdl), Crudely laminated lime mudstone

facies (LMcl), Bioturbated wackestone to grainstone

facies (W/Gb), Massive grainstone facies (Gm),

Laminated grainstone facies (Gl), Grainstone-mudstone

couplet facies (G-M), Limestone pebble conglomerate

facies (Clp), Dolostone breccia facies (Bd)의 다양한

탄산염암 퇴적상이 나타난다(Choi et al., 2004). 이들

이 분류한 퇴적상 연구에 따르면, 막골층은 전체적으

로 백운암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석회입자암과 평력석

회암이 일부 협재된 해양연변부의 탄산염암 시퀀스

(marginal marine carbonate sequence)로 퇴적되었음

을 지시한다(Choi et al., 2004).

3. 연구방법

3.1. 시료채취

본 연구의 대상 지역인 경상북도 봉화군 석포리와

강원도 삼척시 가곡면 풍곡리의 경계부에 위치한 석개

재 지역의 임도를 따라 나타난 노두를 관찰하였다.

Choi et al. (2004)에서 분류한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

의 노두에서 각각의 특징적인 암상을 확인하였고 막골층

노두의 수직적인 광물 조성 변화에 대한 특성 비교를

위해 약 8~12m 간격으로 27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3.2. X-선 회절 분석

대상 시료는 X-선 회절 분석을 위해 막자 사발을

이용하여 분말화하고, 강옥(Corundum, Al2O3) 분말과

1:1 중량비로 혼합하였다. X-선 회절 분석은 RIGAKU

사의 Miniflex II X-ray Diffraction 기기를 이용하여

Cu-Kα radiation, 0.02°/step, step당 1초의 측정 조건

으로 2~55° 2θ구간에서 실시하였다. 광물 정량 분석은

강옥을 내부 기준 물질로 하는 Reference Intensity

Ration (RIR)법을 이용하였다. X-선 회절 분석 결과를

이용하여 강옥의 피크 강도 대비 주구성광물(방해석,

석영, 일라이트, 돌로마이트 등)의 피크 강도비를 결정

한 후 이론적 RIR 값(각 광물의 1:1 비에서의 피크

강도 비)을 이용하여 정량 값을 계산하였다.

3.3. SEM-EDS 분석

SEM-EDS (Scanning Electron Microscope-Energy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분석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JEOL사의 JSM-

6610LV 기기를 이용하였다. 20 keV 가속전압과 Low

vacuum 10 Pa 진공에서 BSE (Back-Scattered Electron)

mode로 gold coating한 시료 암편을 대상으로 미세조

직을 관찰하고 빔 조사 크기(beam spot size)는 직경

40 μm로 광물의 화학조성 분석과 원소 맵핑(elemental

mapping)을 실시하였다.

3.4. EPMA 분석

EPMA-WDS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Wavelength Dispersive X-ray Spectrometry) 분석은

연세대학교 지구시스템과학과에서 보유하고 있는 JEOL

사의 JXA-8100 기기를 이용하였다. 15 keV 가속전압

과 25 μA 전류 조건에서 미세조직을 관찰하고 빔 조사

크기(beam spot size)는 직경 5μm로 4개의 분석 채널

에서 광물의 화학조성 중 4개의 원소(target elements-

Ca, Mg, Fe, Mn)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다.

3.5. LA-ICP-MS 분석

대상 시료의 미량원소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 오창 분원에서 보유하고 있는 Thermo Scientific사

의 LA-ICP-MS (Laser Ablation-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pectrometry) 기기를 이용하였다. 213 nm

파장의 레이저를 이용하여 6 J의 빔 에너지(beam

energy), 100초의 분석시간, 7 Hz 반복률(repetition

rate) 조건에서 빔 조사 크기(beam spot size)는 직경

25 μm로 조사하였다. 외부표준물질(external standard

material)로 NIST 612 glass (National Institute of

Standards and Technology 612 glass; Pearce et al.,

1997)를 사용하였고, 분석 대상 원소는 23Na, 24Mg,
27Al, 29Si, 31P, 32S, 39K, 43Ca, 48Ti, 55Mn, 57Fe, 66Zn,
88Sr, 89Y, 90Zr, 95Mo, 133Cs, 137Ba, 139La, 140Ce, 141Pr,
146Nd, 147Sm, 153Eu, 157Gd, 159Tb, 163Dy, 165Ho,

166Er, 169Tm, 172Yb, 175Lu, 232Th, 238U를 설정하였다.

분석 데이터는 내부표준물질(internal standard material)

로 43Ca로 설정하였고 GLITTER (4.1.2) 프로그램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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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하여 ppm 단위로 환산(reduction)하여 광물의 미량원

소 조성을 계산하였다. REE (Rare Earth Elements)는

퇴적암 시료 분석에 이용되는 정규화 표준물질(nor-

malization standard)로, PAAS (Post Archean Average

Shale; Taylor and McLennan, 1985; McLennan,

1989)를 사용하여 정규화된 함량을 비교하였다.

4. 결 과

4.1. 퇴적상 관찰

본 연구에서는 석개재 지역 막골층의 최하부와 하부

시료에 대한 비교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다. Choi et

al. (2004)에 따른 암상 분류와 주상도를 이용하여

8~12 m 간격으로 채취한 시료의 특징적인 암상을 관

찰한 결과, 1개의 쇄설성 규산염암(siliciclastic rock)과

6개의 탄산염암(carbonate rock) 암상이 관찰되었다

(Table 1). 쇄설성 규산염암의 대표적인 암상으로는 밝은

회색부터 갈회색, 녹회색, 적회색을 띠는 석회암질의 셰

일 암상인 Calcareous shale facies (CS)가 수십 cm에

서 수 m의 두께를 가지며 층리면에 평행 또는 준평행

하게 나타났다. 탄산염암의 대표적인 암상으로는 Finely

laminated dolomitic lime mudstone facies (LMdl),

Limestone pebble conglomerate facies (Clp), Dark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d), Laminated

dolostone facies (Dl), Dolostone breccia facies (Bd),

Light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l)가 관찰

되었다. Finely laminated dolomitic lime mudstone

facies (LMdl)는 밝은 회색에서 어두운 회색, 녹회색에

서 청회색을 띠는 암상이 수 cm의 두께로 발달하여

뚜렷한 경계면을 가지며 층리면에 평행하게 발달된 백

운암질의 석회이암이 쇄설성 규산염암 성분이 풍부한

층리면과 얇게 교호되어 나타난다. Limestone pebble

conglomerate facies (Clp)는 탄산염암 입자들이 석회

이암 기질과 혼합된 형태로 나타나며, 탄산염암 입자

는 조립질의 역과 유사한 모양을 가진다. 각각의 층리

는 수 cm 의 두께를 가지며 층리면에 평행 또는 준평

행하게 발달하며 와케이암, 석회입자암과 함께 나타난

다. Dark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d)는

암회색의 백운암이 우세하게 나타나는 암상으로 수 cm

에서 수 m까지 다양한 범위의 두께로 나타나며 세립

Table 1. Sedimentary facies of the basal and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Sedimentary Facies Description

Siliciclatic

Facies

Calcareous shale

facies (CS)

Light brownish gray, greenish gray and reddish gray in color; parallel to subparallel 

laminations with a range of thickness from a few decimeters to a few meters; 

consisting of calcite and clay minerals such as illite with a few amounts of dolomite 

and quartz.

