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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제 목 

“분지별 퇴적시스템 연구( 1) : 원생대 백령층군 및 태안층” 

Depositional Systems of the Sedimentary Basins (1) Depositional Systems 

and their Evolution of the Proterozoic Paegryeong Group and Taean 

Formation 

ll. 연구개발의 목적 및 펼요성 

- 우리나라 지질과학 연구와 효율적인 자원탐사를 위하여 주요 지 질구 

성체인 퇴적층에 대한 근본적이고 체계적인 연구 필요 

- 분지별， 퇴적체별로 퇴적시스템을 분석， 정리， 대비하고 이를 유기적 

으로 해석하여 한반도의 층서와 퇴적사를 재정립할 필요가 있음. 

~ 따라서 

- 표식층구성과 퇴적상이 연구되지 않았거나 시대가 미상인 지층군을 

집중적으로 연구하여 지층군별， 분지(지역)별로 퇴적시스템의 기본특 

성 규명. 

- 주요 퇴적분지의 퇴적환경과 분지발달의 기본배경 파악. 

- 여러 퇴적분지들을 연관시켜 한반도의 지질/지구조구 특성 종합해석 . 

ID.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 백령도와 충남 태안-서산지역에 분포된 원생대 지층의 퇴적시스템을 

연구하여 =수 

표식 층구성 (strato type) , 퇴 적 상 및 기 본 지 질사항 파악 

퇴적환경 및 분지발달 특성 규명 

다른 지역의 유사지층군과 대비 • 지구조적 해석 

한반도의 선캠브리아기 층서와 퇴적작용사 정립을 위한 자료 구축 

n ·J 



N. 연구개발 결과 

L 개 요 

- 백령도의 원생대 퇴적층의 층서 파악 

• 지층명 설정 : 백령층군(중화동층， 장촌층， 두무진층) 

- 태안층이 종래 알려진 것보다 더 넓게 분포되었음을 파악 

주요 지역별로 백령층군과 태안층의 퇴적주상도 작성 

- 지역별(분지별)로 퇴적상 및 퇴적환경 해석， 분지발달 특성 규명 

- 백령도의 체계적 지질도 작성(축척 1/50,000) 

2. 세부 결과 

1). 빽 형 포 

가. 지질개요 

φ 층서 * 중기원생대의 백령층군 
* 백악기말~고제3기초(?)의 맥암류 

* 신제3기 말의 진촌현무암 

* 제4기의 미고결퇴적층 

@ 지질구조 ; a) N70-85 0 E 방향의 습곡 및 충상단층 

b) N75-80 o E 방향의 정 단층 및 

N5-15 0 W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 축척 1/50,000 지질도 신규 작성 

나. 백령층군 

@ 구성 : 하부(중화동층) 중부(장촌층) 상부(두무진층)로 분층 

￠ 퇴적시스템 

a) 퇴적상 

* 줄확호효(두께; 350 - 400m) : 거의 암회색의 이질암(점판암 또는 

천매암화)으로만 구성(평행엽층 발달) 

• Stonn-base 이하의 갇은 대륙붓 퇴적츄 

* 갚홀출(두께; 650-700m) 사암과 이암(규암， 셰일/천매암화)의 호층 

대 (Hummocky 사층리， Loading구조， Slump구조 등 형성) 

• Stonn-base와 Low-tide line 사 이 의 양은 대 륙북 퇴 적 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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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토로좌출(두께 350-500m) 주로 평행한 판상 사암단위층(규암화) 

의 조합으로 구성된 두꺼운 사암체(사층리， 연흔 등의 

퇴적구조 형성) 

• 조간대 퇴적층 

b) 퇴적환경 
* 백령층군은 하부에서 상부로 가면서 깊은 대륙붕 • 얄은 대륙붕 • 

조간대로 변하는 해성환경에서 퇴적되었음. 수직 층서상의 이러한 

변화는 백 령 층군 퇴 적 시 Shore Progradation이 있었음을 의 미 함. 

* 조간대 퇴적층(두무진층)이 두껍게 쌓인 것은 상대적 해수변의 점진 
적 상승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추정됨. 

@ 대비 : 중기원생대층인 황해도의 하부상원계 일부에 대비 가능 

2). 충남 핵안*셔산 31;혐 

가. 지질개요 

φ 층서 * 원생대의 서산층군， 편마암 및 편암류， 태안층 
* 쥬라기의 섬장암 및 화강암류 

@ 태안층의 분포특성 및 지질구조 

* 분포 ; NE- SW 방향으로 대상분포(화강암류 관입으로 

단절)→ 태안군 남면 지역， 서산시 부석면 지역， 

서산 당진 지역으로 나뉘어짐. 

* 지질구조 ; NE- SW 방향의 축으로 습콕， 

Bedding plane Slip 인 지 됨 . 

NNE- SSW 방향의 수직단층 형성 가능 

나. 태안층 

φ 주요 노두 발달지 * 충남 태안군 남면 봉산리 진산리 해안 
* 충남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 해안 

@ 퇴적시스템 

a) 퇴적상 ; 두께 lO-80cm의 판상사암(규암화)과 박층(5-20cm)의 

이질암(천매암화) 교호층으로 구성 

(전체 두께 ; 170m 一 몽산리 해안) 

(간월도 해안의 사암과 이질암 단위층 두께는 더욱 앓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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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의 의 저 탁류퇴 적 측계 Üurbidite familv) 

· 퇴적상 B; 괴상의 두꺼운 사암 - 입자류 퇴적기원 

· 퇴적상 C & D; 전형적 저탁류 퇴적층 저탁류 기원 

· 퇴적상 G 이암/실트암대 - 원양성 및 반원양성 

· 퇴적상 E(일부 층준에 발달) ; 박층으로 퇴적상 G에 접함. 

• 이 들은 5개의 퇴적상조합을 이룬다. 

· 분지 저 선상지 연 변부(basin plain - fan fringe) 퇴 적 상조합 

· 선상지 로브(fan lobe) 퇴적상조합 

· 선상지 하도(fan channeD 퇴적상조합 

· 제 방 - 하도간(levee 一 interchanneD 퇴 적 상조합 

· 사변(slope) 퇴적상조합 

b) 퇴적환경 

* 태안층은 하부로부터 
전진된 해저 선상지 • 해저 사면 • 재개된 해저 선상지 퇴적시스 

랩으로 이루어진， 해저 선상지 환경의 퇴적층이다. 

* 간월도해안 퇴적체(두께 150-200m) ; Distal- fan 퇴적층 

* 태안층은 백령도의 백령층군 보다는 상대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 대비 : 태안층은 저변성 해저선상지 퇴적층으로 남한에서는 이에 

대비될만한 유사 지층군을 찾기 어려움. 

• 황해도의 상원계 일부에 대비될 것으로 추정되나 불명. 

v. 연구개발 결과의 활용계획 

남한의 원생대층 연구를 위한 기초자료로 활용 

• 한반도의 선캠브리아기 층서 정립 및 지질구/지구조구 해석을 위한 

자료로 활용 

- 지질과학계 및 관련 연구기관 등에서 우리나라 지질과학에 대한 

교육 및 연구 기본자료로 이용 

- 황해 및 북한의 지하자원 탐사 등에 기초 지질자료로 활용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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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epositional Systems of the Sedimentary Basins (1 ) 
- Depositional Systems and their Evolution 

of the Proterozoic Paegryeong Group and Taean Formation -

Soon-Bok Lim, Hyen-Il Choi 
Bok Chul Kim, Jeong Chan Kim 

ABSTRACT The Precambrian metaseclimentarγ rocks and strata, wruch 
comprise the basement complexes in the Korean Peninsula have been 
stuclied mainly in terms of metamorphism and tectonism by many workers. 
In the strata, however, are still preserved plenty of seclimentary features 
inducling stratification and structures as well as petrologic characters. 
Current study aims to analyse seclimentary environments and depositional 
systems of the Proterozoic Paegryeong Group and Taean Formation, wruch 
are the deposits of shallow marine and submarine fan environments 
respectively. 

The Paegryeong strata, wruch have been correlated with part of the 
Middle - Late Proterozoic Sangwon System in the southern north Korea 
and newly named the Paegryeong Group, occupy most of the island except 
a small area along the northeast coast where Neogene basalt is clistributed. 
The strata are deformed by folcling with ENE trending axis and two sets 
of faults running in roughly ENE and NNW clirections respectively. Low 
grade metamorphism has occurred widely, pelitic rocks being transformed 
to slate and phyllite, and sandstones to quartzite. The Paegryeong Group 
consists of three conformable formations , namely the Joonghwa- dong, 
Jangchon and Doomujin Formations in ascending order. 

The Joonghwa- dong Formation about 370m thick is made up of 
background mudstone and trun siltstone/fine sandstone layers wruch 
upwards increase in frequency and form parallel laminae. These deposits of 
deep shelf environment below storm-base grade upward into the Jangchon 
Fomation. 

Characteristically, the Jangchon Formation attaining a truckness of 
680m is composed of tabular fine sandstone beds of hummocky cross 
stratification(HCS), wruch are interbedded in black background mudstone. 
As HCS sandstones occur rarely and cross- stratified single-set sandstones 
are increased in number upward, mudstone sharply decreases in number 
and truckness. The constituent sedimentary facies and sequence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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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ngchon Formation represent a depositional environment between 
storm-base and low tide line, where intermittent storms dominated over 
waves and gravitation in sedimentation. 

Upwards, the single • set sandstone beds give way to the stacked, 
thicker tabular sandstone units consisting of a few cross- bedded sets of 
the Doomujin Formation. The units were deposited by sand waves formed 
by migrating sinuous sand dunes , so that the Doomujin Formation over 
450m thick is assigned to deposits of tidal flat environment. In the 
Doomujin Formation, are also developed intervals, a few meters thick, of 
thin sandstone layers deposited and modified by waves and intercalated 
silty background sediments. The intervals are sequences of upper tidal flat 
environment with supplies of mixed sediments. 

Combining the vertical change of depositional environment with the 
general, southward direction of flood - tide, three E- W trending depositional 
belts or systems - deep shelf, shallow shelf(storm-• base to low tide line) 
and intertidal depositional systems were placed in parallel and the systems 
prograded northward. However, minor falls of sea level were occurred as 
recorded in the intervals of thin sandstone/siltstone larninae which 
deposited mainly by waves. This means that the progradation of the 
depositional systems was paused during minor transgression periods. 

The Taean Formation of Late(?) Proterozoic age and distributed in a 
belt of NNE- SSW direction from Taean 따ea to the Daehoji - myeon, 
Dangjin-gun, has been studied in terms of sedimentary facies and facies 
association, small and large scale vertical trends of facies association as 
well as depositional system. 

Measurable outcrop sections are limited only to the coast of the 
Mongsanri and Jinsanri , Nam- myon, Taean- gun and the south coast of the 
Ganwol- do which is located about 15km southeast of the Mongsanri 
Jinsanri coast, due to the profound weathering and subdued topography. 

The measured sections of the Mongsanri - Jinsanri coast total about 
770m including covered intervals totaling approximately 320m. Of the 
constituent facies of the study composite thickness , Facies B(massive 
sandstones with or without dish structure) , Facies C(classical turbidites) , 
Facies D(base- cut- out classical turbidites) , Facies E(sharp topped, overbank 
sandstone) and Facies G(pelagic and hemipelagic mudstones with laminae) 
are described and interpreted as major ones. 

The sandstones of Facies B are the thick, tabular and well sorted 
medium- grained grey sandstones, but are graded or structureless. Those 
sandstones are commonly stacked with or without muddy and silty 
interbeds, being often amalgamated. Facies C and D, corresponding to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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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lassical turbidites" , occur most frequently throughout the study sections. 
The facies are fairly tabular, fine- and medium- grained sandstones 
characterized by the sequential development of Bouma divisions or struct
ure and fining - upward texture in their upper parts, grading into overlying 
mudstone. Facies C sandstones starts with Ta, whereas Facies D is 
characterized by the basal cut- out of Bouma divisions such as Ta, Tab or 
Tabc. Facies E sandstones are typified by the sharp top, but may retain 
most features of Facies C and D. On the contrary to the facies mentioned 
above, Facies G consists of clay and silt size sediments of pelagic and/or 
hemipelagic ongm, which are often parallel laminated, 

ln the study sections, the facies occur in preferential association and 
sequence. As a result, five facies associations are recognized; the Middle 
Fan Channel, Levee - lnterchannel, Fan Lobe, Basin Plain - Fan Fringe 
and Slope Associations 

The Middle Fan Channel Facies Association is composed mainly of 
Facies B, C and subordinately of Facies D, E. The sequences of the 
association are a few meters to over ten meters thick in which Facies B 
beds occupy the basal part and fining - upward in texture and 
thinning - upward in bed thickeness are essential. The Levee • lnterchannel 
Facies Association is an altemation largely of Facies C, D and G, although 
thin beds of Facies E occur occasionally. lt is probable that interchannel 
sequences are composesd of thinner beds occurring in a monotonously 
repeated manner comparing with those of levee. The Fan Lobe Facies 
Association also is the succession of Facies C, D, G and rarely E, but 
is differentiated from the Levee - lnterchannel Facies Association with the 
development of thickening- upward and thickening - upward • 

thinning- upward trends in bed thickness. The Basin Plain - Fan Fringe 
Facies Association is exclusively monotonous altenation of Facies D and G, 
except the intervals of thicker sandstones of Facies B and C, which are 
the deposits of fan fringe distributary channels or expanded fan lobe. 
characteristically, the Slope Facies Association is made up predominantly of 
Facies G and rarely thin beds of Facies D. 

On a large scale, the study sections(part of the Taean Formation) 
record an evolution of depositional system as well as depositional 
environment. The depositional environment start from basin plain and 
evolved through fan lobe, levee - interchannel and 

1 , i 
--



prolonged slop sedimentation was followed by the rejuvenation of the 
submarine fan , which was typified by the plentiful supply of carbonate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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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한반도의 기반암 복합체들(basement complexes)은 주로 선캠브리아기의 

변성퇴적암류와 변성암류로 구성되었다. 그동안 이들에 대한 연구는 주로 변 

성암석학적인 면과 지구조적인 면에서 이루어졌다. 그러나 일부 변성퇴적암 

류내에는 석회암층 및 함철규암 등 퇴적기원을 밝히는데 유용한 퇴적층들이 

발달되어 있어， 퇴적학적인 면에서의 선캠브라아기 지층들의 퇴적환경， 분지발 

달 등을 밝히는 연구가 요망되어 왔다 

특히 중기~후기원생대에 속하는 상원계 지층은 지질시대에 비해 변성도 

가 낮고 퇴적학적 기록들이 많이 보존되어 있어서 퇴적학적인 연구가 가능한 

대상이다. 상원계 지층은 북한의 황해도 지역에 넓게 분포되며， 백령도에서도 

그의 분포가 확인되어 왔다. 또한 백령도의 변성퇴적층과 거의 같은 지질시 

대의 지층군일 것으로 추정되는 태안층이 충청남도 태안 당진 사이에 분포한 

다. 시생대의 서산층군 위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태안층은 백령도의 지층군 

보다는 다소 높은 변성작용을 받아 사암과 이암이 각각 규암과 천매암화 되었 

으나， 층리 및 퇴적구조가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이번 연구는 백령도의 퇴적층과 태안층의 퇴적시스템을 밝히는데 목적을 

두었으며， 그를 위하여 야외조사와 실내 연구를 통한 퇴적상， 퇴적상조합 및 

퇴적환경 해석이 이루어졌다. 

이번의 조사 · 연구로 선캠브리아기 지층들에 대한 퇴적학적， 층서학적 연 

구에 첫발을 디딜 수 있게 되었으며， 이 연구결과는 한반도의 선캠브리아기 

지사정립에 기여하게 될 것이다. 

백령도의 현지조사는 1998년 3월， 5월 및 9월에 이루어졌다. 실제 조사 

일수는 20일 내외이다. 한편 태안지역에 대한 조사는 4월， 6월 및 8월 중의 

약 30일간에 실시되었다. 

야외조사는 지질도의 작성 그리고 층서학적 및 퇴적학적 조사로 구분되 

며， 특히 퇴적학적 조사가 해안 노두들을 중심으로 상세하게 이루어졌다. 그 

결과 과거의 조사들에 비해 많은 자료가 얻어졌으며， 이번 보고서에서는 층서， 

퇴적환경 및 퇴적시스템의 해석과 체계화에 중점을 두게 되었다. 

백령도의 퇴적층과 태안층은 지리적으로 멀리 떨어져 분포하며， 퇴적환경 

면에서 큰 차이를 보임으로 본보고서에서는 두 지역의 지층군을 분리하여 기 

술하였다. 

q J 1 ’ 
4 





제 2 장 백령도 및 주변의 지잘 

제 1 절 황해 도 서 부의 상원 계 

1. 개 설 

백령도는 지리적으로 황해도 육지의 서단부에 가까이 위치한 섬이다. 따 

라서 황해도 서부의 지질을 이해하면 백령도의 지질기반과 윤곽을 파악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이며， 층서 및 기타 지질특성을 대비할 수 있을 것이라 여겨 

진다. 

황해도 서부는 한반도의 지질구/지구조구적으로 평남분지(平南益地)의 남 

서부에 해당되는 지역으로 이 일대에는 중기~후기원생대의 소위 상원계(神 

原系 Sangwon System)가 넓게 분포되었다. 상원계는 평남분지 외에도 혜 

산-이원분지， 낭림육괴의 일부에도 분포되었다. 

종래에 상원계는 직현통(直뼈統) 사당우통(패堂間통) 그리고 구현통(騎l맴 

統)으로 구분되어 왔다. 그러다가 1960년대초 평남분지 남부에 대한 북한 학 

자들의 지질조사 결과， 종래의 구현통은 하부로부터 묵천통， 멸악산통， ‘구현 

통’으로 세분되었다. 그 후 신 ‘구현통’은 다시 구현계(!關 l뼈系)란 독립적인 층 

서단위로 분리되었으며 이는 비랑동통과 능리통으로 구분되었다. 따라서 현 

재 북한지역에서 상원계는 하부로부터 직현통， 사당우통， 묵천통， 멸악산통으 

로 구성되는 것으로 정의되고 있다(Ri and Om, 1996). 북한에서 발간한 축척 

1/1 ,000,000 지질도(Paek， R. J et a1.. 1966a)에는 직현통과 사당우통을 묶어 

하부상원계라 표시하고 지질시대를 중기원생대라 하였으며， 묵천통과 멸악산 

통을 묶어 상부상원계라 하고 지질시대를 후기원생대로 두었다. 구현계는 말 

기원생대의 지층군이다. 

