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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Taebaeksan Zone of the Okcheon Belt is a prominent fold-thrust belt, preserving evidence for overlapped

polyphase and diachronous orogenic events during crustal ev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The Pyeongchang-

Jeongseon area of the northwestern Taebaeksan Zone is fault-bounded on the western Jucheon and southern

Yeongwol areas, showing lateral variations in stratigraphy and structural geometries. For better understanding these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the northwestern Taebaeksan Zone, we have studied the structural geometry of the

Pyeongchang-Jeongseon area. For this, we have firstly carried out the SHRIMP U-Pb age analysis of the age-

unknown sedimentary rock to clarify stratigraphy for structural interpretation. The results show the late

Carboniferous to middle Permian dates, indicating that it is correlated to the Upper Paleozoic Pyeongan Supergroup.

In addition to this, we interpreted the geometric relationships between structural elements from the detailed field

investigation of the study area. The major structure of the northwestern Taebaeksan Zone is the regional-scale

Jeongseon Great syncline, having NE-trending hinge with second-order folds such as the Jidongri and Imhari

anticlines and the Nambyeongsan syncline. Based on the stereographic and down-plunge projections of the

structureal elements, the structural geometry of the Jeongseon Great syncline can be interpreted as a synformal

culmination, plunging slightly to the south at its southern area, and north at the northern area. The different map

patterns of the northern and southern parts of the study area should be resulted in different erosion levels caused by

the plunging hinges. Considering the Jeongseon Great syncline is the major structure that constrains the distribution

of the Paleozoic strata of the Pyeongchang and Jeongseon areas, the symmetric repetition of the lower Paleozoic

Joseon Supergroup in both limbs should be re-examined by structural mapping of the Hangmae and Hoedongri

formations in the Pyeongchang and Jeongseon areas. 

Key words : structural geometry, Jeongseon Great syncline, Hangmae Formation, Hoedongri Formation, Pyeongc-

hang area

옥천대 태백산지역은 한반도의 지각 진화 과정 동안 중첩된 다변형 조산운동의 증거를 보존하고 있는 주요 습곡-

단층대 가운데 하나로, 북서부의 평창-정선지역을 중심으로 서쪽의 주천지역 및 남쪽의 영월지역이 각각 단층 경계로

구분되며, 층서 및 지질구조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 본 논문에서는 북서부 태백산지역에 분포하는 고생대 지층들의

이러한 지역적 차이와 지구조 운동과의 연관성을 이해하기 위해 구조기하학적 형태 해석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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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 우선, 기 발간된 평창지역 지질도들에서 지질연대가 상이하게 제안된 시대미상 퇴적암체에 대한 연대분석을 실시

하였고, 그 결과 해당 암체가 후기 고생대 평안누층군에 대비되는 지층임을 확인하였다. 이러한 연대 결과와 야외조

사를 통해 획득한 구조요소 자료를 종합하여 북서부 태백산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지질구조들의 기하학적 형태를 해

석하였다. 이 지역의 가장 주된 지질구조는 북동-남서 방향의 힌지를 가지는 광역 규모의 정선대향사로, 지동리배사,

남병산향사 및 임하리배사 등과 같은 이차습곡구조들을 수반한다. 하반구 투영 및 하향 투영 단면 해석 결과, 정선대

향사는 힌지가 남부에서는 남쪽으로, 북부에서는 북쪽으로 완만하게 침강하는 향사형 극융 형태의 이중 침강 구조를

가진다. 그러므로 지질도 상에서 연구지역 남부와 북부의 지질구조의 특성이 상이하게 나타나 복잡하게 보이는 것은

침강하는 힌지로 인해 지질도 상에 노출되는 이차습곡들의 구조적 높이가 달랐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평창지역과 정

선지역 고생대 지층의 분포를 규제하는 지질구조가 광역 규모의 정선대향사이고, 동익부인 정선지역에서만 보고된 행

매층 및 회동리층이 서익부인 평창지역에서도 확인됨을 고려할 때, 향후 평창지역의 행매층 및 회동리층에 대한 상세

연구를 통해 습곡 등과 같은 구조 운동에 의한 이들의 대칭 반복 가능성에 대해 추가 연구가 이루어지길 제언한다. 

주요어 : 구조 기하 해석, 정선대향사, 행매층, 회동리층, 평창지역 

1. 서 론

한반도 중남부 지역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하고

있는 옥천대는 주로 선캠브리아 시대 편마암 복합체로

구성된 경기육괴 및 영남육괴와 각각 북서부와 남동부

경계를 이루며, 북동부의 태백산지역(Taebaeksan

Zone)과 남서부의 옥천지역(Okcheon Zone)으로 구분

된다(e.g. Cluzel, 1991; Yin and Nie, 1993; Chough

et al., 2000; Ree et al. 2001) (Fig. 1a). 태백산지

역의 북서부에 위치하는 평창지역은 정선대향사의 서

Fig. 1. (a) Regional tectonic map of the Korean Peninsula (modified after a 1:1,000,000 tectonic map of Korea; KIGAM,

