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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축척 1:50,000 강릉-주문진 도폭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지식경제부 부
처임부형 사업인 [지질도폭 조사연구] 사업의 일환으로 2010년에서 2011년까
지 2년에 걸쳐 수행되었다. 강릉 도폭과 주문진 도폭은 모두 해안가에 인접해 
조사면적이 같은 위도상의 정규 도폭의 조사 면적인 약 407 km2에 비해서 작
으므로, 두개 도폭을 동시에 조사하여 함께 발간하였다.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은 경위도 상으로 북위 37°40′00″-38°00′00″, 동경 
128°45′00″-129°00′00″로 구획되는 지역이다. 조사 지역은 행정 구역 상으로
는 강릉시 주문진읍, 연곡면, 사천면, 성산면, 구정면, 강동면의 대부분이 해당
되며, 북쪽에 양양군 현남면과 서쪽에 평창군 대관령면의 일부가 포함된다(그림 
1-1, 2-1). 조사 지역은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1:50,000 축척 지형도로는 강릉
(도엽번호 NJ 52-10-05) 전 지역과 구정(도엽번호 NJ 52-10-12) 북부 1/3
에 해당하며, 1:25,000 축척 지형도로는 주문진(도엽번호 NJ 52-10-05-1), 
사기막(도엽번호 NJ 52-10-05-3), 강릉(도엽번호 NJ 52-10-05-4) 전 지
역과 구산(도엽번호 NJ 52-10-12-1), 안인(도엽번호 NJ 52-10-12-2) 북
부 2/3에 해당한다.

도폭 조사지역은 지체구조상으로 옥천대 북동부에 해당한다. 옥천대 북동부
의 남쪽은 태백산 분지라고 불리며 고생대 퇴적암층이 넓게 분포하고, 북쪽으로
는 경기육괴의 선캠브리아 시대의 기반암류를 중생대 화강암류가 넓게 관입하
고 있다(김정찬 외, 2001).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은 두 지역의 경계부에 위치
하며, 강릉시 남쪽에는 고생대 평안누층군이 두껍게 분포하여 강릉탄전을 형성
하고, 강릉시 북쪽으로 도폭 경계까지 중생대 화성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강릉 도폭 남부 지역은 강릉탄전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과거에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에 의해서 1:50,000 축척의 지질도가 작성되었으며(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 1962), 그 후에 강릉탄전 정밀지질조사를 통해서 1:25,000 축
척의 정밀 지질도가 만들어졌다(동아응용지질콘설턴트, 1975). 그 후에 인접 
지역에서 발간되어 참고할 만한 도폭으로는 북쪽에서부터 고성-간성도폭(조등
룡 외, 1998), 창암점도폭(김유봉 외, 2010), 설악산도폭(기원서 외, 2010), 북
분리도폭(김옥준 외, 1975), 오대산도폭(정창희 외, 1975) 등이 있으며, 1:25
만 강릉-속초 도폭이 발간되었다(김정찬 외, 2001).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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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탄전 및 석회석과 관련하여 많은 시추조사를 하였으며(대한광업진흥공사, 
1976, 1990, 1991; 강병천과 대한광업진흥공사 탐사사업팀, 2007), 이를 참고
하여 구조해석에 이용하였다. 학계에서도 강릉탄전의 함탄층과 관련된 지질 및 
지질구조에 대한 여러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장기홍, 1963; 손치무, 1966; 김
옥준과 김규한, 1975; 남원희, 1981; 이근착, 1981; 임순복과 배두종, 1986; 배
두종과 임순복, 1987; 이종혁, 1992; Kim and Ree, 2010; 황재하 외, 2011).

야외 조사에는 국토지리정보원에서 발간한 1:25,000 축척과 1:50,000 축척
의 지형도를 이용하였다. 야외에서는 지층의 암상과 산상, 지층 간의 상호관계 
등을 기재하고, 지질구조요소들의 기하학적, 운동학적 특징과 방향성을 측정하
였다. 이를 통하여, 암층들을 분류하고 상호간의 접촉관계를 해석하였으며, 분
포를 추적하여 지질경계를 설정하였다. 또한 각종 지질구조의 운동특성과 변형
작용의 순서를 해석하였다. 중요한 노두는 시료를 채취하여 박편 제작과 현미경 
관찰을 통해서 미세 지질구조와 구성광물의 성분과 조직을 조사하였다. 대표적
인 시료들에 대해서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을 실시하여, 층서설정에 
참고하였다. 실내에서는 야외에서 측정된 지질구조 요소들의 방향성을 통계 처
리하여 지질구조의 분포특성을 분석하였다. 이러한 야외조사와 실내연구를 종합
하여, 연구지역의 층서와 변형작용을 설정하고, 1:50,000 축척의 지질도, 단면
도, 보고서를 작성하였다.

그림 1-1. 조사지역 전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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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지 형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의 지형은 크게 보면, 백두대간에서 분기하는 능선
들로 이루어지는 서쪽과 남쪽의 고지대와 동해안과 접하는 해안 저지대로 이루
어진다(그림 2-1). 평지 지역은 남쪽의 강릉시 지역이 가장 넓으며, 주문진 쪽
으로 갈수록 좁아지고 남애항을 지나면 평지지역이 거의 없어진다(그림 2-1). 
강릉시 남쪽 지역은 강릉탄전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해안가까지 산악지형이 발
달한다. 백두대간의 서쪽으로는 횡계의 영서 고원지대가 펼쳐진다.

조사지역의 능선은 남북방향의 백두대간 능선과 백두대간 능선에서 동해 
쪽으로 분기되는 동해 사면 능선, 강릉탄전 지대의 산악지역으로 구분할 수 있
다. 백두대간 능선은 능선의 고도가 전체적으로 매우 높으며, 한반도에서 가장 
뚜렷한 능선을 형성한다. 백두대간 능선은 금강산에서 내려오는 능선이 설악산
을 거쳐서 오대산-대관령으로 이어지다가 평창군의 고루포기산(1,238 m), 정
선군의 가리왕산(1,561 m)으로 연결된다. 백두대간 능선에서 강릉-주문진 도
폭 지역에 포함되는 주요한 지점으로는 새봉(1,060 m), 대관령(825 m), 능경
봉(1,123 m)이 조사지역 남서쪽 끝 부분에 포함된다(그림 2-1).

동해 사면의 능선은 백두대간에서 동해 쪽으로 갈라진 능선이며, 동해 쪽으
로 가면서 점차 낮아진다. 동해 사면 능선은 주로 동서 또는 동북동-서남서 방
향으로 발달하며, 남쪽 강릉 탄전 지역에서는 북동-남서 또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달한다. 조사지역 내에 가장 뚜렷한 북동-남서 방향의 능선으로는 
능경봉에서 북동쪽으로 갈라지는 능선으로 제왕산(841 m), 오봉산(542 m)로 
연결되며 강릉시를 향한다. 강릉시 북쪽으로 백두대간에서 분기한 동서방향의 
많은 능선들이 동해로 이어진다.

강릉탄전 지역은 화난봉(1,070 m), 석병산(1,055 m), 서득봉(1,053 m), 
만덕봉(1,035 m), 칠성산(976 m), 피래산(754 m), 망기봉(708 m) 등이 험준
한 산악지역을 이루고 있다. 이 봉우리들로부터 북쪽으로 분기된 능선이 조사지
역의 남쪽을 형성하고 있다. 자세히 보면, 칠성산에서 북서쪽으로 분기한 매봉
산(821 m), 칠봉산(360 m), 갈미봉(608 m)이 능선을 이루고 있으며, 망기봉
(708 m)에서 북쪽으로 분기한 망덕봉(781 m) 줄기가 임곡천과 평행하게 발달
한다. 피래산(754 m)에서 북북동 방향으로 분기한 능선이 675고지, 556고지, 
청학산(387 m)으로 이어지다가 동해에 이른다(그림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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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의 수계는 백두대간에서 갈라지는 동서 방향의 능선과 평행하게 흐
르면서 동해로 나간다. 하천은 북쪽에서부터 화상천, 신리천, 연곡천, 사천, 강
릉남대천, 군선천, 임곡천 순서로 발달한다. 화상천, 신리천, 연곡천은 거의 동
서 방향의 수계를 보여주며, 나머지 하천은 북동 내지 북북동 방향으로 동해로 
흐른다. 이 중에서 강릉남대천은 조사지역에서 가장 큰 하천으로 왕산면 대화실
산에서 발원하여 북류한다. 왕산면에서는 왕산천이라 불리우며, 강릉저수지에서 
도마천과 합류하면 남대천이라고 부른다. 성산면과 구정면을 통과하면서 어단
천, 섬석천 등이 합류한다.

강릉-주문진 도폭지역의 평야는 지형적 위치에 따라 골짜기에 형성되는 하
곡평야, 선상지에 형성되는 산록평야, 해안가에 분포하는 해안평야로 구분할 수 
있다. 하곡평야는 강릉 남대천, 연곡천, 사천 등 큰 규모 하천의 주변에 하천을 
따라서 길게 발달해 있다. 계곡의 입구에서 넓게 퍼지면서 발달하는 산록평야는 
강릉 남부의 동막저수지, 칠성저수지 앞 구정면에 넓게 발달하며, 금광평이라고 
불리운다. 금광평은 우리나라의 대표적인 선상지 지형으로 알려져 있다(권동희, 
2006). 대표적인 해안평야로는 금광평에 이어져서 해안가에 발달하는 월호평이 
있으며, 두 평야가 강릉 지역에 가장 넓은 평야인 강릉평야를 형성한다. 동해안
의 해안평야는 바다 쪽으로 사빈 및 해안단구와 뚜렷한 경계를 보인다.

해안지형은 암석해안과 사질해안으로 크게 나눌 수 있다. 산지가 해안가까
지 내려오는 안인항 이남의 해안은 암석해안이며, 안인항 이북의 해안은 대규모
의 사질해안이 발달한다. 이러한 해안의 발달은 지질분포화도 밀접한 관계를 가
진다. 즉, 화강암류 분포지에서는 사질해안이, 변성퇴적암류 분포지에서는 암석
해안이 주로 발달한다. 암석해안이 발달하는 곳은 암석절벽이 높고 해안단구 지
형도 잘 나타난다. 사질해안은 강동면 안인리부터 주문진읍 신리천 하구까지 매
우 길게 발달하며, 경포호, 향호, 포매호와 같은 석호들이 나타난다. 이 긴 사질
해안을 따라서 소규모의 암석해안이 돌출부를 이루고 있다.

평탄면을 이루는 해안단구는 해안을 따라 다양한 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양
양군 광진리, 전포매리, 남애리에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평탄한 지형이 수 백 m 
길이의 작은 규모로 발달한다. 이 해안단구들은 해발고도 60 m에서 90 m 사이
에 위치한다. 대규모의 해안단구는 도폭 남서쪽의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에서
부터 정동진을 거쳐 심곡리까지 해안에 접하여 발달한다. 대표적인 해안단구인 
정동진 해안단구는 2004년에 천연기념물 제437호로 지정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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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2-1.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의 지형과 주요 지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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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배경과 층서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은 옥천대의 북동부, 경기육괴와의 경계부에 위치하
며, 분포하는 지질에 따라서 강릉 이북 지역의 화강암 지역과 강릉 남부 강릉탄
전 지역의 퇴적암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그림 3-1). 도폭 지역은 하부로부터 
고생대의 퇴적암류, 중생대 화성암류, 그리고 이 모든 층을 부정합으로 덮는 제
4기 지층들로 구성된다(표 3-1).
         표 3-1.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의 지질계통표

제4기
충적층

저위 하안단구층
고위 하안단구층

~ 부정합 ~
백악기 암맥류

-관입 -
시대미상 각섬암

세립질흑운모화강암
-관입 -

쥬라기
반상흑운모화강암

주문진화강암
강릉화강암

대관령화강암
흑운모화강암

대보화강암

-관입 -
트라이아스기 남항진섬록암

- 관입 -
페름기 상부 평안누층군

(함백산층, 망덕산층, 언별리층)
평안누층군석탄기~페름기 중부 평안누층군

(금천층, 장성층)
석탄기 만항층

~ 부정합 ~
오르도비스기 석병산층 조선누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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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림 3-1. 강릉-주문진도폭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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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탄전 지역에 분포하는 고생대 퇴적암은 하부로부터 오르도비스기의 석
병산층, 석탄기의 만항층, 금천층과 페름기의 장성층, 함백산층, 망덕산층, 언별
리층으로 구성된다(그림 3-1;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동아응용지질
콘설턴트, 1975). 강릉탄전 지역 조선누층군의 최상위층인 석병산층은 강릉-산
성우도폭, 석병산도폭, 옥계도폭 지역에서 평안누층군의 만항층 하부에 부정합
으로 넓게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되어있다(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은 강릉, 옥계, 석병산 지역에 분포하는 석회암을 하
부로부터 풍촌석회암, 원평층, 석병산석회암으로 구분하였다. 조사단은 원평층
을 화절층에, 석병산층을 막동석회암에 각각 대비하였으며, 두 층의 관계를 부
정합으로 보았다.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시행한 삼척-석병산지구 정밀조사에서 
석병산층은 하부 석회암 우세대와 상부 백운암/석회암 호층대로 구분되기도 하
였으나(강병천, 2007), 조사지역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강릉탄전의 평안누층군 중에서 만항층, 금천층, 장성층, 함백산층의 명칭과 
층서는 다른 탄전 지역과 동일하나, 함백산층 상위로 망덕산층과 언별리층으로 
세분하고 있어 다른 지역과 차이를 보인다. 망덕산층과 언별리층의 주된 구별 
요소는 암색으로 망덕산층은 유백색의 함백산층과는 구별되는 흑색 내지 암회
색의 사암과 셰일로 구성되며, 언별리층은 다시 유백색의 사암과 셰일로 바뀐다
고 기술하고 있다(동아응용지질콘선턴트, 1975). 그러나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그 암상의 구별과 연장이 뚜렷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지질경계선의 추
적이 어렵다. 또한 함백산층 상위로 두 개의 지층을 새롭게 설정할 만큼 암상의 
변화가 명확하지 않으며, 두 개의 지층을 포함할 만큼 분포 면적도 넓지가 않
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함백산층 상위의 지층은 함백산층과 함께 상부 평
안누층군으로 묶어서 조사를 하였다(표 3-1, 그림 3-1). 강릉탄전 지질도에서 
금천층은 장성층 하부에 두께가 얇은 연속적인 지층으로 표시되어 있으나, 실제 
야외 조사에서 금천층과 장성층의 경계와 연장을 추적, 조사하기는 쉽지 않다. 
그런 이유로 이번 조사에서는 금천층과 장성층을 묶어서 중부 평안누층군으로 
표시하여 지질도를 작성하였다(표 3-1, 그림 3-1).