Carbonate

Facies
Finely laminated

dolomitic lime

mudstone facies 

(LMdl)

Light to dark gray, greenish to bluish gray in color, distinct boundaries and generally 

parallel laminations with a range of a few centimeters to decimeters in thickness; 

consisting of carbonate layers with alteration of siliciclastic-rich layers. 

Limestone pebble

conglomerate 

facies (Clp)

Massive mixture of pseudoconglomerate grains consisting of carbonate and 

siliciclastic lime mud matrix; parallel to subparallel to bedding plane and individual 

laminae with a few centimeters in thickness; associated with wacke to grainstone.

Dark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d)

Dark gray in color; highly variable in intervals of individual laminae with a range of 

thickness from a few centimeters to meters; massive dolostones consisting of fine to 

medium or medium to coarse crystalline dolomites with siliciclastic clast. 

Laminated

dolostone facies 

(Dl)

Light to dark gray and bluish gray in color; generally distinct boundaries and parallel 

laminations with a few decimeters to a few meters; dolostones consisting of fine to 

medium crystalline dolomites with siliciclastic clast; associated with wacke to 

grainstone.

Dolostone 

breccia

facies (Bd)

Gray to dark gray in color; subparellel to bedding plane with a few centimeters in 

thickness or irregular laminae with a variable in thickness; massive dolostone breccia 

with pseudoconlomerate grains consisting of massive dolomite and calcite in lime 

mud matrix.

Light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l)

Light gray and light bluish gray in color; subpallelel to bedding plane with a few 

decimeters in thickness; dolostones consisting of fine crystalline calcite and fine to 

medium crystalline dolomite; associated with wacke to grainst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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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에서 중립질의 또는 중립질에서 조립질의 돌로마이

트 입자들이 쇄설성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다. 특히, 막

골층 최하부에서 약 40 m의 두께로 우세하게 나타난

다. Laminated dolostone facies (Dl)는 밝은 회색에

서 어두운 회색, 청회색을 띠며 수십 cm에서 수 m의

두께로 발달하여 대개 뚜렷한 경계면을 가지며 층리면

에 평행하게 발달된 백운암의 암상이다. 세립질에서 중

립질의 돌로마이트 입자들과 쇄설성의 입자들로 이루

어져 있으며 와케이암, 석회입자암과 함께 나타난다.

Dolostone breccia facies (Bd)는 회색에서 어두운 회

색을 띠며 수 cm의 두께로 층리면에 준평행하게 발달

하거나 다양한 두께로 불규칙한 층리면으로 발달하기

도 한다. 석회이암 기질 내에 역 모양과 유사한 형태

의 탄산염암으로 구성된 백운암 각력암 입자들이 특징

적으로 나타난다. Light gray massive dolostone

facies (Dml)은 밝은 회색에서 밝은 청회색을 띠며 수

십 cm의 두께로 층리면에 준평행하게 발달한다. 세립

질의 방해석 결정질과 세립질에서 중립질의 돌로마이

트 결정질로 구성된 백운암상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와

케이암, 석회입자암과 함께 나타난다.

4.2. 광물조성

X-선 회절 분석 결과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의 주구

성광물은 방해석(calcite), 석영(quartz), 일라이트(2M1

Fig. 2. Comparison of X-ray diffraction patterns between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Cal:

calcite, Ill: 2M1 illite, Qtz: quartz, Dol: dolomite, Rut: rutile, Cor: corundum. The numbers on the right side mean sample

numbers.

Table 2. Mineral compositions of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samples determined by

XRD analysis and RIR method

% (C) % (Q) % (I) % (D) Sum Other minerals

1 2.62 0.00 0.00 92.89 95.51 Hematite, rutile

2 3.82 4.95 2.74 75.60 87.11 Hematite, rutile

3 3.68 0.00 0.00 92.91 96.59 Hematite, rutile

4 0.96 2.87 0.00 92.68 96.51 Hematite, rutile

5 4.44 6.67 0.00 87.56 98.67 Hematite, rutile

6 8.32 4.04 0.00 87.18 99.55

7 1.12 0.00 0.00 84.74 85.87

8 5.93 0.00 2.72 71.67 80.32

9 1.18 7.21 0.00 84.29 92.68 Rutile

10 65.03 1.72 4.53 0.53 71.80

11 54.09 13.67 24.94 0.50 93.20

12 8.95 7.24 0.00 52.48 68.65 Hematite, rutile,

siderite

13 56.10 8.24 4.00 16.99 85.33 Hematite, rutile

14 83.78 6.33 0.00 1.63 91.74 Rutile

15 75.40 1.64 8.35 6.77 92.16 Rutile

16 68.27 0.00 0.00 12.28 80.55

17 18.73 2.83 29.43 20.82 71.81 Hematite, rutile

18 59.10 4.63 0.00 6.31 70.04

19 73.82 2.11 2.86 21.21 100.00 Rutile

20 81.55 8.23 2.42 7.80 100.00 Rutile

21 80.19 2.33 4.62 12.85 100.00 Rutile

22 90.75 1.77 2.65 4.83 100.00 Rutile

23 60.69 2.62 2.61 4.65 70.58 Rutile

24 77.91 0.00 0.00 7.84 85.75 Rutile

25 75.60 0.00 0.00 18.24 93.84 Rutile

26 93.11 0.00 0.00 6.89 100.00 Rutile

27 62.87 0.00 2.43 12.87 78.17 Rutile

C: calcite, Q: quartz, I: 2M1 illite, D: 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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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llite), 돌로마이트(dolomite)이며, 적철석(hematite), 황

철석(pyrite), 능철석(siderite), 녹니석(chlorite), 금홍석

(rutile), 인회석(apatite)이 일부 나타난다. 전체적으로

방해석과 돌로마이트가 상대적으로 가장 우세하게 나

타나는 가운데, 막골층 최하부에서는 돌로마이트의 피

크가 하부보다 상대적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하부에서

는 돌로마이트의 피크가 상대적으로 약하게 나타나며,

방해석과 일라이트의 피크가 최하부보다 상대적으로 뚜

렷하고 강한 경향을 보인다(Fig. 2). 대상 시료를 RIR

법을 이용해 정량 분석한 결과를 Table 2와 Figure 3

에 제시하였다. 막골층 최하부에서는 돌로마이트가

71.67~92.91 % (평균 85.50 %), 방해석이 0.96~8.32 %

(평균 3.56 %), 석영이 0~7.21 % (평균 2.86 %), 일라

이트가 0~2.74 % (평균 0.61 %)의 함량을 보이고 극

소량의 능철석과 황철석이 나타난다. 막골층 하부에서는

돌로마이트가 0.50~52.48 % (평균 11.97 %), 방해석이

8.95~93.11 % (평균 65.89 %), 석영이 0~13.67 % (평

균 3.52 %), 일라이트가 0~29.43 % (평균 4.94 %)의

함량을 보이고 능철석과 녹니석은 거의 나타나지 않으

며 극소량의 황철석이 나타난다.