2019). (b) Geological map of the northeastern Okcheon Belt (modified after GICTR, 1962; Kim et al., 2001; Ree et al.,

2001). Inset box indicates the location of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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익부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전기 고생대 조선누층군과

후기 고생대 평안누층군이 주로 분포한다(Fig. 1b). 이

지역은 서쪽으로는 방림트러스트에 의해 선캠브리아 시

대 기반암 및 방림층군과 접하고, 남쪽으로는 주천트

러스트 및 상리트러스트에 의해 영월지역의 조선누층

군(영월층군)과 접하며, 북쪽은 중생대 화강암류에 의

해 관입된다(Figs. 1b and 2). 태백산지역 내 고생대

지층에 관한 층서·퇴적학적 연구는 화석의 산출이 풍

부하고, 퇴적구조의 보존이 비교적 양호하며, 가장 넓

은 분포 면적을 차지하는 태백 및 영월지역에 집중되어

이루어져 왔다(e.g. Kim et al., 1973, 1985; Choi,

1998, 2009; Choi et al., 2004; Choi and Chough,

2005; Kwon, 2012; Kwon et al., 2019). 그러나 평

창지역을 포함한 태백산지역 내 다른 고생대 지층 분

포지에 대한 층서·퇴적학 및 구조 해석에 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많이 수행되지 못하였다.

최근 평창지역 서쪽의 주천지역을 중심으로 클리페

형태의 기반암 단층에 대한 구조기하학적 형태 및 키

네마틱스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Kihm et al.,

2010; Lee, 2016), 남쪽의 영월지역에서는 조선누층군

을 반복시키는 수 매의 남-북 방향 트러스트들이 듀플

렉스 트러스트시스템으로 새롭게 해석된 바 있다(Jang

et al., 2015). 그러므로 지리적으로 주천 및 영월지역

사이에 위치하는 평창지역의 지질구조에 관한 연구는

서부 태백산지역의 구조 진화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

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이다. 본 연구에서는 평창지역

에서 기 발간된 지질도들 간의 지층 분포 및 층서의

불일치 점을 확인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한 새로운 연

대 증거를 제시하고자 한다. 이와 함께 야외조사를 통

해 수정·보완된 지질도를 활용하여 평창지역에 보존되

어 있는 지질구조들의 기하학적 형태를 해석하고, 해

석된 북서부 태백산지역 지질구조에 대한 고찰을 통해

후속 연구의 필요성에 대해 제언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본 연구의 대상지역은 태백산지역 북서부의 평창지

역으로, 1:5만 평창도폭을 중심으로 정선도폭, 창동도

Fig. 2. Compiled geologic map of the northwestern Taebaeksan Zone (modified after GICTR, 1962; DGCC, 1978; Cheong

et al., 1979a; Hong et al., 1995). The age-unknown sedimentary package is mapped in the northern area. Inset map shows

location of the study area in 1:50,000 quadrangles. Sample location for the SHRIMP U–Pb zircon age-dating is shown as star

PC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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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 및 하진부도폭에 걸쳐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전

기 고생대(캠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내지 실루리아기)

의 조선누층군과 후기 고생대(석탄기-페름기 내지 전기

트라이아스기)의 평안누층군이 넓게 분포한다(Fig. 2).

연구지역의 조선누층군은 대부분 탄산염암층으로 주로

석회암과 백운암으로 구성된다. 이들에 대해 태백산지

구지하자원조사단이 발간한 태백산지구 지질도(평창도

폭)에서 처음으로 ‘정선석회암’이라는 층 명이 사용되

었고(GICTR, 1962), 이 후 발간된 1:5만 평창·영월도

폭에서는 나머지 평창지역의 조선누층군을 아래로부터

입탄리층 및 정선석회암으로 구분하였다(Cheong et

al., 1979a). Hong et al. (1995)의 창동도폭에서는 평

창지역 조선누층군의 북부 일부만이 노출되어 정선석

회암으로 표시되었다. 이후 태백산지역의 조선누층군을

지역적 암상의 차이에 따라 조선누층군의 하위 층서인

태백층군, 영월층군, 평창층군, 용탄층군 및 문경층군

으로 구분하는 것이 제안됨에 따라, 연구지역의 조선

누층군도 평창층군으로 재정립되었다(Choi, 1998). 그

러나 화석의 산출이 빈약하고 다양한 암상이 변형구조

에 의해 복잡하게 분포한다는 이유로 세부 지층이 구

분되지 못하고 ‘분대되지 않는(undifferentiated)’ 평창

층군으로 정의되었다(Choi, 1998). 본 논문에서는 그동

안 발간된 지질도폭들의 층서를 고려하여 평창층군을

입탄리층과 정선층(정선석회암)으로 구분하였다(Fig. 2).

