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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ort Note>

조선 층군 평창층군에 한 층서  치의 재조명

김령균․노성한․주성옥․조경남․우경식‡

강원 학교 지질학과

요  약

전기 고생대 퇴적암류인 조선누층군은 각 층군을 이루는 층들의 층서와 특징에 따라 태백층군, 영월층군, 평
창층군, 용탄층군과 문경층군으로 구분되어 왔다. 이중에서 평창지역에 분포하는 평창층군은 정선층과 입탄리

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정선지역에 분포하는 용탄층군 내에서도 평창층군과 동일한 암석학적 특징을 가지는 정

선층이 나타나기 때문에 평창층군을 용탄층군과 차별화하여 독립적인 층군으로 구분할 수 있는 기준은 입탄리

층이다. 입탄리층은 전체적으로 하부에 결정질 탄산염암 내에 편암(천매암)이 협재되어 나타나고, 상부로 갈수

록 다양한 규질 성분을 포함하는 결정질석회암으로 주로 이루어진다. 최상부에는 암회색 결정질 석회암과 담회

색 결정질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룬다. 지질도학적으로 입탄리층은 정선층의 주향방향에 위치하고 있어서 정선

층의 상부 혹은 하부 층으로서의 층서적 개념이 적용되기는 어렵다. 또한 입탄리층의 편암(천매암)은 정선층의 

셰일(천매암)과 대비되며, 최상부의 담회색-암회색의 탄산염암의 호층은 두 층에서 동일하게 분포된다. 이는 

입탄리층이 정선층과 동일한 층이지만, 입탄리층 주변에 중생대에 관입한 마그마로 인해 지역적인 열변질작용

의 영향을 받아서 정선층보다 더 심한 변질을 받았기 때문이다. 따라서 입탄리층에 의해 구분되어왔던 평창층

군은 용탄층군과 같은 층군으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다.

주요어: 입탄리층, 정선층, 평창층군, 용탄층군, 조선누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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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early Paleozoic Joseon Supergroup in Korea has been divided into Taebaeg, Yeongwol, 
Pyeongchang, Yongtan and Mungyeong groups, depending on the sequence of lithology. Among them the 
Pyeongchang Group distributed in Pyeongchang area is composed of the Jeongseon and Iptani formations. Because 
the Jeongseon Formation shows the similar lithological characteristics in the Pyeongchang and Yongtan groups, 
the basic difference between the two groups is the presence of the Iptani Formation. Schist and crystalline carbonate 
rocks are present in the lower part of the Iptani Formation and crystalline limestone becomes dominant upwards. 
In the uppermost part dark and light crystalline carbonate rocks are intercalated. Because the Iptani Formation 
is distributed along the strike direction of the Jeongseon Formation, stratigraphic interpretation of the Iptani 
Formation is not reasonable. Also, Because the schist (or phyllite) of the Iptani Formation are stratigraphically 
equivalent to the shale (or phyllite) of the Jeongseon Formation and the stratigraphic position of the intercalations 
of dark grey and milky white limestone are similar in both formations, the Iptani Formation should be considered 
to be the Jeogseon Formation which was altered and recrystallized by magma intrusion during the Mesozoic. 
Therefore, the Pychang Group should be regarded as the Yongtan Group.

Key words: Iptani Formation, Jeongseon Formation, Pyeongchang Group, Yongtan Group, Joseon Sup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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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한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은 전기 캄브리아기

에서 후기 오르도비스기에 이르는 전기 고생대층의 

퇴적암류이다. 옥천습곡대 북동부와 평남분지에 넓

게 분포하는 탄산염암과 일부 쇄설성암으로 이루어

진 조선누층군은 암석의 종류, 암석 내에 포함되어 

있는 화석, 여러 암석의 암층서 등의 차이와 그 지리

적 분포에 근거하여 태백층군, 영월층군, 용탄층군, 

평창층군, 문경층군 총 5개의 층군(group)으로 구분

되었다(Choi, 1998). 현재까지 조선누층군에 대한 

층서, 퇴적학 및 고생물학적 연구가 많이 이루어져 

왔으나, 이는 퇴적암의 특징을 잘 나타내는 태백층

군과 영월층군을 대상으로 집중되었다(e.g., Woo and 

Park, 1989; Choi and Chough, 2005). 이 논문의 대

상인 평창층군과 주변의 용탄층군은 변성작용에 의

해 주로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이들을 대상으로 한 퇴적학 연구는 많은 제한이 따

른다. 따라서 이 지역의 조선누층군에 대한 연구는 

생층서 관점에서 극히 일부만 이루어져 있을 뿐

(Lee, 1976; Lee, 2018), 퇴적학적 연구는 거의 이루

어지지 않았다. 