4.3. 미세구조(micro-texture) 특성

4.3.1. 막골층 최하부

막골층 최하부 시료는 전체적으로 돌로마이트 결정

이 치밀하게 맞물리는(interlocking) 미세구조를 가지며

결정의 지름이 30~200 μm의 다양한 크기를 가진다

(Figs. 4 and 5). 최하부 시료는 돌로마이트의 결정형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Type 1 and

Type 2). Type 1의 경우, 반자형(subhedral)에서 타형

(anhedral)의 결정형이 우세하게 나타난다(Fig. 4). Type 2

의 경우, 자형(euhedral)에서 반자형)의 결정형이 우세

하게 관찰된다(Fig. 5). Type 1의 돌로마이트 결정은

서로 다른 반자형 또는 타형의 결정면 사이가 불규칙

하거나 구부러진 경계면을 가진다(xenotopic texture)

(Fig. 4a-d). 돌로마이트 결정이 매우 우세한 가운데 방

해석 교결물(calcite cements)이 일부 존재하는 부분에

는 극히 드물게 석영 입자가 관찰되거나 금홍석이 결

정 사이에 존재한다(Fig. 4b and d). Type 2의 돌로

Fig. 3. Results of quantitative X-ray diffraction for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for

abbreviation, see Table 1). Columnar section is quoted directly from Choi et al. (2004).



330 박채원 ·김 하 ·송윤구

마이트 결정은 2개 이상의 자형 또는 반자형 결정면

사이가 직선의 경계면(straight boundary)을 이루고, 3개

이상의 결정면 사이에 접합점(crystal-face junctions)을

형성한다(idiotopic texture)(Fig. 5a-d). 돌로마이트 결

정이 매우 우세한 가운데 방해석 교결물이 미세립질

(< 10 μm)의 결정형(microcrystalline)으로 나타나고 방

해석 교결물 사이에 10 μm 이하의 크기의 쇄설성의

석영과 일라이트 입자가 원마도가 불량한 불규칙한 형

태로 나타나며, 극히 드물게 능철석, 금홍석, 황철석이

관찰된다.

4.3.2. 막골층 하부

막골층 하부 시료는 전체적으로 세립질(< 10 μm)의

방해석 교결물이 우세한 가운데 돌로마이트 결정이 산

재되어 있거나 결정간의 맞물린 정도가 최하부에 비해

덜 치밀하게 맞물린(loosely-aggregated) 미세구조를 갖

는다(Figs. 6, 7, and 8). 방해석 교결물 부분에 존재하

는 쇄설성의 석영과 일라이트 입자는 각각 5~100 μm,

10μm 이하의 크기의 불규칙한 모양을 가지며 원마도가

불량한 형태로 나타난다. 석영과 일라이트는 방해석 교

결물 내에서도 돌로마이트 결정면을 둘러싼 부분 또는

돌로마이트 결정이 발달한 주변부에 우세하게 산재되

어 있다(Fig. 6h-j). 하부 시료는 돌로마이트의 결정형

을 기준으로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Type 3

and Type 4). Type 3의 경우, 5~80μm의 다양한 크기

를 가지는 자형에서 반자형 또는 반자형에서 타형의 돌

로마이트 결정이 단독으로 성장해 있거나 크고 작은 결

정들이 일부 맞물린 형태로 산재되어 있다(Fig. 6a-d).

반자형에서 타형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발달한 부분에

서 석영과 일라이트가 더 균질하게 분포하는 경향이

보이며 결정 사이에 5~20 μm의 크기를 가지는 금홍

석이 드물게 산재되어 있는 모습이 관찰된다(Fig. 6b).

Type 4의 경우, 자형에서 반자형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30~300 μm의 다양한 크기 또는 300 μm 이상의 크기

까지 발달하기도 하며 다수의 결정들이 덜 치밀하게

맞물려 있는 미세구조가 관찰된다(Fig. 7a-d). Type 4의

돌로마이트에서는 결정 내부 또는 결정면의 경계부를

중심으로 방해석에 의한 부분적인 치환으로 인해 돌로

마이트 결정의 경계면이 불완전하게 발달한 것이 관찰

된다(Fig. 7c and d). 또한 돌로마이트 결정의 중심부

와 최외곽 부분에서 상대적으로 Fe 함량이 높게 나타

나고 있으며(Fig. 7g), 결정과 결정 사이에 5~20 μm

의 크기를 가지는 황철석, 철산화물, 금홍석 등이 산재

된 모습이 관찰된다(Fig. 8a-h).

Fig. 4. SEM-BSE images for the basal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a)-(d) Fine to coarse crystalline, interlocking

subhedral to anhedral dolomite with mostly curved or irregular intercrystalline boundaries. Dolomite crystal supported with

intercrystalline area filled by calcite. (b) Magnified image of (a). (d) Magnified image of (c). Cal: calcite, Dol: dolomite, Qtz:

quartz, Rut: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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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주원소 및 미량원소 특성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 시료의 탄산염암 미세구조를

4가지 Type으로 분류하고 각 Type의 돌로마이트와 방

해석 결정을 대상으로 미량원소에 대한 EPMA와 LA-

ICP-MS 분석 결과를 Table 3, Table 4와 Figure 9에

제시하였다.

막골층 최하부 시료에서 Type 1 돌로마이트 결정의

REE (Rare Earth Elements)는 상대적으로 평평한

기울기의 패턴을 가지며 0.89에서 1.19의 Mg/Ca

ratio(평균 1.04), 총 REE 함량은 5.90~10.65 ppm의

분포(평균 8.12 ppm)로 나타난다. 다른 Type에 비해

Mg/Ca ratio가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며 Fe, Mn, Sr

Fig. 5. SEM-BSE images for the basal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a)-(e) Most dolomite crystals are euhedral

rhombs. Fine to coarse crystalline, interlocking euhedral to subhedral dolomite with straight boundaries and many crystal-

face junctions. Dolomite crystal supported with intercrystalline area filled by calcite, quartz and illite. (b) Magnified image

of (a). (d) Magnified image of (c). (e) Magnified image of (c). (e)-(j) Element mapping images showing dolomite, calcite,

quartz and illite. (e) Compo, (f) Ca, (g) Mg, (h) Si, (i) K, (j) Al. Cal: calcite, Dol: dolomite, Qtz: quartz, Ill: illite, Apt: ap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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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평균 함량은 각각 2422.20, 90.08, 78.94 ppm을