입탄리층은 주로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과 결정질 백운

암으로 구성되며, 곳에 따라 층간에 어두운 색의 천매

암이 얇게 협재한다(Cheong et al., 1979a). 이 층은

지질도 상에서 서쪽으로는 방림트러스트에 의해 경계

되고, 동쪽으로는 중생대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며, 정

합 관계로 상위에 정선층이 놓인다(Fig. 2). 정선층은

주로 백색 내지 암회색의 석회암과 회색의 백운암으로

구성되고, 입탄리층 보다는 결정화 정도가 약하다. 하

부는 주로 암회색의 석회암과 충식 구조(‘worm-eaten’)

를 보이는 석회암이, 중부는 회색의 백운암이 나타나

며, 상부는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과 암회색 석회암이

분포한다(DGCC, 1978; Nam et al., 2015). 

평창층군 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상부 고생대 평

안누층군은 평창지역을 포함하는 태백산지역 서부에 넓

게 분포한다(Fig. 1b).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GICTR, 1962)에 의해 태백산분지의 평안누층군이 아

래로부터 홍점층, 사동층, 고방산층 및 녹암층으로 구

분된 이래로 평창지역에서도 오랜 기간 이 층서 구분

을 사용하고 있으나, 평창탄전 정밀지질보고서에서는

이를 하부로부터 만항층, 금천층, 밤치층, 장성층, 옥갑

산층, 상원산층 및 박지산층으로 구분하기도 하였다

(DGCC, 1978). 본 논문에서는 현재 발간된 지질도폭

들의 층서를 고려하여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의 층

서를 인용하였다. 홍점층은 주로 암회색의 셰일 또는

세립질 사암으로 구성되며, 백색의 결정질 석회암층이

협재한다(GICTR, 1962; DGCC, 1978). 삼척탄전의

만항층에 대비되나, 그들의 특징적 암상인 적색 내지

자색의 사암층이 평창지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다

(DGCC, 1978). 사동층은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 사암

과 셰일의 호층으로 구성되며, 하부에 수 층의 렌즈상

석회암이 협재되고, 상부에는 탄층이 협재된다(GICTR,

1962; DGCC, 1978). 삼척탄전의 금천층과 만항층에

대비되며, 영월탄전의 밤치층에 해당하는 지층도 이에

포함된다(DGCC, 1978; Hong et al., 1995; Kim

and Lee, 2017). 사동층 상위에 정합으로 놓이는 고방

산층은 주로 백색의 조립질 사암과 흑색 셰일로 구성

된다. 이 층은 삼척탄전의 함백산층, 도사곡층 및 고한

층에 대비되며, DGCC (1978)의 옥갑산층이 이에 해

당한다. 평창지역 평안누층군의 최상위 지층인 녹암층

은 녹회색의 세립질 사암, 실트암 및 셰일로 구성되며,

삼척탄전의 동고층 및 평창탄전 정밀지질보고서의 상

원산층과 박지산층이 이에 대비된다(DGCC, 1978;

Kim and Lee, 2017).

3.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대 시대미상 퇴적

암체의 지질연대

3.1.기존의 해석: 캠브리아기 삼방산층 vs. 페름기

녹암층 

연구지역 북부의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에 위치한 던

지골 계곡을 따라서 분포하는 담녹색 사암 및 셰일은

남쪽으로 1:5만 평창도폭에서부터 창동도폭을 거쳐 북

북동쪽의 하진부도폭에 이르기까지 3개 도폭에 걸쳐

분포하고 있는 퇴적암체로, 동쪽으로는 잠두산단층에

의해 평창층군의 탄산염암 내지 평안누층군의 쇄설성

암들과 경계하고, 북쪽으로는 중생대 화강암에 관입된

다(Fig. 2). 그러나 각 지질도폭에서 해당 암체의 지질

연대는 상이하게 제안되고 있다.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

사단에서 발간한 평창도폭 및 하진부도폭에서는 본 퇴

적암체를 시대미상 의 삼방산층으로 제시하였고

(GICTR, 1962), 연구자들에 의해 영월지역의 삼방산층

은 캠브리아기 지층으로 확인되었다(e.g. Kobayash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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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66; Kim et al., 1985; Lee et al., 1986, 1991).

그러나 이후 발간된 평창탄전 정밀지질보고서 및 창동

도폭에서는 본 암체가 영월지역 삼방산층과는 다른 암

상적 특징을 보이며, 평안누층군 최상부의 녹암층에 해

당한다고 제안하였다(DGCC, 1978; Hong et al.,

1995). 이 퇴적암체의 지질연대에 대한 이러한 두 가지

상반된 의견은 평창지역 지질구조를 해석하는데 있어

다양한 기하학적 모델을 가능하게 할 수 있으므로(e.g.

Cheong, 2017), 이 지역 지질구조를 정확하게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 암체의 퇴적연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

3.2. 연대분석

평창군 대화면 대화리 일대 시대미상 퇴적암의 퇴적

시기를 밝히기 위해 던지골 계곡을 따라 노출된 노두

에서 사암시료(PC134) 1개를 채취하였다(Fig. 2). 채취

한 시료들은 분쇄 후 체질(sieving)과 중액분리, 자성분

리를 통해 중광물을 농집시켰고, 회수된 광물들로부터

실체현미경을 이용한 수작업(hand-picking)을 통해 저

어콘 광물을 분리하였다. 분리된 저어콘은 에폭시를 이

용해 마운트를 제작한 후 연마하여 분석에 이용하였다.