평창층군은 지리적으로 정선지역 용탄층군의 서

쪽에 위치하며, 연구지역 내에는 정선층과 입탄리층

으로만 이루어져 있다. 정선 여량지역의 용탄층군이 

최상부의 정선규암층과 정선층을 제외하고 태백층

군과 유사하게 대기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

골층으로 이루어져 있는 것을 고려하면(Woo and 

Ju, 2016), 지리적으로 인접한 평창층군과 용탄층군

은 암층서적으로 매우 유사한 특징을 보인다. 하지

만 평창층군 내에는 용탄층군에 나타나지 않는 입탄

리층이 분포하는 것이 용탄층군과 구분되는 기본적

인 차이이다. 두 층군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정

선층의 경우,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변성작용에 의해 

퇴적학적인 특징이 거의 남아 있지 않고 대부분 결

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공통점을 가진다.

평창지역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을 처음 조사한 

Hukasawa (1943)는 하부 고생대층을 하부로부터 송

봉편암층, 변성대석회암통, 둔전천매암층으로 구분

하였다. Kobayash (1966)는 송봉편암층을 태백층군

의 장산층과 묘봉층에 그리고 둔전천매암층을 세송

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에 대비되는 지층으로 

생각하였다. 한편, Son and Cheong (1971)은 송봉

편암층을 방림층군으로 개칭하면서 지질시대를 선

캄브리아 시대로 그리고 그 위에 암미리층군과 평창

층군이 부정합으로 놓이는 것으로 제안하였다. 안미

리층군을 하부의 행화동규암층과 상부의 방학동편

암층으로 나누고, 이들을 각각 태백층군의 장산층과 

묘봉층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평장층군은 암미리층

군을 경사부정합으로 덮는 석회암층으로 생각하여 

조선누층군보다 젊은 지층이라고 주장하였다. GICTR 

(1962)과 Cheong et al. (1979)은 평창지역의 조선누

층군을 하부로부터 장산규암, 묘봉슬레이트, 풍촌석

회암층, 대하리층, 입탄리층, 정선석회암층으로 구

분하여 이들이 태백층군과 관련이 있음을 제시하였

다. 대하리층은 영월층군의 삼방산층이며, 이들은 이

층을 동점규암층에 대비될 수도 있다고 하였다. 대

하리층의 상위에 놓이는 입탄리층은 백색 석회암과 

돌로스톤으로 이루어진 지층으로 층서적으로 상위에 

놓이는 정선석회암층과 정합관계라고 해석하였다. 

Choi (2014)은 평창층군을 태백층군의 횡적 변화상

으로 처리하였으나, 아직도 이 부분을 더 조사할 필

요가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정선층과 입탄리층의 분포를 보면 입탄리층은 정

선층의 주향방향에 위치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

림 1). 이는 이 두 지층이 층서적으로 상하관계이기

가 어렵다는 것을 의미한다. 따라서 이 연구는 입탄

리층에 대한 퇴적 및 암석학적인 특징을 조사하여 평

창층군 내 입탄리층과 정선층과의 암층서적 관계를 

밝히는데 그 목적이 있다. 이를 통해 조선누층군 평

창층군의 층서적 위치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연구지역은 강원도 평창군 방림면 일대에서부터 

영월군 주천면에 이르는 지역이며, 이 지역에는 조

선누층군의 평창층군이 분포한다(그림 1). 평창층군

을 이루고 있는 오르도비스기의 정선층(Oj)과 입탄

리층(Oit)은 서로 주향방향으로 위치한다. 평창층군 

서쪽에는 선캠브리아 시기의 암석(PCb)이 단층으

로 접촉하고 있으며, 동쪽으로는 평창층군 상부에 

평안누층군(Psg)이 단층관계를 보인다. 남쪽으로는 

입탄리층과 조선누층군 영월층군(Yg)이 단층접촉

을 보이며, 입탄리층 주변은 중생대 흑운모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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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Oj=Jeongseong Formation, Oit=Iptani Formation, PCb=Precambrian base-
ment, Jbgr=Jurassic biotite granite, Yg=Yeongeol Group, Psg=Pyeongan Supergroup and Qa=Quaternary 
alluvium. Note that the Iptani Formation is distributed along the strike direction of the Jeongseon Formation, both 
of which are bounded by faults.