가진다. Type 1 방해석 결정의 REE 패턴은 LREE

(Light Rare Earth Elements)가 부화된 패턴을 보이

며 총 REE 함량은 34.13~127.17 ppm의 분포(평균

84.74 ppm)로 돌로마이트 결정에 비해 평균적으로 높

은 REE 함량을 가지며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각 598.08, 60.89, 400.33 ppm을 가진다. Type 2

돌로마이트 결정의 REE 패턴은 Type 1과 유사한 패

턴을 가지지만 0.92에서 1.10의 Mg/Ca ratio(평균

1.01), 총 REE 함량은 17.27~23.47 ppm의 분포(평균

20.15 ppm)에서 차이를 보인다. Type 2 방해석 결정의

REE 패턴은 평평한 기울기의 패턴을 가지며, 총 REE

Fig. 6. SEM-BSE images for the lower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a)-(d) Most dolomite crystals are euhedral to

subhedral rhombs. Very fine to fine crystalline, floating isolated and loosely aggregated euhedral to anhedral dolomite crystal

supported with intercrystalline area filled with calcite, quartz, illite and rutile. (b) Magnified image of (a). (e)-(j) Element

mapping images showing dolomite, calcite, quartz and illite. (e) Ca, (f) Mg, (g) Fe, (h) Si, (i) K, (j) Al. Cal: calcite, Dol:

dolomite, Qtz: quartz, Ill: illite, Rut: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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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은 17.27~23.47 ppm (평균 20.15 ppm)로 Type 1에

비해 높은 총 REE 함량을 가지며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각 2346.24, 107.12, 108.18 ppm을 가진다.

막골층 하부 시료에서 Type 3와 Type 4 돌로마이

트 결정의 REE 패턴은 MREE (Middle Rare Earth

Elements)가 부화된 패턴을 보이며 방해석 결정의

REE 패턴은 평평한 기울기의 패턴을 가진다. Type 3

돌로마이트 결정은 0.75~0.99의 Mg/Ca ratio(평균

0.87), 총 REE 함량은 14.54~25.19 ppm의 분포(평균

20.09 ppm)로 나타나며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

각 4909.65, 130.99, 86.20 ppm을 가진다. Type 3 방

해석 결정의 총 REE 함량은 17.49~33.45 ppm의 분

Fig. 7. SEM-BSE images for the lower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a)-(d) Most dolomite crystals are euhedral to

subhedral rhombs. Medium to coarse crystalline and loosely aggregated euhedral to subhedral dolomite rhombs patches

supported with intercrystalline area filled with calcite, quartz, illite, and rutile. (b) Magnified image of (a). (d) Magnified

image of (c). (e)-(j) Element mapping images showing dolomite, calcite, quartz and illite. (e) Ca, (f) Mg, (g) Fe, (h) Si, (i) K,

(j) Al. Cal: calcite, Mg-Cal: high Mg-calcite, Dol: dolomite, Qtz: quartz, Ill: illite, Rut: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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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평균 26.89 ppm)로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각

588.98, 58.58, 225.72 ppm을 가진다. Type 4 돌로마이

트 결정은 0.70~0.92의 Mg/Ca ratio(평균 0.81), 총

REE 함량은 14.74~31.46 ppm의 분포(평균 20.33 ppm)

로 나타나며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각

13591.00, 416.45, 86.53 ppm을 가진다. Type 4 방해

석 결정의 총 REE 함량은 13.11~23.39 ppm의 분포

(평균 18.02 ppm)로 Fe, Mn, Sr의 평균 함량은 각각

912.26, 209.20, 212.05 ppm을 가진다.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 돌로마이트 결정의 Mg/Ca

ratio는 막골층 하부에 비해 최하부에서 높은 경향을

가지며(Fig. 10a) 돌로마이트 결정의 Sr 함량은 방해석

결정의 Sr 함량에 비해 절반 이하의 값을 가진다

(Table 3). 또한 돌로마이트 결정에서 Fe와 Mn의 함량은

총 REE 함량과 각각 비례 관계를 가지며 막골층 최하

부에 비해 하부에서 높은 함량을 가지고, 특히 하부의

Type 4에서 가장 높은 함량이 관찰된다(Fig. 11a and b).

5. 토 의

5.1. 하부 막골층의 광물학적 및 미세구조적 특성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석개재 지역 태백층군 하부

막골층에 대한 X-선 회절을 이용한 광물 정량 분석

(Figs. 2, 3 and Table 2), SEM-BSE를 이용한 미세구

조 분석(Figs. 4, 5, 6, 7, and 8), EPMA 및 LA-ICP-

MS를 이용한 주원소 및 미량원소 분석을 통한 연구

결과(Tables 3, 4, Figs. 9, 10 and 11)를 Figure 12에

요약하였다.

석개재 지역 하부 막골층 탄산염암의 광물 정량 분

석 결과,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에서의 광물 함량은 매

Fig. 8. SEM-BSE images for the lower member of the Makgol Formation. Dolomite patches are supported with

intercrystalline area filled with calcite, quartz, rutile and Fe oxides. (b) Magnified image of (a). (c) Micro-texture of Fe-

oxide. Magnified image of (b). (d)-(e) Micro-texture of Fe-oxide. Magnified image of (a). (f)-(g) Distribution of rutile and

pyrite around the dolomite patches. (h) Micro-texture of rutile. Magnified image of (g). Cal: calcite, Dol: dolomite, Qtz:

quartz, Rut: ruti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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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막골층 최하부의 암상에서

는 돌로마이트가 전체 광물 함량의 평균 85 %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막골층 하부 대부분의 시료에서는 돌

로마이트 함량보다 방해석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며 석

영과 일라이트의 함량은 최하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Table 2 and Fig. 3).

미세구조 분석 결과를 통해서도 하부 막골층 최하부

와 하부의 차이를 확인하였다. 막골층 최하부 시료에

서는 반자형에서 타형 또는 자형에서 반자형의 돌로마

이트 결정이 치밀하게 맞물려 나타나는 가운데 미세결

정질의 방해석 교결물이 돌로마이트 결정 사이를 채우

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Type 1, 2)(Figs. 4 and 5).

Type 2에서는 방해석 교결물 내에 쇄설성의 석영과 일

라이트의 분포가 관찰되나 Type 1에서는 매우 드물게

관찰되는 차이를 보인다. 이는 Type 1과 2에서 방해석

교결물이 1차적으로 침전된 이후 돌로마이트가 광범위

하고 치밀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충분한 Mg의 공급이

있었고 이후 쇄설성 입자의 유입양이 Type 1에 비해

Type 2에서 상대적으로 우세하였음을 지시한다(Chung

et al., 1993).

반면, 막골층 하부 시료에서는 미세결정질의 방해석

교결물이 우세한 가운데 5~80 μm 크기의 자형을 가진

돌로마이트 결정이 단독으로 성장해있거나 크고 작은 결

정들이 일부 맞물린 형태로 산재되어 있으며(Type 3)

Table 3. Statistics for LA-ICP-MS analyses (in ppm) of dolomites and calcites from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samples

Basal 
member 

of the 
Makgol 

Fm.