중생대의 화성암은 관입 순서에 따라서 남항진섬록암, 각섬암, 흑운모화강
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반상흑운모화강암, 주문진화강암, 산성 암맥으로 
구분하였다(표 3-1). 주변의 도폭을 비롯한 기존의 지질조사에서는 조사 지역 
주변의 화성암을 두 종류로 구분하였다. 즉, 반정을 포함하는 흑운모화강암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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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계화강암과 반정이 없는 흑운모화강암인 안인화강암으로 기재를 하였다(태백
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실제 현장 조사 결과, 조사 지역의 화성암은 최
소한 7종으로 구분이 가능하며, 그 분포도 기존에 보고된 것과는 매우 다르기 
때문에 기존의 명칭을 사용하지 않고, 남항진섬록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주문진화강암을 주 분포지역의 지명을 따라 새롭게 명명하였다. 다만, 그 분포 
면적이 작은 주문진 북쪽의 반상흑운모화강암과 강릉 남쪽의 흑운모화강암은 
명칭에 지명을 사용하지 않고 암상명을 그대로 사용하였다.

이 중에서 남항진섬록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주문진화강암, 반상흑
운모화강암에 대해서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을 시도하여 관입연대를 
구하였다(표 3-2).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주문진화강암, 반상흑운모화강암 
4종의 관입연대는 모두 오차 범위 내에 있기 때문에, 야외에서 관찰되는 증거
에 따라서 관입 순서를 결정하였다(표 3-1).

남항진섬록암은 이번 지질조사에서 트라이아스기 관입암으로 새롭게 밝혀
졌다. 트라이아스기의 관입암이 강릉 지역에서 발견된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기
존의 설악산도폭(기원서 외, 2010), 창암점도폭(김유봉 외, 2010), 고성-간성
도폭(조등룡 외, 1998) 등에서는 보고된 바가 없다. 올해 함께 발간되는 속초-
양양도폭에서는 남항진섬록암과 대비될 것으로 보이는 트라이아스기의 각섬석
흑운모화강암과 여러 화성암체들이 보고되었다(송교영 외, 2011). 이 각섬석흑
운모화강암에 대한 SHRIMP zircon U-Pb 분석 결과는 232±2 Ma로, 남항진섬
록암의 관입 연대와 정확히 일치한다. 이와 함께 속초-양양도폭에서 양양섬장
암의 관입연대가 230±2 Ma로 측정되어서 속초-강릉 지역에서 속초를 중심으
로 중기 트라이아스기에 화성활동이 활발하였다는 것을 지시하고 있다.

강원도 동부에서 쥬라기 대보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장석반정이나 각섬석을 
포함하는 흑운모화강암과 이를 관입하는 복운모화강암으로 구분된다(조등룡 외, 
1998). 비록 기원은 다르나 흑운모화강암과 복운모화강암의 관입 시기는 거의 
동시기이다. 고성-간성도폭, 설악산도폭, 창암점도폭, 속초-양양도폭 등에서 측
정된 강원도 북동부 대보화강암의 관입 시기는 대부분 170 Ma에서 180 Ma 사
이로 중기 쥬라기에 해당한다(조등룡 외, 1998; 기원서 외, 2010; 김유봉 외, 
2010; 송교영 외, 2011). 이 연대는 경기도-서울 지역의 대보화강암이 160 
Ma에서 170 Ma의 관입연대를 보이는 것보다 오래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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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2. 강릉-주문진도폭에 분포하는 중생대 화성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 (시료채취위치는 지질도에 따로 표시함)

번호 지질시대 지층명 관입연대(Ma) 경위도
1 쥬라기 반상흑운모화강암 172.2±2.4 37°57'11''/ 128°45'06''
2 쥬라기 주문진화강암 173.6±1.7 37°54'02'' / 128°49'57''
3 쥬라기 주문진화강암 175.6±2.1 37°54'00'' / 128°49'59''
4 쥬라기 강릉화강암 173.8±1.2 37°48'45'' / 128°53'58''
5 쥬라기 강릉화강암 174.6±1.1 37°43'27'' / 128°59'47''
6 쥬라기 대관령화강암 176.1±0.8 37°40'32'' / 128°48'11''
7 쥬라기 흑운모화강암 176.3±1.2 37°46'58'' / 128°48'35''
8 트라이아스기 남항진섬록암 232.2±1.9 37°42'32'' / 128°56'50''
9 트라이아스기 남항진섬록암 231.2±2.0 37°42'23'' / 128°49'23''

대관령화강암은 반정을 포함하는 흑운모화강암으로 석병산도폭에서 임계화
강암으로 설정한 반상흑운모화강암(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과 동일한 
암상으로 추정되며, 도폭 동남부 임계 쪽으로 연장된다. 임계 지역에서 임계화
강암이란 용어는 흑운모화강암, 우백질화강암, 거정질화강암, 반상화강암 등의 
다양한 암상의 화성암류를 모두 지칭하고 있다(김정환 외, 1996). 그 시대 또
한 선캠브리아기(김정환과 기원서, 1991), 백악기(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주승환과 김성재, 1985) 등으로 추정되어 왔다. 조사결과 기존 지질도에
서 제시한 경계가 일치하지 않고, 관입시기도 쥬라기로 밝혀졌다. 따라서 이 조
사에서는 임계화강암이라는 정의가 명확하지 않은 용어를 사용하지 않고, 대관
령화강암을 새롭게 정의하고 설정하였다(표 3-1, 그림 3-1).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인 강릉화강암은 강릉지역을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역시 이번 조사에서 명명되었다. 주변 지역에서 강릉화강암과 유사한 암석으로
는 속초-양양 도폭 지역에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이 기재되어 있으나, 강릉화강암
이 조립질이 우세한 반면, 속초-양양 도폭 지역의 각섬석흑운모화강암은 중립
질이 우세하다. 또한 정치시기를 보았을 때, 속초-양양 도폭 지역의 각섬석흑
운모화강암은 남항진섬록암과 연관성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설악산도폭(기원서 
외, 2010)에서는 등립의 조립질 조직을 가지는 화강섬록암을 보고하였으며, 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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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치시기를 SHRIMP zircon U-Pb 방법으로 171.1±4.6 Ma로 측정하였다. 설
악산도폭 지역의 화강섬록암은 강릉화강암과 관입시기가 유사하고, 염기성 포획
체를 많이 포함하는 점에서 강릉화강암과 매우 연관성이 많은 것으로 보인다.

주문진화강암은 전형적인 복운모화강암으로 석류석은 관찰되지 않는다. 유
사한 복운모화강암으로는 설악산도폭, 창암점도폭 지역의 인제화강암(169.6±2 
Ma; 기원서 외, 2010), 고성-간성도폭 지역의 복운모화강암(조등룡 외, 1998)
과 동시기에 관입한 것으로 보인다.

세립질흑운모화강암과 각섬암은 강릉도폭 지역 남서부에서 대관령화강암을 
관입한다. 다른 화강암과의 관계는 확실하지 않으나, 흑운모화강암부터 반상흑
운모화강암까지 약 175 Ma를 전후로 쥬라기 화강암류가 정치한 후에 관입한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두 암체에 대해서는 관입연대가 측정이 되지 않았고, 
상호관계를 밝힐 수 있는 증거를 찾을 수 없어 쥬라기 이후의 시대미상의 지층
으로 설정하였다. 세립질흑운모화강암은 유백색의 우백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강
릉도폭의 남동쪽 끝부분에서 대관령화강암을 관입하며, 작은 암체로 분포한다.

북분리도폭에서는 각섬암맥이 주로 호상편마암 지역에 수 m 내지 수십 m
의 폭을 갖고 관입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김옥준 외, 1975). 속초-양양도폭에
서도 역시 호상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는 감섬암을 보고하였으며, 그 관입시기를 
트라이아스기로 보았다(송교영 외, 2011). 조사지역의 각섬암은 상부 평안누층
군과 대관령화강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엽리면이 없이 괴상을 보인다. 따라서 
그 관입 시기는 쥬라기의 화강암류가 정치한 후로 보았으며, 세립질흑운모화강
암과 함께 시대 미상의 층으로 설정하였다.

창암점도폭에서 산성암맥의 SHRIMP zircon U-Pb 연대를 88.6±1.5 Ma로 
보고하였고(김유봉 외, 2010), 고성-간성도폭에서는 유문암맥과 규장암맥의 
K-Ar 전암 연대를 각각 69±2 Ma와 83±3 Ma로 보고한 바 있다(조등룡 외, 
1998). 이러한 연대는 강원도 동부 지역의 산성암맥들이 백악기 말의 화성활동
의 산물임을 지시한다.

하천 주변으로 고위 하안단구층, 저위 하안단구층, 충적층이 차례대로 발달
한다. 상대적으로 중위 하안단구면은 뚜렷하지 않다. 우리나라 하안단구는 고위
면이 30~60 m 사이에 발달되며, 민델빙기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송언
근, 1998; 권동희, 2006). 저위면은 현재 하상보다 5~20 m 높으며, 최종 빙기
인 뷔름빙기에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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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각론

가. 석병산층

석병산층은 강릉-산성우도폭, 석병산도폭, 옥계도폭 지역에 분포하는 조선
누층군의 최상위이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 해당한다. 석병산층은 평안누층군의 
최하위 지층인 만항층에 의해서 부정합으로 덮인다(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동아응용지질콘설턴트, 1975). 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은 석병산층을 
막동석회암에 대비하였다.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석병산층은 괴상 내지 미약한 
엽리상의 유백색 내지 청회색의 석회암으로 구성되며(그림 4-1a), 백운암과 셰
일이 협재한다(그림 4-1b). 삼척-석병산지구 정밀조사 보고서(강병천과 대한
광업진흥공사 탐사사업팀, 2007)에서는 상부 석병산층이 백운암과 석회암의 호
층으로 구성된다고 보고 하였으나, 조사지역에서는 뚜렷하지 않다.

강릉-주문진 도폭에서 석병산층은 도폭지역 남부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분포한다(그림 3-1). 왕산면 도마리의 석병산층은 도
마천을 따라서 발달하는 북서 방향의 배사구조 축부에 노출된다. 석병산층을 노
출시킨 배사구조는 양쪽 날개가 모두 북동방향으로 경사하는 등사습곡의 형태
를 가지며, 이 배사구조에 의해서 만항층, 중부 평안누층군, 상부 평안누층군이 
차례대로 반복된다. 배사구조의 북동쪽 날개에서는 북서방향의 단층이 발달하
여, 석병산층과 상부 평안누층군이 직접 접한다. 임곡리의 석병산층은 임곡천 
서쪽에 북북동 방향으로 길게 분포한다. 층의 동쪽 경계는 임곡단층이며, 서쪽 
경계는 만항층과 접한다.

a b

그림 4-1.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에 분포하는 석병산층의 암상. (a) 약한 엽리
상 청회색 석회암. (b) 엽리상 석회암 내에 협재하는 셰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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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만항층

만항층은 평안누층군의 최하부인 석탄기 지층으로 과거 홍점통에 해당하며, 
하부 지층인 석병산층을 부정합으로 덮는다(태백산지구지하자원조사단, 1962; 
동아응용지질콘설턴트, 1975). 상부 지층인 석탄기의 중부 평안누층군 하위 층
준에 의해서 정합으로 덮여 있다. 강릉탄전의 만항층은 다른 탄전의 만항층에 
비해서 분포 면적이 넓고 두껍다. 강릉도폭 지역의 만항층의 일반적인 암상은 
주로 담녹색 천매암 또는 셰일, 회색 내지 암회색 셰일이나 세립질 사암이며, 
특징적으로 다른 지역에서 잘 나타나는 적색 내지 적회색의 셰일이나 사암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만항층 내에는 백색의 석회암이 렌즈상으로 협재하며, 
중부에 2개의 얇은 석탄층이 보고되어 있다.

만항층은 석병산층과 마찬가지로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두 지역에서 석병산층과 인접하여 분포한다. 왕산면 도마리에 분포하
는 만항층은 녹회색 내지 회색의 천매암이 가장 우세하며(그림 4-2), 점판암, 
세립질 사암, 석회암이 일부 협재한다. 임곡리 지역에서 만항층은 임곡단층의 
서편과 동편에 모두 분포한다. 서편에서는 석병산층의 상부에 부정합적으로 놓
이며, 동편에서는 석병산층과 접하는 부분 없이 넓은 지역에 걸쳐서 분포한다. 
임곡단층 동편으로 넓게 분포하는 까닭은 남북 방향의 향사와 배사가 최소한 3
조가 발달하면서 지층이 반복되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임곡단층 동편의 만항층
은 임곡교회 부근까지 분포하고, 임곡단층 서편에서는 강릉승마장 부근까지 분
포하여, 임곡단층에 따른 만항층의 겉보기 수평 변위량은 약 2.9 km에 이른다.

a b

그림 4-2.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 지역에 분포하는 만항층의 암상. (a) 녹회색 
천매암. (b) 회색 천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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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중부 평안누층군

중부 평안누층군은 금천층과 장성층을 포함하는 분대로 과거의 사동통에 
해당한다. 이렇게 두 층을 묶어서 지질도를 작성한 이유는 많은 지역에서 금천
층과 장성층의 구분이 힘들고, 1:5만 지질도폭에서 표현될 만큼 금천층의 분포
가 넓지 않기 때문이다. 중부 평안누층군의 하한은 만항층 상위로 암색이 어두
워지기 시작하는 부분이며, 상한은 상부 평안누층군의 유백색 사암이 노출되기 
시작하는 지점이다. 하한과 상한은 모두 정합적인 관계이다.

주된 암상은 암회색의 셰일, 실트암, 세립질 사암 등으로 대부분 천매암화 
되어 있으며(그림 4-3, 4-4a), 탄질셰일이 협재한다(그림 4-4b). 셰일에는 
최대 10cm 길이의 기둥 모양의 홍주석(andalusite), 십자 모양의 공정석
(chiastolite; 그림 4-5), 점문의 석류석(garnet) 등이 발달한다. 특히 강릉탄전
의 중부 평안누층군은 우리나라에서 공정석의 발달이 가장 현저한 것으로 보고
되었다(김옥준과 김규한, 1975). 중부 평안누층군의 하위에 해당하는 금천층에
는 2매 이상의 암회색 석회암이 렌즈상으로 협재하며, 흑색 석회암에서 
Fusulina, Fusulinella, Neostaffella 등의 석탄기 모스코비안 방추충 화석을 보
고되었다(동아응용지질콘설턴트, 1975). 중부 평안누층군의 상위에 해당하는 
장성층에는 4매의 무연탄층이 협재하며, 페름기를 지시하는 Annularia, 
Cordaites, Stigmaria, Tingia 등의 식물화석이 보고되었다(동아응용지질콘설턴
트, 1975).

중부 평안누층군은 다른 지층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약한 물성으로 습곡과 
단층이 집중되어 발달하고 있으며, 특히 파랑습곡구조와 선구조가 매우 잘 발달
되어 있다. 대부분의 노두에서 층리면과 평행한 천매암질 엽리(phyllitic 
cleavage)가 광역적 엽리면으로 발달한다(그림 4-6). 중부 평안누층군은 상부 
평안누층군 분포지 내에 단층이나 습곡구조에 의해서 단속적으로 반복되어 노
출된다(그림 3-1). 중부 평안누층군 상위에 해당하는 장성층이 분포한 곳을 따
라서 대부분의 지역에서 탄광 개발 흔적이 있다. 강릉시 왕산면 도마리와 구정
리에서는 습곡구조에 의해서 만항층과 상부 평안누층군 사이에 노출된다. 중부 
평안누층군에는 변형이 집중되어 만항층과 상부 평안누층군에 비해서 층 두께
의 변화가 심하다. 예로 도마리 도마천 동편에 분포하는 중부 평안누층군의 두
께는 늘목재 서편에서 갑자기 두 배 이상 두꺼워진다(그림 3-1). 이 두꺼워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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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에서 측정된 엽리면의 경사는 동쪽과 서쪽을 반복하며, 이는 습곡구조가 집
중되어 있음을 지시한다. 또한 왕산교 부근에서 도마리배사구조의 힌지부를 따
라서 중부 평안누층군이 매우 두꺼워 축부를 따라서 집중된 양상을 보인다.

a b

그림 4-3. 중부 평안누층군의 주된 암상인 암회색의 실트암(a)과 셰일(b). 암
회색의 암색이 특징임.

a b

그림 4-4. 중부 평안누층군의 주된 암상인 암회색의 세립 사암(a)과 단층을 따
라 농집된 탄질셰일(b).