이 관입(Jbgr)된 형태로 나타난다(KIGAM, 2016). 

3. 연구방법

평창층군 내에 분포하는 입탄리층과 정선층의 암

층서적 대비를 위하여 노두가 양호하게 나타나는 몇 

개의 지점을 선택하여 층서적으로 하부로부터 최상

부의 노두가 나타나는 지역까지 암석을 분류하고 암

석 내에 남아 있는 퇴적학적인 조직과 특징을 관찰

하였다. 특히 정선층의 경우에는 한국지질자원연구

원에서 제공하고 있는 지질도를 참조하여(KIGAM, 

2016), 입탄리층과 정선층의 경계로부터 북동쪽으

로 연장된 지역까지 함께 조사하였다. 또한 정선층

과 입탄리층을 주향방향으로 연장하여 하부에 셰일

이 나타나는 지역, 그리고 암회색과 담회색의 탄산

염암층이 교호하는 지역에 대해 집중적으로 입탄리

층과 정선층의 암석을 암층서적으로 대비하였다. 연

구지역 내 입탄리층이 분포하는 지역의 세 골짜기를 

따라 채취된 대표적인 암석을 대상으로 연마편과 박

편을 제작하여 구성광물과 조직을 조사하였다.

4. 연구결과

4.1 정선층

조사지역의 정선층은 전체적으로 화석과 퇴적구

조가 잘 보존되어 있지 않으며, 주로 암회색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일부 층준에 돌로마이

트가 협재되어 있다. 비교적 퇴적구조와 퇴적암으로

서의 조직이 잘 나타나는 정선군 광하교 부근의 노

두를 조사한 결과에 의하면 정선층은 하부에서 석회

질 셰일 내지 셰일이 석회암과 호층을 이루며 나타

나고, 상부로 갈수록 담회색 석회암과 암회색 석회

암이 반복되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Woo and Ju, 2016). 그러나 연구지역의 입탄리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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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Thin section and slab photos of the Jeongseon Formation. a) Thin section photomicrograph of phyllite in 
the lower part. The phyllite is mostly composed of biotite, muscovite, and quartz with distinct foliation, cross-polar-
ized light. Qtz=Quartz, Bt=Biotite, and Mu=Muscovite. b) Thin section photomicrograph of crystalline limestone 
in the middle part. Original constituents and sedimentary texture of limestone cannot be observed. The limestone 
contains silt-sized quartz grains. c,d) Slab photos of light and dark grey micritic limestones in the uppermost part. 
These limestones are intercalated.

과의 경계에 분포하는 정선층은 하부에 석회질 셰일 

내지 셰일이 나타나지 않고 편암(천매암)이 나타난

다. 특이한 사실은 이러한 편암 층은 북동쪽으로 연

장된 정선층의 주향방향을 따라 셰일층으로 나타난

다는 것이다. 편암은 주로 흑운모, 석영, 백운모로 구

성되며 엽리가 뚜렷하게 관찰된다(그림 2a). 석회질 

셰일(혹은 천매암)이 나타나는 지역을 제외하면 정

선층은 결정의 크기가 다양한 결정질 석회암으로 주

로 이루어진다(그림 2b). 또한 정선층의 상부로 갈수

록 담회색의 탄산염암과 암회색의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그림 2c와 d). 이는 용탄층군 내에서 보

고된 정선층의 최상부 암상과 유사한 특징이다

(Woo and Ju, 2016). 즉 정선층은 전반적으로 하부

에 셰일과 결정질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며, 중부에

는 결정질 석회암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또한 상부

로 갈수록 암회색과 담회색의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

룬다. 이는 아마도 셰일과 결정질 석회암은 조하대

의 환경을 지시하며, 중부에서 상부의 호층을 이루

는 암회색과 담회색의 탄산염암은 조하대∼조상대

의 환경으로 각각 상향천해화 경향을 보인다고 추정

할 수 있다. 이와 매우 유사한 퇴적상이 영월층군의 

영흥층(Choi and Woo, 1993)과 태백층군의 막골층

(Woo, 1999)에서 보고된 바 있다.