현재 남한에서는 대부분의 지층명을 암층서단위 Oithostratigraphic unit)를 

기준으로 명명하는데 반해， 북한에서는 시층서단위 khronostratigraphic unit)를 

사용하고 있다. 따라서 이 보고서에서는 북한지역의 지층명에 대해서는 그들 

의 명칭을 그대로 따랐다 

상원계는 분포된 지역별로 암상 및 층서 두께 등이 크게 다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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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흔히 북부형상원계와 남부형상원계로 구별되기도 한다. 북부형 

상원계는 주로 평남분지의 북부에 분포된 것으로， 두께가 앓고 (4 ，000 

m) 암상과 퇴적상(堆積相)의 구성이 비교적 단순하다. 남부형상원계는 

평남분지의 남부인 황해도의 해주침강대(海州沈降帶)와 기타 지역에 분 

포된 것으로， 두꺼운 퇴적체를 이루었다 (7 ，000 m). 양자간의 퇴적특성 

차이에 대한 해석에는 이견이 있으나 일반적으로 북부형상원계는 퇴적 

윤회상 해침(海홉)이 확장된 후의 퇴적층이며 남부형상원계는 해침 초 

기부터 연속적으로 해주침강대에 쌓인 퇴적층인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황해도의 서부， 즉 평남분지의 남서부에는 남부형상원계가 분포되 

어 있다. 이 납부형상원계의 구성층과 지질특성을 북한에서 발간된 지 

질보고서 ((Paek, R. J et al.. 1966b)를 기초로 하여 약술하겠다. 

2. 직현통 

상원계의 최하부 지층군인 직현통(直 l뺑統)은 하부로부터 장봉층， 

오봉리층， 장수산층 그리고 안심령층으로 나뉘어진다. 

장봉층은 백령도에서 가까운 황해도의 서남부 옹진 신원지역에 분 

포되었다. 이 지역에서 장봉층은 옹진복합체 (Ongjin Complex)의 화강 

암 위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다. 장봉층은 역암， 역질규암， 장석질규암， 

석영규암 등의 조립질 쇄설암류로 구성되었다. 기저역암의 역 (clasts) 

은 주로 맥석영 및 규암으로 구성되었으며 드물게 티탄철석도 있다. 

역은 상부로 갈수록 점차 양이 적고， 크기도 작아진다. 역암의 일부는 

하성(河成)기원암이다. 지역에 따라 역암이 없는 곳도 있다. 장봉층의 

두께는 보통 330-450 m이나 옹진 신원지역에서는 앓아 10 m인 경우 

도 있다. 장봉층은 해침 시작기의 퇴적층으로 해석되고 있다. 

오봉리층은 평남분지 전역에 분포되었으나， 황해도 옹진 장연지역 

에 특히 잘 발달되었다 . 주구성암은 이질편암， 규질편암， 이질석회암， 

석회질편암， 규질석회암， 규암， 천매암， 셰일 등이다. 이질/석회질편암 

과 석회암은 특히 층의 중부에 발달되었다. 층의 하부와 상부의 편암 

에 탄질물이 함유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황해도의 장연， 태탄지역에 

는 층의 상부에 적자색의 천매암과 셰일이 발달되어 있음이 또 다른 

특정이다. 오봉리층의 두께는 300- 600 m이다. 오봉리층은 해침이 

확장되는 후기의 퇴적층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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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수산층은 침강분지의 퇴적층으로， 해주침강대에 분포한다. 주로 

규암과 역암으로 이루어졌으며， 드물게 1-2매의 천매암이 중부에 협재 

한다. 규암은 호상 층상 및 괴상의 여러 형태로 발달되었다. 장수산 

층의 두께는 침강부에서는 1,000 m가 되기도 하나， 지형적 융기부에서 

는 100 m 이내로 앓다 즉 황해도 서남부인 옹진 -태탄지역에서는 80 

0-1 ,000 m이나， 동북쪽으로 갈수록 점차 앓아져 300 m 이하가 된다 

안심령층은 장수산층과 함께 해주침강대에 분포되었다. 규질 편암 

/천매암， 녹니석편암， 석회질 편암/천매암， 견운모석회질편암， 이질석회 

암， 견운모질석회암 등으로 구성되었다. 층의 하부는 규질암이 우세하 

고， 상부는 석회질암이 우세하다. 두께는 50-300 m이다. 장수산층이 

두꺼운 곳에서는 안심령층이 앓은 경향이 있다. 

3. 사당우통 

사당우통(洞堂偶統)은 주로 탄산염암으로 구성된 지층군으로， 하부 

로부터 은적산층， 덕재산층， 청석두리층으로 구분된다. 평남분지의 북 

부에서는 이들에 각각 상응되는 순서로 내동층， 오봉산층， 반촌층으로 

구분되고 있다. 

은적산층은 직현통의 안심령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여 있다. 구성 

암은 주로 회색， 암회색의 이질석회암， 석회질천매암， 회색의 층상석회 

암 과 결 정 질 석 회 암 으 로 구 성 되 었 으 며 , 1-2매 의 고 회 암 (dolomite) 이 협 

재한다. 이질석회암에는 엽층이 형성되었기도 하다. 층의 하부는 이 

질층이 우세하며， 상부는 순수한 석회질층이 우세하다. 은적산층의 최 

상부에 스트로마토라이 트 (stromatolite) Kussiella vittata Komar가 발 

달되어 있음이 특정이다. 층의 두께는 400- 600 m가 일반적이나， 황해 

도 중부인 은파 신원지역에서는 870 m로 두껍다. 

덕재산층은 암회색의 층상고회암， 괴상고회암， 석회질고회암， 고회 

질석회암， 석회암으로 구성되었다. 층의 하부는 주로 층상고회암이 우 

세하며， 상부는 괴상고회암이 우세하다. 일부 층준의 석회암과 고회암 

에 스트로마토라이 트 Kussiella vittata Komar, Stratifera f., Baicalia 

baicalica Kry lov 등 이 발 달 되 어 있 는 데 , 이 들 은 중 국 의 중 기 원 생 대 층 

인 Chishen System에서 산출되는 것과 같다. 층의 두께는 150 - 400 

m O]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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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석두리층은 덕재산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이며， 묵천통 또는 구현 

계에 부정합으로 덮힌다. 본층은 주로 층상석회암， 괴상석회암， 석회질 

천매암， 규질천매암， 그리고 회백색~암회색의 고회암 및 고회질석회암 

등으로 구성 되 었다. 석 회 암에 서 스트로마토라이 트 Pseudochíhsíenella 

cf. , ínconshícua Liang , Chíhsienella chíhsíenensís Liang , Kussíella f., 

Il íella f., Baícalía f. 등이 산출된다. 층의 두께는 700 m 내외이다. 

통
 

천
 

口
속
 

4. 

묵천통은 

분된다. 

설화산층은 주로 흑색， 암회색， 회록색， 적자색의 천매암， 규질호상 

천매암， 호상규암， 석회질셰일 등으로 구성되며， 견운모녹니석편암과 석 

회질천매암을 협재한다. 두께는 60-190 m이다. 

옥현리층은 회색， 회백색， 적자색의 층상이질석회암， 

질석회암으로 구성되며 석회질셰일을 협재하기도 한다. 

스 트 로 마 토 라 이 트 Gymnosolen cf. furcatus 

한 화석대(化石帶)가 발달되어 있다. 

견운모편암이 협재한다. 두께는 보통 

180-300 m가 된다. 

묵천층은 흑색의 천매암 및 규질천매암， 규암， 이질석회암 

구성되었다. 일부 지역의 본층 상부에 염기성 분출암이 발달되었으며， 

층의 하부와 상부에 10% 이상의 유기질탄소를 함유한 탄질천매암이 

협재되어 있음이 특징적이다. 또한 중부의 규암에 철분 및 망간물질이 

함 유 되 었 다 . 두 께 는 650- 850 m 이 다 . 

3개층으로 묵천층의 옥현리층， 설화산층 아래로부터 구 

석회암， 결정 

층의 하부에 

Komar, Inzería f.를 포 함 

결정질석회암에 함자철석 

70-150 m 이 나 , 일 부 지 역 에 서 는 

일부 

등으로 

멸악산통 5. 

며며 
7:: 7:: 

~ 
τr 

분포하며，기타 

위에 정합적으로 

결정질석회암， 이 

고회질석회암으로 구성되었 

로
 

주
 

l 

서홍-인산지역에 

멸악산통은 묵천통 

있다. 

고회암 

은
 

토
 
。보

 
L 

l:l.l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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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ζ 1=1 δ1 
ÕI~ 멸악산통은 황해도의 

지역에도 일부가 분포되었다. 

이며， 구현계에 부정합으로 덮여 

질석회암， 층상석회암， 천매암， 



다. 

멸악산통은 하부층과 상부층으로 나뉘는데 하부층은 주로 탄산염 

암으로 구성되며， 상부층은 주로 이칠퇴적암류로 이루어졌다. 2-3매 

의 탄질천매암층이 하부층에 협재함이 특징적이다. 하부층의 중부 고 

회질석회암에서 스트로마토라이트 Baicalia f.가 산출된다. 하부층의 

두 께 는 650-700 m 이 며 , 상 부 층 의 두 께 는 300-400 m 이 다 . 

6. 상원계 요약 및 퇴적환경/조구조적 배경 

상원계는 한반도 북부의 여러 지질/지구조구에 분포되었으며， 층후 

가 4,000 - 7,000 m에 달하는 중기 ~후기원생대의 해성 기원 변성 퇴 적 층 

군이다. 상원계 전체를 볼 때， 하부상원계의 상부 즉 주로 탄산염암으 

로 구성된 사당우통 위에 오는 상부상원계의 묵천통 기저부에 시간 간 

극 (hiatus) 이 있었음을 뜻하는 조립의 쇄설성 퇴적층이 발달되었는데， 

이는 그 하위부와 다른 새로운 퇴적윤회가 재개되었었음을 뜻한다. 하 

부상원계는 중부원생대층에， 상부상원계는 상부원생대층에 해당되는 것 

으로 알려 져 있다(Ri and Om, 1996). 

상원계가 쌓일 때 각퇴적윤회에 연관된 퇴적분지 또는 퇴적기반 

(sedimentary fundament) 의 지 형 적 기 복 상태 와 분지 의 확장/발전과정 

은 지 역 별， 단계 별로 차이 가 있다. Ri and Om(l996)은 상원 계 퇴 적 분지 

의 형성/변천과정을 다음과 같이 설명하였다. 

초기원생대말부터 중기원생대까지 평남분지는 주변 지역보다 상승 

되어 풍화/침식작용을 받았으며 낭림육괴와 경기육괴의 축부(중심부) 

는 더욱 상승되었다. 따라서 이들보다 상대적으로 낮은 저지/침강지에 

는 하부원생대층이 남아 있게 되었다. 그러다가 해침의 시작과 함께 

직현통의 장봉층이 퇴적되기 시작하였다. 

직현통이 형성된， 황해도의 태탄 신원 평산으로 연결되는 거의 동 

-서 방향의 침강축을 갖는 초기 바다에는 시생대~원생대초의 인접 기 

반암지에서 유래된 쇄설성 퇴적물이 쌓이게 되었다. 해침 시작기에 이 

퇴적분지 안에는 낭림육괴 또는 경기육괴와 연결된 산맥이 있었으며， 

분지에 퇴적물을 공급하는 강틀도 있었다. 따라서 일부 지역에서는 하 

성역암이 발견된다 해침이 점차 확장되어 넓은 지역이 물에 잠기게 

되었다. 이 해성분지에는 때로는 정체된 조용한 상태에서 적자색의 이 

1 , i 
? 
“ 



질퇴적물이 쌓이기도 하였으며(오봉리층)， 경사층리 및 사층리， 연흔구 

조가 기 록된 모래 제 방 (sand bank) 및 사구 (sand dune)층의 발달로 보 

아(장수산층) 연안 천해의 波浪帶相 (shallow coastal wave zone facies) 

에 해당되는 퇴적작용이 있었기도 하였다. 직현통의 상부(안심령층) 

퇴적시 바다는 더욱 깊고 넓어졌다. 

사당우통이 쌓이는 동안 퇴적 기반은 비교적 안정된 상태에서 서 

서히 침강하였다. 그러나 여러 층준에 스트로마토라이트가 형성된 것 

으로 미루어 퇴적분지는 계속 천해상태이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말기 

에 퇴적분지는 일시 상승되었다. 

후기원생대초의 묵천통이 쌓이는 동안， 한반도는 넓은 범위에 걸쳐 

거의 동시에 다시 해침을 받았는데， 묵천통 퇴적분지는 평남분지 전역 

은 물론 한 중대지 (Korea- China Platform)를 둘러 싼 형태로 혜산-이 

원분지， 나아가 중국의 Liaodong - Kilnan 지역에까지도 연결되었었다. 

해침이 지속되는 동안 율동적인 퇴적기반의 상승， 하강운동이 일어나 

지역에 따라 소규모의 호수분지가 형성되어 탄질물을 함유한 이질암이 

쌓이기도 하였으며 건조한 기후상태가 있어 산화작용을 받은 함철 적 

자색층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묵천통 퇴적 말기에 분지는 전반적으로 

상승하여 건조하고 안정된 상태에서 조류(靈類 algae)7} 번성， 스트로 

마토라이트를 형성하였다. 이 후 다시 해침이 있으면서 국지적으로 염 

기성 -산성 화산암이 분출하기도 하였다 . 

상원계 퇴적 말기 퇴적 기반은 다시 침강하면서 멸악산통의 석회 

질암과 고회암이 퇴적되었다. 

이상 여러 사항을 종합해 보면， 상원계는 연안~천해환경에서 형성 

된 다양한 퇴적누층으로， 각통이 퇴적되는 동안 고지리， 분지들의 규모 

와 퇴적양상， 조구조적 방향 등에 현격한 차이가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지질구， 지구조구적으로 상원계의 구성암상， 지층조합， 두께 둥 

이 다르게 된 것이다. 중기원생대층 즉 하부상원계가 퇴적되는 동안， 

처음에는 해칩의 범위가 부분적이었으나 단계적으로 넓어졌으며， 상부 

상원계가 형성될 시기에 는 광역적으로 해침이 일어났다. 따라서 각 윤 

회퇴적기마다 해침 시작기의 퇴적층과 해침 확장기에 형성된 퇴적층간 

의 특성이 뚜렷하게 구별되는 것이다. 

그림 2- 1은 지금까지 설명한 상원계를 중심으로한 한반도 북부의 중부~ 

상부원생대층의 일반 지질/층서주상도이다. 

- 22-



ECg」 ‘q”J 

Column 
T 

Rocks Era 
I Foαrma없tlOn 

ν〉1-、
.., (m) 

c/l 

Rungn ~ ..... 
ζ。Cr〉〉、」 Greyish black phy llíte , a little siltstone 

t --• i ‘-。

〉、

。0"。 g、。」그: 二);2J:죠Bε Shale, calcareous phyllite, 
:ι 른‘u Z 。 -:r;:r:-=-=-.= calcareous conglomerate , dolomite 휠영 

Q g Upper 
。。, g‘'<t 

Phyllite, intercalation of calcareous schisl 
。N。 껑。 

‘ 

LU- Iιower 
i dolomitic limeslone , dolomite 〉、

"Ff 
i 

αe‘‘ E 

& . .“ - Black or green phyllite, 
p. Mukchon 

{------ -p g yellowish brown or white quartzite z -」。Q: v、

g ;ι O암lyonn -1-1-1- Greyìsh white argillaceous limestone 
그 

E 믿? N . . 
- Phy l\ite , quartzite , siliceous schist , 

Solhwasan --" intercalation of Li mestone 

f---
。ζ 

Chongsok- 1 」ι 」ι
Oark greyish , grey limestone‘ 

a。。 1 1 'if 1 
duri intercalation of dolomite 

ζc。
그 l 남 l Cζr、j〉4

ν1 
。。

/ r、4g 
Tokjaesan | 휴 | 〈그 Grey , white bedded-massive dolomite 

-σc。 / /엄 I / c、。::>
ν1 

i 

Grey , white bedded-massive dolomite , 
ι」

Ujkoksan i j grey bedded limestone in upperpart 

。。ωNL- l 
Ansimηlong Greyish green calcareous phy l\ite 

-。“
0.. 

-‘“ “ ‘ 
ιj Ye l\owish brown bedded quartzite. 
-。 Jangsusan - ‘ 
-。

'.~‘、 ‘ ‘‘ 
ζCr、〉〉4 basal conglomerate 

E 
다 
。

〉、 M 

뀔 - ----‘ 。。
Coaly schist , -、 -‘- --- 。、

Obongri - -- r、l

muscovite-chlorite schist, marble 

잖기 Jangbong 
•. ‘ ? ‘ ‘ ‘ ‘ .' . 

Quartz-feldspathic quartzite , conglomerate “ ... ’‘ ‘ 

짧쫓E+ ;“」 Gneiss , granite -< 

그림 2- 1. 중부~상부원생대층의 종합 지잘/층서 주상도(Ri and Om , 1996) 

- 23-



제 2 절 백령도의 지질개요 

1. 지질구성 

백령도는 황해도의 옹진반도에서 약 30 km 서쪽에， 장산꽂에서부터는 약 

12 km 남쪽에 위치한다. 백령도와 인근의 대청도， 소청도 일대에는 황해도 

육지에 분포한 선캠브리아기 상원계의 일부에 해당될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이 

분포되어 있다. 한국자원연구소(1995)에서 발행한 축척 1/100만 지질도에는 

백령도 일대에 분포된 지층을 PR3라 하여 후기원생대의 변성퇴적암류로 표시 

되었으며， 북한에서 발행한 축척 1/100만 지질도((Paek， R. ]. et a1.. 1966a)에 

는 PR2, 즉 중기~후기원생대층으로 표시되었다. 

백령도 일대의 지질분포와 특성을 규명함은 황해도 육지의 지질윤곽을 추 

정， 이해하고， 인근 서해의 해저지질과 자원을 조사연구하며， 나아가 한반도의 

선캠브리아기 지사를 규명하는 등등에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그러함 

에도 지금까지 백령도 일대의 지질에 관한 체계적인 조사연구는 거의 이루어 

지지 않았다. 다만 소수의 개략적 또는 지엽적인 조사가 있었을 뿐이다. 물 

론 이는 이 지역의 지리적 군사적 특수성에 기인한 것이다. 

백령도의 지질에 관한 보고서와 관련 문헌으로는 원종관 외 (1987)와 나기 

창， 이문원(1987)의 개략적인 지질보고서， 이문원， 나기창(1987)의 현무암에 관 

한 단보， 이한영(1995)의 현무암에 대한 암석학적 연구논문， 그리고 김수진 외 

(1998)의 백령도 일원의 문화재지정 관련 조사보고서가 있다. 한편 박봉순 

(1971)은 소청도의 지질에 대한 간략한 보고서를 발표한 바 있다. 