강릉시 구정면 언별리와 강동면 안인진리에서는 중부 평안누층군이 역단층
에 의해서 여러 차례 반복된다(그림 3-1). 언별리 단경골에서 망덕봉으로 올라
가는 능선에서는 2개의 역단층에 의해서 상부 평안누층군 내에 중부 평안누층
군이 두 번 반복된다. 이는 능선의 남쪽 골짜기에서도 확인된다. 임곡단층 동편
의 강동면 안인진리에서도 3개의 역단층에 의해서 중부 평안누층군이 세 번 반
복된다. 이번 조사에서 중부 평안누층군을 노출시킨 5개의 역단층은 기존에는 
습곡으로 해석되어 왔으나, 이번에 역단층으로 확인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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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5. 암회색 셰일에 발달한 공정석(chiastolite). (a) 장축이 최대 15 cm
에 이르는 공정석. (b) 잘 드러난 공정석의 단면.

a b

그림 4-6. 실트질 사암(a)과 실트암(b)의 현미경 사진. 천매암질 엽리(phyllitic 
cleavage)가 발달.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임곡리의 능선을 따라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분포하는 중부 평안누층군은 하부의 만항층, 상부의 상부 평안누층군과 정합적
인 관계로 분포하며, 조사지역에서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인다. 이 분포를 따라서 
과거에 지암탄광, 영동탄광, 동림탄광 등이 줄지어 개발되었으며, 그 흔적이 지
금도 많이 남아있다. 중부 평안누층군은 우수향의 주향이동단층인 임곡단층에 
의해서 절단되어, 임곡단층 동편의 대수원교와 청학산 부근으로 연장된다. 연장
된 지역의 중부 평안누층군을 따라서 정림탄광, 풍림탄광 등의 탄광들이 개발되
었다. 정림탄광과 풍림탄광이 위치하는 청학산 부근에서 중부 평안누층군은 북
북서 방향의 습곡구조에 의해서 반복되고 있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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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상부 평안누층군

기존 강릉탄전 지질도와 보고서에서는 함백산층 상위로 망덕산층과 언별리
층으로 세분하고 있어 다른 평안누층군 분포 지역과 차이를 보였다(동아응용지
질콘설턴트, 1975). 망덕산층과 언별리층의 주된 구별 요소는 암색으로 망덕산
층은 유백색의 함백산층과는 구별되는 흑색 내지 암회색의 사암과 셰일로 구성
되며, 언별리층은 다시 유백색 내지 녹회색의 사암과 셰일로 바뀐다고 기술하고 
있다(동아응용지질콘선턴트, 1975). 그러나 현장에서 조사한 바에 따르면, 함백
산층 상위로 두 개의 지층을 설정할 만큼 암회색 지층의 분포 면적이 넓지 않
으며, 지질도에 표시되어 있는 지질경계의 추적이 어려웠다. 따라서 이번 연구
에서는 함백산층 상위의 지층은 함백산층과 함께 상부 평안누층군으로 묶어서 
조사를 하였으며, 여러 차례 협재하는 암회색 사암 내지 셰일은 상부 평안누층
군 내에 협재하는 지층으로 해석하였다. 상부 평안누층군의 하부에 해당하는 함
백산층의 셰일에서 페름기의 식물화석 Annularia가 보고된 바 있다.

상부 평안누층군은 조사지역의 평안누층군 중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조
사지역 강릉탄전 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그림 3-1). 조사지역의 중생
대 화성암류와 접하는 지층도 대부분 상부 평안누층군이다. 상부 평안누층군이 
이렇게 분포가 넓은 이유는 북서-남동 내지 남북 방향의 습곡구조가 많이 발달
하여, 남북의 주향 방향을 가지는 상부 평안누층군이 동서 방향으로 반복되기 
때문이다. 상부 평안누층군 내에 발달한 층리의 방향성은 노두의 위치에 따라서 
극명한 차이를 보여준다. 구정면 어단리의 법왕사 계곡을 경계로 하여 동측은 
칠성산향사구조의 동측 날개에 해당하여 층리는 대부분 북서방향으로 경사하는 
반면에, 서측은 칠성산향사구조의 서측 날개에 해당하여 대부분의 층리는 북동
방향으로 경사한다(그림 3-1).

상부 평안누층군은 중부 평안누층군을 정합으로 덮으며, 전체적으로 유백색 
내지 연회색의 사암 또는 규암이 우세하고(그림 4-7), 천매암질 사암이나 실트
암이 협재한다(그림 4-8). 상부 평안누층군은 암회색의 세립질 사암이나 셰일
이 자주 협재한다(그림 4-9a). 또한 부분적으로 역질 조립 사암이 관찰되기도 
한다(그림 4-9b). 현미경 하에서는 거의 90% 이상 석영으로만 구성되며, 소량
의 운모류가 포함된다. 석영은 광역적인 엽리면과 평행하게 신장되어 있다(그림 
4-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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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7. 상부 평안누층군의 주 암상인 괴상의 유백색 사암. 보통 약한 층리
가 발달하며, 층리와 평행한 절리가 발달하는 경우가 많음.

a b

그림 4-8. 상부 평안누층군의 비교적 강한 엽리가 발달하는 암상. (a) 천매암
질 사암. (b) 사암과 실트암의 교호하는 암상.

a b

그림 4-9. 상부 평안누층군의 암상. (a) 유백색 사암 내에 협재하는 암회색 사
암. (b) 역질 사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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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0. 사암의 현미경 사진. 대부분 석영 결정으로만 구성됨.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와 언별리 지역은 중부 평안누층군과 접하는 상부 평

안누층군 하부 층준의 연속적인 암상의 변화를 관찰할 수 있는 곳이다. 모전리 
태봉산 주변으로는 암회색의 사암이 주로 분포하며, 중부 평안누층군의 최상부
에 해당한다. 중부 평안누층군 최상부와 실개천을 사이로 상부 평안누층군의 최
하부가 노출된다(그림 4-11a). 상부 평안누층군의 최하부를 이루는 암석은 유
백색의 사암이며, 상부로 가면서 회색의 세립질 사암이 3회 정도 협재한다. 이 
구간을 지나면 다시 유백색의 두꺼운 사암층이 발달한다(그림 4-11b). 유백색 
사암층 내에는 동쪽 버전스의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습곡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 습곡에 의해서 층리의 경사가 거의 수평에서 60° 이상으로 급변한다. 이 구
간을 지나면 천매암질 사암이 발달하며(그림 4-12a), 층리의 경사방향으로는 
군선천 부근까지, 층리의 주향 방향으로는 영동화력발전소 부근까지 약 5 km 
정도 유사한 암상이 연장된다. 천매암질 사암의 상부로는 엽리가 매우 잘 발달
하는 엽리상 사암이 발달한다(그림 4-12b). 엽리는 유백색, 연회색, 암회색 등
의 암색의 변화와 중립질 사암, 세립질 사암, 실트암 등의 조직의 변화로 형성
되어 있다. 이러한 암상은 강동면 모전리 둔지말 부근과 범고개 부근에서 잘 관
찰된다.

칠성저수지 남쪽 어단리 어단교 부근은 전체적으로 괴상이나 천매암질인 
사암이 발달하며, 이 암상은 남항진섬록암과 접하는 사암에서 잘 관찰되는 암상
이다. 남쪽으로 갈수록 점차 암색이 어두워지다가, 1 km 정도 남쪽으로 들어가
면 변성이 심한 회색천매암이 나타난다(그림 4-13a). 이 회색천매암은 석류석
이 점문으로 많이 발달하며(그림 4-13b), 천매암 내에는 동서 방향의 습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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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다.

a b

그림 4-11. 모전리에서 관찰되는 상부 평안누층군의 최하부(a)와 그 상부(b).
a b

그림 4-12. 상부 평안누층군의 엽리상 사암. (a) 모전리 둔지말 부근. (b) 모
전리 범고개 부근.

a b

그림 4-13. 강릉시 강구면 어단리에 발달하는 암상. (a) 비교적 두꺼운 회색천
매암. (b) 회색천매암 내에 발달한 점문상 석류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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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성면과 왕산면의 강릉저수지 부근에 분포하는 상부 평안누층군은 대부분 
70° 이상의 고경사를 보이며, 왕산교 부근에서는 거의 수직층을 이룬다(그림 
4-14a). 이 수직층은 도마리습곡구조의 축부에 해당한다. 말구리재 부근에서는 
도로 절개면을 따라서 상부 평안누층군의 유백색 사암이 잘 발달하며, 남쪽의 
491 고지에서부터 북쪽 방향의 능선을 따라서 약 4회의 암회색 사암과 실트암
이 협재한다(그림 4-14b). 도마리의 늘목재에서도 중부 평안누층군과 접하는 
상부 평안누층군 내에 암회색의 사암이 협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 도폭지역 남
동부의 상부 평안누층군 내에는 사층리와 같은 퇴적구조가 강하게 남아있으며
(그림 4-15a), 상당히 균질한 사암이 두껍게 발달하여 이를 대상으로 한 채석
장이 여러 곳에 존재한다(그림 4-15b).

a b

그림 4-14. 상부 평안누층군의 암상. (a) 왕산면 왕산교 부근의 유백색 사암. 
(b) 말구리재 부근에서 연회색의 사암 내에 협재하는 암회색의 사암.

a b

그림 4-15. (a) 상부 평안누층군에 발달하는 사층리. (b) 상부 평안누층군의 
사암을 대상으로 한 채석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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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왕산, 능경봉, 왕제산, 오봉산, 칠봉산 일대의 상부 평안누층군

조사지역 남서쪽의 대관령에서 이어지는 능경봉, 제왕산, 왕제산, 오봉산, 
칠봉산 등지에서 관찰되는 상부 평안누층군은 다른 지역의 전형적인 평안누층
군과는 다르게 편암이 우세한 암상과 상당히 높은 변성도를 보인다. 일부 편마
암과 유사한 암상도 보여준다(그림 4-16). 지질조사 초기에는 이를 조선누층
군 하부의 기반암층으로 인지하였으나, 후에 연대측정 결과 평안누층군의 일부
임이 밝혀졌다. 이 지역은 또한 남항진섬록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각섬
암 등이 여러 차례 관입하여 접촉변성작용도 활발하며, 접촉변성작용과 복잡한 
지질분포를 보여준다.

제왕산에는 운모편암, 석영운모편암, 석영편암, 규암 등이 관찰되며(그림 
4-16, 4-17, 4-18), 특히 제왕산 정상 동측 임도에서는 석영운모편암 내에 
장축의 길이가 최대 7 cm에 이르는 홍주석과 지름이 약 5 mm 크기의 석류석
이 잘 발달한다(그림 4-18a). 대부분의 홍주석들은 기존의 엽리면을 끊고 성
장하여 최후기의 산물임을 지시한다. 홍주석이 발달하는 석영운모편암에서 
SHRIMP U-Pb 저어콘 연대를 측정한 결과, 상속핵은 2,649에서 245 Ma에 이
르는 연대를 보여주어, 제왕산 부근의 평안누층군이 시기적으로 삼척탄전과 단
양탄전의 동고층이나 정선-평창 탄전의 박지산층에 대비될 가능성이 높다. 그
러나 암상적으로는 동고층이나 박지산층과는 매우 다르며, 이에 대한 더 자세한 
연구가 요구된다. 상속핵 주변에 과성장한 저어콘 연대는 212~176 Ma로 측정
되어, 트라이아스기와 쥬라기의 중생대 화성암류가 관입하면서 열적 영향을 주
었음을 지시한다.

제왕산에서 오봉산으로 이어지는 능선에서는 규암과 흑운모편암이 반복된
다. 오봉산 지역은 제왕산 지역보다 전형적인 운모편암류가 더 많이 분포하며, 
규암도 소규모로 협재한다. 제왕산에서 오봉산에 이르는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
면의 방향은 동서 내지 서북서 주향 방향이 우세하며, 경사 방향도 북쪽 내지 
북북동 방향으로 일정하다. 경사각은 50° 이상의 고각이 대부분이다.

강릉시 장현동 모산봉에서부터 모산교 부근까지 상부 평안누층군이 강릉화
강암 내에 원형의 포획체로 분포하며, 주로 석영편암이나 운모편암으로 구성된
다(그림 3-1). 편암에서 측정된 편리는 북동방향의 주향에 저각으로 북서쪽으
로 경사하며, 260도 방향의 선구조가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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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6. 제왕산 지역에서 관찰되는 상부 평안누층군의 암상. (a) 흑운모편
마암과 유사한 암상 (b) 제왕산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석영편암.

a b

그림 4-17. 제왕산 지역 편암류의 암상. (a) 엽리면의 발달이 뚜렷하지 않은 
석영운모편암. (b) 오봉산 지역에서 많이 관찰되는 운모편암

a b

그림 4-18. 제왕산 지역 편암류의 암상. (a) 석영운모편암 내에 자란 최대 7 
cm의 장축길이를 보여주는 홍주석. (b) 석영운모편암의 현미경. 흑운모로 정의
되는 불연속적인 엽리면이 발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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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남항진섬록암

강릉시 남부에 동서 방향으로 길게 중립질 엽리상 섬록암이 분포하며, 이를 
이번 조사에서 남항진섬록암으로 명명하였다(그림 3-1). 강릉시 남항진동 안목
항 죽도봉과 강릉저수지 강릉댐 북쪽의 세원교 부근에 남항진섬록암의 전형적
인 암상이 잘 나타난다. 남항진섬록암은 강릉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에 의해서 
관입당하여 두 부분으로 나누어져 분포한다(그림 3-1). 강릉시 남동쪽에 분포
하는 암체는 강릉시 송정동, 남포동, 두산동, 남항진동 일대에 분포하며, 남쪽과 
남서쪽에 분포하는 암체는 강릉저수지 부근의 산북리에서 시작하여 구정리 칠
성저수지, 동막저수지, 덕현리, 상시동리로 이어진다. 강릉시 남쪽과 남서쪽에 
분포하는 암체는 평안층군과 관입접촉하고 있다(그림 3-1).

남항진섬록암은 중립질의 엽리상 섬록암으로, 인접한 강릉화강암에 비해서 
세립질이며, 고철질 광물을 더 많이 포함한다(그림 4-19a). 특히 많은 노두에
서 약한 엽리상을 보이고(그림 4-19b), 강릉화강암에 비해서 장석반정이나 염
기성 포유함이 적게 포함된다. 매우 균질한 암상을 보이는 것이 뚜렷한 특징이
며, 균질한 암상의 특성으로 인해서 강릉저수지 부근에서는 테일러스를 형성하
기도 한다. 남항진섬록암의 대자율은 0.14 mSI 내외로 매우 일정하고 강릉화강
암에 비해서 좁은 범위를 보인다.