분석 전에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연마편의

후방산란전자(BSE)와 음극선 발광(CL) 이미지를 얻었

고, 이를 활용하여 크랙(crack) 및 포유물(inclusion)을

피해 분석점의 위치를 결정했다(Fig. 3a). 저어콘 U-Pb

절대연령 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SHRIMP (Sensitive High-Resolution Ion Micro Probe)

장비를 이용하였다. 이온빔의 크기는 직경 25 µm로, 총

48개 저어콘을 분석하였고, 분석점 3개 당 하나의 FC-1

표준 저어콘(1099.0 ± 0.6 Ma; Paces and Miller,

1993)을 분석하였다. 분석을 통해 획득한 데이터는

SQUID 2.50와 ISOPLOT 3.71 프로그램(Ludwig,

2008)을 이용해 처리하였다(Table 1). 

분리된 저어콘들은 약 40-180 µm 범위의 직경을

가지며, 대부분 마모된 둥근 형태를 보이지만, 일부 저

어콘들은 짧은 단주상 내지 주상으로 나타나며, 상대

적으로 마모가 적은 자형을 보이기도 한다(Fig. 3a).

주사전자현미경의 음극선발광 이미지를 이용하여 저어

콘의 내부구조를 관찰한 결과, 대부분의 저어콘은 진

동형(oscillatory) 또는 영역형(sector) 누대구조를 보이

는 화성기원의 특징을 나타내며(Fig. 3a), 분석된 저어

콘들의 Th/U 값이 0.1보다 높은 값을 보이는 것도 이

들 저어콘 입자들이 대부분 화성기원에서 유래했음을

지시한다(Vavra et al., 1999; Hartman et al., 2000)

(Table 1). 본 시대미상 시료의 쇄설성 저어콘 SHRIMP

U-Pb 연대측정 결과, 고생대 이후의 연대를 보이는 분

석 값 중 일치곡선(concordia) 상에 놓이는 가장 젊은

2개는 277.6 ± 2.6 Ma와 280.3 ± 2.0 Ma로 중기 페

름기에 해당하며, 그 외 6개 분석 값이 약 319-329 Ma

범위의 후기 석탄기에 해당하는 연대를 보인다(Table 1;

Fig. 3b). 최대 퇴적시기(maximum deposition age)를

지시할 수 있는 가장 젊은 저어콘들의 가중평균연대

(weighted mean age)를 구할 수는 없으나, 단일 저어

콘 연대들이 일관성 있게 후기 석탄기에서 중기 페름

기를 지시하므로, 본 시대미상 퇴적암체는 전기 고생

대 조선누층군에 속하는 삼방산층 보다는 후기 고생대

평안누층군에 속하는 녹암층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

할 수 있다. 

Fig. 3. Scanning electron microscope cathodoluminescence (CL) image of sectioned zircon grains (a) and concordia plots of

the SHRIMP U–Pb zircon age dating (b) from the sandstone sample as part of the age-unknown sedimentary package

(sample PC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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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구조