백령도를 구성하는 지층군 및 암석군은 크게 4군으로 나눌 수 있다. 즉 

상원계에 대비되는 변성퇴적암누층이 있으며， 이를 관입한 맥암류， 신생대의 

현무암， 그리고 미고결층이 그것이다. 

가. 백령층군 

상원계에 속할 것으로 추정되는 변성퇴적암누층은 북동부 일부를 제외한 

백령도의 거의 전역에 분포되었다. 이 변성퇴적암누층은 주로 암회색~흑색 

의 이암， 회색~암회색 또는 흑색의 실트암(siltstone)과 극세립사암 및 세립사 

암， 회색~담회색의 세립질 사암 및 규암， 담회색 및 회백색 또는 담황회색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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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립질~조립질 규암 등으로 구성되었다. 곳에 따라 세립절암의 일부는 녹색 

조를 띠기도 한다. 이암과 실트암의 대부분은 점판암 및 천매암， 또는 셰일화 

하였다. 세립질 사암류는 상당히 규암화하였으며， 일부는 천매암질 사암이다. 

한편 중립~조립질 규암층의 일부는 사암의 조직을 보이고 있는 바， 변성사암 

에 가깝다. 전반적으로 백령도의 변성퇴적암누층은 지질시대에 비하여 낮은 

변성도를 보이고 있다. 백령도의 변성퇴적암누층은 대체로 N65-85 0 E의 주 

향으로 분포되어 있다. 

나기창， 이문원(1987)은 변성퇴적암누층을 상원계에 해당된다고 하고， 이 

를 하부의 셰일 · 슬레이트호층대와 상부의 규암대로 잠정 구분한 바 있다. 

그러나 이번 조사 결과， 주구성암과 퇴적상， 지층조합(sequence) 특성 등 층서 

퇴적학적 요소에 근거하여 백령도의 변성퇴적암누층을 크게 하부， 중부， 상부 

로 구분할 수 있었다. 본조사연구는 이들을 층서적으로 체계화하며 퇴적환경 

적 특성과 퇴적분지 발달 등 전반적인 퇴적시스템을 규명함이 목적인 바， 이 

에 걸맞는 지층명을 부여할 필요성이 있어， 하부， 중부， 상부에 대하여 각각 

중화동층(中和洞層) , 장촌층(文村層) 그리고 두무진층(頭武鎭層)이라 명명하고 

이들을 묶어 백령층군(白翊層群)이라 하였다. 

중화동층은 백령도의 남서부인 중화동 일대가 표식지이다. 그 밖에 섬의 

북부인 사항포의 해안에도 분포되었다. 중화동층은 주로 암회색~흑색의 이 

암으로 구성되며， 이에 엽층 내지 박층의 실트암과 극세립사암이 협재하는 이 

질암우세대이다. 이암과 실트암의 대부분은 점판암 및 천매암， 또는 셰일화하 

였다. 이암과 실트암층 대부분에는 평행엽층(parallel lamination)이 발달되었 

으며， 변형작용으로 인하여 엽리， 파랑습곡(crenulation) , 미소습곡 등이 형성되 

기도 하였다. 중화동층에서는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다. 층의 하부가 바다 밑 

으로 연장되어 있어， 하한은 확인되지 않는다. 상한은 암회색~흑색의 이질암 

대가 끝나고 장촌층의 최하부 층준인 첫 번째 담회색~담황회색 규암층이 나 

타나기 직전까지이다. 중화동층의 두께는 350-400 mol 다. 사진 2- 1은 평행 

엽층과 엽리가 발달된 중화동층의 특징을 보여준다. 

장촌층의 표식지는 백령도의 남해안인 장촌포구 일대이다. 본층은 이 일 

대뿐만 아니라 섬의 중부에도 넓게 분포되었는 바， 백령층군 가운데서 가장 

넓은 분포 면적을 갖는다. 장촌층은 이질암과 사질암이 교호된 지층군이다. 

즉 담회색~회색， 담황회색의 중립~조립질 규암층， 회색의 세립질 사암 내지 

규암층， 회색~암회색의 이암 및 설트암층의 호층대이다. 어느 것이나 단위 

지층 또는 단위 누적층의 두께는 5m를 넘지 않는다. 세립질 사암류는 상당 

히 규암화하였으며， 일부는 천매암질 사암이다. 일부 층준의 이질암과 사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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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1. 중화동층(a; 평 행 엽 층을 

b; 엽리가 발달된 



호층부에는 허모키사층리 (hurnrnocky cross- stratification) , 짐구조Ooad cas t), 

슬럼프층(slump bedding) 등의 퇴적구조가 형성되었다. 장촌층에서도 화석의 

산출 기록이 없다. 장촌층은 중화동층을 정합적으로 덮는다. 장촌층의 하한 

은 중화동층의 이질암대를 덮는 첫 번째 규암층이 시작되는 층준부터이며， 상 

한은 상위층인 두무진층의 두꺼운 담회색~회백색 규암층(체)이 본격적으로 

시작하기 직전 층준까지이다. 장촌층의 두께는 650-700 mO] 다 사진 2-2는 

사질암과 이질암의 호층상을 보이는 장촌층의 일부이다. 

두무진층의 표식지는 백령도 북서부의 두무진 일대이다. 두무진층은 지 

질구조로 인하여 두무진 지역외에 섬의 중부， 북동부， 동남부 등에 산포되었 

다. 본층은 사층리와 연흔구조가 잘 발달된 담회색~회백색의 규암층의 두꺼 

운 누적대이다. 규암의 대부분은 조립질 석영규암이나， 회색의 세립~중립 질 

사암 및 규암도 있다. 규암의 일부는 사암의 조직을 보이고 있는 바， 변성사 

암에 가깝다. 층준에 따라 두께 1 m 미만의 회색~녹회색 이암 및 실트암층 

이 수매 협재되기도 한다. 두무진층은 풍화/침식에 대한 저항도가 커 대체로 

고지대를 이루고 있으며， 파식작용(波飯作用)에 의해 두무진을 비롯한 해안지 

역에서 절벽 등 파식지형을 이루고 있다. 본층에서도 화석이 산출되지 않는 

다. 두무진층과 하위의 장촌층과의 관계는 정합적이다. 두무진층의 두께는 

350-500 m이다. 사진 2-3은 두무진층의 규암이 이룬 절벽 및 절경의 일부 

이다. 

구성암석， 퇴적상， 분포방향， 그리고 분포지의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해 

볼 때， 백령층군은 황해도 육지의 서부에 분포된 중기~후기원생대의 상원계 

(神原系) 중에서 하부인 직현통(直뼈統)의 중부에 대비될 것으로 판단된다. 

나. 맥암류 

맥암류에는 산성맥암과 중성맥암이 있다. 

산성맥암은 담회색， 담황록색의 규장암으로， 섬의 북부 해안지역의 단층발 

달대에 연하여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관입하였다. 연속성은 양호하지 못하 

며， 맥폭은 5m 미만이다. 

중성맥암은 회색~녹회색의 섬록암질암 내지 안산암질암으로， 곳에 따라 

석영 및 장석반정이 발달되었다. 이 맥암은 섬의 서남부인 연화리~중화동 

일대의 장촌층 분포지내에 3-4조가 두껍게 관입하였다. 맥암의 관입 방향은 

N75-85 0 E로， 대체로 층리에 평행하다. 맥폭은 50-200m이며， 연장은 1,00 

0-1 ,800 m이다. 맥들의 연장은 원래 더 길었을 것이나 단층으로 인하여 단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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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위되었다. 

맥암류의 관입시기는 밝히지 못했으나， 분포， 지질구조적 관계 등 여러 가 

지 지질사항으로 미루어 백악기말~고제3기초(?)일 것으로 추정된다. 

다. 진촌현무암 

백령층군을 관입， 분출한 현무암은 백령도의 북동부인 진촌리 일대에 분 

포한다. 분포지는 동북동 서남서 방향의 축을 갖는 반타원형을 이루고 있으 

며， 분포면적은 약 4 k따이다. 백령도 진촌리 일대에 분포된 현무암을 진촌현 

무암(鎭村玄武岩)이라 명명한다. 

백령도 북동단의 해안에는 현무암 노두가 특히 잘 나타나 았다. 이 노두 

에서 미약하나마 층리를 이룬 용암류층을 인지할 수 있는 바， 적어도 6회 이 

상의 용암류가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진촌현무암에는 황록색의 초염기성암 단괴가 다량 들어 있음이 특징적이 

다(사진 2- 4a). 또한 사장석 이 거 반정 으로 발탈되 었기 도 하며 (사진 2- 4b) , 규 

암 등의 고기 암편도 포획되어 있다. 진촌현무암의 주구성광물은 감람석， 휘 

석 및 사장석이며 부구성광물은 자철석과 알칼리장석으로， 이는 알칼리감람석 

현무암에 해당된다. 

진촌현무암은 암상에 따라 장석현무암과 은정질현무암으로 구별된다(나기 

창， 이문원， 1987). 장석현무암류는 회색~암회색을 띤다. 반정이 발탈되었는 

바， 반정은 감람석과 휘석이며， 석기는 중립질의 침상 사장석과 자철석， 그리 

고 소량의 알칼리장석으로 구성되었다. 은정질현무암은 흑색을 띠는데， 치밀 

한 은정질조직을 이루고 있다. 현미경으로 보면 감람석과 휘석 반정이 소량 

관찰된다. 석기의 구성광물은 침상 사장석， 자철석， 감람석 및 휘석으로， 장석 

현무암에 비해 세립질이다. 한편 박준범， 박계헌(1996)은 진촌현무암을 조직 

에 따라 장석현무암， 은정질현무암 및 감람석 -반상 은정질현무암으로 구분하 

였다. 

초염기성암 단괴(포획체)는 장석현무암과 은정질현무암에 많이 포함되었 

다 이의 직경은 보통 3-5 cm이나， 곳에 따라서는 30 cm 이상되는 큰 단괴 

도 관찰된다. 이한영(1995)은 진촌현무암에 포함된 초염기성암 단괴를 맨틀포 

획암이라 해석하고， 이는 감람석 ←사방휘석 -단사휘석 -스피넬의 구성광물로 이 

루 어진 스피넬 라어조라이트라 하였다. 그는 이 초염기성 포획암의 평형온 

도는 970-1020 0C 이며， 평형압력은 12-19 Kb(42-63 km)가 된다고 추정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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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기창， 이문원(987)은 진촌현무암의 지질시대를 제4기로 추정하였다. 

그러나 이동영(개인통신)에 의하면 이 현무암의 절대연령측정 결과는 6 Ma 

(K-Ar법， 분석기관; 미국 Geochron사， 1996년)로， 이는 신제3기 마이오세 

(Miocene) 말에 해당되는 것이다. 또한 박계헌 외 (996)에 의한 K - Ar 연대 

측정 결과는 4.65 - 5.00 Ma인 바 이는 신제3기말의 플리오세 (Pliocene)에 해 

당된다. 

라. 제4기층 

제4기의 미고결층에는 충적층 해빈층 풍성층， 그리고 인공 매립층 등이 

있다. 

충적층은 백령도의 중부와 서부에 분포되었다. 이는 사력과 충적토로 구 

성된다. 중화동의 일부 전답 하위에는 박층의 토탄층(두께 1 m 미만)이 형 

성되어 있다. 

백령도 남해안에는 해빈층이 잘 발달되어 있다. 특히 사곳통 해안에는 

석영과 장석질의 실트 내지 세립질 모래로 이루어진 사빈층이 넓게 형성되어 

관광지와 간이비행장으로 이용되고 있다. 또한 섬의 남부 오군포 해안에는 

원마도가 매우 양호한 잔자갈(pebble)층이 넓게 발달되어 있어(사진 2- 5) , 일 

사진 2-5. 원 마도가 높은 자갈들(콩돌)로 구성 된 해 빈층(오군포 해 안) 

M 

μ
 



명 ‘콩돌’이라 불리운다. 이는 해파에 의한 마모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자갈 

들의 성분은 대부분 규질암이다. 콩돌의 암색은 백색， 적자색， 회색~암회색 

등 다양하다. 이러한 마식자갈층은 섬의 서해안과 동해안에서도 관찰된다. 

백령도의 북해안 일부에는 해풍에 의해 근거리에서 운반된 풍성사질층이 

불규칙하게 박층으로 쌓여 있다. 이러한 풍성층은 백령도 인근 대청도의 북 

부 산록에도 발달되었는 바 폭 300m 연장 약 1km의 사구를 이루고 있다. 

현재 백령도의 중부와 동남부에 발달된 조간대의 넓은 면적이 인공적으로 

매립되어 농경지로 변모하고 있다. 매럽에 소용되는 토사는 인근에 분포된 

백령층군의 풍화암 및 풍화토를 채취하여 사용한다. 

이상 기술한 백령도의 지질구성과 이들의 관계를 계통화하여 정리하면 표 

2-1과 같다. 

표 2- 1. 백령도의 지갤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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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질구조 

한반도에 분포된 고기 지층군과 암석군의 거의 모두가 그렇듯이， 백령층 

군에도 여러 지질시대에 걸친 변형작용으로 인하여 다양한 지질구조가 형성되 

었다. 또한 단층작용으로 암맥들도 단절 변위되었으며 진촌현무암 분포지에 

도 소규모의 단층이 형성되었다. 

야외 지질조사 자료와 암석학적 연구 결과를 종합해 보면， 백령도에는 5 

회 이상의 변형작용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된다. 이를 차례로 Dl, D2, D3, D4, 

Ds변형작용이라 하고 각각의 특성과 관련 지질구조를 간략히 설명하겠다. 

Dl은 습곡작용으로 대표되는 바 N15-20 0 W 방향의 축을 갖는 열린 정 
습곡(open fold) 이 형성되었다. 이에 따라 북포리 일대에 분포된 장촌층의 주 

향이 불규칙하게 되었다. 

D2는 습곡과 충상단층작용이 어우러진 격심한 변형작용이다. 중화동층을 

중심으로 세립질암에 엽리와 파랑습곡이 형성되었으며(사진 2-6), N70-75 0 E 
방향의 조밀한 경사습곡과 충상단층이 형성되었다(사진 2-7). 습곡은 특히 중 
화동층과 장촌층에 발달되었다. 3개조 이상의 충상단층으로 인해 각층이 반 

복 분포되었는 바， 두무진층이 두무진 지역외에 용기포 일대， 오군포구 등지에 

산포되어 절벽을 이루고 있으며 일부에는 파식단애가 발달되었다. 이들 두무 

진층 분포지는 대부분 절경을 이루고 있어 많은 관광객들이 방문하고 있다. 

D3는 N75-800 E 방향의 정단층작용을 일으킨 변형작용이다. 백령도 남 
해안에 이 단층작용에 의한 파쇄대가 잘 발달되었으며 여러 곳의 규암층 일 

부는 각력화하였다(사진 2-8). 이 변형작용에 수반하여 단층을 따라 여러 조 

의 맥암류가 관입하였다. 

D4는 주향이동단층작용으로 특정지워진다. 이에 의해 NlO -150 W 방향 
의 대규모 주향이동단층이 3개조 발달되어， 백령층군의 각층 및 암맥들 그리 

고 앞서 형성된 ENE-WSW 방향의 지질구조들을 단절/변위시켰다. 이 주향 

이동단층들의 운동방향은 좌수향이다. 

D5는 미약한 단층작용이다. 신제3기의 진촌현무암에도 소규모의 단층이 

형성되었다. 단층의 성격은 명확하지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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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 6. 중화동 일대의 중화동층에 형성된 엽리와 파랑습곡 

(a; 평행엽층과 엽리 b; 파랑습곡)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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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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μ
 
ω
 

/ , ‘ 
、

사진 2- 7. 경사습곡(a; 장촌층-냥해안)과 충상단층(b; 장촌층 서남부 연봉대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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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2-8. 단층파쇄대 (a ; 남해안)와 규암 각력 (b ; 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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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도 

나기창， 이문원(1987)에 의해 백령도의 지질도가 작성된 바 있다. 그러나 

이들의 것은 간이지질도로서 백령층군이 세분되지 않았음은 물론 지층분포가 

부정확하며 지질구조 등도 단순하게 표시되었다. 

본조사 · 연구에서는 상술한 바와 같이 층서퇴적학적 특성에 근거하여 선 

캠브리아기의 지층군을 세분하고 각층의 분포를 자세히 조사하였으며， 변형작 

용과 지질구조의 특성을 파악하여 새로운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야외조사는 

축척 1/25,000 도면을 사용하였으며， 최종 지질도는 축척 1/50，000으로 작성하 

였다(그림 2- 2). 

그러나 백령도의 군사적 특수성 때문에 접근할 수 없는 지역이 많아 조사 

가 불충분하였다. 따라서 지질도에 미흡한 점이 적지 않을 것인 바， 이는 차 

후에 수정 및 보완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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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2 . (계속) 백령도의 지질단면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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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층 서 

제 1 절 개 요 

백령도에는 북동부인 진촌리 일대의 진촌현무암 분포지를 제외하고는 거 

의가 선캠브리아기의 지층만이 분포되었다. 전체 두께가 1,500m 내외인 선캠 

브리아기의 지층군은 크게 보아 하부의 점판암 및 천매암화된 이암우세대， 중 

부의 허모키 (hummocky) 층리가 발달된 앓은 사암층들과 이암층의 교호대， 그 

리고 사층리와 연흔이 발달된 규암층의 연속체인 상부대로 나뉘어진다. 이번 

의 연구에서는 퇴적학적， 층서학적 요소들에 근거하여， 이들 각각의 대를 중화 

동층， 장촌층 및 두무진층으로 명명하고， 3개 층을 묶어서 백령층군을 설정하 

였다. 

대체적으로， 백령층군의 퇴적환경은 대륙붕(shelf)으로부터 점차로 수심이 

얄아져셔 상부의 조간대 (tidal flat)로 변화한 것으로 해석된다. 각층간에 부정 

합면의 발달은 인지되지 않는다. 이러한 층서적 변화는 해안 및 조간대의 바 

다쪽으로의 전진 (progradation)에 의해 이루어졌다. 

전층을 통하여 화석이 산출되지 않아 백령층군의 지질시대를 정확하게 

알 수는 없다. 그러나 백령층군 보다 상위의 것일 것으로 추정되는 지층군이 

인근 대청도와 소청도에 분포되며 소청도의 고회암(백운암)에서는 원생대의 

스트로마토라이트(stromatolite)가 산출되어 이 고회암 협재 지층군이 황해도 

의 상원계 중 스트로마토라이트 산출층인 사당우통 하부에 대비되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김수진 외 1998). 따라서 백령층군의 지질시대는 하부상원계 

의 지질시대， 즉 중기원생대일 것으로 추정된다. 