Type1 Type2

Dolomite (N=21) Calcite (N=4) Dolomite (N=8) Calcite (N=4)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Na 126.47 202.57 79.90 32.10 38.82 29.14 172.87 248.87 131.60 38.03 49.80 32.60

Al 1261.54 3710.14 127.46 4.20 6.30 3.37 1087.29 1722.46 214.05 2158.15 4394.15 3.93

Si 4402.27 9289.16 1324.80 1238.05 1384.46 1130.86 5987.63 17105.97 1378.70 6536.21 11797.14 1327.81

P 40.31 71.32 27.96 34.27 35.26 33.13 63.55 101.13 44.44 53.35 61.40 44.25

K 1796.75 4244.53 259.66 47.61 49.01 45.79 2123.71 3662.07 549.28 3784.40 9026.22 58.96

Ti 122.38 263.52 106.08 193.80 200.91 183.26 118.96 130.85 110.21 209.55 221.02 202.34

Mn 90.08 114.04 72.17 60.89 127.04 35.63 107.12 114.74 90.20 85.46 108.59 76.04

Fe 2422.20 7550.58 1211.66 598.08 715.36 497.77 2346.24 3608.55 1670.34 884.42 1821.24 394.48

Zn 7.14 37.34 1.42 1.09 1.35 0.80 1.73 2.54 1.17 16.78 57.22 1.23

Sr 78.94 169.36 64.08 400.33 724.53 114.48 108.18 131.06 89.50 271.51 321.70 214.55

Y 1.28 2.41 0.83 10.75 12.33 8.26 3.34 3.74 2.79 5.28 6.32 4.31

Zr 1.42 6.59 0.41 3.41 12.67 0.17 2.29 11.74 0.36 1.18 3.49 0.23

Mo 0.45 1.67 0.05 0.33 0.53 0.08 0.42 0.93 0.04 0.20 0.40 0.11

Cs 0.17 0.34 0.11 0.15 0.21 0.08 0.21 0.44 0.13 0.21 0.26 0.18

Ba 4.51 7.44 2.21 1.26 2.10 0.61 5.89 15.95 2.46 7.28 15.95 1.64

La 1.53 2.50 0.90 19.18 29.01 6.89 4.03 5.28 2.99 8.92 10.28 6.34

Ce 3.15 4.26 2.29 37.32 56.33 13.24 8.58 10.52 7.17 18.34 21.28 12.81

Pr 0.41 0.56 0.27 4.21 6.33 1.82 0.95 1.13 0.69 1.88 2.02 1.67

Nd 1.49 2.27 0.99 15.27 23.78 6.58 3.36 3.92 2.44 6.99 8.34 4.90

Sm 0.37 0.58 0.16 2.77 3.98 1.11 0.76 0.95 0.55 1.06 1.35 0.69

Eu 0.08 0.14 0.04 0.40 0.54 0.25 0.16 0.22 0.08 0.20 0.24 0.13

Gd 0.33 0.49 0.16 2.15 2.90 1.45 0.61 0.81 0.47 1.16 1.45 0.83

Tb 0.05 0.09 0.02 0.24 0.37 0.16 0.10 0.12 0.08 0.15 0.17 0.08

Dy 0.25 0.56 0.09 1.55 1.89 1.24 0.64 0.99 0.44 1.09 1.28 0.85

Ho 0.06 0.12 0.02 0.25 0.35 0.21 0.13 0.18 0.07 0.20 0.22 0.17

Er 0.16 0.30 0.05 0.69 0.88 0.50 0.35 0.43 0.31 0.56 0.80 0.41

Tm 0.02 0.06 0.01 0.13 0.17 0.08 0.06 0.07 0.04 0.10 0.16 0.07

Yb 0.19 0.35 0.08 0.50 0.69 0.32 0.39 0.53 0.23 0.59 0.61 0.54

Lu 0.03 0.06 0.00 0.08 0.13 0.06 0.06 0.10 0.02 0.05 0.06 0.04

Th 0.50 0.83 0.26 2.38 7.92 0.23 0.62 0.99 0.31 1.44 2.23 0.23

U 0.21 0.56 0.06 1.47 3.98 0.03 0.14 0.38 0.04 0.48 0.58 0.27

ΣREE 8.12 10.65 5.90 84.74 127.17 34.13 20.15 23.47 17.27 41.27 47.08 30.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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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30~300 μm의 서로 다른 크기를 가진 자형의

돌로마이트 결정이 발달하며 다수의 결정들이 덜 치밀

하게 맞물린 형태로 나타난다(Type 4)(Fig. 7). Type 3에

비해 Type 4의 돌로마이트 결정의 중심부와 최외곽 부

분에서는 상대적으로 Fe 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으며,

결정 사이에 철함유 광물(Fe-bearing mineral)이 2차적

으로 생성되어 산재된 모습이 관찰된다(Fig. 8). 일부

돌로마이트 결정 내부 또는 결정면에서 방해석에 의한

부분적인 치환으로 인해 결정의 경계면이 불완전하게

발달한 미세구조도 관찰된다. 이는 막골층 하부의 퇴

적 환경에서 돌로마이트의 결정의 성장과 용해가 반복

되는 가운데 최소 2회 이상의 속성 유체(diagenetic

fluids)의 유입에 영향을 받았음을 지시한다.

Type 3와 Type 4에서 미세결정질의 방해석 교결물

내에서 관찰되는 쇄설성의 석영과 일라이트는 돌로마

이트 결정 주변을 중심으로 우세하게 분포하는데, 석

영 입자는 원마도와 분급이 불량한 특징을 가지며 일

라이트 입자는 X-선 회절상에서 2M1 일라이트만 검출

되고(Fig. 2), SEM-BSE 상에서 막대기 모양(lath

shaped)이나 불규칙한 모양으로 나타난다. 광물 정량

분석과 미세구조 맵핑 이미지를 통해 쇄설성 석영과

일라이트의 함량이 막골층의 최하부에 비해 하부가 상

대적으로 많은 양이 분포함을 확인하였는데(Figs. 6, 7,

and 8), 이는 석회이암(calcareous mudstone)의 탄산

Table 3. Continued

Lower 
member 

of the 
Makgol 

Fm.