기 발간된 1:5만 평창도폭, 정선도폭, 하진부도폭

(GICTR, 1962) 및 창동도폭(Hong et al., 1995)과

평창탄전 지질도(DGCC, 1978)를 기본 지질도로 하여

야외조사를 수행한 결과와 전술한 시대미상 암체의 새

로운 연대측정 결과를 종합하여 수정·보완한 지질도 상

에 보존된 평창지역의 주요 지질구조는 주로 수축

Table 1. U-Th-Pb isotopic results for the sample PC134

 Spot
206Pbcommon 

(%)
U 

(ppm)
Th 

(ppm)
Th/
U

206Pb
/238UAge

207Pb
/206PbAge

%
Discordant

238U
/206Pb*

±%
207Pb*
/206Pb*

±%

PC134_1.1 5.66 123 77 0.62 392 ± 5 -- -- -- 16.8056 1.5 0.0130 61

PC134_2.1 2.05 410 142 0.35 319 ± 5 -529 ± 247 +163 20.1246 1.6 0.0374 9.2

PC134_3.1 2.04 43 54 1.26 1872 ± 54 1558 ± 73 -21 3.0316 2.9 0.0965 3.9

PC134_4.1 9.77 215 279 1.30 278 ± 3 -824 ± 270 +133 25.1991 1.8 0.0336 9.5

PC134_5.1 1.07 175 62 0.36 1924 ± 21 1733 ± 26 -11 2.9156 1.1 0.1061 1.4

PC134_6.1 1.29 74 36 0.49 2536 ± 38 2444 ± 23 -4 2.0956 1.4 0.1589 1.4

PC134_7.1 14.45 403 283 0.70 329 ± 3 1670 ± 254 +85 22.3520 4.1 0.1025 14

PC134_8.1 0.36 396 132 0.33 1876 ± 14 1797 ± 12 -4 2.9778 0.8 0.1098 0.7

PC134_9.1 1.46 66 28 0.43 1815 ± 26 1637 ± 56 -11 3.1117 1.5 0.1007 3.0

PC134_10.1 0.00 39 50 1.31 1931 ± 71 1980 ± 27 +2 2.8521 3.7 0.1216 1.5

PC134_11.1 1.12 171 78 0.46 256 ± 3 -320 ± 223 +183 25.0521 1.1 0.0405 8.7

PC134_12.1 0.05 320 237 0.74 2635 ± 24 2517 ± 17 -4 2.0079 0.8 0.1659 1.0

PC134_13.1 0.19 174 573 3.29 1610 ± 15 1483 ± 19 -9 3.5512 1.0 0.0928 1.0

PC134_14.1 -- 329 577 1.75 322 ± 3 416 ± 46 +23 19.4798 0.8 0.0551 2.1

PC134_15.1 0.05 217 150 0.69 2612 ± 26 2550 ± 8 -2 2.0160 0.9 0.1692 0.5

PC134_16.1 0.03 623 253 0.41 1897 ± 13 1822 ± 8 -4 2.9392 0.7 0.1114 0.4

PC134_17.1 0.06 136 85 0.62 1896 ± 21 1786 ± 18 -6 2.9471 1.1 0.1092 1.0

PC134_18.1 0.02 314 107 0.34 2581 ± 23 2557 ± 16 -1 2.0363 0.8 0.1700 0.9

PC134_19.1 0.06 355 106 0.30 2262 ± 38 2474 ± 15 +8 2.3294 1.7 0.1618 0.9

PC134_20.1 0.04 193 126 0.65 2131 ± 30 2031 ± 12 -5 2.5742 1.4 0.1252 0.7

PC134_21.1 0.14 34 34 1.00 2756 ± 62 2580 ± 21 -6 1.9162 1.9 0.1723 1.3

PC134_22.1 0.19 451 290 0.64 280 ± 2 141 ± 58 -100 22.5838 0.7 0.0489 2.5

PC134_23.1 0.08 468 326 0.70 246 ± 3 421 ± 64 +42 25.6102 1.4 0.0552 2.8

PC134_24.1 0.03 87 28 0.33 1816 ± 20 1829 ± 19 +1 3.0701 1.1 0.1118 1.0

PC134_25.1 0.19 374 56 0.15 266 ± 4 302 ± 79 +12 23.7272 1.6 0.0524 3.5

PC134_26.1 0.08 424 54 0.13 1646 ± 27 1844 ± 22 +11 3.3918 1.7 0.1128 1.2

PC134_27.1 0.79 239 280 1.17 311 ± 8 42.8 ± 180 -635 20.4031 2.7 0.0469 7.5

PC134_28.1 0.39 112 54 0.48 315 ± 3 124 ± 113 -156 20.0526 1.0 0.0485 4.8

PC134_29.1 0.00 139 62 0.44 3058 ± 55 2831 ± 24 -6 1.7054 1.3 0.2006 1.5

PC134_30.1 0.05 188 145 0.77 2038 ± 53 1863 ± 14 -9 2.7256 2.6 0.1140 0.8

PC134_31.1 0.07 158 74 0.47 1691 ± 16 1567 ± 16 -8 3.3599 1.0 0.0970 0.9

PC134_32.1 -- 103 91 0.88 1877 ± 19 1835 ± 15 -2 2.9677 1.0 0.1122 0.9

PC134_33.1 -- 359 605 1.69 314 ± 9 358 ± 35 +13 19.9977 3.0 0.0537 1.6

PC134_34.1 0.03 215 184 0.86 2448 ± 47 2503 ± 7 +2 2.1525 1.8 0.1646 0.4

PC134_35.1 0.10 82 33 0.40 2666 ± 34 2690 ± 11 +1 1.9469 1.1 0.1840 0.7

PC134_36.1 -- 105 56 0.53 1875 ± 19 1836 ± 16 -2 2.9701 1.0 0.1122 0.9

PC134_37.1 0.04 104 102 0.98 2334 ± 26 2432 ± 11 +4 2.2698 1.1 0.1578 0.6

PC134_38.1 0.01 197 104 0.53 1867 ± 16 1860 ± 11 -0 2.9778 0.9 0.1138 0.6

PC134_39.1 -- 23 12 0.51 1728 ± 31 1769 ± 42 +2 3.2448 1.9 0.1082 2.3

PC134_40.1 0.02 256 145 0.57 2419 ± 20 2490 ± 7 +3 2.1801 0.8 0.1633 0.4

PC134_41.1 0.01 521 365 0.70 2522 ± 19 2526 ± 13 +0 2.0876 0.7 0.1669 0.8

PC134_42.1 0.00 243 158 0.65 1864 ± 41 1877 ± 23 +1 2.9801 2.3 0.1148 1.3

PC134_44.1 0.03 303 67 0.22 1883 ± 14 1876 ± 9 -0 2.9491 0.7 0.1147 0.5

PC134_45.1 -- 184 72 0.39 1990 ± 17 1993 ± 10 +0 2.7650 0.8 0.1225 0.6

PC134_46.1 -- 204 65 0.32 1885 ± 15 1886 ± 20 +0 2.9433 0.8 0.1154 1.1

PC134_47.1 -- 389 33 0.08 2150 ± 22 2140 ± 6 -0 2.5285 1.0 0.1332 0.4