백령층군의 퇴적학적 특성을 조사， 관찰한 각층의 주요 노두 분포지 및 

측정 단면들의 위치는 그림 3-1과 같다. 

각층별로 백령층군의 층서학적 퇴적학적 사항들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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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 - 1. 백령층군의 주요 퇴적학적 

c 장촌층. D; 두무진층) 

측정단면 위치(]; 중화동층， 

제 

1. 

2 절 각 

:그ζ •Ë- l 1:二 -= 
τ~Oτ 

료코-
1.-

중화동층은 중화동을 중심으로한 백령도의 남서부에 협소하게(약 3 k마) 

분포되며， 충상단층으로 인하여 북쪽 해안을 따라서 사항포로부터 약 3.5 km 

동쪽의 염수개까지 약 250 m의 폭으로 반복 분포되었다. 중화동층의 두께는 

350-400 m 내외이며， 대부분의 지역에서 N75 0 E - E- W 방향의 주향을 갖는 

다. 주향에 거의 평행한 습곡과 충상단층들의 발달로 경사 방향과 경사각은 

따라 큰 차이를 보인다. 중화동층은 대략 E- W 방향의 섬록암질 지역에 。l- ullo ---, 

에 의해 관입되었다. 

중화동층은 사암이 거의 협재되지 않으며 대부분이 평행엽층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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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 이암대로 정의되며 층의 하한은 해수면 이하에 위치하여 확인되지 않고 

상한은 장촌층의 하한， 즉 앓은(수 cm-수십 cm) 사암층들이 휴색 이암과 교호 

되기 시작하는 층준으로서 점이적이다. 이암내의 밝은 색 엽층들은 평행하며 

수 mm 두께의 실트암 내지는 세립사암으로서， 두꺼운 엽층(<1 cm)의 경우， 점 

이층리 (grading)되기도 하였다. 또한 바탕 퇴적물(background sediments)~ 

이암 부분에서도 점이층리가 인지되기도 한다. 이러한 엽층리는 선선한 풍화 

면에서 흑색/회색의 색대 kolor band)로 잘 나타난다(사진 3- 1). 엽층들은 색 

에 관계없이 수 mm의 두께를 가지며， 두께가 1 cm 이상인 경우는 극히 드물다. 

평행엽층이 발달된 층준은 극히 양호한 측방 연속성을 갖는다. 크게 보아서 

는 중화동층의 하부에서는 엽층의 발달이 미약한 괴상체인 경우도 있다. 

중화동의 남쪽 해안에서 관찰한 바에 따르면 수십 cm의 변위(외관상 

이 떨어짐)를 보이는 미세한 단층들과 파랑습곡krenulation)을 수반하는 

습곡들이 발달되었다. 

사항포 일대의 중화동층은 암회색~흑색 이암이며， 

준도 있으나， 괴상인 부분이 우세하다. 전반적으로 볼 

화동층보다 높은 변성도를 보인다. 

1.-l-즈ε 

미세 

츠
。
 즈
。
 

발달된 

일대의 

평행엽층이 

때，중화동 

이 질 설트암의 현미경 사진 . 주로 세럽의 석 
구성 ， 조립부와 셰립부가 대(帶)를 이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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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장촌층 

장촌층은 섬 남서부의 중화동층 분포지， 섬의 북서부와 용기포 일대의 고 

지 등 두무진층 분포지， 그리고 진촌현무암 분포지를 제외한 지역에 넓게 분 

포하는 바， 전체 분포지는 백령도 면적의 약 50%를 접한다. 장촌층은 대부분 

의 분포지에서 낮은 지형을 이루고 있으며 풍화도가 높아， 신선한 노두는 장 

촌리 일대의 남쪽 해안에만 국한하여 분포되었다. 

층의 하한은 주로 흑색 이암으로 구성된 중화동층이 끝나고 앓은 사암층 

들(수 cm- 수십 cm 두께)이 흑색 이암과 교호되기 시작하는 층준이며， 층의 상 

한은 이암이 거의 협재되지 않고 사층리가 발달된 사암층들의 연속체인 두무 

진층이 시작되는 층준의 직하이다. 장촌층과 상， 하위 층과의 관계는 정합적 

이다.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장촌층의 대체적인 주향은 N70 0 E- E~W이다. 

장촌층의 지층은 E~W 방향의 축을 갖는 습곡들에 의해 변형되었으며， N5-
150 W 방향의 주향이동단층들에 의해 변위되었다. 습곡과 드러스트의 발달로 

정확한 두께는 알 수 없으나， 장촌층의 층후는 약 650-700 m로 추산된다. 
장촌층의 층서는 하부의 흑색 이암과 앓은(수 cm-수십 cm 두께) 허모키 

사층리 (hummocky cross~ stratification HCS) 사암층의 교호(사진 3~2) ， 중부 

의 주로 허모키사층리 사암층들의 연속 및 상부의 사층리된 사암층들(수 cm

수십 cm 두께)의 연속 층간으로 나뉘어지는데， 크게 보아 수심이 점진적으로 

얄아지는 환경을 나타낸다. 즉 하부의 storm~base로부터 상부의 저조선Oow 

tide line) 직하까지의 환경을 지시한다. 

허모키사층리들은 분급도가 높은 세립~중립사암으로서 경사가 극히 낮은 

hummocky 및 swaley구조 또는 베드폼(bedform)을 나타냄으로 상향퇴적 

(aggradational sedimentation)을 나타내 는 반면， 상부로 갈수록 주로 3차원 모 

래 윤(three~dimensional sand dune)의 이동에 의한 퇴적을 나타냄으로 수류 

에 의 한 측방 퇴 적 Oateral sedimentation)을 나타낸다. 이 사층리 가 발달된 사 

암들은 대부분이 단일 셀 (single~ set) 판상체 단위층들로서， 층과 층 사이는 수 

mm-수 cm 두께의 실트암 실트질이암으로 경계되기도 한다. 판상사암체의 상 

부 1-2 cm 구간에는 흔히 파랑사엽층(ripple cross ~ lamination)이 형성되었다. 

-44-



사진 3-2. 부분적 으로 convolute 층리 가 발달된 장촌층의 HCS 사암층. 
이암층내어l 협재， 오른쪽이 층서적 상위임(장촌리의 초등학교 부근). 

츠
 
0 지

L
 

D 
T 

c 
T q ‘ 

니
 

c '0 71 * 。,,/20 τ 백령도의 북서우(北西偶)를 주 분포지로 하여， 고봉포와 진촌 

리 사이의 북쪽 해안 사곳동과 용기원산 사이 등의 주로 고지대에 분포된다. 

이는 두무진층이 북쪽과 동쪽 해안에 연하여 분포되는 것을 의미하며， 습곡과 

드러스트 작용 후 북쪽으로 경사(tilting)하고， 동쪽으로 프런정 (plunging )하는 

결과이다. 그 외에 대략 NNW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작용에 의해 섬의 중앙부 

와 남동부에도 두무진층이 소규모로 분포되었다. 

하위의 장촌층과는 정합적 관계이나 대략 ENE- WSW 방향의 드러스트로 

접하기도 한다. 층의 하한은 이암층을 협재하지 않는 규암층이 시작되는 층 

준이며， 하위로는 사층리된 앓은 사암층과 흑색 이암이 교호되는 장촌층의 최 

상부로 점이된다. 두무진 일대에서의 층후는 대략 350 m 내외이나， 지 역에 

따라 350-500 m로， 다소 차이가 있다. 그러나 층의 상부가 삭박되었을 것을 

감안하면 원래는 더 두꺼웠을 것이다. 층의 주향은 대부분 N700 E-E-W이 

며， 거의가 NW-N 방향으로 경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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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무진층은 거의가 규암화된， 분급도가 높은 세립~중립 사암층들로 구성 

되었다(사진 3- 3). 이러한 특성은 층준이 달라져도 거의 변화가 없다. 사암 

층들은 흔히 곡상사층리 (trough cross- bedding) 되었는데 몇 개의 사층리 셀 

(set)들은 수십 cm-l m 두께 의 판상사암층(tabular sandstone unit)들을 이 루 

며， 판상사암층들 사이에는 두께 수 mm-수 cm의 실트암이 협재되었다. 판상 

사암체의 최상부 수 cm 구간과 실트암에는 파랑연흔(wave ripple)이 발달되었 

기도 하다. 판상체의 표면은 흔히 불규칙한 moundLf- crest와 trough의 베드 

폼에 해당된다. 판상사암체들은 거의 예외없이 높은 측방연속성을 보인다. 

층서상 수십 m 마다에는 수십 cm-수 m 두께의 파랑층리 렌즈상층리 

(wavy bedding- lenticular bedding)를 이룬 세 립사암/실트암의 층구간 

(stratigraphic interval) 이 발달되었다. 이 층구간들은 측방연속성이 높으며， 

수 mm-수 cm 두께의 세립~중립사암 엽층(Iayer)들과 실트암(바탕퇴적물)의 

교호대이다. 사암 엽층들은 연흔에 의한 파랑 모양의 표면과 평탄한 아랫면 

으로 특정지워지며， 내부는 사엽층 또는 크라이밍 파랑(climbing ripple) 사엽 

층 되었다. 파랑층리 -렌즈상층리 층구간은 두무진 일대， 용기포， 오군포 및 

진촌리 해안 등 거의 모든 두무진층 분포지에서 확인되며， 특히 진촌리 해안 

의 경우는 그 층후가 수십 m에 이른다. 

사진 3 • 3. 두무진층 사암의 현미경 사진. 원래의 업자 모양이 비교 
적 잘 보존된 석영 업자들을 주로 하고 세립의 백운모를 포함한다 
(40 배 , Cross N , 연 화동 북서 해 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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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퇴 적 상 및 퇴 적 환경 

제 1 절 개 요 

백령층군의 퇴적환경은 상세히 연구된 바 없다. 다만 북한의 상원계 지 

층에 대비되고， 소청도에 분포된 고회암(백운암)에서의 스트로마토라이트 산출 

과 두무진층의 사층리가 발달된 사암에 근거하여 천해저 환경의 퇴적층으로 

해석되었을 뿐이다(김수진 외 1988). 상원계에 대한 퇴적학적 연구가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으므로 백령층군에 대한 퇴적학적 해석은 상원계의 퇴적환경 

연구에도 간접적이긴 하나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층서학적， 퇴적학적 사항들에 기초하여 볼 때， 백령층군은 깊은 대륙붕(大 

陸椰， deep shelf) 환경， 얄은 대륙붕(stonn base - low tide line) 환경 및 조 

간대 (tidal flat)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며， 각 환경별 퇴적층은 각각 

대략 중화동층， 장촌층 및 두문진층에 해당된다. 백령층군은 거의 전체가 이 

암과 세립~중립 사암으로 구성되었는데， 하부(중화동층)가 이암 우세대인 반 

면 상부(두무진층)는 거의가 사암으로만 구성되었다. 한편 중부(장촌층)는 이 

암과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었으며 이암은 장촌층 내에서도 하부에서 우세 

하여 수심이 점진적으로 얄아졌음을 지시한다. 

지금까지 백령층군에서는 화석이 전혀 산출되지 않고 생물에 의한 교란 

(bioturbation) 흔적도 발견되지 않음으로 고생물학적인 퇴적환경 연구는 불가 

능하다. 따라서 퇴적환경 해석은 1)단위층(sedimentation unit) 또는 퇴적상 

(sedimentary facies)별로 모양(geometry) ， 퇴 적물 조직 (texture) ， 내부 퇴 적구 

조(internal sedimentary structure) 및 층리면(bedding plane)의 베드폼 

(bedfonn)의 해석과， 2)퇴적상들의 조합(facies association) 및 층서적(시간적) 

변화를 통하여 이루어졌다. 그 밖에 제한적이기는 하나 퇴적상조합의 공간적 

변화에 근거하여 퇴적시스랩 해석도 이루어졌다. 

전반적으로 보아 백령층군의 퇴적환경은 stonn base 이하의 깊은 대륙붕 

으로부터 점차로 알아져 조간대로 변천된， 일종의 해변(shore facies)환경의 바 

다쪽으로의 전진 (progradation)상을 나타낸다. 백령층군의 퇴적환경을 주요 

세부 환경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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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각 프료 
"L-

1. 갚은 대륙붕(deep shelf) 퇴 적 환경 (중화동층) 

중화동층의 하부는 점판암 내지 천매암화한 흑색의 이질암대로， 괴상으로 

보이는 부분도 있으나 실제로는 거의 대부분에 미세한 평행엽층이 형성되었 

다. 이에 비해 층의 상부로 갈수록 수 mm 두께의 실트암 엽층들Oaminae) 이 

빈번히 이암에 협재됨으로서 뚜렷한 평행엽층을 형성한다(사진 4~ 1). 따라서 

중화동층은 하부의 이암 퇴적상과 상부의 점이층리된 썰트암 퇴적상으로 구성 

되었다고 볼 수 있다. 

가. 이암 퇴적상 

중화동 해안 노두에서 관찰되는 신선한 풍화면에서의 이암은 거의 현미경 

하에서 관찰될 정도의 미세한 평행엽층을 보이며， 드물게 썰트질 엽층(silty 

l밍ninae)들이 평행하게 협재된다. 

세립질(점토 크기의) 퇴적물만으로의 구성， 사엽층(cross ~ lamination) 및 

점이층리 (grading)의 미발달 등은 정일한 환경에서 퇴적물 입자들이 중력에 

의해 오랜 시간을 두고 퇴적되었음을 지시한다. 그러한 퇴적 여건은 폭풍류 

(爆風流， stonn current)와 해류(ocean current)는 물론 파랑(wave)의 영 향이 

미치지 못하고 해안선으로부터 멀리 떨어짐으로서 수류에 의한 퇴적물 공급이 

차단되고 퇴적구조의 발달이 불가능한 해저에서 유지될 수 있다. 따라서 중 

화통층의 이암은 stonn base 이하의 해저， 즉 깊은 육붕 환경에서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나. 쌀트암 퇴적상 

중화동 일대의 해안 및 도로 절개부 노두들에서 잘 나타나는 썰트암 엽층 

들은 1 mm 미만으로부터 1 cm까지의 두께를 가지며 이암과 교호한다. 각 엽 

층들은 측방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며 연속성이 극히 높다. 층의 상 · 하 

면은 평탄하며， 몇 개 또는 10 개 이상의 미세한(<1 mm) 엽층들이 연속되어 l 

cm 두께 의 점 이 층리 된 썰트암층(siltstone layer)들이 협 재 되 며 , 이 들은 퇴 적 물 

업자의 뚜렷한 변화를 보이는 아랫면(sharp base) 및 상향세립 현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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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 중화동층 상부에 발달된 평행엽층- 미세습곡과 그에 
따른 crenulation cleavage가 발달됩 (중화동 해 안). 

정일한 환경기원의 바탕 퇴적물인 이암 퇴적상에 협재되는 점으로 보아， 

썰트암 엽층들도 정일한 육붕 환경 (storm base 이하)의 퇴적물인 것으로 해석 

된다. 극히 미세한 엽층과 점이층리의 발달도 이암의 경우와 같이 수류가 없 

는 여건에서 입자들에 가해지는 중력의 영향만으로 퇴적되었음을 입증한다. 

단， 썰트질 퇴적물의 육붕으로의 공급은 수류에 의한 것으로 물기둥(water 

column)의 상부(적어도 storm base 이상)에 는 폭풍류 해류 및 파랑의 영향이 

미쳤음을 의미한다. 따라서 썰트질 퇴적물은 폭풍에 의해서 간헐적으로， 또는 

강을 통해서 어느 정도 주기적(계절변화 또는 강수량 증가에 기인)으로 저탁 

류(turbid flow)로 공급되었다. 대(짧)를 이루는 연속적 미세 엽층들은 높은 

빈도와 주기성으로 보아 후자의 경우로 해석되거나， 조류(flood and ebb tides) 

의 영향으로 공급되었을 것으로 보인다(Kuecher et al., 1990) , 반면 보다 드 

물게 나타나고 점이층리되었으며 주기성이 없는 썰트암 엽층들은 비주기성의 

강한 폭풍류에 의한 퇴적물 공급을 반영한다. 사엽층이 발달되지 않는 점 등 

으로 보아 적어도 최종 퇴적은 저류(under flow)에 의한 것일 가능성은 낮다. 

특히 해수의 높은 밀도를 감안할 때 강으로부터의 저류에 의한 퇴적물의 공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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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은 없다. 

이상의 논의를 종합할 때 중화동층의 썰트암 엽층들은 storm base(해수 

면 아래 50 m 내외) 이하의 육붕 환경에서 입자별로 중력에 의해 퇴적된 것 

으로 해석된다. 

2. 알은 대 륙붕(shallow shelf) 퇴 적 환경 (장촌층) 

장촌층은 바탕 퇴적물인 이암 퇴적상과， 공존하는 허모키사층리 (HCS) 사 

암의 발달로 특징지워지며， 층서단면에서 이암의 비율은 층의 최하부에서 가 

장 높으며(그림 4- 1), 중부와 상부에서는 극히 낮다. 층의 상부로 가면 HCS 

사암과 사층리 된 사암(cross-bedded sandstone) 이 공존하는 층구간이 있으나 

(그림 4• 2) , 최상부는 사층리된(CB) 사암과 드물게 협재되는 앓은(수 mm -수 

cm 두께) 흑색 이암으로만 구성된다(그림 4-3). 따라서 장촌층은 이암 퇴적 

상， HCS 사암 퇴적상 및 CB 사암 퇴적상으로 구성되었으며， 3개 퇴적상은 지 

역 및 층서적 위치에 따라 다르게 조합된다. 

장촌층 중에서 특히 HCS 사암이 잘 발달된 층간은 중화동一장촌 사이의 

해안(그림 3-1 의 C1 , C2)에 잘 노출되었으나 오군포구 남쪽 해안 및 담수호 

수문 남쪽 해안(그림 3- 1 의 C4, C5)에서도 좋은 단면이 나타나며， 남포초등학 

교 계곡 및 소갈동 삼거리로부터 약 800m 남쪽의 고개 도로변 등에도 분포된 

다. 