남항진섬록암은 석영을 많이 포함하고 엽리상을 보이지 않을 경우 강릉화
강암과 유사하게 보이기도 한다(그림 4-20a). 이러한 암상은 강릉시 성산면 
구산리 부근에서 관찰된다. 그러나 입자의 크기는 조립질인 강릉화강암에 비해 
작으므로 구분이 가능하다. 각섬석이 적게 포함될 경우는 화강섬록암의 암상을 
보이기도 한다. 현미경 관찰에서 남항진섬록암은 대부분 사장석, 각섬석, 흑운
모 등의 광물로 구성된다(그림 4-20b).

남항진섬록암은 SHRIMP zircon U-Pb 연대 측정 결과 약 232.2±1.9 Ma
와 231.5±2.0 Ma의 연대를 얻었다(표 3-2, 그림 4-21). 따라서 남항진섬록
암은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의 중생대 관입암 중에서 가장 오래된 암석으로, 
트라이아스기 초인 약 232 Ma에 평안누층군을 관입하였다. 그 후에 175 Ma 
전후에 흑운모화강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이 남항진섬록암을 차례대로 관
입하였다. 이러한 연속적인 관입은 왕제산 부근의 평안누층군내에 포함된 저어
콘의 과성장으로 흔적을 남겼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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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19. 세립질 남항진섬록암의 암상. (a) 점문을 보이는 것이 각섬석임. 
(b) 대부분의 노두에서 엽리가 발달함.

a b

그림 4-20. 남항진 섬록암의 암상. (a) 석영을 포함하는 남항진섬록암은 부분
적으로 강릉화강암과 유사한 암상을 보임. (b) 남항진섬록암의 현미경 사진. 
(PL: 사장석, Hb: 각섬석, Bt: 흑운모)

a b

그림 4-21. 남항진섬록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 결과, 트라이아스
기의 관입시기를 지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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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흑운모화강암

흑운모화강암은 중립질의 전형적인 흑운모화강암으로 강릉화강암의 북쪽과 
남쪽에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대상으로 분포한다(그림 3-1). 장석반정을 포함
하나, 반정의 비율은 강릉화강암이나 북쪽의 반상흑운모화강암에 비하면 상당히 
적으며, 주문진화강암과는 비슷하다.

남쪽 암체는 반정을 거의 포함하지 않으며(그림 4-22a), 대자율은 
0.04~0.08 mSI로 주변의 강릉화강암, 남항진섬록암에 비해서 낮은 값을 보인
다. 남쪽 암체는 강릉남대천 남쪽의 여찬리, 학산리, 박월동, 운산동, 월호평동 
등에서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지역은 남동쪽 산악 지대에서 나온 수계가 
모여 강릉남대천으로 흐르는 지역으로, 강릉시에서 가장 넓은 경작지이며, 산악
지역의 선상지 지역부터 해안 지역까지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남쪽 
암체는 풍화심도가 매우 깊으며, 특히 해발고도 약 80~90 m에서 흑운모화강암 
위에 고기하성층이 넓게 분포한다.

역시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대상으로 분포하는 북쪽 암체는 남쪽 암체에 
비해서 소규모로, 가장 넓게 분포하는 폭이 약 1.5 km에 불과하다. 북쪽 암체
는 남쪽 암체에 비해서 반정을 많이 포함하며, 대자율은 0.05~0.07 mSI로 비
슷하다. 북쪽 암체는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방동리, 덕실리, 대전동 강릉과학
산업단지 등에 분포한다. 북쪽 암체인 강릉시 사천면 사기막리 무이교 부근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그림 3-1) SHRIMP zircon U-Pb 방법으로 176.3±1.2 Ma
인 중부 쥬라기의 관입연대를 구하였다(그림 4-22b).

a b

그림 4-22. 흑운모화강암 남쪽 암체의 암상(a)과 연대측정 결과(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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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 대관령화강암

이 암체는 강릉도폭의 남서쪽에 대관령과 능경봉을 중심으로 백두대간을 
따라 분포하는 반정질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번 조사에서 대관령화강암으로 명명
되었다(그림 3-1). 암체의 북쪽으로는 강릉화강암과 접하며, 암체의 동쪽으로
는 평안누층군과 접한다. 이 암체는 서쪽으로 대관령휴게소 부근까지 분포하나 
횡계 읍내까지는 연장되지 않는다.

대관령화강암의 주된 암상은 많은 장석반정을 포함하는 중조립질의 흑운모
화강암이다(그림 4-23a). 장석반정의 크기는 최대 5~7 cm에 이르며, 인접한 
강릉화강암보다 많은 반정을 포함한다(그림 4-23b). 특징적인 것은 암체 내에 
많은 기반암 포획체를 갖고 있다는 것이다(그림 4-24). 포획체는 규암, 흑운모
편암, 운모편암, 반려암 등으로 매우 다양하다. 이 포획체들은 대부분 제왕산과 
능경봉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상부 평안누층군에서 유래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화강암 중에서 각섬석이 적은 부분은 대관령화강암과 유사하게 보이기
도 하나, 다음과 같은 점에서 구분이 가능하다. 첫째, 대관령화강암은 강릉화강
암에 비해서 조직이 매우 불균질하다. 강릉화강암의 전형적인 특징 중에 하나가 
전체 노두에 걸쳐서 매우 균질한 암상이다. 반면에 대관령화강암은 입자의 크
기, 반정의 포함비율, 기반암 포획체 등이 불균질하게 나타나 노두에 따라서 다
양한 조직을 보인다. 둘째, 강릉화강암은 대자율이 0.13~0.17 mSI의 값을 보이
는 반면에, 대관령화강암은 0.05 mSI 내외로 매우 낮은 값을 보인다. 각섬석의 
함량이 적은 강릉화강암의 경우라도 대자율이 0.1 mSI 이하인 경우는 없다.

금광리나 사기막리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에 비해서는 대관령화강암이 
더 조립질이고 우백질이며, 장석반정을 많이 포함한다. 대관령화강암은 왕산리 
장재교 부근에서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을 받는다. 이 세립질 흑운모화강
암은 연대측정이 이루어지지는 않았으나, 쥬라기 중기에 화강암들의 관입이 끝
난 후에 관입한 것으로 보인다.

강릉시 왕산면 왕산리 곰다리교 부근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그림 3-1) 
관입시기는 176.1±0.8 Ma로 밝혀졌다(표 3-2, 그림 4-25). 이 연대는 강릉
화강암의 관입연대와 오차범위 내에 있기는 하나, 쥬라기 화강암류 중에서 가장 
오래된 관입연대로, 쥬라기 화강암 중에서 대관령화강암이 가장 먼저 관입했음
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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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23. 대관령화강암의 암상. 중조립질 흑운모화강암 내에 수 cm 크기의 
장석반정이 많이 포함됨.

a b

그림 4-24. 대관령화강암 내에 포획된 상부 평안누층군. (a) 포획된 편암류. 
(b) 포획된 편암과 반려암.

a b

그림 4-25. 왕산면 곰다리교 부근에 측정된 대관령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 전형적인 대보화강암에 속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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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강릉화강암

강릉화강암은 강릉 일대에 넓게 분포하는 조립질의 각섬석화강암을 가리키
며, 이번 조사에서 명명되었다. 강릉화강암은 강릉 지역에서 정원석으로 많이 
사용되고, 강릉 시내에서 흔하게 볼 수 있다. 강릉화강암은 강릉남대천과 강릉 
시내를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 북쪽으로 사천진항까지, 서쪽으로는 백두대간
의 새봉-선자령 부근까지 분포한다(그림 3-1). 강릉화강암은 북쪽으로는 흑운
모화강암과 접하며, 남쪽으로는 흑운모화강암 및 남항진섬록암과 접하여 전체적
으로 동북동 방향으로 길게 분포한다.

전형적인 각섬석화강암의 암상은 일반적으로 중립질 내지 조립질이며, 수 
mm부터 수 cm의 다양한 크기의 자형 장석 반정과 최대 2 cm 크기의 각섬석 
반정을 포함하는 암상이다(그림 4-26, 4-27). 장석 반정은 누대구조를 잘 보
여주는 경우가 많다(그림 4-27a). 특히 많은 양의 염기성 포유암(mafic 
enclave)를 포함하며, 포유암의 크기는 수 mm부터 수십 cm까지 매우 다양하
다. 포유암의 모양은 일반적으로 타원형이나 길게 신장된 모양이며, 방향성을 
보여주기도 한다(그림 4-27b). 대자율은 보통 0.13~0.17 mSI 사이의 값을 보
이며, 강릉도폭의 화강암 중에서 가장 높은 값을 보인다.

일반적으로 간이측정기로 측정한 강릉화강암의 대자율은 0.13~0.17 mSI의 
값을 보이나, 강릉IC와 강릉 영업소 부근에서는 0.20~0.23 mSI의 비교적 높은 
대자율을 보여준다. 특히, 강릉 남부 장현동 장현저수지 부근과 이에 이어지는 
강릉시 구정면 여찬리의 강릉화강암은 0.20~0.40 mSI의 높은 대자율을 보여준
다. 이 지역의 강릉화강암은 흑운모와 각섬석이 많이 포함되어 있으며, 약한 엽
리상을 보인다.

강릉화강암 내에는 각섬석이 적거나 없는 흑운모화강암이 불규칙하게 소규
모로 여러 곳에서 분포하며, 이렇게 각섬적이 적은 부분의 대자율은 약 0.1 
mSI 내외의 값을 보인다. 이런 소규모의 흑운모화강암체는 대부분 각섬석화강
암 내에 암상의 변화인 것으로 보인다. 이와 같이 흑운모화강암과 유사한 암상
을 보여주는 지역은 강릉시 장현동, 내곡동, 난곡동, 경포말, 양지말, 성산면 망
월동, 관음리, 제비리 일대이다.

성산면 어흘리의 하제민원과 상제민원에서는 제왕산으로 이어지는 골짜기
를 따라서 여러 조의 산성 암맥들이 남북방향으로 강릉화강암을 관입한다(그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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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 또한 어흘리 금바위 부근에서는 북북서 방향으로 염기성 암맥이 관입하
며, 어흘리 초막골 입구에서는 복운모화강암이 동서방향으로 관입하고 있다(그
림 3-1).

현미경 하에서 강릉화강암은 주로 사장석, 석영, 흑운모, 각섬석 등으로 구
성된다(그림 4-28). 강릉시 사천면 사근진 해안가와 강릉시 강동면 대포동 강
릉통일공원에서 시료를 채취하여(그림 3-1),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
을 시도한 결과, 각각 173.8±1.2 Ma, 174.6±1.1 Ma의 관입연대를 얻었다(표 
3-2, 그림 4-29, 4-30). 따라서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에 의하면 
남항진섬록암은 약 231~232 Ma에 평안누층군을 관입하였으며, 약 174 Ma를 
전후하여 강릉화강암이 남항진섬록암을 관입하였다.

a b

그림 4-26. 강릉화강암의 암상. (a) 장축이 최대 2 cm 크기를 보이는 감섬석 
반정. (b) 최대 7 cm 길이의 장축을 갖는 정장석 반정이 방향성을 갖고 집중되
어 있는 부분.

a b

그림 4-27. 강릉화강암의 암상. (a) 누대구조를 보이는 장석반정들. (b) 많은 
염기성 포유암을 포함하는 강릉화강암. 포유함은 방향성을 보이기도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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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8. 강릉화강암의 현미경 사진 (PL: 사장석, Qtz: 석영, Bt: 흑운모, 
Hb: 각섬석).

그림 4-29. 사천면 사근진에서 채취한 강릉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연
대.

a b

그림 4-30. 강동면 통일공원에서 채취한 강릉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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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주문진화강암

주문진을 중심으로 넓은 분포를 보이는 중조립질의 복운모화강암을 주문진
화강암이라 명명하였다. 주문진화강암은 남부의 강릉화강암과 북부의 반상흑운
모화강암 사이에 넓게 분포하며, 동해안에서부터 연곡천과 신리천을 따라서 서
쪽의 오대산국립공원 내로 연장된다(그림 3-1).

주문진화강암은 대부분의 노두에서 장석반정의 양의 차이는 있으나 장석반
정을 포함하는 반상 복운모화강암의 암상을 보인다(그림 4-31a). 정장석 반정
의 크기는 보통 1~2 cm 내외이며, 최대 3 cm에 이른다(그림 4-31b). 대자율
은 대부분 0.03 mSI 이하로 중생대에 관입한 화강암류 중에서 가장 낮은 값을 
보인다. 현미경 하에서 주문진화강암은 석영, 사장석, 흑운모, 백운모 등으로 구
성된다(그림 4-32a). 인접한 북부 지역에 분포하는 복운모화강암에서 관찰되
기도 하는 석류석은 발견하지 못 하였다. 야외에서 주문진화강암은 중립질 내지 
조립질로 입도의 변화가 심한 편이며, 백운모의 함량이나 결정 크기에도 변화가 
심하다. 대체로 동쪽에서 서쪽으로 가면서 백운모의 함량과 크기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인다.  

주문진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반상흑운모화강
암과 거의 동시기인 중기 쥬라기(약 172~176 Ma)에 관입하였다. 각섬석화강
암 내에는 복운모화강암이 동서 방향의 암맥상으로 관입하는 곳이 많으며(그림 
4-32b), 이를 근거로 강릉화강암이 관입한 후에 주문진화강암이 관입한 것으
로 해석하였다. 북쪽의 반상흑운모화강암과의 관계는 명확하지는 않으나, 남애
항 부근의 두 화강암의 경계부에서 반상흑운모화강암 내에 주문진화강암이 포
획체 형태로 분포한다(그림 3-1). 이를 근거로 주문진화강암이 반상흑운모화강
암 보다 먼저 관입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실제로는 강릉화강암, 주문진화강암, 
반상흑운모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관입연대가 오차 범위 내에 있으므
로, 관입순서는 큰 의미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표 3-2). 

주문진화강암 지역은 다른 지역에 비해서 핵석이 많이 분포하는 특징적인 
토르지형을 이루는 곳이 많으며(그림 4-33), 주문진화강암 지역과 반상흑운모
화강암 지역의 지형을 비교하면 풍화양상의 차이가 뚜렷하다(그림 4-33b). 또
한 주문진화강암이 분포하는 지역의 노두는 풍화가 깊이 진행되어 새프롤라이
트화(saprolite)되어 있는 곳이 많으며, 주문진 우암진항 부근에서는 타포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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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foni) 풍화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이러한 풍화특징들은 모두 주문진화강암
이 다른 화성암류에 비해서 풍화에 약하여 풍화층이 두껍게 발달하였다는 것을 
지시한다. 언덕이나 능선에서 핵석이 주로 나타나는 것은 핵석의 형성이 지표풍
화가 아니라 심층풍화에 의해 만들어졌음을 의미한다(권동희, 2006).