PC134_48.1 -- 254 44 0.17 1890 ± 15 1881 ± 10 -1 2.9369 0.8 0.1151 0.5

PC134_49.1 -- 407 86 0.21 1910 ± 13 1871 ± 14 -2 2.9075 0.7 0.1144 0.7

Errors are 1-sigma; Pbc and Pb* indicate the common and radiogenic portions,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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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Detailed geological map showing the major structures of the Pyeongchang area. Published geological maps (GICTR,

1962; DGCC, 1978; Cheong et al., 1979a; Hong et al., 1995) have been used as base maps for updating the geology of the

area. Inset map shows the location of the Pyeongchang area in 1:50,000 quadrangles. Abbreviation: JGS—Jeongseon Great

syncline, JA—Jidongri anticline, NA—Nambyeongsan syncline, IA—Imhari anticline, JF—Jamdusan fault. BT— Bangrim

thrust, PF—Pyeongchang fault, ST—Sangri thru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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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tractional) 작용의 영향을 받은 구조들이다. 광역

규모(regional-scale)의 정선대향사를 비롯하여 지동리

배사, 남병산향사 및 임하리배사 등과 같은 작은 이차

습곡구조(second-order fold; map-scale)들이 이에 포

함된다(Fig. 4). 이들 중 가장 주된 습곡은 북동 방향

의 힌지를 가지는 정선대향사로, 이의 이차습곡인 지

동리배사와 남병산향사는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의

퇴적층들이 대칭적으로 반복됨에 의해 정의되고, 임하

리배사는 두껍게 분포하는 조선누층군 내의 동-서 방

향에 따른 층리의 변화로부터 해석된다(Fig. 4).

4.1. 정선대향사

정선대향사는 평창지역 뿐만 아니라 북서부 태백산

지역 전역에 걸쳐 보존된 광역 규모(regional-scale)의

습곡으로, 전체적으로 북서-남동 방향을 따라 조선누층

군의 평창층군 및 용탄층군(정선지역의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이 대칭적으로 반복됨에 의해 쉽게 인지된

다(Figs. 2 and 4). 습곡을 이루는 층리면이 서익부에

서는 동쪽으로, 동익부에서는 서쪽으로 완만하게 경사

한다(Figs. 2 and 4). 습곡 힌지의 침강(plunge) 방향

과 침식 수준(erosion level)이 힌지의 자취(trace)를

따라 북동-남서 방향으로 변화하기 때문에(Fig. 5a, b),

정선대향사는 평창-정선지역의 남부와 북부에서 서로

다른 지질도 상 특성을 보인다(Figs. 2 and 4). 서익

부의 지동리배사와 남병산향사 등의 이차습곡들은 남

부지역에서 잘 인지되고, 임하리배사의 일부는 북부지

역에 잘 나타난다(Fig. 4).

4.2. 지동리향사

정선대향사의 이차습곡인 지동리배사는 평창지역 지

동리 일대에 보존되어 있으며, 지질도 상에서 평창층

군과 평안누층군의 대칭적인 반복에 의해 우선 인지된

다(Fig. 4). 동익부에서 정선석회암층과 평안누층군의

지층들이 전체적으로 남-북 주향을 가지고 동쪽으로

30-50° 경사하는 반면(Figs. 4 and 6a, b), 서익부에

서는 동익부와 유사한 남-북 주향을 보이지만 40-70°

Fig. 5. Equal-area plots of poles to bedding from the folds in the Pyeongchang-Jeongseon area. (a) South plunging (13°,

194°) first-order Jeongseon Great syncline in the southern area. (b) North plunging (09°, 018°) Jeongseon Great syncline in

the northern area. (c) NNE-trending (10°, 184°) second-order Jidongri anticline and (d) NNE-trending (02°, 190°) second-

order Nambyeongsan syncline in the western limb of the Jeongseon Great syn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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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Field photographs from the second-order folds of the Jeongseon Great syncline showing east-dipping beds from

eastern limb of the Jidongri anticline (a and b), west-dipping beds from western limb of the Jidongri anticline or eastern limb

of the Nambyeongsan syncline (c and d), east-dipping beds from western limb of the Nambyeongsan syncline (e and f), and

outcrop scale ‘z’-fold, having sub-horizontal hinge (02, 203) from eastern limb of the Imhari anticline (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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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서쪽으로 경사한다(Figs. 4 and 6c, d). 또한 습곡

의 힌지부분에서는 지층이 동-서 주향을 가지며 20-

30° 북쪽으로 경사한다(Fig. 4). 비록 습곡 힌지의 자취

가 지질도 상에 뚜렷하게 나타나지는 않으나, 습곡에

서 획득한 지층들의 지질요소(층리면 자세 등)를 하반

구 투영법(stereographic projection)을 이용하여 등면

적투영한 결과, 힌지가 남쪽 방향으로 완사(10°, 184°)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Fig. 5c). 