중화동 장촌 사이 해안의 단면을 중심으로 층서상 변화를 보면 최하부는 

흑색 이암내에 수십 cm 두께의 HCS 사암이 협재되며(남포초등학교 북쪽 약 

200 m) , 그 상위에는 앓은 HCS 사암층들의 연속 층간과 이어지는 상향세립의 

HCS 사암틀(사암→썰트암→이 암)의 연속 층간이 놓인다(그림 4- 1, 4- 2). 한편 

장촌층의 상부는 CB (cross bedding) 사암의 연속체이며， 최상부는 CB 단일 

셀(single- set) 사암층들이 주를 이 룬다(사진 4 • 2). 단일 셀 사암의 표면은 흔 

히 이막(mud-drape)으로 피복되었으며， 드물게는 퇴적물 공극수(pore water) 

의 방출에 의 한 syneraesis crack(D.L. Kidder, 1990) 구조가 형 성 기 도 하였 

다(사진 4- 3). 장촌층을 퇴적상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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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이암 퇴적상 

장촌층의 하부에서 두껍게 나타나고， 중부와 상부에서는 수 cm-수십 cm 

두께로 HCS 사암들 사이에 발달된 흑색 이암은 흔히 극히 미세한 평행엽층 

을 이루고 있다. 대개의 경우 판상(板狀)이나 상위의 사암에 의해 완만한 경 

사로 침식되며 측방으로 첨멸되기도 한다. 

이 이암은 중화동층의 이암과 같이 바탕 퇴적물로서 수류가 거의 없는 대 

륙붕에서 중력에 의하여 침전된 것으로 해석된다. 단， 수평엽층이 발달되고 

상향세립상을 보이는 HCS 사암의 상위에 오는 경우는 그 경계가 뚜렷치 않 

고 점이적인 것으로 오인될 수도 있다. 점이적인 관계로 본다면 사질/이질 

혼합퇴적물의 간헐적인 공급도 인정되어야 하므로 너무나 높은 세립질 퇴적물 

의 함유 때문에 가능한 기작(mechanism)으로는 보기 어렵다. 

종합적으로 볼 때， 장촌층의 이암은 fair weather wave-base보다는 깊으 

나 storm wave-base의 영 향은 미 치 는 얄은 대 륙붕(shallow shelf) 환경 에 서 

퇴적되었다. 

나. 저각도-평행엽층사암 퇴적상 

장촌층의 하부와 중부의 사암체들은 거의 모두가 저각도(평행엽층되고， 

분급도가 극히 높은 세립사암층들이다. 그러한 사암층들은 장촌층의 상부에 

서도 흔하지만 주로 곡상사층리가 발달된 중립질 사암층들과 교호된다. 평행 

엽층된 사암층들은 층의 단면 모양， 윗면의 특정， 내부 퇴적구조 및 층리， 퇴 

적물의 입도와 분급 등으로 보아 허모키사층리 (HCS)층으로 해석되는데， 이는 

Dott & Bourgeois(l983) 의 이 암과 교호되 는 불연속형 (discrete type)과 이 암이 

거의 협재되지 않는 연합형 (amalgamated type)으로 구분된다. 

1 ) 불연속형 저각도-평행엽층사암 

두께는 보통 수 cm -40 cm 이며， 이암중에 고립되거나 이암과 교호하여 나 

타난다. 층의 단면은 대체로 판상이나 상 · 하면이 불규칙하고 측방으로의 층 

후 변화가 크다. 아랫면은 하위의 이암과 뚜렷한 입도차를 나타내는 경계면 

이며， 윗면은 거의 평탄한 경우로부터 1-2 m 간격의 hummock과 swale이 발 

달되기도 한다. 

사암체들은 2개 이상의， 주로 저각도 평행엽층된 셀들로 구성되며 최하위 

셀은 거의 수평엽층되었다(사진 4-4). 흔히 각 셀은 하위 셀의 엽층을 끊고， 

측방으로는 거의 조화엽층(concordant laminae)된 특징을 보인다. 셀내의 엽 

층은 침식변인， 셀의 아랫면(hummocky ， swaley변)과 일치하며 (concordant)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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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 침식 및 드레이프(scour & drape)를 나타낸다. 셀내의 엽층， 셀의 아랫면 

및 사암체의 상 · 하면은 각각 3차(third-order)， 2차(second - order) 및 1차 

(first-order)변에 해당된다(Dott & Bourgeois, 1982). 각 셀내의 엽층에 의한 

퇴적은 퇴적면의 평탄화 방향으로 진행되어 hummock과 swale들이 사라져 최 

상부의 엽층은 거의 평탄하게 된다(그림 4- 4). 

정일한 환경의 바탕 퇴적상인 이암 중에 협재되거나 서로 교호되는 점으 

로 보아 코셀형 저각도-평행엽층사암은 수류(current)의 영향이 미치지 않는 

여건을 지시하며， 안식각 또는 그에 가까운 층리가 발달되지 않고 극히 완경 

사의 엽층만이 발달되는 점도 수류에 의한 퇴적가능성을 배제한다(Harms et 

al., 1975, 1982 ; McCrory & Walker, 1986). 2차면 (second- order surface)은 

침식에 의한 hummock과 swale 면이며 그 상위 즉 셀내에 조화적인 엽층이 

발달된 점 은 상향퇴 적 (aggradation)을 의 미 한다(Dott & Bourgeois, 1982). 이 

로 보아 불연속형 저각도-평행엽층사암은 부유(suspension) 상태로부터 중력 

작용에 의해 퇴적된 허모키사층리로 해석된다. 그러한 해석은 극히 높은 분 

급도를 갖는 세 립사암만으로의 구성 으로도 뒷받침 된다(Harms et al., 1975 

Brenchley, 1985 ; Swift et al., 1987). 

결론적으로 이 퇴적상은 폭풍에 의해 생성된 단일 방향의 (unidirectional) 

저탁류에 의해 운반된 부유퇴적물로부터 세립사의 침전으로 이루어졌다. 코 

셀의 형성은 폭풍중의 수류변화를， 윗면의 파랑연흔은 폭풍파랑(storm-wave) 

의 약화를 반영 한다(Cheel & Leckie, 1992). 

2) 연합형 저각도-평행엽층사암 

불연속 저각도一평행엽층사암 중에는 수 cm -10 cm 두께의 단일 셀 사암체 

로서 거의 비슷한 두께의 이암과 교호되는 것들도 있다(사진 4- 5, 4- 6). 이 

사암체들은 미세한 수평~저각도 평행엽층되었으며 양자 사이에는 셀 경계가 

발달되지 않고 점이적인 것이 특정이다(사진 4- 5). 저각도 평행엽층 부분은 

크라이밍 사엽층(climbing cross-laminae)에 해당됨으로(그림 4- 5) , 단일방향 

의 미 약한 수류를 지 시 하기 도 한다(Arnott & Southard. 1990). 이 러 한 사암 

체의 윗면은 퇴적에 의한， 소규모의 hummock과 swale을 형성하고 직상위의 

흑색 이암 퇴적으로 침식을 받지 않아 보존되기도 한다. 이암 중에는 수 mm 

두께의 사엽층된(cross - laminated) 세립사암 찔트암 렌즈(lense)들이 협재되는 

데 이들도 크라이밍 파랑(climbing ripple)을 나타내며 단일방향의 수류를 입 

증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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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5. 앓은 HCS 사암층들과 평행엽층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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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암/쌀트암의 교호 

사진 4- 6. 완만한 경사의 HCS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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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아 단일 셀 HCS가 코셀 HCS 보다 다소 알은 수심에서 형성되는데， 이는 

저 탁류의 속도차에 기 인 한다(Hamblin & Walker, 1979). 

해 빈으로부터 의 거 리 즉 proximal ~distal 개 념 으로 보면， proximal 퇴 적 

HCS 층이 보다 두꺼운 층후， 층의 연합(amalgamation) ， 조립질 퇴적물 구성 

등을 특정 으로 한다(Dott & Bourgeois, 1982 ; Brenchley, 1985). 오군포구의 

남쪽 해안에는 중화동층의 이암 위에 40-80 cm 두께의 수평 및 저각도 평행 

엽층이 형성된 세립사암층들이 7m 이상 계속하여 발달되었다(사진 4~7). 사 

암층들은 평탄한 상 · 하면을 갖고 1-3 cm 두께의 썰트암~썰트질 이암의 협 

재로 상 · 하위 사암체들과 경계된다. 내부적으로는 전체가 수평엽층된 것으 

로부터 2 - 4개의 저각도 사엽층 셀들로 구성된 것까지 다양한 구조와 층리를 

보인다. 이 사암체들은 단일 셀~코셀 HCS에 해당되며 70 m 층구간이 모두 

HCS층들의 연속체로서， 바탕 퇴적물인 이암이 협재되지 않는 점으로 보아 연 

합 HCS로 proximal 환경 에 서 퇴 적 되 었다(Dott & Bourgeois, 1982 

Brenchley , 1985). 따라서 중화동 장촌포구 사이 의 HCS 층구간과 층서 적 으로 

대 비 되 나， 그 보다는 얄은 수심 즉 proximal 환경 에 서 (Hamblin & Walker, 

1979) 주로 스웨일리 사층리 (swaley cross~ stratification)를 이루며 퇴적되었고 

(Dott & Bourgeois, 1983 Plint & Walker, 1987) , 해안선은 대략 NE-NEE 

방향으로 형성되어 있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사진 4~7. 장촌층 상부에 발달된 수평엽층-저각도 평행엽층 사암층들. 
HCS로 해석된다(오른쪽이 상위엄; 오군포구 남쪽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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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조간대(湖間帶， tidal flat) 퇴적환경(두무진층) 

350 m 이상의 층후를 갖는 두무진층은 백령도내의 분포지에 관계없이 전 

반적으로 2개의 퇴적상， 즉 코셀 사층리 (coset cross- bedded) 사암층과 파랑연 

흔이 발달된 사암층들로 구성된다. 두무진층의 대부분은 코셀 사층리사암층 

으로 구성되나， 파랑연흔이 발달된 사암이 수 m-수십 m 층구간마다 측방연 

속성이 높은 수십 cm-수 m 두께의 층준을 이루고 있어， 전체적으로 뚜렷한 

반복 퇴적상을 보여준다(그림 4-6 및 4-7). 

가. 코셀 사층리사암 퇴적상 

두무진층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곡상사층리된(드물게는 판상사층리됨) 사 

암 셀들은 몇 개씩 중첩되어 수십 cm-1 m 두께의 퇴적단위층(sedimentation 

unit)들을 구성한다(사진 4- 8). 개개의 사층리된 셀들이 측방으로 두께가 변 

하고 첨멸되는데 반하여 퇴적단위층들은 판상을 이루고 측방연속성이 높다. 

단위층들 사이에는 흔히 측방연속성이 높은 수 mm-수 cm 두께의 청회색~ 

암회색 썰트암이 협재하는데， 이에는 파랑사엽층(ripple cross -lamination)이 

발달되기도 하였다(그림 4- 8). 

용기포의 한 노두에서 관찰한 바에 의하면 대략 남북 방향의 노두 단면은 

남쪽으로 경사된 사층리 셀들인 반면 동서 방향의 단면은 뚜렷한 옥상(씁狀) 

구조를 보인다(사진 4- 9). 따라서 사암 셀들은 남쪽 방향의 수류에 의한 3차 

원 dune의 이동(migration)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 해석된다(Harms et a1., 

1975). 셀들과 단위층들의 윗면중 trough에는 수류 방향에 직교하는 대칭 파 

랑들이 잘 형성되어 있다(사진 4- 10). l'rough와 그에 수반되는 파랑들의 요 

철형태는 하위의 사층리 형성의 베드폼과는 일치하지 않는데， 이는 퇴적후의 

침식이 있었음을 의미한다. 또한 파랑들은 waning tide시의 파랑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사암 단위층의 상부에는 셀들의 경계를 지나는 수직 방향의 방 

출수(放出水， water escape) 구조가 발달되 기 도 하였다. 

곡상사층리는 3차원적 dune의 이동에 의해 퇴적되었으며， 수류의 방향은 

대체로 남쪽이다. 옥상사층리 셀들이 연속적으로 퇴적된 점으로 보아， 일련의 

dune들이 연속적으로 생성 · 이동하였으며， trough에는 썰트가 퇴적되고 파랑 

이 형성되기도 하였다. 거의 한 방향의 수류는 만조Cflood tide) 기간중에 그 

대로 유지되었으며， 반대 방향의 수류 즉 간조(ebb tide) 퇴적 셀이 거의 발견 

되지 않는 점은 간조와 만조시의 조류의 경로가 달랐었음을 의미한다. 몇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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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set)로 구성 된 환상 단위 충(tabular sedimentation unit)들에 혜 당되 며 , 단위 층 
들 사이에는 앓은 쩔트암이 협채되기도 한다. 상부에는 웬즈상 총리{Ienticular 

bedding}를 이 룬 사앙대 가 발달되 기 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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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두무진층 상부의 퇴적주상단면도. 주로 곡상사총리를 이룬 사암들의 연 

속체 이 나， 헨즈상 및 i파랑형 Oenticular and wavy)총리 의 사암층준도 발달됩 (진촌 

리 동쪽 혜안 노두에서 스켓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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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8. 진촌리와 용기원산 사이의 해안에 노출된 
두무진층 사암체. 평탄한 면들은 곡상사층리 코셀 
사암 단위층(sedimentation unit)들의 경계면엄 . 
i 

그림 4-8. 곡상사층리층들의 연속체. 불규칙한 층리면 
들로 접하는 곡상사층리 첼들(coset)은 하나의 판상 
퇴적단위층을 이루며， 앓은 쩔트암을 경계로 상 · 하위의 
퇴적단위층들과 접한다. 



사진 4-9. 불규착한 퇴적면들이 발달된 두무진층 사암. 이러한 층면들 
(bedding plane) 사이는 사층라 코젤으로 이어진 퇴적단위층 
(sedimentation unit)에 해당된다(용기포의 사곳 엽구 노두) . 

사진 4-10. 두무진층의 일부 사암층 윗면에 발달된 대칭 파랑연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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씩의 곡상사층리 셀들이 하나의 판상사암체 (sandstone unit)를 이루는 것은 

sand dune들로 구성된 sand wave가 만조 방향에 평행하게 또는 거의 평행하 

게 전진 · 퇴적되었기 때문이다(Houbolt， 1968 Darlymple et al., 1990). 

Dune 표면의 요곡부에는 부분적으로 연흔이 발달된 sand wave의 표면에도 

썰트의 퇴적과 파랑의 발달이 일어났다. 많은 사암 단위층들이 지속적으로 

퇴적된 점으로 미루어 상대적 해수준의 상승 및 이와 연관된 넓은 조간대가 

발달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Tankard & Hobday , 1977 ; Levell , 1980). 세립 

질 바탕퇴적물이 전혀 퇴적되지 않는 점도 강한 조류의 환경， 즉 조간대 환경 

을 뒷받침한다. 

나. 연흔구조 세립사암 박층(상부 조간대) 토|적상 

분포지에 관계없이， 두무진층내에 발달된 파랑엽층(ripple - lamination)된 

세립사암 박층/찔트암 교호 층간들은 수십 cm-수 m 두께를 잦는다(사진 

4-1 1). 썰트암을 바탕퇴적물로 하는 세립사암 박층들은 1) 수 mm-1 cm 두 

께를 갖고， 윗변에 연흔이 발달되었으며 상하위 썰트암에 협재된 것(개별형) 

과， 2) 1 mm-3 mrn 두께로， 썰트암의 협재 없이 상 · 하의 연흔면으로 경계 

되고 몇 개 또는 수십 개 층이 중첩되는 것(중첩형)으로 분류된다(그림 4- 9). 

개별형 사암은 윗면이 연흔 또는 완만한 경사의 기복을 갖는 반면， 아랫 

면은 평탄하거나 완만한 기복을 보인다. 사암들은 측방으로 연속적인 것과 

불연속적 인 것을 포함하며， 렌즈상층Oenticular bed) 및 파랑층(wave bed)에 

해당된다(사진 4- 12). 개개 사암들은 각각 일정 방향으로 형성된 사엽층을 보 

인다. 

중첩형 사암들의 대부분은 상 · 하면이 극히 완만한 기복을 갖고 측방으로 

엘정한 두께를 유지하면서 중첩된다. 그 결과 단변에서는 소규모의 허모키층 

리 (HCS)처럼 보이기도 하지만， 렌즈상층 층간은 간혹 수 cm 두께(최고 10 

cm 이상)의 세립~중립 사암들이 협재됨으로써 중단된다. 이 사암들은 단변 

에서 2-3개의 사층리 또는 평탄층리된 셀들로 구성되며， 최상부는 파장이 7 

-15 cm~ 파랑엽층에 의해 특징지워 지기도 한다. 

파상층리 (wavy bedding) 또는 렌즈상층리 Oenticular bedding)된 개개 층 

들이 갖는 일정 방향의 엽층은 단일 방향의 수류를 지시하며， 수류들의 방향 

이 상반되는 2개 그룹으로 나뉘어짐으로 조류의 영향을 받은 퇴적으로 해석된 

다. 층 표변의 극히 완만한 경상의 기복은 높은 유속을 나타내며， 극히 앓은 

두께는 얄은 수류 섬도(flow depth)와 아마도 얄은 수심 (water depth)으로 해 

석될 수 있다. 어떤 사암의 표면은 파랑에 의해 변화된 상태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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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4- 11. 두무진층에 발달된 2개의 옐트암 층간들(←). 이 층간에는 
렌즈상 및 파랑형 Oenticular and wavy) 층랴 들이 협재된다. 

사진 4- 12. 렌즈상 및 콰랑형 Oenticular and wavy) 사암층들. 기질은 
쌀트암임(진촌리 해안과 용기원산 사이의 두무진층 상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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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첩형 사암， 즉 HCS와 유사한 특징들을 갖는 것들은 내부구조가 뚜렷치 

않고， 극히 앓은 두께를 감안할 때 부유상태 (suspension)로부터의 퇴적과 

(Reineck & Wunderlich , 1968) 강한 수류에 의한 표면 변화에 의해 생성된 것 

으로 해석된다. 이 사암들은 교호되는 파상층리 및 렌즈상층리의 퇴적기구를 

감안할 때， swash zone 직하의， 수심이 얄은 조간대 최상부에서 조류에 의해 

퇴적된 후레이져(f1aser)층리 퇴적층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연흔구조 세립사암 

박층들은 조간대 상부에서 조류와 파랑에 의해 퇴적된 것으로(Darlymple， 

1992) 결론지워진다. 