4.2 입탄리층

입탄리층도 정선층과 같이 대부분 결정질 석회암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편암(혹은 천매

암), 돌로마이트가 협재한다(KIGAM, 2016). 천매암 

내지 편암과 돌로마이트는 주로 입탄리층의 하부에

서 관찰되며(그림 3a), 중부에는 대부분 결정질 석회

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그림 3b). 이 결정질 석회암 내 

일부 층준에는 미사크기의 석영이나 점토광물과 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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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Thin section and slab photos of the Iptani Formation. a) Thin section photomicrograph of schist in the lower 
part. The schist has almost the same composition as the phyllite in the Jeongseon Formation, and is mostly composed 
of biotite, muscovite, and quartz with distinct foliation, cross-polarized light. Qtz=Quartz, Bt=Biotite, and 
Mu=Muscovite. b) Thin section photomicrograph of crystalline limestone in the middle part. Original constituents 
and sedimentary texture of limestone cannot be observed. Also note the silt-sized quartz grains in limestone as can 
be observed in the Jeongseon Formation. c,d) Slab photos of light and dark grey micritic limestones with laminations 
in the uppermost part. These limestones are intercalated.

은 쇄설성 성분이 포함되기도 한다. 입탄리층 상부

에는 암회색과 담회색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루며 관

찰된다(그림 3c, 3d). 대부분의 탄산염암은 엽층리가 

잘 관찰되며, 담회색의 암색은 세립질의 돌로마이트

를 포함하기도 한다. 이러한 암색의 변화는 태백층

군 막골층 상부에 나타나는 조간대(조하대)∼조상

대의 상조합과 매우 유사하다(Woo, 1999). 

입탄리층 하부에 분포하는 편암은 석영, 흑운모, 

백운모로 구성되며 편리가 뚜렷하게 관찰되며 천매

암에서도 부분적으로 편리가 관찰된다(그림 3a). 이

는 정선층의 셰일(입탄리층 부근에는 편암)과 마찬

가지로 조하대 환경에서 퇴적된 셰일층으로 생각되

며, 기존의 셰일이 중생대 기간 동안 마그마의 관입

에 의해 열변질 작용을 받아서 셰일이 변질된 편암

의 형태를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Cheong et al., 

1979). 탄산염암의 경우 결정질 석회암과 일부 층준

에서 발견되는 돌로마이트의 경우 퇴적암이 가지는 

조직과 구성요소는 전혀 나타나지 않으며, 인근의 

정선층과 같은 괴상의 결정질 탄산염암이 우세하나 

상대적으로 조립질의 방해석 결정이 치밀한 조직을 

보여주고 있다(그림 3b).

입탄리층의 전체적인 암층서도 정선층과 매우 유

사한 경향을 보인다. 하부에는 편암(혹은 천매암)과 

결정질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루며 중부는 주로 결정

질 탄산염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상부에는 정선층과 

같이 담회색의 결정질 탄산염암과 암회색의 결정질 

석회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5. 토 의

국제지질학연맹 내 층서분과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에서는 층(formation)

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층이란 암석의 종류

에만 기초하여 구분할 수 있는 가장 기본적인 암층

서 단위이다(ICS, 2016). 즉 퇴적암의 경우 암층서 

단위는 이들이 퇴적된 시기와는 관련이 없는 주로 

야외에서 관찰이 가능한 암석의 종류(lithology)로 

구분하는 것이 국제적 기준이다. 하지만 이러한 기

본적인 층서적 개념이 한반도 내에 분포하는 조선누

층군의 암층서 구분에는 엄격히 적용되기는 어렵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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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Simplified schematic stratigraphic columns of the Jeongseon (a) and Iptani (b) formations in the study area.

그 이유는 조선누층군이 분포하는 지역에는 여러 지

역에 마그마의 관입이 있었으며, 관입암과의 거리에 

따라 다양하게 변질된 상태로 여러 지층들이 퇴적암

의 특징을 보이지 않기 때문이다. 또한, 때때로 같은 

층임에도 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변질된 상태를 보여

주는 것이 보통이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캠브리아

기의 대기층의 경우, 대부분이 우이드와 온코이드로 

이루어진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었던 것으로 판단

되지만, 여러 지역이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결정질 

석회암으로 변질되어 있으며, 암석 내의 우이드와 

온코이드가 산출되는 상태가 지역에 따라 많은 차이

를 보인다. 따라서 이러한 지역적 차이를 모두 고려

하여 조선누층군의 암층서를 구분하는 것은 매우 어

렵다. 이러한 이유로 국내 지질학자들은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영향을 크게 고려하지 않고 층의 상하

관계와 암석의 종류를 기초로 하여 조선누층군의 암

층서를 구분하였다. 따라서 입탄리층과 정선층에 대

한 층서적 관계도 서로 다른 변질 정도 때문에 상하

관계로 잘못 인지되었을 가능성이 있다(Cheong et 

al., 1979).