주문진화강암으로부터 네 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두 시료에서 SHRIMP 
zircon U-Pb 방법으로 관입연대를 구하였다. 두 시료는 모두 강릉시 주문진읍 
주문진등대 부근에서 채취하였으며(그림 3-1), 두 시료의 SHRIMP zircon 
U-Pb 관입연대는 각각 173.6±1.6 Ma, 174.3±2.4 Ma로 측정되었다(표 3-2, 
그림 4-34, 4-35).

a b

그림 4-31. 주문진화강암의 암상. (a) 조립질 복운모화강암. (b) 최대 3 cm 
크기의 장석반정이 포함됨.

a b

그림 4-32. (a) 주문진화강암의 박편사진 (Pl: 사장석, Qtz: 석영, Bt: 흑운모, 
Ms: 백운모). (b) 각섬석화강암을 관입한 복운모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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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3. 주문진화강암의 풍화. (a) 주문진화강암 지역의 토르 풍화지형. 
(b) 복운모화강암 분포 지역(가까이 보이는 지역)과 흑운모화강암 분포 지역
(멀리 보이는 지역)의 풍화양상의 차이가 뚜렷함.

a b

그림 4-34. 주문진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 결과1.
a b

그림 4-35. 주문진화강암의 SHRIMP zircon U-Pb 연대측정 결과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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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 반상흑운모화강암

주문진도폭의 최북단에 분포하는 반상 흑운모화강암은 양양군 남애항과 그 
북서쪽으로 분포한다(그림 3-1). 암상은 장축의 길이가 주로 2~3 cm(최대 4 
cm)의 다양한 크기의 정장석 반정을 매우 많이 포함하는 조립질 암상이며(그림 
4-36), 각섬석이나 백운모는 포함하지 않는다. 반정의 양은 노두에 따라서 차
이가 크며, 주문진화강암 경계 부근에서는 반정을 많이 포함하는 부분이 대상으
로 관찰되기도 한다. 반상흑운모화강암은 속초 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유사한 암
상의 속초화강암에 비해서는 반정의 양이 적고 크기도 작다(송교영 외, 2011). 
간이 대자율 측정기로 측정된 반상흑운모화강암의 대자율은 0.03~0.05 mSI로, 
인접하는 주문진화강암보다 높으며, 0.1 mSI 이상의 강릉화강암 보다는 상당히 
낮다.

양양군 현남면에는 반상흑운모화강암을 석재나 골재로 채석하는 광산들이 
위치한다(그림 6-1). 반상흑운모화강암은 해안가에서 타포니 풍화양상을 보여 
주는 곳이 많으며(그림 4-37a), 특히 양양군 죽도의 타포니는 풍화에 대한 대
표적인 답사코스로 알려져 있다(권동희, 2006). 양양군 현남면 지역에서는 낮
은 언덕의 정상 부근에 풍화된 핵석이 모여 있는 풍화양상을 보여주기도 한다
(그림 4-37b). 핵석은 주문진화강암 내에도 잘 발달하고 있으나, 주문진화강암
의 핵석과 비교했을 때, 반상흑운모화강암 내의 핵석들이 분포도 적고 크기도 
작은 편이다. 이러한 풍화층의 삭박은 제3기에 이루어진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속초와 강릉을 잇는 영동 해안 지역의 삭박구릉지가 형성된 것으
로 추정되고 있다(장재훈, 1996).

양양군 후포매리에서 채취한 시료(그림 3-1)를 SHRIMP zircon U-Pb 방
법으로 연대 측정한 결과 172.2±2.4 Ma의 중기 쥬라기의 관입연대를 얻었다
(표 3-2, 그림 4-38). 이 연대는 조사지역을 관입한 중생대 화성암류 중에서 
가장 후기의 관입연대를 지시한다. 그러나 가장 먼저 관입한 것으로 추정되는 
흑운모화강암부터 대관령화강암, 강릉화강암, 주문진화강암, 반상흑운모화강암
까지 다섯 종류의 쥬라기 화강암들의 관입연대는 모두 오차범위 안에 있으므로
(표 3-2), 측정된 관입연대만으로 관입순서를 결정하기에는 무리가 있다. 따라
서 야외에서 관찰된 산상으로부터 반상흑운모화강암을 가장 후기에 관입한 암
체로 설정하였다(표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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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4-36. 반상흑운모화강암의 암상. (a) 장석반정이 많이 포함된 전형적인 
흑운모화강암. (b) 석재로 쓰이는 반상흑운모화강암 암상.

a b

그림 4-37. 반상흑운모화강암의 풍화양상. (a) 해안가에서 타포니 풍화양상을 
보이기도 함. (b) 낮은 언덕의 정상부에 풍화된 핵석이 모여 있는 양상을 보임. 

       그림 4-38. 반상흑운모화강암의 SHRIM U-Pb 연대측정 결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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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 세립질흑운모화강암

세립질흑운모화강암은 강릉도폭의 남동쪽 끝부분에 대관령화강암 내에 소
규모로 분포한다(그림 3-1). 주 구성암석은 유백색의 세립질 우백질 흑운모화
강암으로 왕산면 왕산리 장재교 부근에서 잘 관찰된다(그림 4-39). 이 암체에 
대한 연대측정은 시도하지 않았으나, 대관령화강암을 관입하고 있으므로 중기 
쥬라기에 관입한 일련의 화성암들이 관입한 후에 관입한 것으로 추정된다. 따라
서 다음에 언급할 각섬암과 함께 쥬라기 이후에 관입한 시대미상의 암체로 설
정하였다.

강릉시 왕산면 왕산천 장재교 주변의 세립질흑운모화강암에는 포트홀(pot 
hole) 또는 돌개구멍이라고 부르는 풍화양상이 잘 나타난다(그림 4-39). 보통 
이런 돌개구멍은 유속이 강한 곳에서 절리를 따라서 형성되는 것이 일반적이며, 
여러 돌개구멍이 형성된 후 연결되고 넓어지면서 하상이 파괴되고 평탄화되게 
된다(권동희, 2006).

           그림 4-39. 세립질흑운모화강암의 노두. 여러 곳에서
           돌개구멍이 형성되어 있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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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 각섬암

각섬암은 제왕산 부근에서 상부 평안누층군과 대관령화강암을 북서-남동 
장축 방향의 타원형태로 관입한다(그림 3-1). 이 암체의 크기는 가장 긴 북서
-남동 방향으로 길이는 약 1.5 km이며, 폭은 최대 약 500 m이다. 각섬암은 대
관령에서 제왕산으로 가는 임도를 따라서 잘 관찰된다.

암상은 위치에 따라서 변화가 크다. 각섬석 장축의 크기가 약 5 mm 내외
인 경우가 일반적이지만(그림 4-40a), 부분적으로 5 mm 이하(그림 4-40b), 
또는 1 cm 정도로 크게 나타나기도 한다(그림 4-41a). 현미경 하에서는 대부
분 각섬석과 사장석으로만 구성되어 있다(그림 4-41b). 조사지역의 각섬암은 
상부 평안누층군과 대관령화강암을 관입하고 있으며, 엽리면이 없이 괴상을 보
인다. 따라서 그 관입 시기는 쥬라기의 화강암류가 정치한 후로 보았다.

a b

그림 4-40. 다양한 크기의 각섬석이 발달하는 각섬암의 암상.
a b

그림 4-41. 각섬석의 장축 길이가 1 cm에 이르는 각섬암(a)과 각섬석과 사장
석만으로 구성된 현미경사진(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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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 암맥류

암맥류는 산성 암맥, 반화강암질 암맥, 중성 암맥 등이 관찰되며, 염기성 
암맥은 관찰되지 않는다. 산성 암맥은 다양한 크기와 연장을 보이며 발달하며, 
석영반암, 화강반암, 페그마타이트 등의 암상으로 산출한다. 중성 암맥은 소규
모로 매우 드물게 발달한다.

강릉시 산성면 어흘리의 하제민원에서 상제민원으로 이어지는 골짜기를 따
라서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화강반암과 페그마타이트 암맥들이 강릉화강암 내
에 매우 잘 발달한다(그림 4-42a). 최대 1 m 두께의 암맥들이 서로 평행하게 
20 m 이상 길게 연장된다. 산성면 오봉리의 강릉저수지 북쪽에서도 남항진섬록
암 내에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산성 암맥들이 잘 발달한다(그림 4-42b). 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은 왕산천과 강릉저수지, 강릉남대천을 잇는 선형구조와 평
행한 방향으로 암맥류가 관입한 균열들이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선형구조 형성
과 관련이 있음을 지시한다.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산성 암맥들도 왕산면 왕산교 부근과 성산면 북산리 
버들고개 부근에서 관찰된다. 산성면 관음리 보현사 부근에서는 서북서 방향의 
석영반암이 수십 m 규모의 폭으로 비교적 크게 발달한다.

중성암맥은 강릉시 어흘리 금바위 부근에서 북북서 방향의 능선을 따라서 
발달한다.

a b

그림 4-42. 북북동-남남서 방향의 산성 암맥들. (a) 산성면 어흘리 골짜기에
서 발달하는 여러 조의 산성 암맥들. (b) 강릉저수지 북쪽의 남항진섬록암에 발
달하는 산성 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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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해안단구층

해안단구는 해안을 따라 다양한 규모로 발달하고 있다. 양양군 광진리, 전
포매리, 남애리에 해안단구로 추정되는 평탄한 지형이 작은 규모로 발달한다. 
이 해안단구들은 해발고도 60 m에서 90 m 사이에 위치하며, 해안단구층은 모
두 삭박되어 현재는 관찰되지 않는다. 대규모의 해안단구는 강릉시 강동면 안인
진리에서부터 정동진을 거쳐 심곡리까지 해안에 접하여 잘 발달한다. 여러 층 
준의 해안단구가 인식된다고 보고되고 있으나, 가장 전형적이고 규모가 큰 것은 
정동진 이남에 분포하는 것들이다. 조사지역 밖이기는 하나 강릉시 강동면 심곡
항을 중심으로 남북으로 길게 분포하는 정동진해안단구는 천연기념물 제437호
로 지정되어 있다(그림 4-43a). 정동진해안단구는 해발고도 75 m에서 85 m 
사이에 위치하며, 대략 4 km의 길이와 1 km의 폭을 보인다.

정동진 지역의 해안단구층은 분급이 좋지 않고 원마도가 높은 사력들로 주
로 구성되며, 정동진 해안단구의 북단에서 상부 평안누층군과 단구층과의 경계
를 볼 수 있다(그림 4-43b). 상부 평안누층군은 정동진 해안단구층의 기저를 
이루고 있으며, 해안을 따라서 수직의 단구애를 형성하고 있다. 단구애를 형성
하고 있는 상부 평안누층군은 북동방향의 주향과 북서쪽으로 약 30° 경사하는 
매우 일정한 방향성을 보여준다. 정동진의 해안단구면은 5개의 단구면이 나타
나며, 적어도 다섯 차례 이상의 간빙기를 겪은 것으로 알려져 있다. 정동진 해
안단구층의 형성시기는 제3기 말에서 제4기 초로 알려져 있다.

a b

그림 4-43. 정동진해안단구와 단구퇴적층. (a) 정동진해안단구, 천연기념물 제
437호. (b) 평안누층군의 상위에 부정합으로 쌓인 해안단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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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 고위 하안단구층

과거의 하천 하상이 현재의 하상보다 높은 곳에 위치하는 지형을 하안단구
라고 하고, 여기에 퇴적된 지층을 하안단구층이라고 한다(권동희, 2006). 강릉
-주문진도폭 지역에 발달하는 고기하성층을 분포하는 해발고도에 따라서 고위 
하안단구층과 저위 하안단구층으로 구분하였다(표 3-2, 그림 3-1). 고위 하안
단구층은 저위 하안단구층에 비해서 더 고지대에 위치하며, 분포 모양이 불규칙
하고 작다. 고위 하안단구층은 대부분 낮은 능선지역에서 관찰되며, 사력층으로 
구성되는 반면에, 저위 하안단구층은 현재 경작지로 이용되며, 현생 하성층으로 
이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고위 하안단구층은 강릉시 남부 지역에서 해발고도 약 80~90 m 사이에 
분포하고 있으며, 기반암인 중생대 화강암이나 후기 고생대의 사암을 부정합으
로 덮으며 여러 곳에서 발달하고 있다. 고위 하안단구층은 강릉시 구정면 제비
리 부근에 집중적으로 여러 지역에 분포하며(그림 3-1), 특히 강릉예술고교가 
위치하는 남북 방향의 능선을 따라서 강릉화강암을 덮으며 두껍게 발달하는 양
상이 잘 관찰되며, 고위 하안단구층의 대표적인 단면이다. 이 지역의 고기하성
층은 주로 분급이 불량한 다양한 크기의 역들로 구성된 사력층이며(그림 
4-44a), 역층과 모래층의 분리는 관찰되지 않는다. 이 지역의 고위 하안단구층
은 과거에 남동쪽 산악지역에서 강릉남대천으로 흐르는 고수류를 따라서 형성
된 것으로 보인다.

a b

그림 4-44. 80~90 m 고도에서 능선을 따라 분포하는 고위 하안단구층. (a) 
강릉시 구정면 제비리에 발달하는 고위 하안단구층. (b) 강릉시 강동면 상시동
리에 발달하는 고위 하안단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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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릉시 강동면 덕현리와 상시동리에서도 현 하상과 평행한 방향으로 고기
하성층이 길게 발달한다. 이 지역의 고기하성층은 남항진섬록암과 평안누층군의 
사암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고기하성층을 구성하는 사력층은 구정면 제비
리에 비해서 역의 비율이 적으며, 역의 크기 또한 작다(그림 4-44b). 이 지역
의 고기하성층은 동해로 흐르는 군선천에 의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너. 저위 하안단구층
저위 하안단구층은 지역적인 차이는 있으나, 현하상보다 5 m 내지 10 m 

높은 고도에 발달하고 있다. 고위 하안단구층이 비교적 높은 고도에 발달하는 
반면에, 저위 하안단구층은 낮은 고도에서 경작지나 택지로 사용되면서, 현생 
하성층으로 연장되는 경우가 많다(그림 3-1).

저위 하안단구층이 가장 넓게 발달하는 지역은 강릉시 단구면 학산리, 금광
리, 담산동, 박월동 지역으로, 서쪽의 칠성저수지에서 흘러나오는 어단천과 동
쪽의 동막저수지에서 나오는 섬석천 사이에 넓은 평야지대를 형성하고 있으며, 
금광평이라고 부른다(그림 3-1, 4-45). 금광평은 두 저수지 부근에서는 저위 
하안단구층이 길이와 폭이 각각 약 2.5 km 규모로 발달하고 있으며, 하류 쪽으
로 현생 하성층이 넓게 발달하고 있다.

그림 4-45. 금광평의 위치.

저위 하안단구층이 분포하는 또 다른 지역으로는 조사 지역에서 가장 큰 
강 중에 하나인 연곡천 주변으로, 강릉시 연곡면 송림리와 행정리에 연곡천의 
북안을 따라서 저위 하안단구층이 분포한다. 연곡천을 따라 발달된 고기하성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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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현하상보다 5 m 내외의 높은 곳에 연곡천과 평행한 방향인 동서 방향으로 
약 3 km에 걸쳐서 최대 약 500 m 폭으로 발달한다(그림 4-46a).