8 

4 8 12 16 20 cm 

그립 4-9. 두무진층의 헨즈상 및 파량형 층리 Oenticular and wavy 
bedding) 층구간. 기질은 쩔트암에 혜당된다(진촌리 동쪽 혜안 노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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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되적시스템 

제4장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백령층군은 크게 보아 하부로부터 깊은 대 

륙붕(深陸뻐， deep shelf) 퇴적시스템(중화동층에 해당) , 얄은 대륙붕(漢陸뼈， 

shallow shelf) 퇴적시스템(장촌층에 해당) 그리고 조간대(湖間帶， tidal zone) 

퇴적시스템(두무진층에 해당)으로 구성되었다. 층서상 이 3개 퇴적시스템은 

정합적 관계임으로 층의 상부로 갈수록 점차 얄은 수심에서 퇴적된 결과가 된 

다. 또한 깊은대륙붕 퇴적시스템 및 얄은대륙붕 퇴적시스랩 내에서도 각각 

수섬이 점진적으로 얄아졌음이 입증된다. 즉 주요 퇴적구조 및 퇴적상의 발 

달과 수심별 또는 환경별 분포를 볼 때(그림 5- 1), 대체로 1)심륙붕 퇴적의 엽 

층 이암(葉層 i尼岩)→엽층 이암/썰트암 2)천륙붕 퇴적의 HCS 사암→사층리 

사암， 그리고 3)조간대의 중첩 사층라사암(씹層理妙岩)→박층의 연흔 사암(連 

浪 妙岩)의 순으로 변화되어 수심이 점진적으로 얄아지는 현상을 입증해 준 

다. 단 수심의 점진적 천화(漢化， shallowing)는 층서상에서， 특히 두무진층의 

경 우 수차의 심 화(深化， deepening)로 단속적 으로 진 행 되 었다. 

백령층군에 기록된 퇴적환경의 변화， 즉 깊은 대륙붕→얄은 대륙붕→조간 

대 환경으로의 변천과정에 대해서는 여러 사람들에 의해 연구되었으며 

(McCrory & Walker, 1986 Colquhoun, 1995 Prave et al., 1996), 특히 

Eriksson et al.( 1981)과 Bose et al.(1988) 등의 연구는 선캠브리아기 지층을 

대상으로 하였는 바 이들의 연구 결과는 백령층군 연구에 도움이 되었다. 

앞에서 논의되고 결론지어진 사항들은 주로 퇴적주상단면 자료에 기초한 

2차원적인 것들이나， 단면들의 분포와 고수류 방향을 반영하여 3차원적인 퇴 

적시스템의 분포와 발달도 논의될 수 있다. 협소한 일정 지역 안에서 깊은 

대륙붕， 얄은 대륙붕 및 조간대 환경의 퇴적시스템이 차례로 형성된 점으로 

미루어， 해안 및 육붕환경의 원해(遠海， offshore)쪽으로의 전진(prograding)이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조간대 퇴적시스템내의 사층리들에서 얻어진 만조 

(滿漸， flood current)의 방향이 대략 S-SSE인 점으로 보아 해안선은 EW

ENE 방향이었으며， 따라서 퇴적시스템들도 같은 방향의 퇴적주향을 갖고 
N-NNW 방향으로 전진하고 입체적인 시스템을 퇴적시켰다. 그림 5-1은 백 
령층군 퇴적시스템들의 분포 및 시스템별 주요 퇴적구조와 퇴적상 발달을 보 

여주는 모식단면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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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의 해석은 백령층군이 층서퇴적학적 특징상 북한의 상원계 하부인 직현 

통 일부에 대비되며 이 상원계가 황해도의 옹진지역에서부터 동북동 방향으 

로 원산에 이르는 사이에 넓게 분포된 사실로도 뒷받침된다. 직현통은 대략 

동 서 방향으로 발달된 해역의 남쪽 해안선과 천해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 

고 있는 바(Ri & Om, 1996), 이는 백령층군의 퇴적시스템 분포 방향과도 일 

치된다. 

Fairweather wave-base 

High-tide line 

다좌굶따E 

Mudstonc 

Mudstone 
(니minated) 

그림 5-L 백령층군의 퇴적시스템 발달을 설명하는 해성퇴적 모식단면도. 수심 
변화에 따른 퇴적상 변화가 도시되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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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토 론
 

백령층군의 퇴적환경과 퇴적시스템을 근본적인 면과 광역적인 변에서 해 

석하려면 백령층군의 퇴적환경은 물론 인근의 대청도와 소청도， 그리고 북한 

의 황해도 일원에 넓게 분포된 상원계 지층과의 비교 연구도 중요하다. 이는 

백령층군이 암층서적으로 상원계의 하부， 즉 직현통의 일부에 대비되고， 분포 

방향으로 보아 백령도 동쪽 20 때의 옹진 일대의 상원계 하부에 연결될 것이 

기 때문이다- 또한 백령층군의 상위에 놓일 것으로 추정되는 소청도의 석회 

질암 내에서 원생대의 코레니아(Collenia)가 산출되는 바(원종관 외， 1987 ; 김 

수진 외， 1998)), 이는 직현통의 상부 또는 보다 상위에 오는 사당우통의 코레 

니아와 동일한 것이다(Ri & Om. 1996). 따라서 백령층군의 상 · 하위 지층들 

에 관하여서도 황해도의 상원계에 비추어 논의할 수 있다. 

입체적으로 볼 때， 백령층군은 하부로부터 깊은 대륙붕→얄은 대륙붕→조 

간대 퇴적시스템으로 구성되었으며， 부정합면의 발달없이 지속적으로 퇴적되 

었다. 이는 각 퇴적시스템이 일정 방향， 즉 N 또는 NNW 방향으로 전진한 

결과이다. 퇴적시스템들은 분포상 동쪽으로 황해도 옹진일대의 하부상원계 

지층들과 연결되고， 보다 더 동쪽으로는 강원도의 북부까지 이어지며， 함경남 

도 북동부에도 협소하게 분포된다. 따라서 백령층군은 광범위한 해역에서 퇴 

적된 7,000 m 두께의 상원계 중 시간적으로나 공간적으로 극히 작은 부분을 

차지한다. 한편 상원계의 전체 두께가 북쪽(평남분지의 북부쪽)으로 갈수록 

앓아지고(Ri & Om. 1996) 그의 상위에는 고생대의 조선계가 평행부정합 내 

지 미약한 경사부정합으로 놓이는 점을 감안하면 상원해(神原海)는 대략 

E- W 내지 ENE- WSW 방향의 좁은 에피컨티넌탈해 (epicontinental sea)로서 

지각의 침강과 병행하여 유지되었을 것으로 해석된다. 상원계의 중부(사당우 

통)와 상부(묵천통+멸악산통)가 주로 천해성(漢海性)의 석회암 및 고회암(백운 

암)으로 구성된 점으로 미루어， 상원해는 지속적으로 천해로서 유지되었다. 

결론적으로 백령층군은 대략 동-서 방향으로 발달된 에피컨티넌탈해인 상 

원해의 남쪽 해안선에 평행하게 발달된 깊은 대륙붕， 얄은 대륙붕 및 조간대 

의 북쪽으로의 전진에 의해 퇴적된 퇴적시스템들로 구성되었다. 

충남 태안반도 일대에는， 태안군 남면으로부터 당진군 대호지면 사이에 

NE- SW 방향으로 태안층(泰安層)이 분포한다. 태안층은 지질시대상 원생대 

중기의 상원계 사당우통에 대비되고 있다. 본연구 결과 이 지층군은 저탁류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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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층( turbidite)을 주로 하는 심해저 퇴적기원으로 밝혀졌다. 따라서 백령층 

군， 광의로는 상원계가 천해성 지층인 반면， 거의 같은 시대(?)의 태안층이 심 

해저 퇴적기원인 점을 보다 상세히 연구하여 고상원해(古램原海)와 고태안해 

(古泰安海)가 시간적 및 공간적으로 어떤 관계에 있었는가를 밝히는 연구가 

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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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7 장 태 안 서 산지 역 의 지 질 

제 1 절 개 관 

충남 서부의 서해안 지역에는 규암과 편암을 주로 하고 드물게는 석회암 

및 변성석회암을 협재하는 변성퇴적암류가 NNE의 주향으로 광범위하게 분포 

하며， 부분적으로는 안구상편마암， 화강편마암， 호상편마암 등으로 변성되기도 

하였다. 이 변성퇴적암류는 손치무(1971)에 의해 “서산층군(瑞山層群)"으로 

명명되었으나， 서산 · 모항도폭(장태우， 이상용， 1982)에서 시생대의 5개 층과 

원생대의 “태안층(泰安層)"으로， 대산 · 이곡도폭(김동학， 황재하， 1982)에서는 

시생대의 5개 층 및 그들을 부정합으로 덮는 원생대의 태안층으로 세분되었 

다. 태안층은 경기도 및 강원도 지역의 춘천계， 연천계 및 율리계에 시대적으 

로 대비되었다. 

소위 서산층군의 모든 암석 또는 지층들은， 석회암 및 변성석회암의 협재， 

판상규암/판상편암 교호대의 발달 등에 의해 퇴적기원으로 추정되어 왔으나 

퇴적상이나 암석학적인 면에서의 조사 · 연구는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다. 이 

번 연구의 목적은 변성정도가 낮아서 퇴적구조 등 원래의 퇴적사항들을 비교 

적 잘 보존하고 있는 태안층의 퇴적환경 및 퇴적시스템을 밝히는 데 있다. 

태안층은 태안군 남변의 해안지역에서부터 북동쪽으로 당진군의 대호지변 

까지， 6-8 km의 폭으로 분포하나， 태안읍 및 서산시 일대에서는 쥬라기 화강 

암에 의해 관입되었다. 태안층은 주로 판상의 규암과 그와 교호되는 변성이 

암/천매암으로 구성되었으나 거의 전 분포지역에서 노두의 발달이 불량하다. 

그러나 예외적으로 태안군 남변의 몽산리~진산리 해안에는 신선한 노두가 잘 

나타나 있다. 이번 연구는 이 노두를 중심으로 상세한 야외조사와 실내실험， 

그리고 자료의 종합적 해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조사/측정된 단면들의 위 

치는 그림 7- 1에 표시되었다. 그 외에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의 남해안에 협 

소하게 분포된 태안층(그림 7-2)도 조사 · 연구되었다. 

야외조사는 전 단면들에 대한 주상도 작성 및 주요 층구간에 대한 상세한 

주상도 작성을 주로 하고， 사암체들의 모양(geometry) ， 퇴적물 조직 (texture) ， 

퇴적구조 및 암층서의 변화경향 관찰도 포함하였다. 또한 사암층들과 이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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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내에 기록된 변성 및 변형작용도 조사 · 해석되었다. 이러한 사항들은 주 

상도， 그림 및 사진을 통하여 설명되었다. 봉산리~진산리 해안의 단면들 상 

호간의 시간적 · 공간적 위치는 그림 7-3과 같다. 

이번 연구를 통하여 태안층의 대부분은 저탁류퇴적층( turbidite)을 주로 하 

는 해저선상지 (submarine fan) 퇴적시스템으로 구성된 심해저 퇴적층임이 밝 

혀졌는 바， 그 결과는 한반도의 선캠브리아기 퇴적층들의 기원과 한반도 지사 

연구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된다 

진신리 

태안군 
'24' 

남 면 

이 Section 몽산리 

{/ jì쇄ction 

o gom 

SCALE 앉갱안목 
그림 7-1. 충남 태안군 남면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조사 단면 

(a, b, Cl, C2, dl , d2) 위 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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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 200 rn 

Ganweol-do 

1ß 

g2 않ctìon 

그립 7- 2. 충남 서산시 간월도 남해안의 조사단면 (g\ 및 g2 ) 

위치도. 층서적 상위는 동쪽엄. 

제 2 절 지질개요 

태안 서산 당진 지역에 대상(帶狀)으로 분포된 태안층을 중심으로 연구지 

역의 지질개요를 서산 · 모항 도폭 설명서(장태우， 이상용， 1982)를 기본으로하 

여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태안층은 연구지역의 서부에 분포된 서산층군과 그를 관입한 고기관입암 

류인 화강편마암 및 석영장석질편마암 위에 부정합으로 놓인다. 태안층은 태 

안군 동부와 서산일대에서 쥬라기의 흑운모화강암， 반상섬장암 및 편상화강암 

에 의해 관입되어 분포가 단절되었다.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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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a Section 
(150m) 

b 
T 

b Section 
(82m) 

Cl Section 
(130m) 

'1김2(::임oion 

l뼈Cfl「 

SCALEI 90m 

|훌 

200 m 100 0 
stnke direction 

그림 7-3. 충남 태안군 남면 진산리 ~몽산리 해안의 조사단면 

상호간의 공간적， 시간적(층서적) 관계 a 단면과 d z 단면의 

주향방향 거리는 약 700 mO] 며， 층서적 두께는 770 m이다. 

- 78 -



서산층군은 서산 · 모항도폭에서， 서로 정합적 관계를 갖는 5개의 층， 즉 

하부로부터 의항리층 소근리층 대기리층 수룡리층 및 전막산층으로 구분된 

다. 이 층들은 대체로 NE 방향의 주향과 SE 방향의 경사를 갖는다. 서산층 

군의 모든 층은 운모편암과 호상편마암을 공통적으로 포함하되， 소큰리층은 

함철규암(含鐵桂岩)과 석회암을， 대기리층과 수룡리층은 규암과 석회암을， 그 

리고 전막산층은 각섬암， 석회암 및 규암을 협재함으로써 층서 분류에 큰 도 

움이 된다. 한편 대산 · 이곡도폭(김동학 황재하 1982)에서는 서산층군이 하 

부로부터 이북리층， 하부규암， 석회암 및 편암， 상부규암 및 대산리층으로 구 

분되었는데， 이는 서산 · 모항도폭에서의 층서 구분과 대체로 유사하나 일치하 

지는 않는다. 함철규암의 협재로 보아 이북리층은 소근리층에 대비된다. 

서산층군을 관입한 고기암류는 대략 2400 Ma(주승환 외， 1982)의 연대를 

갖는 석영장석편암과 화강편마암류으로， 이들에는 편리와 습곡이 형성되고， 서 

산층군의 암석들을 포획하기도 한다. 

신기관입암류， 즉 쥬라기의 화강암류 가운데서 가장 후기의 것인 흑운모 

화강암은 서산층군과 태안층은 물론 편리가 발달된 고기의 반상섬장암과 편상 

화강암도 관입하였다. 

서산 · 모항도폭 설명서(장태우 이상용 1982)에 따른 태안-서산지역의 지 

질계통은 표 7-1과 같이 요약된다. 한편 본조사연구 지역을 포함한 태안 서 

산 일대의 지질도(이병주 외 1995)는 그림 7-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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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7-1. 태안-서산지역의 지질계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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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7- 4. 충남 태안~서산지 역 의 지 질도(이병주 외 ，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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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8 장 층 서 

서산 · 모항도폭(장태우， 이상용， 1982) , 대산 · 이곡도폭(김동학， 황재하， 

1982) 및 당진 · 장고항도폭(이상만 외， 1989) 지질도에 따르면， 태안층은 태안 
군 남면 모항리~진산리 해안에서부터 당진군 대호지면과 고대면까지 북동 방 

향으로 대상 분포되었으며， 그 폭은 최고 8km에 이른다. 서산 · 모항도폭에서 

는 또한 서산시 부석변의 도비산을 중심으로 분포된 운모편암도 태안층에 포 

함시켰다. 부석면 간월도의 대부분도 태안층으로 구성되었음이 이번에 새로 

이 밝혀졌는 바， 섬의 남해안 조간대에는 약 880 m 두께의 태안층이 잘 노출 

되어 있다. 

태안층은 대부분의 분포지에서 노두의 발달이 극히 불량하냐， 경사는 SE 
방향이 주를 이루며， 구조적으로 뚜렷한 지층의 반복분포 현상은 관찰되지 않 

는다. 태안층은 당진군 대호지면 일부와 태안군 남면 당암리 일대에서는 저 

각도 경사를 보이기도 하나， 태안읍 이남에서는 40。 이상의 경사를 보이며， 간 

월도에서는 70。 이상의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이러한 사항들을 고려할 때 

태안층의 두께는 1,500 m 이상이 될 것으로 추정된다. 

부석면의 도비산 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에서， 태안층은 수 cm-수십 cm 

두께의 판상 세립질사암(규암화)과 수 mm-수십 cm(드물게는 1 m 이상) 두께 

의 이암(천매암 운모편암)의 교호층이며， 연구의 주대상인 진산리~몽산리 해 

안 노두들도 주로 사암/이암 교호층의 연속체이다 이들의 퇴적주상을 관찰 

하면， 다양한 크기(규모)의， 단위층(사암， 이암)들의 상향변화(sequencial trend) 

와 특기할 만한 퇴적학적 특정들이 인지된다. 크게 보아 층의 상위로 갈수록 

석회질사암의 협재가 증가하며， 최상부는 수십 m 층구간이 석회질사암 판상체 

와 이암의 교호층이다(사진 8- 1). 사진 8-2는 석회질 사암의 현미경하 사진 

이다. 대표적인 퇴적주상， 퇴적상조합들의 분류와 해석은 태안층의 퇴적환경 

과 퇴적시스템의 해석을 위한 기반이 된다. 

지역적 분포 양상과 퇴적상 및 퇴적상조합을 감안할 때， 태안층은 대국적 

으로는 완경사의 습곡을 이루고 있을 가능성이 크다. 이는 특히 도비산 및 

간월도의 태안층 분포로 뒷받침된다. 간월도의 태안층은 층서와 퇴적상의 특 

정으로 보아 태안군 남면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태안층 하부가 구조적으로 

반복하여 분포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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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8- 1. 태안층의 판상 석회잘사암. 주로 수 cm -15 cm 두께로 점이층 
라 및 평행엽층을 이 루었음(몽산리 진산라 해안의 dl 단면 하부). 

사진 8- 2. 석회질사암kalcarenite)의 현미경하 사진. 짱정된 방해석 결 
정들이 일종의 업자형 (granular) 조직을 보임. 드물게 각섬석 결정들이 
산재됨 (X40. Cross N. 몽산리 -진산라 해안의 d l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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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9 장 되적상 

전반적으로 볼 때， 태안층은 분포지나 층위(薦位)에 관계없이 판상사암(수 

cm -1 m 이상의 두께)과 이암(수 mm-수십 cm 두께)의 교호층이다. 사암체 

들은 두께， 모양(geometry) ， 상 · 하면(上 · 下벼) , 조직 (texture) ， 내부 퇴적구조 

(Ïntemal sedimentary structure) 및 기 타 퇴 적 학적 사항들에 의 하여 몇 개 의 

주요 유형， 즉 퇴적상(sedimentary facies)들로 구분되며， 이암은 한 개의 퇴적 

상으로 인정된다. 