연구지역 내 정선층의 암석학적인 특징을 보면 

층 전체적으로는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

며 부분적으로 결정질 돌로마이트가 협재되어 있다. 

하부에는 결정질 석회암과 셰일이 교호하며, 입탄리

층에 가까워질수록 셰일층은 천매암의 특성을 보인

다(그림 3). 중부는 주로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

져 있으며, 상부로 가면서 암회색과 담회색의 탄산

염암층이 교호하고 있다. 담회색의 탄산염암은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나, 부분적으로 세립질의 

돌로마이트로 이루어진 경우도 있다. 이는 기존에 

알려진 건조기후 조간대 내지 상조대의 돌로마이트

층과 유사한 경향을 보인다(Choi and Woo, 1993; 

Woo, 1999). 암회색의 결정질 석회암은 주로 미크

라이트질 석회암이나 부분적으로 세립질 돌로마이

트를 포함하기도 한다.

입탄리층을 이루고 있는 탄산염암도 정선층의 층

서와 매우 유사한 암상의 특징을 보여준다(그림 4). 

전체적으로 결정질 탄산염암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하부는 편암(혹은 천매암)과 결정질 탄산염암이 협

재하고 있다. 편암의 발달방향은 층리면에 수평적으

로 발달하기 때문에 셰일층이 변질작용을 받아 편암

으로 변한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입탄리층이 주변

의 화강암층에 인접하여 있다는 것을 고려하면, 이

는 셰일층이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영향을 받았음을 

알 수 있다(Cheong et al., 1979). 하지만 이 지역에

서 나타나는 편암의 경우 다른 퇴적암의 층리에 평

행한 편리구조를 보이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광역변

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편암과는 성인적으로 구분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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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또한 상부는 정선층과 동일하게 암회색과 담회

색의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특징

은 평창층군에 해당하는 정선층 상부에 걸쳐 전체적

으로 나타나기도 하는 특징이기도 하다. 따라서 입

탄리층은 정선층과 암층서적으로 같은 특징을 보이

며, 단지 주변 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열변질작용을 

더 받은 것으로 판단할 수 있다.

암층서와은 별도로 생층서적으로도 정선층과 입

탄리층은 서로 비슷한 특징을 보여준다. Lee (1976)

는 정선층에서 코노돈트 화석인 Scolopodus alatus와 

Scolopodus giganteus을 발견했으며 Lee et al. (1986)

는 입탄리층에서 같은 속의 코노돈트인 Scolopodus 

nogamii를 발견하였다. 같은 속의 코노돈트 Scolopodus 

alatus, Scolopodus giganteus, Scolopodus nogamii는 

모두 중기 오르도비스기를 지시하며 이는 두 층의 

시기가 생층서적으로도 동일하다는 것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정선층과 입탄리층은 유사한 상을 보

이는 암석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로부터 상부까

지 암층서적 특징이 서로 같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

다. 이는 입탄리층이 독립적인 층으로 간주되기보다

는 정선층과 같은 층으로 통합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나아가 입탄리층이 평창층군과 용탄층군

을 구분 짓는 유일한 층이기 때문에 평창층군은 용

탄층군과 같은 층군으로 구분되어야 할 것이다. 

6. 결 론

평창층군은 정선층과 입탄리층으로 구성되며 두 

층은 같은 주향방향에 분포한다. 정선층은 전체적으

로 결정질 석회암으로 이루어지며, 하부에 셰일층

(혹은 천매암층)이 일부 협재하고, 상부는 암회색과 

담회색의 결정질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루고 있다. 

입탄리층도 정선층과 같이 대부분 결정질 탄산염암

으로 이루어져 있고, 하부는 편암(혹은 천매암)이 협

재된다. 상부는 정선층과 같이 암회색과 담회색의 

결정질 탄산염암이 호층을 이룬다. 따라서 두 층은 

암층서학적 관점에서 볼 때, 서로 같은 특징을 나타

낸다. 입탄리층이 지역적으로 정선층과 구분되어 나

타나는 것은 주변의 마그마의 관입에 의한 변질작용

의 결과이다. 이는 두 층이 같은 층으로 간주되어야 

할 당위성을 제시하며, 입탄리층은 정선층의 연장으

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더 나아가 이는 평창층군은 

용탄층군과 같은 층군으로 구분되어야 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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