Type3 Type4

Dolomite (N=16) Calcite (N=8) Dolomite (N=24) Calcite (N=6)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Mean Max Min

Na 172.13 264.67 117.21 111.51 245.60 46.84 143.76 264.06 30.20 58.32 176.75 28.45

Al 5436.89 24319.46 498.04 2884.24 8837.99 3.72 1201.14 5391.51 23.24 1715.72 9239.50 4.12

Si 13223.91 50576.79 1908.04 8117.45 24234.46 1745.56 7616.78 41871.31 1104.31 8118.87 40552.00 1196.22

P 90.42 734.32 25.29 322.05 2186.56 34.66 47.90 83.72 32.63 66.44 88.54 29.75

K 8048.35 31306.85 671.45 5834.24 20791.86 164.29 1501.15 4368.61 41.89 4162.18 23395.38 53.09

Ti 134.74 247.21 106.45 213.56 251.74 193.46 116.02 149.32 103.32 202.24 224.50 189.63

Mn 130.99 221.69 59.06 58.48 83.16 28.27 416.45 689.77 105.54 209.20 225.01 187.21

Fe 4904.65 20776.28 588.26 588.98 923.17 203.64 13591.00 24383.04 1092.31 912.26 1807.07 388.88

Zn 10.86 76.17 1.09 2.22 3.32 1.59 3.77 10.25 1.39 1.63 1.95 1.11

Sr 86.20 115.81 60.61 225.72 278.55 173.41 86.53 218.10 51.40 212.05 264.25 145.75

Y 4.20 5.85 2.72 4.65 6.90 3.08 4.67 8.06 2.67 3.22 3.84 2.26

Zr 12.88 68.33 0.31 11.63 47.88 0.50 1.87 19.75 0.02 0.48 1.17 0.11

Mo 1.47 13.31 0.04 0.21 0.53 0.05 0.33 0.92 0.04 0.44 0.88 0.10

Cs 0.32 1.14 0.13 0.20 0.45 0.09 0.21 0.39 0.15 0.15 0.24 0.12

Ba 15.55 106.84 1.67 12.78 50.52 2.02 3.93 11.41 0.64 26.96 151.23 0.80

La 3.24 4.25 2.57 5.77 8.01 3.09 3.27 5.05 1.82 3.33 4.53 2.54

Ce 8.21 9.65 6.06 11.16 14.67 6.41 8.18 13.50 5.06 7.26 8.46 5.45

Pr 0.98 1.33 0.62 1.25 1.59 0.75 1.00 1.81 0.63 0.84 1.09 0.57

Nd 3.83 5.59 2.55 4.56 6.30 2.68 3.89 6.59 2.50 3.52 5.16 2.24

Sm 0.72 1.32 0.26 1.04 1.36 0.68 0.75 1.42 0.35 0.67 1.03 0.39

Eu 0.14 0.20 0.08 0.17 0.27 0.07 0.19 0.31 0.10 0.15 0.23 0.05

Gd 0.78 1.11 0.44 0.80 1.22 0.39 0.82 1.58 0.37 0.80 1.02 0.52

Tb 0.12 0.17 0.06 0.13 0.21 0.07 0.14 0.27 0.06 0.10 0.13 0.05

Dy 0.79 1.37 0.52 0.77 0.99 0.60 0.86 2.07 0.31 0.59 0.85 0.39

Ho 0.17 0.25 0.09 0.17 0.20 0.13 0.18 0.35 0.11 0.12 0.14 0.09

Er 0.48 0.74 0.33 0.47 0.85 0.22 0.49 0.79 0.27 0.26 0.35 0.16

Tm 0.07 0.10 0.04 0.07 0.09 0.04 0.07 0.11 0.03 0.05 0.09 0.03

Yb 0.48 0.94 0.22 0.47 0.66 0.23 0.43 0.86 0.23 0.29 0.43 0.14

Lu 0.07 0.20 0.02 0.07 0.12 0.04 0.06 0.13 0.02 0.05 0.06 0.02

Th 2.55 9.43 0.59 1.86 6.69 0.09 0.53 1.14 0.18 0.24 0.55 0.08

U 1.16 6.28 0.03 1.01 3.60 0.10 0.14 0.47 0.01 0.92 1.90 0.13

ΣREE 20.09 25.19 14.54 26.89 33.45 17.49 20.33 31.46 14.74 18.02 22.39 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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염암이 퇴적되고 돌로마이트 결정이 형성될 때 막골층

최하부에 비해 하부에서 쇄설성 입자의 유입이 상대적

으로 우세하였음을 지시한다(Chung et al., 1993). 또

한 돌로마이트 결정이 치밀하게 맞물린 정도가 막골층

의 최하부와 하부에 차이가 있는 것으로 보아 최하부

에서는 돌로마이트가 치밀하게 맞물려 형성될 수 있도

록 지속적이고 충분한 Mg가 공급되었고 하부에서는

최하부에 비해 돌로마이트 형성에 관여하는 Mg의 유

입이 제한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5.2. 하부 막골층의 지화학적 특성

돌로마이트를 대상으로 하는 선행 연구 결과에 따르

면, REE에서 Ce 또는 Eu anomaly는 열수 유체에

의한 침전 당시의 온도를 반영하며 미량원소 중 Fe,

Mn과 같이 산화 환원 반응에 민감한 원소들은 산화

환경의 지시자 역할을 한다고 해석하였다(Morford and

Table 4. Statistics for EPMA analyses (wt %) of dolomites and calcites from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samples

Basal member
of the Makgol Fm.

Type1 Type2

Dolomite (N=21) Calcite (N=4) Dolomite (N=8) Calcite (N=4)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Chemical composition (wt. %)

 CaO 29.34 (1.28) 31.77 27.23 52.69 (0.82) 53.82 51.94 30.31 (1.18) 32.03 28.68 52.76 (1.97) 55.50 50.83

 MgO 21.85 (1.49) 24.14 19.39 0.80 (0.25) 1.03 0.48 22.01 (0.88) 23.28 21.01 0.41 (0.24) 0.67 0.09

 FeO 0.14 (0.08) 0.36 0.05 0.10 (0.07) 0.20 0.05 0.14 (0.12) 0.42 0.06 0.04 (0.04) 0.08 0.00

 MnO 0.03 (0.05) 0.21 0.00 0.01 (0.01) 0.02 0.00 0.02 (0.03) 0.07 0.00 0.02 (0.03) 0.06 0.00

 Total 51.36 52.77 49.57 53.59 54.94 52.48 52.48 53.81 50.23 53.23 56.16 51.40

Cations on the basis of 2 oxygens

 Ca 0.98 1.05 0.91 1.96 1.97 1.95 0.99 1.04 0.95 1.98 1.99 1.97

 Mg 1.01 1.09 0.94 0.04 0.05 0.03 1.00 1.05 0.96 0.02 0.03 0.00

 Fe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Mn 0.00 0.01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Σ(Ca+Mg+Fe+Mn)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Mg/Ca ratio 1.04 1.19 0.89 0.02 0.03 0.01 1.01 1.10 0.92 0.01 0.02 0.00

Ca/Σ(Ca+Mg+Fe+Mn) 0.49 0.53 0.45 0.98 0.99 0.97 0.50 0.52 0.48 0.99 1.00 0.98

Mg/Σ(Ca+Mg+Fe+Mn) 0.51 0.54 0.47 0.02 0.03 0.01 0.50 0.52 0.48 0.01 0.02 0.00

Fe/Σ(Ca+Mg+Fe+M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0 0.00

Mn/Σ(Ca+Mg+Fe+M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Lower member 
of the Makgol Fm.