사암과 이암은 저변성작용을 받아 각각 규암 천매암 내지 편암화되었다 

(사진 9- 1). 사암층에 발달된 여러 방향의 절리 및 주향이동 미끄럼 (slip) 면 

(사진 9-2)과 협재된 박층의 이암층에 발달된 엽리 (foliation)는 퇴적물의 조직 

과 퇴적구조의 상당부분을 지웠거나 희미하게 약화시켰다 그러함에도 사암 

체의 잔존하는 모양 층라 등 퇴적구조 퇴적물의 입자 등 조직은 퇴적상별 기 

재와 해석을 어느 정도 가능케 한다. 조사된 층들의 주향 방향으로의 연속성 

은 대단히 높으나， 제한적인 노두 발달로 인하여 조사대상 지층의 추적가능 

거리가 최고 200 m를 넘지 못함은 퇴적상 및 퇴적상조합， 더 나아가서는 퇴적 

시스템의 조사 · 연구에 불리한 점이었다. 

태안층을 주요 퇴적상별로 기재 ·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괴상사암(拉子流 퇴적기원) 퇴적상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a단변， b단면 및 Cl단면에는 수십 cm- 2 m 두께 

의 괴상사암이 판상체로 발달되었다. 이 층들은 흔히 이암의 협재 없이 또는 

앓은 이암을 사이에 두고 중첩된다. 상위로는 보다 앓은 판상사암(정통 저탁 

류 퇴적층)들이 놓이기도 한다. 이러한 팩킷 (packet)들은 1 m에서 10여 m의 

두께를 갖는다. 

괴상사암층들의 모양은 측방으로의 연속성이 비교적 높은 판상체이며， 

상 · 하면은 평탄하다. 사암층들은 흔히 이암의 협재 없이 직접 접함으로서 

합병 (amalgamation) 현상을 보인다. 회색， 회백색 또는 백색을 띠는 이 사암 

들은 분급도가 극히 높은 세립~중립사암으로， 상 · 하간의 입도변화를 보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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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 1. 태안층 천매암의 현미경 사진. 사진의 오른쪽은 다소 평행 
하게 배열된 백운모 결정들임. 드물게 흑운모도 포함된다(X40， 
Cross N. 몽산리 -진산리 해안의 a 단면). 

샤진 9- 2. 판상사암체의 아랫면에 형성된 주향 미끄러짐 (strike slip)면 . 

평행한 조선 (striation)이 발달되었다(몽산라 진산리 해안의 a 단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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않는다. 이들은 전체가 괴상으로서 어떠한 층리나 퇴적구조도 인지되지 않으 

나(사진 9• 3) , 극히 높은 분급도로 미루어， 드러나지는 않으나 점이층리가 형 

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이 괴상사암체들은 적어도 수백 m 이상의 연장상에서도 유지되는 일정한 

두께， 평탄한 상 · 하면 그에 따른 판상체의 모양 등은 정상류(normal flow)에 

의한 퇴적가능성을 배제한다. 높은 분급도와 퇴적구조가 전혀 발달되지 않은 

점도 그러한 해석을 뒷받침한다. 괴상조직은 부유(suspension) 상태로부터의 

급속한 퇴적을 의미하며 (Stauffer， 1967) , 점이층리로 보는 경우에도 그러한 해 

석이 가능하다. 2 m까지의 두꺼운 층후 이암 및 다른 퇴적상들과의 관계 등 

으로 보아， 이 사암체 는 해 저 집 단류(mass flow) , 특히 입 자류(grain flow) 기 

원 의 지 층으로 해 석 되 며 (Middleton & Hampton, 1973, 1976 ; Lowe, 1982), 이 

는 Mutti & Licci Rucchi (l972)의 퇴적상 B로서， 광의의 저탁류계 (turbidite 

farnily) 에 해당된다. 

제 2 절 점이층리 사암(저탁류 기원) 퇴적상 

태안군 남면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a. b단변들에는 최하부가 점이층리되 

고 상부가 평 행 엽 층 또는 콘보류트층리 Cconvolute bedding)로 끝나는 사암들 

이 빈번히 협재된다(사진 9- 4). 드물기는 하나 이러한 특징은 보다 상위의 

Cl, dl 및 d2 단면들에서도 나타난다. 대체로 점이층리된 사암들은 괴상사암 

(B 퇴적상) 및 평행엽층 사암(D 퇴적상)들과 함께 발달되었으며 이암과도 공 

존하고 있어， 가장 많이 나타나는 퇴적상에 해당된다. 

대부분의 점이층리 사암체들은 비교적 평탄한 상 · 하면을 갖고 측방으로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나， 어떤 것들은 두께가 다소 변하며 변형작용을 받기도 

하였다. 두께는 20 cm-1 m가 보통이며 극히 앓은(수 mrn- 수 cm) 이암층 

을 사이에 두고 다른 사암층들이 놓인다. 이 층들의 아랫변 중에는 뚜렷한 

불꽃구조(f1ame structure 사진 9-5)가 형성되었으며 드물게는 사암층의 중간 

에 셰일편들이 평행하게 포함되어 있기도 하다(사진 9-6). 이 사암층들은 분 

급도가 높은 암회색~담회색의 세립~중립사암에 해당되나， 층의 최상부 즉 

평행엽층이 발달된 부분은 다소 세립화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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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3. a단면의 하부에 협재한 괴상사암 ; 판상의 모양， 1m 

이상의 두째， 괴상조직 등이 특징적이다(태안군 남면 진산리 해안). 

사진 9-4. Tab로 해석되는 판상체 사암들. 각 사암체의 상부는 
푸렷한 평행엽층을 보임. 아랫쪽이 층서적 상위임(몽산리~진산리 

해 안의 Cl 단면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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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9-5. 판상사암층의 아랫변에 발달된 불꽃구조(f1킹ne 
structure). 지층이 역전되었음(몽산리~진산라 해안의 dl 단면 
상부). 

사진 9- 6. 중부의 일부 층준에 흑색 셰일펀들이 층리에 평행하게 

배열된 판상사암층. 사암층의 하부는 점이층리를， 상부는 수평엽층을 

이루고 있는 것으로 해석되나 뚜렷하지는 않다(b단면의 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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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층들은 보마층리 (Bouma sequence Bouma, 1962)의 기 준에 따라 기 

재 · 해석이 가능한데， Ta-e로부터 Tab까지 다양한 퇴적구조의 발달을 보인 

다. Ta-e에 해당되는 층들은 대략 60-100 cm의 두께를 갖고， 하부로부터 불 

꽃구조가 형성된 아랫면→점이층리 (Ta)→하위 수평엽층(Tb)→콘보류트층리 

(Tc)→상위 수평엽층(Td)→이암(Te)의 순으로 전형적인 보마층리를 보인다. 

여러 사암층에서 위의 구조들 가운데서 1-2개의 발달이 뚜렷치는 않으나， 구 

조의 순서에는 변함이 없다. 다른 유형인 Tab 사암층들은 수십 cm-1 m까지 

의 두께를 가졌음에도 점이층리 부분(Ta)과 하위 수평엽층(Tb) 부분 및 이암 

(Te)으로 구성되었다(사진 9- 4). 

위에서 논의된 바와 같이 점이층리 (Ta)로부터 시작되는 샤암들은 보마층 

리 가 잘 적 용되 는 소위 정 통적 인 저 탁류퇴 적 상(classical turbidite) , 즉 Mutti 

& Ricci Lucchi (l972)의 C퇴적상에 해당된다. 이는 점이층리된 사암들이 저탁 

류(turbidity current)에 의 해 운반 · 퇴 적 되 었음(Lowe， 1982 Middleton & 

Southard, 1984)을 의 미 한다. 

제 3 절 평행엽층(저탁류 기원) 퇴적상 

몽산리 -진산리 서해안의 모든 조사단면틀(a， b, Cl , dl , d2 )과 간윌도 남해 

안의 조사단변들(gl ， g2)에는 두께가 수 cm - 30 cm~ 판상사암체들이 여 러 

퇴적상들(퇴적상 C, E 및 G)과 교호， 발달되어 있다. 이 사암층들은， 특히 이 

암(퇴적상 G)과 교호하는 경우， 전형적인 저탁류 퇴적층서를 보여준다(사진 

9• 7). 

흔히 평탄한 상 · 하면에 의해서 판상 모양을 갖는 이 사암층들은 분급도 

가 높은 회색의 세립사암으로 구성되었다. 이 판상사암층은 보마층리 중에서 

최하위의 점이층리 (Ta) 구간이 발달되지 않고 Tb 또는 Tc로부터 시작하여 

Te로 끝남으로서， Ta가 발달된 퇴적상 C와 구별된다. 따라서 이 사암층들은 

Tb- e, Tc- e, Tde 등의 보마층리를 가지며， Te 부분은 평행엽층을 보이기도 

한다. 여러 노두의 경우， 특히 간월도의 사암층에서는 내부 퇴적구조(intemal 

structure)의 발달이 뚜렷치 않은데， 이는 변성작용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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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사암층들은 두께가 앓은데도 연속성이 좋으며 보마층리 중 최하위 단 

위인 점이층리 부분(Ta) 이 발달되지 않은 점 등으로 미루어， 저탁류 퇴적상계 

(Mutti & Ricci Lucchi. 1972 Walker. 1978) 중에 서 퇴 적 상 D에 해 당되 는 

것으로 해석된다 특히 협재되는 이암과의 구성비가 거의 1:1 인 점은 저탁류 

퇴적기원의 지층군임을 뒷받침한다. 

사진 9-7. 판상사암층과 세립암층(이암 및 쌀트암)의 교호대. 
사암과 세립암의 구성비는 대략 1:1 정도이다(간윌도 남해안). 

제 4 절 불규칙 형태의 사암(국지적 저탁류 기원) 
퇴적상 

몽산리~진산랴 해안의 b단면 상부와 Cl 단면 하부 및 dl , dz 단면의 각 

일부 층준에는 불규칙한 단면을 갖는 사암층들(수 cm-25 cm 두께)이 협재된 

다 이 사암층들은 주로 D 및 G 퇴적상과 교호하는데， 세립~중립사암으로서 

층후의 변화 또는 첨멸이 있기도 하며， 여러 매가 이암중에 계속하여 협재되 

기도 한다. 상 · 하면이 완만한 파랑변을 이루었는 등 불규칙하며， 상위의 이 

암과는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층의 하부 또는 전체가 괴상이거나 또는 점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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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리를 이루었다. 이러한 특정들은 이 사암층을 퇴적학적 기재상 Mutti & 

Ricci Lucchi(l972) 및 Nilsen (l 984) 의 퇴 적상 E에 대 비 케 한다. 

불규칙 형태의 사암층들은 불평탄한 상 · 하면과 낮은 측방연속성 등으로 

보아， 전형적인 저탁류퇴적층으로는 분류될 수 없다. 괴상 또는 점이층리로 

나타나는 급속한 퇴적과 부분적으로 보이는 상부의 파랑(wave) 등 수류에 의 

한 기록은， 저탁류와 그에 후속되는 미약한 수류에 의한 퇴적을 의미한다 

(Mutt, 1977). 따라서 불규칙 형태의 사암들은 국지적으로 발생한 소규모의 

저탁류에 의해 급속하게 퇴적된 것으로 보이므로(Howell & Normark , 1982) , 

생성기구 변에서 Mutti & Ricci Lucchi (l972)와 Walker( 1978)의 E 퇴적상에 

대비된다 

제 5 절 세립암(원양성 퇴적기원) 퇴적상 

몽산리 ~진산리 해안의 모든 조사단면 (a， b, C1 , d1 , d2)과 간월도의 g1 , g2 

조사단변에는 이암 또는 이암/썰트암층들이 여러 퇴적상들(B， C, D, E)의 사 

암들과 교호한다(사진 9• 7). 이 세립암층들의 상 · 하면 특징은 상위 사암의 

아랫면과 하위 사암의 윗변의 형태에 따라 좌우된다. 세립암층의 두께는 대 

개 수 mm-50 cm이나， C1 단변과 d1 단변 사이에서는 수 m씩 되기도 한다. 

조사단면별 사암:세립암의 비율은 a 단면의 하부에서는 1:3, b, C1 , dl 및 

d2 단변들에서는 4:1-6:1로 세럽암의 비율이 낮다 한편 간월도의 단면들(g1 ， 

g2)에서는 사암:세립암의 비율이 1:1 정도로 세립암의 비율이 윌등히 높다. 

많은 경우에 세립암은 천매암화하였는 바， 변성광물로 견운모와 백운모가 

발달되었다(사진 9- 1). 사암층과 세립암층의 접촉면， 또는 세립암층내에 주향 

이동 미끄러짐 (strike- slip)면이 발달되었으며， 그로 인해 전단엽리가 형성되기 

도 하였다. 그러함에도 일부 층준에는 평행엽층이 그대로 보존되었기도 하다. 

이러한 경우 썰트암 박층들이 발달되었으며， 수 mm 두께의 점이층리를 보이 

는 부분도 있다. 위와 같은 변성， 변형작용으로 인하여 저탁류퇴적 부분(Tet) 

과 원양퇴적 부분(Tep) ， 즉 퇴적상 G의 구별은 어렵다. 다만 간월도에서의 

경우， 세립암층들의 두께가 인접 사암층들의 두께와 거의 같으므로， 각 세립암 

층의 상부는 Tep에， 하부는 Tet에 각각 해당될 것으로 해석된다. 이 세립암 

층들은， 변성과 변형으로 인해 암석학적인 대비는 어려우나， 퇴적상 D와의 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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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발달 등으로 미루어 퇴적상 G(Mutti & Ricci Lucchi, 1972 ; Walker, 1978) 

로 분류할 수 있다. 

따라서 사암:세립암의 비가 비슷한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a 단면 하부와 

간윌도의 gl , g2 단변들의 대부분에 협재되는 세립암은 하부의 저탁류퇴적 부 

분(주로 퇴적상 D의 최상부)과 상부의 원양성 퇴적상(퇴적상 G) , 즉 Tep로 해 

석되며， 기타 단면들에 협재되는 세립암은 저탁류퇴적층의 최상부 및 드물게 

는 앓은 원양성 세립암(G) 내지 반원양성의 세립암일 것으로 추정된다. 

위에서 기재， 해석된 세립사암과 큰 차이를 보이는 두꺼운 세립암층 층구 

간이 a, b 및 Cl 단면들에서 나타난다. 이 층구간들은 1) 1-5cm 두께의 썰트 

암/세립사암(점이층리 발달)→이암(평행엽층 발달) 캄릴 (couplet)들만의 연속체 

이 며 (사진 9- 8) , 2) 선상지 로브(fan lobe) 또는 선상지 하도(fan channeD 퇴 

적층들과 교호되는 점이 특징이다. 특히 각 층구간이 동일한 기작에 의해， 침 

식작용이나 사암의 퇴적없이， 100여 회나 주기적으로 퇴적되었음은 퇴적상 C, 

D의 Tet나 Tep와 크게 다른 점이다. 이 캄릴들은 하부의 점이층리와 상부의 

평행엽층 발달로 보아 일종의 저탁류층， 즉 Tab 또는 Tad로 해석되나， 정확 

한 퇴 적 환경 을 밝히 기 는 어 렵 다. 다만 1) 버 려 진 (abandoned) 선상지 하도에 

서의 퇴적， 2) 하도간(in terchanneD 퇴적 및 3) 해수면 상승과 그에 따른 선상 

지퇴적의 쇠퇴와 원양성퇴적을 가정해 볼 수 있다. 

사진 9-8. 상향세립 사암층들의 연속채. 주로 1-5 cm 두째를 갖는 각층들은 
하부의 점이층리와 상부의 평행엽층으로 특정지워진다(진산리의 a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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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0 장 되 적 환경 

제9장에서 기재， 논의된 주요 퇴적상들(B， C, D, E 및 G)은 태안층의 전 
체 층서상에서 몇 가지의 퇴적상조합(facies association)을 이루고 있다. 몽산 

리~진산리 서해안과 간월도 남해안의 조사단변들에서 파악되는 주요 퇴적상 

조합들은 1)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퇴적상조합， 2)선상지 로브 퇴적상조합， 3) 

선상지 하도 퇴적상조합 4)제방 하도간 퇴적상조합 및 5)사면 퇴적상조합들이 

다. 이들에 대하여 각각 기재 ·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제 1 절 분지저 - 선상지 연변부 (basin plain 

- fan fringe) 퇴적상조합 

간월도의 gl 및 g2 조사단면은 주로 판상의 퇴적상 D와 그와 교호되는 세 

립암， 즉 퇴적상 G의 연속체이며(사진 10- 1), 이에 드물게 퇴적구조가 발달되 

지 않는 두꺼운 사암(퇴적상 B)층들이 협재된다(사진 10- 2). 따라서 gl 및 g2 

단면의 대부분은 사암(주로 퇴적상 D)과 세립암(퇴적상 G)의 단조로운 교호층 

이며(그림 10- 1) , 퇴적상 D가 정통적인 저탁류퇴적층 중 가장자리 유형에 해 

당되고， 퇴적상 G 특히 그 상부가 보마층리(Bouma sequence)의 Tep로서 원 

양성 (또는 반원 양성 ?) 퇴 적 기 원 인 점 으로 미 루어 , Mutti & Ricci Lucchi(1972) , 

Mutti (1977) , Nilsen (1984)의 분지저 및 선상지 연변부 퇴적상조합으로 해석된 

다. 

사암과 세립암의 비율이 1:1 에 가깝고 판상사암체들(수 cm - 15 cm 두께 )과 

세립암(주로 이암)의 교호대인 태안군 남면 진산리 북쪽 해안의 퇴적층 단변 

(측정되지는 않았음)도 간월도 조사단면의 그것과 유사하다. 따라서 진산리의 

퇴적층도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의 퇴적기원으로 해석된다. 진산리 북쪽의 단 

면은 인근 a조사단면의 직하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태안층 퇴적환경의 시간적 

퇴적시스템 발달을 해석하는데 주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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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1. 판상사암체와 세립암(이암/썰트암)의 단조로운 교호대. 각 사 
암층들은 일정한 두께를 유지하고 연장성이 양호하다. 사암과 세립암 
의 벼율은 대략 1:1 정도엄(간월도의 gl 단면). 

사진 10-2. 칸월도의 g2 단면 상부에 발달된 두꺼운 괴상 사암들. 각 사 
암층들은 퇴적상 B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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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 1.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퇴적상조합을 나타내는 주상단면. 퇴적상 
B 층들은 션상지 하도의 지류내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단면의 대부분 
은 퇴적상 D와 G의 교호대엄(간월도 남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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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선상지 로브(fan lobe) 퇴적상조합 

진산리~몽산리 a 조사단면의 대부분， 그리고 b, Cl 및 dl , d2 단면들의 반 

이상은 퇴적상 C, D 및 G를 주로 하고， 드물게는 E도 협재된다(그림 10-2). 
이러한 층구간들은 퇴적상 B로부터 시작되고 상향세립화(fining-upward) 및 

상향박층화(thinning -upward) 현상을 보이 는 선상지 하도(fan channeD 퇴 적 

상조합(수 m-10 m 두께) 층구간과 교호한다. 퇴적상 C, D, G 및 E로 구성 
된 층구간들은 사암층의 두께 변화에 기준하여 1)뚜렷한 경향이 나타나지 않 

는 것 (사진 10- 3) , 2)상향후층화하는 것 (사진 10- 4) 및 3)상향후층화→상향박 

층화로 대칭을 이루는 것으로 구분된다. 