이 외에도 강릉시 강도면의 군선천 부근에서도 저위 하안단구층이 약 10 
m 이상의 두께로 발달하며, 이 지역에서는 역층과 모래층이 평안누층군의 사암 
위에 층리를 형성하며 발달한다(그림 4-46b).

a b

그림 4-46. 저위 하안단구층. (a) 경작지로 사용되는 연곡천 주변의 고기하성
층. (b) 군선천 주변의 고기하성층은 역층과 모래층이 잘 발달.

더. 충적층과 산록층

하천을 따라 발달하는 충적층은 현 하천의 하상을 따라 발달하고 있는데, 
주문진도폭의 신리천, 연곡천과 강릉도폭의 사천, 강릉남대천과 그 상류의 도마
천, 섬석천, 군선천, 임곡천과 그 지류들을 중심으로 발달한다. 이 외에도 해안
으로 유입되는 소하천을 따라 작은 규모의 충적층들이 발달하고 있다. 현생 충
적층들은 대부분 경작지로 사용되고 있다.

산록층은 대궁산, 세봉, 능경봉을 잇는 산록의 동측 사면과 강릉도폭 남쪽
의 오봉산, 매봉산, 망덕봉, 청학산, 괘교산의 급사면에 발달하나, 그 규모는 그
리 크지 않으며, 주로 암설과 암괴들로 이루어진다. 대체로 화강암으로 이루어
지는 대관령 중심의 산록에서는 발달 빈도도 낮고 규모도 작다. 반면 평안층군
의 변성퇴적암이 분포하는 지역에서는 상대적으로 큰 규모의 산록층을 발달시
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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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구조
강릉-주문진 도폭 지역은 많은 지역에 변형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중생대 

화강암이 넓게 분포하여, 야외에서 지질구조의 선후관계로부터 각 지질구조의 
형성시기를 알기는 어렵다. 다만, 강릉 이남의 강릉 탄전 지역에서는 고생대 후
기의 평안누층군 내에 엽리구조, 압쇄구조, 선구조, 단층구조, 습곡구조와 같은 
형성시기를 달리하는 다양한 지질구조가 발달하므로, 강릉 탄전 지역의 연구를 
통해서 이 지역 전반에 대한 지질구조의 형태와 지질구조 발달사를 해석할 수 
있다.

평안누층군의 퇴적 이후, 연구지역 내에서 최소한 1회의 압쇄작용, 3회의 
습곡작용, 3회의 단층운동이 확인된다. 기존의 강릉탄전 지질도에서 지층의 반
복은 대부분 습곡작용의 결과로 해석되었다. 그러나 이번 지질조사에 따르면, 
북서 내지 북북서 방향으로 반복되는 지층들은 습곡작용에 의한 것이 대부분이
며, 북동 방향으로 반복되는 지층들은 대부분 역단층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러한 결과를 바탕으로 작성한 강릉탄전 지역에서 일어난 주요한 
변형작용과 그 결과인 주요 지질구조에 대한 단면도는 그림 5-1과 같으며, 이
를 정리하면 표 5-1과 같다.

이근착(1981)은 강릉탄전의 지질구조는 임곡단층을 경계로 동부와 서부가 
상이하다고 보고하였다. 그에 따르면 동부 지역은 습곡의 형태가 첨예하고 복잡
하나, 서부 지역은 단순하다고 보고하였으며, 이는 이번 조사결과와 대략적으로 
일치한다. 그러나 그는 반복되는 지질의 대부분을 습곡작용의 결과로 설명하였
으며, 남북방향의 힌지를 갖는 앙장산향사, 쾌일치배사, 기마봉향사, 금진리배사 
등의 서경하는 등사습곡을 보고하였다(이근착, 1981).

그림 5-1. 강릉탄전 지역의 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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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5-1. 강릉-주문진 도폭지역의 주요 변형작용과 지질구조.
번
호 주요 변형 작용 주요 지질 구조

D1 광역적 면구조 (Sr), 압쇄면구조 
(Sm), 광물신장선구조 (Lm) 형성 -

D2 NNW 방향의 습곡구조와 
파랑선구조 (Lcr) 형성 도마리배사구조, 늘목재배사구조

D3 N-S 방향의 습곡구조 형성 칠성산향사구조

D4 NNE-SSW 방향의 역단층과 
습곡구조 형성

언별리충상단층, 망덕봉충상단층 
송촌충상단층, 대포동충상단층

D5 NNE-SSW 방향의 정단층 형성 -

D6 NNE-SSW 방향의 주향이동단층 
형성 임곡단층

각 변형작용의 형성시기에 대해 추정해보면 다음과 같다. 먼저 D1의 광역
적 면구조(Sr)와 압쇄면구조(Sm)의 형성은 평안누층군의 퇴적이 완료된 이후 
이므로, 트라이아스기일 확률이 높다. 남항진섬록암에 압쇄구조가 일부 형성되
어 있으며, 남항진섬록암의 정치시기는 약 232 Ma 이므로, 이를 고려하면 D1
의 형성시기는 232 Ma 이후로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속한다. 또는 압쇄면구조
는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형성되고, 광역적인 면구조는 전기나 중기 트라이아스
기에 형성되었을 가능성도 있다.

D4 시기에 형성된 NNE-SSW 방향의 역단층은 강릉화강암에 의해서 절단
되며, 강릉화강암의 관입시기는 약 174 Ma 이므로, 232 Ma에서 174 Ma 사이
에 최소한 D1, D2, D3, D4 변형작용이 연속적으로 일어났다고 볼 수 있다. D5 
변형작용에 의해 정단층이 발달하는 시기에 강릉화강암의 관입이 있었을 가능
성이 높다. D6 변형작용인 주향이동단층의 형성은 쥬라기 화강암류가 관입한 
후에 일어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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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압쇄구조

압쇄구조는 두 지점에서 뚜렷이 관찰된다. 첫 번째는 강릉시 강동면 모전리 
태봉교 부근에 노출된 중부 평안누층군의 사암 내에 발달하는 압쇄구조로 뚜렷
한 S-C 조직을 보여준다(그림 5-2a). 이 노두에서 C면은 층리면과 평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S면은 C면과 고각으로 교차하면서 C면을 따라서 끌린 모습을 
보여준다. S면이 끌린 모양으로 부터 이 압쇄구조는 상부가 남동쪽으로 이동한 
역감각을 지시한다. 압쇄구조와 수반된 것으로 생각되는 광물신장선구조가 주로 
상부 평안누층군과 중부 평안누층군 내에서 측정되었다. 측정된 광물신장선구조
는 방위각으로 340°에서 360° 사이에 위치하며, 압쇄작용이 남쪽으로 향했음을 
지시한다(그림 5-3).

또 다른 압쇄구조는 강릉시 강동면 덕현리 송담서원 부근에 노출된 남항진
섬록암 내에서 관찰된다(그림 5-2b). 이 노두에서는 압쇄작용이 심하고 압축력
이 강하여 압쇄작용의 감각을 판단하기는 어렵다. 다만, 여기서 측정된 압쇄구
조의 방향성은 주변에 분포하는 상부 평안누층군의 층리의 방향성과 평행하다. 
이 노두가 갖는 중요한 의미는 압쇄구조의 형성시기를 규제할 수 있다는 것이
다. 즉, 남항진섬록암의 관입연대가 약 232 Ma 이므로, 압쇄구조를 형성시킨 
압쇄작용은 232 Ma 이후에 일어난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지금까지 한반도에 보고된 주요 전단대에 대한 연구내용은 다음과 같다. 먼
저 연구지역의 남쪽인 대화지역에서 화강암과 장산규암층 사이에 발달하고 있
는 압쇄대는 고생대 초에 활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남쪽 방향의 역감각을 
지시한다(김정환과 기원서, 1991; 김정환 외, 1996). 경기육괴 북서부에서 경
기육괴와 임진강대의 경계단층으로 제시된 경기전단대는 약 226 Ma에 활동하
였으며(Kim et al., 2000), 북 내지 북북서 방향의 정감각을 지시하는 것으로 
보고되었다(Kim et al., 2000; 기원서 외, 2005). 경기육괴 동부의 양구 지역에
서 보고된 전단대는 그 형성 시기는 분명하지 않으나 서쪽 내지 북서쪽 방향의 
정감각이 관찰되었다(김유홍과 황재하, 2009) 호남 지역의 여러 전단대는 약 
180~160 Ma 사이에 수차례 활동한 것으로 보고되었으며, 모두 우수향의 주향
이동성 전단작용이 분명하다(권성택과 이진한, 1997; 사공희, 2000; Kim et 
al., 2000; 이승렬 외, 2003; 정연중 외, 2008; 강지훈, 2010). 이를 종합하면 
경기육괴 북쪽은 정감각의 전단대가 우세하게 관찰되며, 호남지역 옥천대 주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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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우수향의 주향이동 전단대가 우세하다.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전단대는 남동방향의 역감각을 보여주며, 약 232 

Ma에 관입한 남항진섬록암을 변형시켰고, 약 174 Ma에 관입한 강릉화강암에
는 영향을 주지 못 했다. 따라서 강릉도폭 지역에서 관찰되는 전단대는 232 
Ma에서 174 Ma 사이에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기존에 보고된 전단대 중
에서 약 226 Ma에 형성된 경기전단대와 활동시기가 동일할 가능성이 가장 높
으나, 전단대의 전단감각이 다르다. 호남 지역의 전단대의 활동초기와 활동시기
가 일치할 가능성도 있으나, 역시 전단감각이 서로 매우 다르다. 전단감각만을 
보았을 때는 대화지역에서 보고된 임계압쇄대와 매우 유사하며, 연구지역과의 
거리도 가깝다. 그러나 임계압쇄대는 그 활동시기를 고생대 초로 보고되어, 연
구지역의 압쇄암과는 매우 다른 활동시기를 보여준다.

a b

그림 5-2. 전단대. (a) 중부 평안누층군의 사암 내에서 발달하는 S-C 전단구
조. (b) 남항진섬록암에서 발달한 전단대.

                         그림 5-3. 광물신장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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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습곡구조

습곡구조는 조사지역에서 습곡의 방향성, 습곡의 모양, 다른 구조와의 관계
로부터 총 3 종류의 습곡구조가 인지되나, 안인진리의 북북동 방향의 습곡은 
역단층에 수반된 습곡구조로 해석된다. 가장 먼저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습곡구
조는 평안누층군 내에 북서 내지 북북서 방향의 힌지를 갖는 대규모의 습곡구
조들이다. 대표적인 예로 강릉시 왕산면 도마천을 따라 발달하는 배사구조(도마
리배사구조)와 강릉시 성산면 산북리에 발달하는 배사구조(늘목재배사구조), 강
릉시 강동면 임곡리에 발달하는 일련의 배사구조와 향사구조를 들 수 있다. 이 
습곡구조들은 익간간이 일정하지 않으나, 일반적으로 익간각이 90° 이내이며 
부분적으로 등사습곡의 형태로 관찰되기도 한다. 힌지나 힌지면도 일정하지 않
은 불규칙한 형태를 보인다. 이러한 특징은 습곡구조가 형성된 후에 후기의 여
러 차례의 변형작용을 통해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이 습곡들의 힌지와 평행하게 파랑선구조들이 발달하는 것으로부터(그림 
5-4), 이 습곡작용 전에 또 광역적인 엽리면을 형성한 변형작용이 먼저 존재하
였다는 것을 유추할 수 있다. 북북서 방향으로 일정하게 발달하는 파랑선구조는 
평안누층군 전체에 걸쳐서 관찰되며, 특히 중부 평안누층군의 천매암 내에서 매
우 잘 발달한다. 대부분의 지역에서 광역적인 엽리면과 층리는 평행하나, 강릉
시 왕산면 도마리에서는 광역적인 엽리면과 층리가 사교하기도 한다. 도마리의 
늘목재 부근에서는 광역적 엽리면과 층리면이 평행하게 발달하며, 이에 고각으
로 파랑엽리면이 발달한다(그림 5-5). 

a b

그림 5-4. (a) 상부 평안누층군의 규암 내에 발달한 파랑선구조(Lcr). (b) 상
부 평안누층군의 천매암 내에서 관찰되는 광역면구조(Sr)와 파랑엽리면(Sc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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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5. 중부 평안누층군 내에서 관찰되는 파랑선구조(Lcr)와 파랑엽리면
(Scr). 대부분의 노두에서 광역면구조(Sr)와 층리면(S0)은 평행하여 S0-r을 
형성.

강릉시 구정면 산북리 좌망두 마을에서 늘목재에 이르는 북북서-남남동 방
향의 골짜기를 따라서 북북서 방향의 배사습곡구조가 발달한다(늘목재배사구조; 
그림 5-6). 배사구조는 최소 2.5 km 이상 추적된다(그림 3-1). 배사습곡구조
의 힌지를 따라서는 암회색의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되는 중부 평안누층군이 노
출되며, 양쪽 산비탈면을 따라서 유백색의 사암인 상부 평안누층군이 분포한다. 
힌지 부위는 그림 5-6a에서 보이는 바와 같이 힌지 부분에 여러 단층이 발달
하여 층리면의 변화가 갑작스럽다. 늘목재배사구조의 힌지는 160°(340°)/00° 
이며, 힌지면은 N26°W/45°NE로 측정된다.(그림 5-6). 관찰되는 힌지 부분의 
익간각은 약 90°이나 주변의 층리면의 자세는 모두 북동방향으로 유사한 각을 
가지고 경사하고 있다. 이러한 특징은 큰 규모로 보았을 때, 늘목재배사구조의 
익간각은 90° 이내로 밀착습곡이나 등사습곡과 유사한 형태일 가능성이 높다. 
이러한 특징을 바탕으로 작성한 지질단면은 그림 5-1과 같다.

늘목재습곡구조와 유사한 성격의 배사구조가 늘목재배사구조의 남서쪽에 
또 한조가 발달한다. 이 습곡구조는 강릉시 성산면 도마리의 도마천 남서쪽에 
위치하여 도마리습곡구조로 명명하였으며, 이 배사습곡에 의해서 평안누층군이 
다시 한 번 반복된다. 이 습곡구조의 힌지는 세재교 부근에서 거의 동서 방향으
로 회전하며, 습곡의 형태는 등사습곡의 형태로 유추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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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6. 평안누층군 내에 발달하는 늘목재배사구조.
          습곡은 밀착습곡 내지 등사습곡이며, 축부에 단층이 발달.

a b

그림 5-7. (a) 늘목재배사구조의 힌지 방향. (b) 전체 지역에서 측정된 파랑선
구조의 방향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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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 습곡구조는 평안누층군이 분포하는 전 지역에 영향을 주는 대형 
습곡으로 도폭 밖 남쪽에서 칠성산 부근을 지나가므로 칠성산향사로 명명하였
다(그림 5-8). 이 향사구조의 힌지는 강릉시 단구면 칠성저수지 부근에서 시작
되어 남쪽으로 이어지며, 칠성산 부근을 지나서 도폭 지역 밖 남쪽으로 연장되
어 석병산 지역으로 계속된다. 추적되는 힌지의 길이만 최소 약 7 km에 이른
다. 이 남북 방향의 힌지를 경계로 하여 동측에서는 대부분의 층리면이 북북동 
주향에 서북서 방향의 경사를 보여주는 반면에, 서측에서는 층리면들이 북서 방
향의 주향에 북동 방향의 경사를 보여준다. 전체 지역에서 측정된 층리면을 하
반구 투영한 결과, 북쪽으로 약 25° 경사하는 남북 방향의 뚜렷한 힌지가 나타
나며, 층리의 극점이 가장 집중되는 두 지점 사이의 각은 약 90°이다(그림 
5-13a).