Type3 Type4

Dolomite (N=16) Calcite (N=8) Dolomite (N=24) Calcite (N=6)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Mean (S.D.) Max Min

Chemical composition (wt. %)

 CaO 30.33 (0.61) 31.85 29.64 51.65 (1.40) 53.19 49.35 31.22 (1.67) 34.21 28.31 53.11 (1.37) 55.07 51.53

 MgO 19.02 (1.32) 21.21 16.12 0.22 (0.16) 0.59 0.10 18.15 (1.40) 20.11 15.21 0.49 (0.13) 0.65 0.34

 FeO 0.67 (0.63) 2.10 0.00 0.10 (0.17) 0.51 0.00 3.42 (1.07) 5.72 1.98 0.20 (0.15) 0.41 0.05

 MnO 0.03 (0.03) 0.11 0.00 0.01 (0.02) 0.05 0.00 0.03 (0.03) 0.11 0.00 0.03 (0.02) 0.05 0.00

 Total 50.04 52.11 45.98 51.98 53.49 50.45 52.82 56.81 45.85 53.83 55.90 52.13

Cations on the basis of 2 oxygens

 Ca 1.06 1.14 0.99 1.98 1.99 1.95 1.06 1.14 1.01 1.97 1.97 1.96

 Mg 0.92 0.98 0.86 0.01 0.03 0.01 0.85 0.93 0.78 0.03 0.03 0.02

 Fe 0.02 0.06 0.00 0.00 0.02 0.00 0.09 0.16 0.05 0.01 0.01 0.00

 M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Σ(Ca+Mg+Fe+Mn)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2.00

Mg/Ca ratio 0.87 0.99 0.75 0.01 0.02 0.00 0.81 0.92 0.70 0.01 0.02 0.01

Ca/Σ(Ca+Mg+Fe+Mn) 0.53 0.57 0.49 0.99 1.00 0.98 0.53 0.57 0.51 0.98 0.99 0.98

Mg/Σ(Ca+Mg+Fe+Mn) 0.46 0.49 0.43 0.01 0.02 0.00 0.43 0.47 0.39 0.01 0.02 0.01

Fe/Σ(Ca+Mg+Fe+Mn) 0.01 0.03 0.00 0.00 0.01 0.00 0.05 0.08 0.03 0.00 0.01 0.00

Mn/Σ(Ca+Mg+Fe+Mn)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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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PAAS normalized REE patterns for each textural types of dolomites and calcites. (a) Type 4 dolomite, (b) Type 4

calcite, (c) Type 3 dolomite, (d) Type 3 calcite, (e) Type 2 dolomite, (f) Type 2 calcite, (g) Type 1 dolomite, (h) Type 1

calcite. The Y-axis is a log scale and the data of PAAS are from McLennan (19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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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merson, 1999; Frimmel, 2009). 본 연구에서는 Ce

또는 Eu anomaly가 부의 이상과 양의 이상을 모두

보이기 때문에 해당 원소에 근거한 특정 지화학적 조

건을 판단하기에는 어려움이 있었으며, 따라서 각

Type별 탄산염광물의 주원소, 미량원소 및 REE 패턴

특성에서 관찰되는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의 지화학적

차이를 고찰해보았다(Figs. 9, 10, 11 and 12).

Type 1의 미세구조 관찰에서 방해석 교결물 부분은

쇄설성 입자의 유입이 상대적으로 매우 드물고 돌로마

이트가 형성되기 이전에 방해석이 1차적으로 침전된

것으로 해석하였으며 방해석의 REE 패턴은 LREE가

부화된 패턴을 갖는다. 이는 방해석 침전과 연관된 유

체에서 HREE (Heavy Rare Earth Elements)가 감

손되어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한 결과로(Bau and

Möller, 1992), 쇄설성 입자의 유입과 영향을 받은

Type 2, 3, 4 방해석의 평평한 REE 패턴과 구분 되는

특징으로 판단된다(Fig. 9).

Fig. 10. (a) Scatter diagram of Mg/Ca ratio against MgO

(%). The star mark indicates theoretical composition of

stoichiometric dolomite. Theoretical sedimentary dolomites

precipitate with the stoichiometric composition (CaO:

30.4 %; MgO: 21.7 %; Mg/Ca ratio: 1; Warren, 2000). (b)

Scatter diagram of Fe/Sum(Ca+Mg+Fe+Mn) vs. Total

REE (ppm) and Mg/Sum(Ca+Mg+Fe+Mn) vs. Total REE

(ppm).

Fig. 11. (a) Scatter diagram of Fe (ppm) vs. Total REE

(ppm) (b) Scatter diagram of Mn (ppm) vs. Total REE

(ppm). The solid line indicates the trend from Zhang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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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1, 2의 돌로마이트는 EPMA 분석 결과 이상

적인 돌로마이트의 화학량론 값을 가지며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Mg/Ca ratio를 가진다(Fig. 9a and

Table 4). 평평한 기울기의 REE 패턴을 가지며 다양한

Eu anomaly, 낮은 또는 중간 이하의 총 REE 함량,

낮은 또는 중간 이하의 Fe 함량, 낮은 Mn 함량 특성

이 나타난다. 이는 매몰환경에서 고염분의 퇴적수에 의

해 형성된 돌로마이트에서 나타나는 특성과 유사한 것

으로 판단된다(Zhang et al., 2014). 반면, Type 3, 4의

돌로마이트는 최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Mg/Ca

ratio를 가진다(Fig. 10a and Table 4). REE 패턴은

MREE가 부화된 패턴(MREE enriched pattern)과 다양

한 Eu anomaly, 중간 정도의 총 REE 함량, 중간 이상

또는 높은 Fe 및 Mn 함량 특성을 보이는데(Fig. 9a,

c and Table 3), Type 3에 비해 Type 4가 상대적으

로 더 낮은 Mg/Ca ratio와 더 높은 Fe, Mn 함량을

가진다(Fig. 10a, Tables 3 and 4). MREE가 부화된

위로 오목한(roof-shaped, upward convex) REE 패턴

은 돌로마이트가 열수유체에 의해 결정화되고 이동하

면서 LREE가 상대적으로 감손되고(Kucera et al.,

2009), 속성수에서 HREE의 부분적인 감손이 반영된

것으로 해석된다(Morgan and Wandless, 1980; Bau

and Möller, 1992; Luders et al., 1993).

매몰환경은 속성 작용을 거치는 동안 유체의 Fe와

Mn 성분이 돌로마이트 결정 구조(crystal lattice) 내

Ca와 Mg 자리에 들어갈 수 있도록 기여하게 되며

(Zhang et al., 2008), 매몰 단계에서 방해석의 치환에

의해 돌로마이트가 형성되고 결정의 크기가 증가할 때

Fe와 Mn이 더 높은 함량으로 나타나는 것은 얕은 매

몰 환경에서 상대적으로 깊은 매몰 환경까지 돌로마이

트가 아산화 환경에 노출되면서 형성되었음을 지시한

다(Tucker and Wright, 1990; Zhang et al., 2014).