4.3. 남병산향사

지동리배사의 서편에 존재하는 남병산향사는 평창지

역 남병산 일대에서 연속되는 고생대 층서가 대칭적으

로 반복되는 것에 의해 지질도 상에서 쉽게 인지된다

(Fig. 4). 야외에서 지동리 배사의 서익부(남병산향사의

동익부)의 서쪽으로 경사하는 지층의 자세가 서쪽으로

가면서 20-60°의 동쪽 경사로 변하는 것이 관찰된다

(Figs. 4 and 6e, f). 남병산향사는 남남서-북북동 방향

(02°, 190°)의 힌지를 가지며(Fig. 5d), 이의 자취는 지

동리 배사의 힌지 자취와 거의 평행하다(Fig. 4). 습곡

의 서익부는 연구지역의 남부에서 부분적으로 평창트

러스트에 의해 절단된다(Fig. 4). 

4.4. 임하리배사

임하리배사는 남병산향사의 서편에 평창층군의 정선

석회암층과 입탄리층이 넓게 분포하는 곳에서 발달한

다(Cheong et al., 1979a) (Fig. 4). 북북동-남남서 방

향의 힌지를 가지는 임하리배사는 남쪽으로 평창지역

의 대하리 일대에서 북쪽으로 대화리 인근에 이르기까

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발달하며, 수많은 소규모 습곡

을 수반한다(Cheong et al., 1979a). 습곡의 동익부의

지층들이 동쪽으로 갈수로 경사각이 증가하는 반면, 서

익부의 지층들은 서쪽으로 갈수록 점점더 완만한 경사

를 가진다(Cheong et al., 1979a). 임하리배사의 양쪽

익부에 보존된 소규모 습곡(small-scale fold)들은 대부

분 비대칭 습곡(asymmetric fold)으로, 동익부에 ‘z’형

기생 습곡구조(‘z’-fold; ‘z’-parastic fold)가, 서익부에

‘s’형 기생습곡구조가 보존된 것은 한 단계 큰 규모인 임

하리배사와의 기원적 상관관계를 잘 지시한다(Fig. 6g).

5. 토 의 

5.1. 북서부 태백산지역의 구조기하학적 형태 해석

연구지역에 보존되어 있는 상기 서술한 주요 지질구

조들 사이의 구조적 관계는 햐향 투영법(down-plunge

projection)을 이용하여 작성한 단면에 잘 나타난다. 연

구지역 지질구조의 사실적 형태(realistic geometry)를

가장 잘 보여주는 단면을 작성하기 위하여, 북서부 태

백산지역 내 가장 우세한 지질구조인 정선대향사의 습

곡축에 수직한 북서-남동 방향으로 단면을 작성하였고,

이 습곡의 힌지가 북부와 남부에서 서로 반대 방향으

로 침강하는 것을 고려하여 북부와 남부 2개의 단면을

작성하였다(Fig. 7). 

단면 상에서 확인할 수 있는 북서부 태백산지역의

가장 주된 지질구조는 정선대향사로(Fig. 7b, c), 이에

수반된 소규모 습곡들의 지표 노출 양상과 양쪽 익부

에 발달한 소규모 쐐기단층(wedge fault) 또는 인편상

트러스트(imbricate thrsut)의 발달 양상이 지역에 따라

다르기 때문에 지질도 상에서는 복잡한 모습으로 표현

된다(Fig. 7a). 정선대향사의 힌지는 남부에서는 남쪽으

로, 북부에서는 북쪽으로 완만하게 침강하며 향사형 극

융(synformal culmination) 형태의 이중 침강 구조

(doubly-plunge structure)를 가진다(Fig. 5a, b). 정선

대향사 서익부의 쐐기단층(wedge fault)에 의한 두 단

면 사이의 차이를 제외하면, 전체적인 구조 형태는 습

곡의 힌지 방향을 따라 북서부 태백산지역 전체에 걸

쳐 일정하게 유지된다(Fig. 7b, c). 지질도 상에서 확인

가능한 연구지역 남부와 북부 지질구조의 가장 큰 차

이는 정선대향사 서익부 이차습곡들(지동리배사와 남

병산향사)의 노출 유무이지만(Fig. 7a), 단면 상에서는

완만습곡(gentle fold) 형태의 정선대향사와 이들 이차

습곡들의 기하학적 형태가 두 단면에 모두 잘 나타난

다(Fig. 7b, c). 그러므로 연구지역 북부에서 이들 이차

습곡들의 형태가 지질도 상에 노출되지 않는 것은 습

곡의 힌지가 북쪽으로 침강함으로 인해 침식될 수 있

었던 구조적 높이가 남부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았던

결과로 해석할 수 있다. 