칠성산향사구조의 동측에 임곡단층이 지나는 위치를 따라서 하부층인 석병
산층이 북쪽으로 길게 노출되어 있다. 이는 칠성산향사구조와 평행한 배사구조
의 존재 가능성을 의미한다. 그러나 예상 위치 주변의 층리를 측정한 결과 뚜렷
한 배사구조가 나타나지는 않는다. 이것은 후기의 변형작용들이 겹치면서 층리
의 자세를 교란했을 가능성이 높다.

   그림 5-8. 강릉탄전에서 칠성산향사구조(CSS)와 임곡단층(IGF)의 위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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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단층구조

3회 단층운동의 정확한 시기는 확인하기 어려우나, 상호 절단관계로부터 
상대적인 선후관계는 확인이 가능하다. 야외에서 확인된 선후관계에 의하면 가
장 먼저 일어난 단층운동은 연구지역에 북북동-남남서 내지 북동-남서 방향의 
역단층을 형성한 단층운동이다(그림 5-9). 이 역단층 운동에 의해서 강릉시 강
동면 안인진리 지역에서 중부 평안누층군이 최소한 3회 반복되고 있다. 강릉시 
강동면 안인진리 해안가 허이대 부근에는 강릉화강암이 관입을 하고 있으며, 역
단층은 이 강릉화강암에 의해서 절단되고 있다. 이 지역에서 채취한 강릉화강암
에서 측정된 SHRIMP zircon U-Pb 관입연대는 173.8±1.2 Ma와 174.6±1.1 
Ma이다. 따라서 역단층 운동은 평안누층군이 퇴적된 후에 약 174 Ma 전에 일
어난 것으로 인정된다.

이 단층운동에 의해서 형성된 역단층들을 하반구 투영하면, 단층의 주향은 
북동 내지 북북동 방향이나, 방향성은 넓은 스펙트럼을 보인다. 그러나 단층면
에 발달한 단층조선은 일정하게 북북서 방향을 지시하며, 350±20°의 편차를 
가지고 있어 비교적 잘 집중되는 양상을 보인다(그림 5-11). 따라서 이 역단
층은 북북서 내지 남북 방향의 압축응력에 의한 변형결과로 해석된다.

기존 강릉탄전지질도에서 중부 평안누층군의 반복을 습곡작용에 의한 것으
로 해석하였으나, 이번 조사에서는 최소한 북북동 주향 방향으로 반복되는 중부 
평안누층군은 역단층에 의해서 반복되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황재하 외, 
2011). 이 역단층 운동에 수반되어 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의 힌지를 갖는 습곡
구조들이 부분적으로 발달한다.

     그림 5-9. 상부 평안누충군 내에서 발달하는 남북 방향의 충상단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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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그림 5-10. 소규모 단층에서 인지되는 역단층운동.

그림 5-11. 역단층과 정단층의 응력 분석, 빨간 동그라미: 역단층에 대한 복원
된 최소응력축, 파란 네모: 정단층에 대한 복원된 최대응력축, 검정색 화살표는 
주 응력축 방향.

a b

그림 5-12. 소규모 단층. (a) 서로 다른 두 단층운동을 지시하는 단층조선. 
(b) 좌수향 주향이동 감각을 보여주는 단층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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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째로 인지되는 단층운동은 정단층 운동이다. 정단층 운동의 특징을 보
이는 단층조선은 역단층의 기하를 가지고 있는 단층면에 중복되어 나타나는 경
우가 흔하다. 일부는 역단층의 단층조선을 마모하고 정단층의 운동감각을 가지
는 단층조선이 형성되어 있어, 단층운동의 상대적 순서를 확실하게 보여준다(그
림 5-12a). 정단층에 대한 응력분석은 첫 번째 역단층 운동의 응력방향과 거
의 유사한 방향성을 보여준다(그림 5-11). 따라서 정단층 운동은 역단층 운동
이 일어난 후에 유사한 응력상태에서 일어난 것으로 해석된다. 이 의미는 역단
층을 형성한 압축력이 개방될 때 유사한 응력방향에 의해서 정단층들이 형성되
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마지막으로 조사지역에서 가장 큰 규모의 지질구조인 임곡단층을 형성시킨 
단층운동이 일어났다. 임곡단층은 강릉탄전 지역에서 약 20 km 이상 추적되는 
단층으로 단층의 방향은 약 N15°E이며, 고각의 수직단층이다. 강릉탄전 보고서
에서 임곡단층은 동측이 떨어진 수직단층으로 보고하였다(동아응용지질콘설턴
트, 1975). 임곡단층의 연장부에서 남북 방향의 소단층에서는 우수향의 주향이
동을 지시하는 단층조선이 관찰되며, 임곡단층에 따른 만항층의 겉보기 수평 변
위량은 약 2.9 km에 이른다. 따라서 임곡단층은 동쪽 지괴가 떨어진 정단층 운
동과 우수향 주향이동이 복합적으로 일어난 단층일 가능성이 높다. 그리고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임곡단층은 기존의 존재했던 배사습곡구조의 축부를 따라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임곡단층은 대규모의 선형구조를 형성하고 있으며, 이와 유사한 북동-남서 
방향의 대규모 선형구조가 강릉저수지 부근에서 관찰된다(그림 3-1). 이 선형
구조는 평창군에서 시작하여, 강릉시 왕산면의 왕산천과 강릉남대천으로 이어지
는 수계를 형성하고 있다. 이 선형구조가 단층인지의 여부를 확인하고자 하였으
나, 강릉저수지 부근에서 소규모의 단층만이 관찰되었으며, 단층을 따른 지층의 
변위는 인지되지 않았다.

이 외에도 국부적으로 한정된 분포를 보이기는 하나, 주향이동을 지시하는 
소규모 단층들이 발달한다. 이들은 단층 응력 분석에서 대체로 서북서-동남동 
방향의 최대응력축을 지시하며(그림 5-11b), 역단층 운동을 보이는 단층들과
는 최대응력축의 방향이 반시계 방향으로 회전한 양상을 보여준다. 이 압축응력 
방향은 현생 응력축과 유사한 모습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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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구조구 분석

조사지역을 주요 지질구조에 따라서 3개의 구조구로 나누어서 평안누층군 
내에 발달한 지질구조의 방향성을 비교해 보았다. 구조구는 조사지역에서 가장 
대규모의 지질구조인 임곡단층과 칠성산향사를 기준으로 하여, 임곡단층 동부를 
구조구 1, 칠성산향사 힌지와 임곡단층 사이를 구조구 2, 칠성산향사 힌지 서부
를 구조구 3으로 설정하였다(그림 5-8).

먼저 층리를 하반구 투영하였다(그림 5-13). 여기서 투영된 층리는 대부
분의 평안누층군 내에서 암상의 변화로 쉽게 인지되며, 광역적인 엽리와 평행한 
경우가 대부분이다. 도마리배사구조의 축부에서는 광역적인 엽리와 층리가 고각
으로 사교하는 경우가 많으며, 이 경우에는 광역적인 엽리는 투영하지 않았다.

전체 지역에서 측정된 층리를 투영한 결과, 층리들이 북북서 내지 남북 방
향의 습곡에 의한 영향을 광범위하게 받았음을 보여준다(그림 5-13a). 층리의 
방향성은 세 구조구에서 뚜렷한 차이를 보여준다. 구조구 1에서 층리들은 뚜렷
한 두 개의 집중점과 남북 방향의 습곡의 존재를 지시한다(그림 5-13b). 이러
한 특징은 구조구 1에서 발달하는 남북 방향의 습곡과 북북동 방향의 역단층에 
수반된 습곡구조들을 반영하는 것으로 생각된다. 구조구 2는 칠성산향사의 동
측 날개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층리들은 북동방향의 주향과 북서방향의 경사를 
일정하게 보여준다(그림 5-13c). 구조구 3은 칠성산향사의 서측 날개에 해당
하여, 대부분의 층리들이 북서 방향의 주향과 남서 방향의 경사를 보여준다(그
림 5-13d). 다만, 구조구 2가 한 개의 집중점을 보여주는 반면에, 구조구 3에
서는 대원을 이루며 넓게 퍼져 있는 형태를 보여준다. 이러한 형태는 북북동 방
향의 습곡작용의 영향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이 습곡작용은 북동 방향의 역단
층에 수반된 완만한 습곡작용일 가능성이 높다.

조사지역에서 측정된 파랑선구조를 하반구 투영한 결과, 전체 조사 지역에
서 매우 일정하게 방위각 350° 내외의 선주향을 보여주며, 선경사는 보통 45° 
이내로 저각이다(그림 5-7b). 구조구별 선구조 방향성의 차이는 뚜렷하지는 않
으나, 선경사의 경우 약간의 차이를 보여준다. 즉, 구조구 2의 경우 파랑선구조
의 선경사는 대부분 30° 내외로 발달하는 반면에, 구조구 1과 3의 경우는 거의 
수평 경사를 보여주며, 구조구 3에서는 부분적으로 남남서 방향의 선주향을 보
여주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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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3. 층리면의 하반구 투영 결과. (a) 전체지역. (b) 구조구 1. (c) 구
조구 2. (d) 구조구 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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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응용지질
가. 석산

반상흑운모화강암 분포지인 강릉시 현남면 견불리 지역에 동해석산과 양양
석산이 가행 중에 있다. 동해석산은 석재용로 채석 중이며, 양양석산은 쇄석골
재용으로 가행 중에 있다(그림 6-1). 강릉시 구정면 언별리에는 상부 평안누층
군 내에 석재를 채석한 흔적이 있으나 현재는 운영되지 않고 있다(그림 6-2).

a b

그림 6-1. 동해석산. (a) 동해석산의 채석장. (b) 동해석산에서 공급하는 반상
흑운모화강암 석재.

그림 6-2. 상부 평안누층군 내에 채석 흔적. 쇄석골재로 채석된 것으로 추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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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산

강릉도폭 남부 지역은 강릉탄전이 분포하는 지역으로, 강릉탄전은 영동지방 
강릉시 이남의 함탄 평안누층군 분포지를 통칭하며, 강릉시 왕산면, 구정면, 강
동면과 동해시에 걸쳐서 위치한다. 1980년대 말엔 등록된 광구 수가 총 90개에 
이르렀으나, 탄광합리화사업으로 1996년에 모든 탄광이 폐광되었다. 탄광은 임
곡단층을 경계로 하여 동서로 양분된다. 동쪽에는 석광탄광, 화성탄광, 강릉탄
광, 표곡탄광, 동국탄광 등이 있었으며, 서쪽에는 흥일탄광, 신일탄광, 영동탄광 
등이 있었다.

탄광들은 대략 탄폭이 0.5 m에서 1.2 m로 평균 0.8 m인 평안누층군 중부
의 함탄층을 가행대상으로 하였으며, 각 탄광 마다 1~4매의 탄층을 가행 대상
으로 하였다. 함탄층의 경사는 15°에서 50°이며, 심도는 해안 지역이 –400 m, 
임곡지역이 –600 m, 왕산지역은 –800 m로 보고되었다. 평균 탄질은 3,800 
kcal/kg으로 낮은 편이다. 강릉탄전은 약 190 km2의 면적에 분포하며, 전국 석
탄 매장량의 약 5%가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남원희, 1981). 생산
된 탄은 주로 강릉시를 비롯한 동해안의 도시들과 강동면 안인리의 영동화력발
전소에 공급되었다.

          그림 6-3. 과거 강릉탄전의 모습(사진: 한국학중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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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지질자연유산

강릉도폭에는 임곡동굴이 천연기념물로 지정하여 국가가 보존관리하기 위
한 과정에 있다. 임곡동굴은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의 석병산층 내에 발달하고 
있으며, 2011년 12월 현재 천연기념물로 지정 예고되어 있다(그림 7-1). 동굴
의 총연장은 570 m로 알려지고 있으며, 석순이나 종유석, 석주 등 2차 동굴생
성물이 다양하게 발달하고 있다.

그림 7-1. 임곡동굴 광장부에서 특징적으로 나타나는 백색의 석순 군락 (사진: 
한국동굴연구소 김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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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geological map of the Gangneung-Jumunjin sheets were mapped 
on a scale 1:50,000 as one of the basic projects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uring 2010~2011, fund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Republic of Korea.

The survey area is bounded by the coordinates of latitude 37°40′00″N 
~ 38°00′00″N, longitude 128°45′00″E ~ 129°00′00″E.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area include parts of Gangneung-si, Yangyang-gun, 
Pyeongchang-gun of Gangwon-do. The Gangneung-si occupies the most 
area of Gangneung-Jumunjin Sheets.

The southern part of survey area is famous for the Gangnueng 
coalfield, which is composed of Carboniferous to Permian sedimentary 
rocks. All coal mines of the coalfield were closed in the late 1990s. 

According to topographic feature, the survey area can be divided into 
two areas. The western part of area is characterized by N-S trending high 
mountain ridge, which belong to the Taebaek Mountains. Many E-W 
mountain ridges are branched from this mountain ridge toward east coast. 
In the southern part, several N-S trending mountains develop. The 
mountain ridges and valleys between them form a strong N-S lineaments 
in southern part and E-W lineaments in other parts. This topography is 
closely related to the geology and geological structure of the quadrangles.

The geological investigation was wholly dependent on the field 
reconnaissance based on 1:25,000 scale topographic maps. During the field 
survey, various structural data was collected for statistical analysis. The 
polarized microscopic observation of the thin sections was conducted for 
description of lithology and microstructure. And the geochronologic data of 
SHRIMP zircon U-Pb age were used for determination of geological 
sequ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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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GENERAL GEOLOGY

The Gangneung and Jumunjin sheets are located in the northeastern 
margin of Ogcheon belt. The Ogcheon belt, mainly composed of Phanerozoic 
formations, is thrust-and-folded belt between the Gyeonggi and Yeongnam 
massif. Survey area is consist of Ordovician limestone of the Choseon 
Supergroup, Carboniferous to Permian Pyeongan Supergroup, Mesozoic 
granites and Quaternary sediments (Table 1).

The Ordovician limestone, called as Seokbyeongsan Formation, is the 
lowermost formation in the quadrangle. The Gangneung coalfield in the 
southern part of Gangneung-si is mainly composed of the Pyeongan 
Supergroup, which is composed of the Manhang Formation, Middle 
Pyeongan Supergroup (Geumcheon Formation and Jangseong Formation), 
and Upper Pyeongan Supergroup (Hambaeksan Formation, Mangdeoksan 
Formation and Eonbyeolri Formation).

The Mesozoic granite can be divided into Namhangjin diorite 
(fine-grained diorite), biotite granite, Daegwanryeong granite (porphyritic 
biotite granite), Ganeung granite (hornblende granite), biotite granite, 
Jumunjin granite (two-mica granite) and porphyritic biotite granite in 
intruding order. All granite masses except the Namhangjin diorite, dated as 
Triassic time, are the Jurassic granite based on the SHRIMP zircon U-Pb 
age (Table 2).

Quaternary sediments can be divided into three units, upper fluvial 
terrace deposits, lower fluvial terrace deposits and alluvium according to 
the position in relation to river.