사암과 세립암의 비율은 4:1-6:1로， 분지저의 경우보다 퇴적상 G(Tet + 

Tep)의 비율이 극히 낮은 점이 특징이다. 퇴적상 C는 Ta로부터 시작되는 보 

마(Bouma)의 정통적 저탁류퇴적층(classical turbidite) 이다. 퇴적상 D도 정통 

저탁류퇴적층이나 Ta 부분이 퇴적되지 않은 경우이다. 퇴적상 G는 앓은 두 

께로 보아 대부분이 Tet, 즉 저탁류에 포함되었던 세립퇴적물로 해석되나， 드 

물게 나타나는 수 cm- 십 cm 두께의 이암은 상부에 (반)원양성 퇴적물(Tep)이 

포함되는 것으로 보아야 된다. 

앞에서 논의된 사항들은 선상지 하도， 분지저 (basin plain) 또는 사면 

(slope) 퇴적 가능성을 배제한다. 퇴적상조합과 사암의 층후 변화 등은 이 퇴 

적상조합이 중부 선상지 로브 퇴적층임을 지시한다. 특히 선상지 하도와의 

교호는 중부 선상지에서 소규모의 하도들， 아마도 지류(distributary channeD 

들이 소멸되고 저닥류 퇴적에 의한 ‘앓은 판상체 사암들이 넓게 퇴적되는， 

Nonn따k(1978)의 소위 수프라 핸 (supra fan) 퇴적상조합인 것으로 해석된다. 

단， 사진 10-4에서 인지되는 상향후층화 싸이클(cycle)들은 로브의 전진에 의 

한 퇴적기록일 수 있으며 (Mutti & Ricci Lucchi, 1972 ; Pickering, 1981), 상향 

후층화→상향박층화 대칭 싸이클들(Ghibaudo， 1980)은 선상지 로브의 연변부 

퇴적기원으로 해석할 수 있다(Mutti ， 19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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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2. 태안층의 선상지 로브 퇴적주상단면 . 대부분의 판상사암채들이 규암화 

되어 내부구조가 뚜렷하지 않으나 불꽃구조(f1ame structure). Ta-e 보마층리를 

보이는 것들도 있음. 주요 퇴적상들은 C와 Dol 냐， 퇴적상 G도 협채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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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 3. 주로 퇴적상 C와 퇴적상 D의 판상사암층들로 구성된 

층구간. 사암층들 사이에는 퇴적상 G의 앓은 이암층이 협재되기 

도 한다. 왼쪽이 층서적 상부엄(진산리~몽산리 해안， a 단변의 중부) 

사진 10-4. 상향후층화(thickening-upward) 현상을 보이는 

cyclic sequence들. 오른쪽이 층서적 상위엄(Cl 단면의 하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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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절 선상지 하도(fan channel) 퇴적상조합 

진산리~몽산리 해안의， a단면의 상부， b단면의 몇몇 층준， C1단면의 중부， 

그리고 d2단면의 최하부와 최상부에는 두꺼운 괴상사암들(퇴적상 B)로부터 시 

작하여 상위로 퇴적상 C 및 D층으로 이어지는 수 m - 10 m 두께의 층구간들 

이 발달된다(그림 10- 3). 층구간의 하부에서는 여러 사암층들이， 이암의 협재 

없이 연합(amalgamation) 되었으나， 상부에는 수 mm-수 cm 두께의 이암이 협 

재되기도 한다. 층구간의 중부와 상부에는 수cm 두께의 퇴적상 E 사암층들이 

몇 개~십여 개씩 협재되기도 한다. 크게 볼 때 사암층들의 두께는 상향박층 

화( thining -upward)현상을 나타낸다. 이 층구간은 선상지 로브(fan lobe) Y. 
제방-하도간(Ievee→interchanneD 퇴적상조합과 밀접하게 연계되어 나타난다. 

사암과 세립암(이암/썰트암)의 비율은 10:1 이상으로 어느 퇴적상조합보다 

도 높다. 퇴적상 B는 저탁류퇴적층계 (turbidite family) 중 입자류(grain flow) 

에 의한 퇴적층으로， 주로 해저선상지 하도내에서 퇴적됨이 알려져 있다 

(Mutti & Ricci Lucchi, 1972 Nilsen , 1977 Mutti et al., 1981 Pickering, 

1983). 선상지 하도는 침식에 의한 생성 후 상향퇴적 (aggradation)에 의해 점 

차로 깊이가 얄아지며， 퇴적기구(depositional mechanism)도 정통 저탁류로 변 

화된다(Nilsen ， 1977 ; Walker, 1992). 층구간의 중부와 상부를 이루는 퇴적상 

C와 D는 정통 저탁류퇴적층에 해당되며 보다 얄아진 하도의 깊이를 반영한 

다. 극히 낮은 비율의 세립암 협재도 하도환경을 뒷받침한다. 

위의 기재 내용과 개별적인 해석을 종합할 때 괴상사암들(퇴적상 B)로부 

터 시작되고 퇴적상 C. D로 끝나는 층구간들은 선상지 하도(fan channeD 퇴 

적상조합에 해당된다. 

제 4 절 제방-하도간Oevee-interchannel) 퇴적상조합 

조사단면 b, C1 및 d2에는 선상지 하도 퇴적상조합의 층구간 가까이에 퇴 

적상 C, D를 주로 하고 세립암(퇴적상 G) 이 협재되는 층구간이 발달되었으며 

(사진 10- 5) , 드물게는 수 mm-수 cm 두께의 점이층리→평행층리 킹릴 

(couplet)들이 백여 회씩 반복되는 층구간이 발달되었기도 하다(사진 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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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0-3. 선상지 하도사암의 퇴적주상단연도. 대체로 두꺼운 퇴적상 B층들을 하 
부로하여 상향세립화와 상향박층화 현상을 보엄- 퇴적상 B의 상위에는 퇴적상 C, 

D 및 G의 교호대가 발달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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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10-5. 주로 10-‘‘-강-

연속체. 사암층들 사이에는 앓은(두께 수 mm-수 cm) 이암이 협재한다 

(몽산리 해안). 

사진 10-6. 수 cm -15cm 두께의 점이층라→평행엽층 사암 캘릴들의 
연속채. 오른쪽이 층서적 상위임(몽산리~진산리의 dz 단면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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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적상 C, D를 주로 하고 퇴적상 G가 협재되며 사암과 세립암의 비율이 5:1 

미만인 층구간은， 퇴적상 C, D, G들로 구성된 점에서는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basin plain - fan fringe) 퇴적상조합과 유사하나， 현저하게 낮은 세립암의 

비율로 뚜렷이 구별된다 

위의 해석은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환경 퇴적가능성을 배제한다. 퇴적상 

B가 거의 포함되지 않고 퇴적상 C, D의 사암층들도 주로 두께가 20 cm 미만 

인 점에서 하도사암에는 해당되지 않으며 사암층들의 두께가 상향박층화나 

상향후층화의 경향을 보이지 않으므로 선상지 로브(fan lobe)로도 분류되지 않 

는다. 정통 저탁류퇴적 기원인 C와 D 퇴적상들로 구성되는 점으로 보아， 중 

부 선상지 상부의 제방-하도간 퇴적상조합으로 해석된다. 특히 점이층리→평 

행엽층 검릴들이 연속적으로 발달된 구간(그림 10-4)은 하도간 퇴적층으로 해 

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제방-하도간 퇴적층에 대한 연구 결과들(Mutti & 

Ricci Lucchi, 1972 ; Nilsen , 1984 ; Walker, 1992)과도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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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raded sandstone 

• parallel lamiae 

couplets. 

L드딩묘얀묘 

툴클 par때el laminae 

묘 grad뼈ding 

그림 10-4. 약 607ß 의 점이층리→평행엽층 사암 캄릴(couplet)들의 연속층. 
컬릴들의 두째는 대부분 10-15 cm엄(사진 10-6의 주상단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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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절 사면 (slope) 퇴적상조합 

Cl 단면의 최상부로 갈수록 이암/썰트암(퇴적상 G)이 현저히 증가하면서 

퇴적상 D도 협재하나 보다 상부로 가변 퇴적상 D도 거의 협재하지 않은 층 

구간(사진 10-7) 이 수십 m씩 계속된다. 이 층구간(Cl 단면의 최상부)과 dl 단 

면의 하한 사이는 약 120 m로， 노두의 발달이 불량하다. 다만 두꺼운 사암 

우세 층구간들(>10 m 두께)이 수십 m마다 발달되었다. 

주로 퇴적상 G로 구성된 두꺼운 층구간은 원양성~반원양성 퇴적기원으 

로 해석되며， 보다 하위의 선상지 하도 및 선상지 로브 퇴적상조합 위에 오는 

점으로 미루어， 선상지가 성장을 멈추고 하부사면 퇴적환경으로 후퇴된 것 

(retrograded)으로 해석된다. 선상지 퇴적이 중단되고 두꺼운 이암이 퇴적됨 

은 해수준면의 상승에 의한 소위 “분지내 퇴적물 결핍 (basin starvation 

Ghibaudo, 1979)"을 반영하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사진 10-7. 평행엽층이 발달된 두꺼운 이암층. 풍화면에서 밝은 색으로 
보이는 부분은 쌀트질암임(몽산리~진산리 해안 Cl 단면의 최상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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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1 장 되 적 시 스템 및 토론 

퇴적시스템의 변화는 공간적인 면과 시간적인 변에서 논의될 수 있다. 

제 10장 제5절에서 설명된 바와 같이 조사된 태안층의 퇴적단면은， 크게 볼 때 

단일 해저선상지의 성장→성장 중지→성장 재개의 과정을 기록하고 있다. 즉 

하부의 선상지 퇴적시스템은 해수준 상승 등의(분지외적인) 요인들에 의한 사 

질퇴적물 공급 감소 및 성장 중지와 그에 이은 세립질 사면 퇴적물에 의해 피 

복되었다. 그러나 이어서 일어난 해수준 하강은 선상지 퇴적이 재개되도록 

하였다. 이로 보아 태안층은 선상지 퇴적시스템과 사면 퇴적시스템으로만 구 

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해석은 태안층의 경우와 유사한 퇴적층에 대 

한 연구， 특히 2 개의 두꺼운 해저선상지 퇴적층들 사이에 형성된 셰일층(세 

립질암) 구간을 해침의 기록으로 본 Ghibaudo(1979)의 연구 결과로 뒷받침된 

다. 태안층내의 두꺼운 이암 우세층 구간은 상대적 해수준 상승기 동안에 퇴 

적된 반원양성 퇴적층Ccondensed horizon Weimer. 1989)으로도 해석될 수 

있다. 

공간적인 변에서는 분지저→선상지 연변부→선상지 로브→선상지 하도/제 

방-하도간 환경으로 변한 수직단면(vertical sequence)상에 나타난 바와 같이 

선상지의 평면적 확대와 상향성장(aggradational growth) 이 지속되었다. 간윌 

도에 분포된 두꺼운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층구간과 태안지역의 두꺼운 선상 

지 로브 및 제방 하도간 층구간들은 선상지가 지속적이고 대규모로 발달되었 

음을 입증한다. 

중부 선상지에는 선상지 하도의 지류들이 발달되었으며， 지류들의 끝 부 

분(하류)에는 저닥류퇴적에 의해 사암이 우세한 선상지 로브(또는 수프라팬 ; 

suprafan)들이 발달되었다. 한편 보다 상부에는 제방 하도간 환경이 유지되 

었다. 태안층에 기록된 해저선상지의 공간적 및 시간적 성장과정은， Ricci 

Lucchi(1975)의 연구에서 밝혀진 바 있는， 분지저 (basin plain)로부터 해저선상 

지 및 대륙사변으로의 입체적 성장과정에 대비된다. 

이상에서 해석된 바와 같이 저탁류 퇴적층 즉 사암이 거의 협재되지 않 

는， 순수 섬해저 퇴적층은 알려지지 않았다 선상지 퇴적시스템의 형성 이전 

에 심해저층이 퇴적되었을 가능성이 크므로， 그러한 퇴적층의 존재가 확인된 

다면 중요한 의미를 갖는다. 서산 · 모항도폭(장태우， 이상용， 1982)에서는 서 

산시 부석변의 도비산 일대에 분포된 운모편암류가 태안층의 일부로 분류되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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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운모편암이 지금까지 기술 해석한 해성기원 태안층에 속한다고 가정 

하면， 사질암이 협재되지 않은 점으로 미루어 이 운모편암류는 심해저기원의 

이질암이 변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도 있다. 그러나 그러한 결론에 도달하기 

위해서는 도비산 및 서산시 일부에 분포된 편암류의 기원 및 분포 특성과 태 

안층과의 관계가 밝혀져야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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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2 장 종합 결론 

< 백령층군 >

l. 백령도의 지칠은 주로 중기원생대의 백령층군으로 구성되었다. 백령층군은 

하부로부터 중화동층， 장촌층 및 두무진층으로 구분된다. 또한 일부 지역 

에는 이들을 관입한 맥암이 발달되었으며， 섬의 동부인 진촌리 일대에는 

신제3기의 현무암(진촌현무암)이 관입/분출하였다. 

2. 백령층군은 5회 이상의 대소 변형작용을 받았는 바， 제층은 ENE-WSW 
방향의 습곡과 충상단층， 그리고 NNW-SSE 방향의 주향이동단층에 의해 
분포가 좌우되었다. 

3. 백령층군은 자체의 암석구성과 층서적 특징 그리고 인근 도서들인 대청도 

와 소청도의 석회암 및 고회암의 발달상태 스트로마토라이트 산출 등으로 

미루어， 근접한 황해도 옹진 일대에 분포된 하부상원계의 하부인 직현통의 

오봉리층과 장수산층에 대비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4. 중화동층은 하부의 흑색 이암과 상부의 흑색 이암/썰트스톤(세립사암) 교호 

대로 구성되는 storrn- base 이하의 깊은 대륙붕(deep shelf) 퇴적층이다. 

5. 장촌층은 주로 허모키사층리 (HCS)된 세립사암과 흑색 이암으로 구성되었 

다. 상부로 가면서 사층리된 사암층들이 협재되나 최상부에는 HCS 사암 
은 포함되지 않는다. 장촌층은 storrn-base로부터 저조선(低漸線， low tide 

line) 사이의 수심에서 퇴적되었다. 

6. 두무진층은 조류(tidal current)의 절대적인 영향과 파랑(wave)에 의한 부차 

적인 영향하에 쌓인 조간대 (subtidal-intertidal flat) 퇴적층으로， 대부분의 

조간대는 sand flat인 반면 상부， 즉 해변에 가까운 부분은 silt/ sand mixed 

flat이 었다. 

7. 제한된 지역내에서 백령층군의 퇴적상이 보이는 깊은 대륙붕→얄은 대륙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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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간대(漸間帶) 환경으로의 변화는 대륙붕 퇴적시스템과 조간대 퇴적시 

스템의 바다쪽으로의 전진(progradation)이 있었음을 뜻한다. 

< 태 안 층 >

l. 태안층은 광의의 저탁류퇴적층계 (turbidi te family) 중 퇴적상 B, C, D 및 

G를 주로 하고， 퇴적상 E도 제한적으로 협재한다. 퇴적상 B는 괴상의 두 

꺼운 사암으로서 입자류(grain flow) 퇴적기원인 반면， 퇴적상 C와 D는 

전형적 저탁류퇴적층(classical turbidites)에 해당된다. C와 D 퇴적상은 

모두 저탁류(turbidity currents)에 의해 운반 · 퇴적되었으나， C가 보마층 

리의 Ta(점이층리 부분)로부터 시작되는 반면， D는 Ta, Tab 또는 Tabc 

를 결(缺)한다. 퇴적상 G는 원양성 및 반원양성 이암 및 썰트암에 해당 

되며， 퇴적상 E는 앓은 두께에 비해 뚜렷한 입자차이로 상위의 이암/썰트 

암(퇴적상 G)과 접한다. 

2. 5종의 퇴적상들은 층서상에서 선택적인 조합과 순서를 이루었다. 그 결 

과 5개의 특징적인 퇴적상조합들(facies associations) 이 인정되는 바，1)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basin plain - fan fringe) , 2)선상지 로브(fan 

lobe) , 3)선상지 하도(fan channel), 4)제방-하도간Oevee - interchannelJ 

및 사면 (slope) 퇴적상조합들이다. 

3. 몽산리~진산리 해안의 조사된 퇴적단면(총 170m) 중 하부 450m는， 크게 

보아 분지저 선상지 연변부 • 선상지 로브 • 선상지 하도/재방 하도칸 

역(域) 퇴적상조합으로， 전진된(prograded) 해저선상지 (submarine fan) 퇴 

적시스템에 해당되며， 이 시스템은 하부로부터 450-580m 사이의 사면 

퇴적시스템과 상위， 즉 580-170m 사이의 활동이 재개된 선상지 퇴적시 

스템으로 이어진다. 

4. 하부의 선상지 퇴적시스템의 퇴적물， 특히 사암의 광물구성은 석영이 절 

대 우세하며， 그 외에 백운모가 소량 함유된다. 또한 층준에 따라서는 

소량의 방해석이 발달되나， 석영을 제외한 광물들은 2차광물(secondary 

rninerals)에 해당된다. 예외적으로 선상지 퇴적시스템의 하부로부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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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5.5-56m와 88.5-92m 사이(모두 a단변에 해당)에는 석회질사암이 

퇴적되었다. 또한 재활동 선상지 퇴적시스템 내에서는 최하부 20m(dl 

단변에 해당)의 사암층들도 석회질사암으로 구성되었다. 

한편 서산시 부석면 간월도의 태안층 사암층들은 거의 모두가 석영사 

암(quartzarenite)으로 구성 되 었 다. 

5. 이암의 상당 부분에는， 사암/이암 접촉변 또는 자체내의 소규모 주향이동 

미끄러짐 단층의 발달로 전단엽리가 발달되고， 광역변성작용으로 천매암 

화하였다. 

6. 후기원생대층(?)으로 알려진 태안층이 해저선상지 퇴적기원으로 밝혀짐으 

로써， 서산층군 등 시생대 및 원생대 지층들의 기원에 대한 퇴적학적연구 

의 가능성이 제시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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