5.2.평창-정선일대 지질구조의 기하학적 형태와 하

부 고생대 층서

태백산지역의 하부 고생대 조선누층군을 지역적 암

상의 차이에 따라 태백층군, 영월층군, 평창층군, 용탄

층군 및 문경층군으로 구분할 때(Choi, 1998), 정선대

향사 서익부의 평창지역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은 평

창층군에, 동익부의 정선지역은 용탄층군에 속한다. 평

창층군은 전술한 바와 같이 오르도비스기의 입탄리층

과 정선층으로 구분할 수 있다. 반면, 용탄층군에 속하

는 동익부의 조선누층군은 이들과 다른 층서구분을 사

용하고 있다. 과거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의 태백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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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a) Revised geological map showing the major structures of the Pyeongchang-Jeongseon area (modified after GICTR,

1962; Cheong et al., 1979a; Choi, 1980; Lee, 1980; Kim, 1982; Yi, 1983; Seo, 1983; Hong et al., 1995). (b) and (c) Profiles

of the northwestern Taebaeksan Zone along the northern (a-a’) and southern (b-b’) parts of the doubly plunging Jeongseon

Great sync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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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구 지질도(정선도폭)에서는 이 지역에 분포하는 탄산

염암층을 태백층군의 막골층 위에 정합으로 놓이는 정

선석회암으로 구분하였으나(GICTR, 1962), 이후 Son

and Cheong (1976)은 이를 다시 정선석회암 및 이들

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행매층으로 세분하였다. 그러

나 정선지역 회동리 일대에서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화

석이 보고됨에 따라, 정선지역의 하부 고생대 층서는

아래로부터 정선층(정선석회암), 행매층 및 회동리층으

로 다시 제안되었다(Cheong et al., 1979b; Lee, 1980,

1982; Choi, 1998). 따라서 현재의 태백산지역 하부

고생대 층서 체계는 지질도 상에 평안누층군이 넓게

분포하는 지역을 중심으로 서편의 평창지역과 동편의

정선지역 층서가 서로 불일치함을 보인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평창-정선지역에서 반복되

는 고생대 조선누층군 및 평안누층군을 규제하는 지질

구조가 광역 규모의 정선대향사임을 고려할 때, 습곡

의 양쪽 익부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의 층서가 불일치

하는 것은 반드시 재고해야할 문제이다. 

정선지역에서 처음 정의된 행매층은(Hisakoshi,

1943) 녹갈색 함력석회암 및 석회암과 쇄설성 퇴적암

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주로 석회암 및 백운암으로 이

루어진 주변의 다른 층들과는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Son and Cheong, 1971; Cheong et al., 1979b).

대부분의 노두에서 풍화가 심하게 진행된 상태로 관찰

되는데, 평창지역에서도 남병산향사와 지동리배사의 익

부를 가로지르는 임도를 따라 노두가 관찰되고, 평창

군 대화면 하안미리의 대덕사 계곡을 따라서도 일부

노두가 확인된다(Figs. 7a and 8). 행매층 상위에 놓이

는 회동리층은 청회색 내지 담회색의 괴상 석회암으로

구성된다(Lee, 1980, 1982). 야외에서 관찰되는 특징이

행매층 하부의 정선층과 거의 유사하기 때문에 육안으

로는 구별이 쉽지 않으며, 주로 특징적 암상을 보이는

행매층과의 상하 관계에 의해 구분된다. 평창지역에서

도 행매층의 분포지로부터 구조적으로 상위에 놓이는

석회암들을 회동리층으로 구분할 수 있을 것이다. 정

선지역의 행매층 및 회동리층에 대해서는 실루리아기

화석의 산출과 함께 학술지에 보고된 바 있고(Cheong

et al., 1979b; Lee, 1980, 1982) 후속연구에 의해 이

지역 연구자들에게 널리 인지되어 왔으나(e.g. Lee,

2018, 2019), 평창지역의 행매층 및 회동리층에 대해서

는 학술지에 보고된 바가 없기 때문에 그동안 연구자

들의 주목을 받지 못하였다. 그러나 몇몇의 석사학위

논문에서 평창지역에 분포하는 행매층과 회동리층의 존

재가 보고되었고, 코노돈트 화석을 활용한 생층서 연구

도 수행된 바 있다(Kim, 1982; Yi, 1983; Seo, 1983).

따라서 평창지역과 정선지역 고생대 지층의 분포를 규

제하는 지질구조가 광역 규모의 정선대향사이고, 동익

부인 정선지역의 용탄층군에서만 분포하는 것으로 정

의된 행매층 및 회동리층이 서익부인 평창지역에서도

확인됨을 고려할 때, 향후 평창지역 행매층 및 회동리

층에 대한 상세 연구를 통해 광역 규모의 구조 운동에

의한 이들의 대칭 반복 가능성에 대해 추가 연구가 필

요할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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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f the Pyeongch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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