- 67 -

  Table 1. Stratigraphy of the Gangneung-Jumunjin quadrangles

Quaternary
Alluvium

Low-level fluvial terrace deposit
High-level fluvial terrace deposit

~ unconformity ~
Cretaceous Dikes

- intrusion -
Age unknown Amphibolite

Fine-grained biotite granite
- intrusion -

Jurassic
Porphyritic biotite granite

Jumunjin granite
Gangneung granite

Daegwanryeong granite
Biotite granite

Daebo
granite

- intrusion -
Triassic Namhangjin diorite

- intrusion -

Permian
Upper Pyeongan Supergroup

(Hambaeksan, Mangdeoksan and 
Eonbyeolri formations) Pyeongan

SupergroupCarboniferous
to Permian

Middle Pyeongan Supergroup
(Geumcheon and Jangseong formations)

Carboniferous Manhang Formation
~ unconformity ~

Ordovician Seokbyeongsan Formation Choseon
Supergor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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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2. Intrusion age of intrusive rocks by SHRIM zircon U-Pb age.
# age intrusiv rock intrusion age 

(Ma)
dating site
(WGS 84)

1 Jurassic Porphyritic biotite 
granite 172.2±2.4 37°57'11''/ 128°45'06''

2 Jurassic Jumunjin granite 173.6±1.7 37°54'02'' / 128°49'57''
3 Jurassic Jumunjin granite 175.6±2.1 37°54'00'' / 128°49'59''

4 Jurassic Gangneung granite 173.8±1.2 37°48'45'' / 128°53'58''

5 Jurassic Gangneung granite 174.6±1.1 37°43'27'' / 128°59'47''

6 Jurassic Daegwanryeong 
granite 176.1±0.8 37°40'32'' / 128°48'11''

7 Jurassic Biotite granite 176.3±1.2 37°46'58'' / 128°48'35''

8 Triassic Namhangjin diorite 232.2±1.9 37°40'32'' / 128°56'50''

9 Triassic Namhangjin diorite 231.2±2.0 37°42'23'' / 128°49'23''

2.1 Ordovician limestone of the Choseon Supergroup

The Seokbyeongsan Formation is the uppermost formation of the 
Choseon Supergroup in the area of Gangneung-Sanseongwoo, 
Seokbyeongsan and Okgye quadrangles. This formation is unconformably 
covered by the Manhang Formation, which is the lowermost formation of 
the Pyeongan Supergroup. The Seokbyeongsan Formation was correlated to 
the Makdong Limestone by GICTR (Geological Investigation Corps of 
Taebaeksan Region). In the survey area, the Seokbyeongsan Formation is 
mostly composed of massive to weakly laminated, white to bluish light 
gray limestone intercalated with dolomite and s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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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Carboniferous to Permian Pyeongan Supergroup

The Manhang Formation is a Carbonaceous formation and corresponds 
to the Hongjeom Series. This formation unconformably covers the 
Seokbyeongsan Formation and is overlain by the middle Pyeongan 
Supergroup. This formation consists of greenish light gray phyllite and 
shale, gray to dark gray shale and fine-grained sandstone. However, the 
purple shale and sandstone, which are the distinct features of the formation 
in other area, are not observed. The white limestone beds are intercalated 
as lens shape and two thin coal beds were reported.

The middle Pyeongan Supergroup, composed of Geumcheon and 
Jangseong formations according to previous study. In the fieldwork, we 
mapped the area using the middle Pyeongan Supergroup, because the 
Geumcheon and Jangseong formations is difficult to be differentiated from 
each others and the Geumcheon Formation is too thin to be recognized. 
The lower limit of the middle Pyeongan Supergroup is the level where the 
rock color becomes dark and the upper limit is the point the white to 
light-gray sandstone crops out. These two limits are all conformable.

Main lithology is dark-gray shale, siltstone, fine-grained sandstone, 
which are mostly metamorphosed to phyllite, and coaly shale is 
intercalated. Metamorphic minerals such as andalusite, chiastolite, garnet is 
well developed in the phyllite. Especially the andalusite is very big up to 
10cm in long axis and the development of chiastolite is very conspicuous 
feature in the middle Pyeongan Supergroup. In the lower part of middle 
Pyeongan Supergroup, it was reported that two limestone beds are 
intercalated in lenticular shape and the Carboniferous Moscovian fossils 
such as Fusulina, Fusulinella, Neostafella were reported in black limestone. 
The upper part of middle Pyeongan Supergroup has four coal beds and 
produces Permian plant fossils such as Annularia, Cordaites, Stigmaria, 
Tingia.

In the reports of Gangneung coalfield, they suggested the Mangdeoks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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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d Eonbyeolri formations over the Hambaeksan Formation, which is 
different from those of other coalfields. The distinguishing point is rock 
color, that is rock color changes from light-gray sandstone of the 
Hambaeksan Formation to dark-gray sandstone of the Mangdeoksan 
Formation and changes again to light-gray sandstone of the Eonbyeolri 
Formation. However, we concluded that the color change was not clear and 
it was difficult to trace geological boundary suggested by them. So we 
mapped the area using the upper Pyeongan Supergroup comprising the 
Hambaeksan, Mangdeoksan and Eonbyeolri formations. And the dark-gray 
beds of sandstone and shale are interpreted as intercalated beds in the 
upper Pyeongan Supergroup. From the shale of lower part of upper 
Pyeongan Supergroup, the Permian plant fossil Annularia was reported.

2.3 Mesozoic intrusive rocks

Medium-grained diorite is named as the Namhangjin diorite, which is 
weakly foliated and located in the south of Gangneung. Typical lithology of 
the Namhangjin diorite can be observed at Anmokhang and Gangneung 
Reservoir. the Namhangjin diorite is intruded and seperated by the 
Gangneung granite and biotite granite. The southern part of the Namhangjin 
diorite has contact with the Pyeongan Supergroup.

Namhangjin diorite is a medium-grained foliated diorite and composed 
of more finer grains than those of Gangneung granite. At most outcrops, 
weak foliation develops. Very homogeneous lithology is distinct feature and 
form talus around Gangneung reservoir. Magnetic susceptibility is very 
constant and shows around 0.14 mSI.

At some outrcrops, the Namhangjin diorite has many quartz grains and 
no foliation, which looks like the Gangneung granite. This feature is 
observed at Gusan-ri. If the Namhangjin diorite has a little amphibole 
grains, it can be called as granodiorite. Under the microscope the 
Namhangjin diorite is mostly composed of feldspar, amphibole and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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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intruding age of the Namhangjin diorite is dated as 232.2±1.9 Ma, 
231.5±2.0 Ma by SHRIMP zircon U-Pb method. This age is the oldest age 
among the Mesozoic intrusive rocks of this area. Therefore the Namhangjin 
diorite intruded at about 232 Ma and was intruded by several granitoids at 
around 175 Ma.

Biotite granite is a typical medium-grained biotite granite of Jurassic 
age. The biotite granite is seperated into the southern and northern masses 
by the Gangneung granite. At some outcrops this granite shows porphyritic 
texture, however the content of phenocrysts is lower than the porphyritic 
biotite granite, located in the most northern part.

Southern mass of biotite granite has little phenocryst and shows 
magnetitc susceptibility of 0.04~0.08 mSI, which is very low compared to 
the Gangneung granite and Namhangjin diorite. Southern mass is highly 
weathered to form low land, which is used for cultivation. Upon the 
southern mass the river terrace deposit is developed at 80~90 m. The 
northern mass is smaller and has more phenocrysts than the other mass. 
The magnetic susceptibility of mass is 0.05~0.07 mSI. The intrusion age 
is dated as 176.3±1.2 Ma by SHRIMP zircon U-Pb method.

The Daegwanryeong granite is named in this study and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This granite is porphyritic coarse-grained biotite granite 
and intruded by the Gangneung granite. The phenocrysts of the 
Daegwanryeong granite range from 5cm to 7cm in long axis. This granite 
has a lot of basement xenoliths of quatzite, biotite gneiss, mica schist and 
gabbro, which is thought to be originated from Precambarian basement 
around Mts. Jewang and Neunggyeong. The intrusion age of the 
Daegwanryeong granite is dated as 176.1±0.8 Ma by SHRIMP zircon U-Pb 
age. This intrusion age is the oldest age among the Jurassic intrusive rocks 
of mapped area.

The Gangneung granite is the coarse-grained horblende granite and 
newly named in this study. This granite is widely distributed in 
Gangneung-si and easily found in the downtown of Gangneung. Typic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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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ithology of the Gangneung granite is medium- to coarse-grained with a 
few mm to a few cm sized amphibole and feldspar phenocrysts. Many 
phenocrysts of feldspar show the zonal structure. Especially the Gangneung 
granite has many mafic enclaves, which range from a few mm to dozens 
cm in diameter. Generally mafic enclave is ellipse but at some outcrops 
elongated. The magnetic susceptibility is between 0.13 and 0.17 mSI, 
which is highest among the all granitoid masses of survey area. The 
intrusion age of the Gangneung granite is dated as 173.8±1.2 Ma and 
174.6±1.1 Ma.

The medium- to coarse-grained two-mica granite is named as the 
Jumujin granite, which is widely distributed around Jumujin-eup and 
continued to the Odaesan National Park. Grain size of the Jumujin granite 
fluctuates a lots. Generally the content and size of muscovite grain 
gradually decrease toward the east. At most outcrops the Jumujin granite 
shows the porphyritic texture with feldspar phenocrysts, which range from 
1cm to 3cm in long axis. The magnetic susceptibility is mostly low than 
0.03 mSI, which is lowest value among the Mesozoic intrusive rocks. 
Under microscope the Jumujin granite is composed of quartz, feldspar, 
biotite and muscovite grains. The intrusion age of the Jumujin granite was 
dated as 173±1.6 Ma and 174±2.4 Ma by SHRIMP zircom U-Pb age.

The porphyritic granite is situated at most northern part of the survey 
area. The mass has many big feldspar phenocrysts up to 4cm in diameter. 
Compared to the Sokcho granite, the content of phenocryst is lower and 
size is smaller. The magnetic susceptibility ranges from 0.03 to 0.05 mSI, 
which is higher than the Jumujin granite and lower than the Gangneung 
granite. The SHRIMP zircon U-Pb age indicates 172.2±2.4 Ma of intrusion 
age. This age is youngest age among the Mesozoic granitoid rocks. 
However, all intrusion ages from Daegwanryeong granite to Jumujin granite 
are within a margin of error indicating all Jurassic granitic masses intruded 
around 175 Ma.

Fine-grained biotite granite outcrops in the southwestern part of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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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ain lithology is milky-white fine-grained leucocratic biotite granite. 
Although the intrusion age is not clear, the fine-grained biotite granite is 
situated over the Jurassic granitoids because this rock intrudes the 
Daegwanryeong granite.

Amphibolite intrudes the Precambrian schists and Jurassic 
Daegwanryeong granite around the Mt. Jewang. This body is about 1.5 km 
long in NW-SE direction and 500m wide in NE-SW direction. The change 
of lithology is clear according to outcrops. Generally the size of amphibole 
is around 5mm and the maximum is about 1 cm. Under microscope it is 
composed of mostly amphibole and plagioclase.

Acidic dykes consists of quartz porphyry, granite porphyry and 
pegmatite. Generally the dykes intrude in N-S or NNE-SSW directions. 
Intermediate and basic dykes are very rare.

2.4 Quaternary sediments

Fluvial terrace means an old riverbed above a present riverbed and the 
sediments on the fluvial terrace are called as fluvial terrace deposits. The 
fluvial terrace deposits can be divided into two deposits according to level. 
High-level fluvial terrace deposit is located between 80m~90m above sea 
level and more irregular than the low-level fluvial terrace deposit, which is 
situated at only a few m higher than a present riverbed. The high-level 
fluvial terrace deposits are composed of unsorted pebbles and boulders in 
sandy matrix. The low-level fluvial terrace deposits show the bedding 
between conglomerate beds and sand beds. The low-level fluvial terrace 
deposits form the upper part of the wide plain in the southern of 
Gangneung and this plain is called as Geumgwangpyeong, which is very 
famous for an alluvial fan in the east coas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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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GEOLOGICAL STRUCTURES

Because most of survey area is covered by the Mesozoic granites, it is 
difficult to interpret geological evolution of area. Most structural data were 
acquired from the southern part.

After sedimentation of the Pyeongan Supergroup, at least one 
mylonitization, two folding events and three fault events are recognized in 
survey area. Previous interpretation of the Gangneung coalfield is that the 
repeated Pyeongan Supergroup is produced by folding. However, we 
reinterpreted this repetition is due to fold and thrust. NW- or 
NNW-trending repetition is formed by folding and NE- or NNE-trending 
repetition is attributable to thrusting. Table 3 is summary of deformation 
events and major geological structures based on the interpretation of 
various geological structures.

Mylonite is clearly observed at two outcrops. Near the 
Taebonggye(bridge) of Mojeon-ri, an S-C fabric of mylonite develops in 
the sandstone of the Jangseong Formation indicating top-to-the-SSE 
transport direction. In this outcrop the C fabric is parallel to a bedding 
plane. The trends of related mineral stretching lineations are measured 
between 340° and 360°.

At least three folding events are recognized based on the trend, shape 
and relation with other structures. The first folding event produced 
WNW~NNW trending tight folds such as Domari Anticline and Neulmokjae 
Anticline. The folds show irregular interlimb angle from 0° to 90° and 
non-cylindrical shape.

The second folding phase made very big N-S trending open fold with 
90° of interlimb angle. This fold is named as the Chilseongsan Syncline, 
which is traced over at least 7 km and affects all formations of the 
Pyeongan Supergroup.

About three faulting events are recognized and characterized by N-S 
compressional event, NE-SW extensional event and WNW-ES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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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mpressional event sequentially. SHRIMP zircon U-Pb age of the 
Geangneung granite, cutting the trace of the reverse faults by N-S 
compressional event, is this area indicates the emplacement age as 
173.8±1.2 Ma, 174.6±1.1 Ma. This means that the reverse faulting event 
terminated clearly at least before about 174 Ma.

The second faulting event is normal faulting. Generally the striations 
indicating normal faulting are overlapped on the first faulting surfaces. And 
the stress axes inducing normal faulting is identical to the stress axes of 
thrust faulting, which means the normal faulting occurred by stress 
releasing of the first faulting system. Finally the last faulting event was 
induced by WNW-ESE compressional stress regime, which made the Imgok 
Fault. The Imgok Fault can be traced over 20 km and shows the dextral 
strike-slip movement. The trace of horizontal displacement is about 2.9 
km.

Table 3. Deformation events and major geological structures
Deformation events Major geological structures

D1
Fomation of regional foliation, 
mylonitic foliation and mineral 

stretching lineation
-

D2 NNW-trending folding with 
crenulation lineation and cleavage

Domari Anticline
Neulmokjae Anticline

D3 N-S trending folding Chilseongsan Syncline

D4 NNE-SSW trending thrusting and 
folding

Eonbyeolri Thrust
Mangdeokbong Thrust

Songcheon Thrust
Daepodong Thrust

D5 NNE-SSW trending normal 
faulting -

D6 NNE-SSW trending strike-slip 
faulting Imgok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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