총 REE 함량과 Mn 함량은 돌로마이트가 열수 유체

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는 지표가 되며 염수에 비해 담

수에서 더 높은 Mn 함량이 나타나는 경향이 존재한다

(Zhang et al., 2014). 막골층 탄산염암 중 돌로마이트의

재결정화와 석영과 일라이트 입자의 산재가 관찰되는

미세구조 내에서 돌로마이트의 Fe와 Mn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은 담수의 영향으로 돌로마이트의 침전과

용해가 반복되는 가운데 아산화환경에 노출된 것임을

뒷받침해준다. 탄산염암 퇴적물에서 Sr의 함량은 Sr에

대한 분배계수(partition coefficient)가 낮은 돌로마이트

가 방해석에 비해 낮은 Sr 농도를 갖는다(Wolfbauer

and Surdam, 1974; Brand and Veizer, 1980; Ye and

Mazzullo, 1993; Huang, 2010). 이론적으로 돌로마이트

의 Sr 함량은 방해석의 절반 정도의 값을 가지며, 이는

방해석의 돌로마이트화 작용(dolomitization)이 Sr 감쇄

과정(Sr-loss process)임을 지시한다(Huang, 2010). 막

골층 돌로마이트와 방해석의 Sr 함량을 비교한 결과,

Type별 뿐만 아니라 동일 시료 내에서도 돌로마이트에

Fig. 12. Summarized features for the four types of carbonate minerals (dolomite and calcite) in the basal and the lower

members of the Makgol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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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Sr 함량보다 방해석에서의 Sr 함량이 두 배 이상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Table 3) 돌로마이트가 형

성되는 동안 Sr 감쇄 과정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각 Type별 탄산염광물의 주원소, 미량원소 및 REE

특성 차이를 종합해볼 때, 막골층 최하부의 돌로마이

트는 매몰환경에서 고염분의 대규모의 퇴적수에 의해

침전되었고 막골층 하부의 돌로마이트는 염수와 담수

의 유입에 의해 돌로마이트가 형성될 수 있는 조건이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존재한다. 또한 방해석 기질 내

에서 돌로마이트가 형성되는 속성 작용을 거치는 동안

Sr와 같은 미량원소의 감쇄 과정이 존재하였고 속성 유

체의 영향과 아산화 환경에 노출되면서 돌로마이트가

재결정화 작용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5.3. 하부 막골층의 퇴적환경 해석

중기 오르도비스기 막골층을 대상으로 수행한 연구

결과들(Paik, 1986, 1987; Chung et al., 1993; Woo,

1999) 및 조선누층군의 막골층, 직운산층, 두위봉층에

대비되는 영월층군의 영흥층의 연구 결과(Yoo et al.,

1994, 1998)에 따르면, 해당 층은 얕은 탄산염암 대지

가 천해성의 조간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었

다. 또한 Paik (1986, 1987), Choi et al. (2004)의

암상 관찰에 의한 퇴적 환경 해석 연구에 따르면, 막

골층에서 빈번한 지표노출을 지시하는 퇴적구조와 입

자암 및 석회역암이 드물게 교호하면서 백운암이 우세

하게 나타나는 것을 관찰하였고 막골층의 돌로마이트

화를 해수와 담수의 혼합수에 의해 일어난 것으로 제

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하부 막골층을 최하부와 하부로 나누

어 분석한 결과 최하부 퇴적 당시 대규모의 고염수의

영향으로 Mg 성분이 지속적으로 공급되는 가운데 돌

로마이트 결정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하부의 돌

로마이트 결정은 해수와 담수의 혼합수의 영향으로 형성

되었고 담수에 의해 석영과 일라이트와 같은 쇄설성 입

자의 유입이 다량 관찰되는 가운데 최소 2회 이상의 속

성 유체의 영향으로 철함유 광물이 형성되면서 돌로마

이트 결정의 재결정화에 영향을 준 것으로 판단하였다.

6. 결 론

본 연구에서는 석개재 지역 하부 막골층 최하부와

하부의 탄산염암 미세구조를 4가지 Type으로 분류하여

광물조성, 미세구조 및 지화학적 특성을 분석하여 비

교하였다.

막골층 최하부 암상의 광물조성은 방해석에 비해 돌

로마이트가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돌로마이트 결정이 치

밀하게 맞물린 미세구조를 갖는다. Type 1과 Type 2

의 돌로마이트 결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Mg/Ca ratio와

평평한 기울기의 REE 패턴, 낮은 또는 보통 이하의

Fe 함량, 낮은 Mn 함량의 특성을 가진다. 이는 고염

수로부터의 지속적인 Mg 유입이 돌로마이트 형성에

영향을 주었음을 지시한다. 방해석 결정에서 Type 1은

LREE가 부화된 REE 패턴을 가지는 반면, Type 2는

평평한 기울기의 패턴을 가지며 이는 막골층 하부

Type 3와 Type 4 방해석 결정의 REE 패턴 및 총 REE

함량과 유사한 특성을 갖는다. 또한 방해석 미세구조

에서 Type 1에 비해 Type 2에서 쇄설성 입자의 유입

이 상대적으로 많이 관찰되는 것으로 보아, 돌로마이

트가 형성되기 이전에 형성된 방해석이 쇄설성 입자의

유입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막골층 하부 암상의 광물조성은 돌로마이트에 비해

방해석이 상대적으로 우세하며 돌로마이트 결정이 최

하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덜 치밀하게 맞물린 미세구조

를 가지며 미세결정질의 방해석 기질 내에 쇄설성의

석영과 일라이트가 균질하게 분포한다. 이는 담수와 염

수의 혼합수 환경에서 쇄설성 입자의 유입이 우세하였

고 돌로마이트 형성에 Mg가 제한적으로 공급되어 영

향을 주었음을 지시한다. 또한 Type 3와 Type 4의 돌

로마이트는 상대적으로 낮은 Mg/Ca ratio, MREE가

부화된 패턴, 보통 이상의 또는 높은 Fe 및 Mn의 특

성을 가진다. 특히, Type 4에서 관찰되는 철함유 광물

과 돌로마이트의 재결정화 및 상대적으로 높은 Fe,

Mn 함량을 갖는 특성은 속성 유체와 아산화 환경에

영향을 받으면서 돌로마이트가 재결정화 작용을 받았

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석개재 지역 하부 막골층의 최하부와 하부를 대상으

로 본 연구에서 시도된 광물학적, 미세구조적, 지화학적

분석을 종합한 결과, 막골층 최하부는 Mg의 유입이 지

속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는 고염분의 대규모 퇴적수의

영향을 받았고, 막골층 하부는 담수와 해수의 혼합수

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을 제시할 수 있다. 이를 바탕

으로 유사 시기의 다른 지역에서 나타나는 탄산염암을

대상으로 한 종합적인 비교 연구가 이루어진다면, 탄

산염암의 형성 과정에 영향을 준 유체의 성분을 밝히

고 탄산염암 대지의 퇴적 환경 해석과 속성 작용 과정

을 보다 상세하게 이해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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