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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주로 해면질 섬유 골격으로 이루어진 각질해면류는 그동안 지질 기록에서 잘 알려지지 않았으나, 최근 들어 

탄산염 퇴적암에서 이와 유사한 망상의 섬유상 구조가 보고되기 시작하였다. 이 논평에서는 이 망상의 섬유상 

구조를 유사 각질해면류라 통칭하고,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각질해면류를 정리하여 이들의 지질학적 의의에 

해 논한다. 유사 각질해면류는 주로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석탄기, 트라이아스기 초기 등 미생물암이 번성

했던 시기에 이들과 함께 나타나는데, 이는 해당 시기에 경쟁자였던 다른 다세포생물이 상 적으로 적었으며 

또한 해수에서 탄산칼슘의 침전이 쉽게 일어났기 때문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아직까지 유사 각질해면류에 한 

연구가 시작된 지 얼마 되지 않았기 때문에 많은 후속 연구가 필요하다. 유사 각질해면류는 퇴적학적으로 볼 때 

특정 지질학적 시 에는 탄산염 퇴적물의 주요 공급원 중 하나로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되며, 고생태학적으로

는 생물초의 골격 구조를 안정시켜 저서 생태계 발달에 기여하였을 것으로 보인다.

주요어: 유사 각질해면류, 해면동물, 탄산염암, 생물초

Jeong-Hyun Lee and Jongsun Hong, 2019, Sedimentologic and paleoecologic implications for keratose-like 
sponges in geologic records.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 55, no. 6, p. 735-748

ABSTRACT: Keratose sponges, composed mainly of spongin fibers, are scarcely known in geologic records, 
whereas similar reticulate fibrous structures preserved in carbonates have been increasingly reported during the 
last decade. This study aims to compile reported examples of these structures, tentatively called as “keratose-like 
sponges”, and discuss their geologic implication. Keratose-like sponges co-occurred largely with microbialites 
in the Cambrian-Ordovician, Carboniferous and early Triassic, corresponding broadly with the periods of 
microbialite dominance. This may have resulted from subdued reef-building metazoans and an optimum seawater 
condition for calcium carbonate precipitation during those times. In certain periods, keratose-like sponges possibly 
functioned as one of the principal sediment producers and could have stabilized reef frameworks, contributing 
in development of marine benthic ecosystems.

Key words: keratose-like sponge, sponge, carbonate, reef

(Jeong-Hyun Lee, Department of Geological Sciences, Chungnam National University, Daejeon 34134, Republic of 
Korea; Jongsun Hong, Division of Geology and Geophysics, Kangwon National University, Chuncheon 24341, Republic 
of Korea)

1. 서 론

해면동물은 가장 원시적인 다세포동물 중 하나로, 

이들은 화석의 몰드(mold)(Gehling and Rigby, 1996), 

인산염화된 화석(Li et al., 1998; Yin et al., 2015), 분

자시계(molecular clock)(Sperling et al., 2010), 생

물지표(biomarker)(Love et al., 2009; Zumberge et 

al., 2018, but see Nettersheim et al., 2019) 등의 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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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Photograph and photomicrograph of modern and fossil keratose sponges with characteristic reticulate 
spongin. (a-b) Modern keratose sponge.

거를 바탕으로 선캄브리아시  후기(크라이오제니

아기-에디아카라기)에 들어 지구상에 처음으로 등장

한 것으로 생각된다(Erwin et al., 2011). 이들은 주

로 부드러운 몸체를 가지고 있으며, 그 내부에 규산

질 또는 탄산염 광물로 이루어진 작은 골편(spicule)

들이 있어 몸체를 지지한다. 해면동물은 주로 단단

한 골편만이 화석으로 보존되며, 그 전체 형태가 화

석으로 보존되는 경우는 흔하지 않다. 해면동물의 

몸 전체 형태가 보존되는 경우로는 해면동물이 살아 

있는 동안 또는 죽은 직후 석회화 작용을 거쳐 단단

해지는 석질해면류(lithistids; Pisera, 2002) 또는 예

외적으로 화석화작용이 이루어지는 버제스 셰일 타

입(Burgess Shale Type, BST) 화석산지의 해면류 등

과 같은 극히 드문 예가 있다(Muir et al., 2017).

각질해면류(keratose sponge/horny sponge)는 

해면동물의 세 강(class) 중 하나인 보통해면강(Class 

Demospongiae)의 일종으로, 골편 신 망상 또는 수

지상의 해면질 섬유(spongin fiber) 골격으로 구성

되어있다(Reid, 2003)(그림 1a-b). 골편이 없다는 특

성상 각질해면류 화석은 광물질 골격(mineral skel-

eton)이 없었던 초기 다세포 동물의 화석화 작용 및 

고생태를 이해하는데 기준점이 될 수 있다는 점에서 

주목을 받고 있다(Wood, 2011; Luo and Reitner, 

2014). 그러나 현재까지 알려진 이들의 화석 기록은 

거의 없으며, 제 로 동정된 각질해면류 화석은 키

틴질의 골격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진 중부 캄브리아

계 버제스 셰일의 Vauxia (Rigby, 1983; Ehrlich et al., 

2013)와 카이리 생물군에서 보고된 Angulosuspongia 

(Yang et al., 2017)가 유이하다. 

2010년  들어 여러 지질시 에 분포하는 탄산염 

퇴적암에서 현미경 관찰에 기반하여 각질해면류와 비

슷한 형태인 망상의 섬유상 구조가 다수 보고되기 시

작하였으며, 이들은 자세한 분류학적 연구 없이 해면

동물 골격의 잔존물로 추정하여 단순히 규산질 해면동

물(siliceous sponge) 또는 비-석질해면류(non-lith-

istid sponge)로 기재되었다(e.g., Kwon et al., 2012; 

Hong et al., 2012, 2016; Lee et al., 2014). 최근 들어 

Luo and Reitner (2014)는 이러한 구조와 현생 각질

해면류의 섬유질 골격의 3차원적 형태가 유사하다는 

결과를 근거로, 이들을 각질해면류로 해석하였다. 그

러나 각질해면류는 현생에서도 단단한 골격 구조가 없

는 특성상 형태만으로 분류하기는 어려우며(Erpenbeck 

et al., 2012), 화석의 경우 이에 더하여 화석화 과정에 

따른 불완전한 보존상태로 인해 이들을 제 로 동정

하는 것은 매우 어렵다. 현 시점에서는 탄산염 퇴적

암에서 나타나는 망상의 구조를 가진 해면동물 화석

에 한 분류학적 및 화석화 작용에 한 연구가 충

분하지 않기 때문에 이들을 각질해면류로 확언하는 

데 문제가 있을 수 있으며, 따라서 이 논평에서는 이

들을 유사 각질해면류(keratose-like sponge)(Lee and 

Riding, 2018), 그리고 그 골격 구성물을 해면질 섬유 

신 섬유상 요소(filamentous element)로 통칭한다.

이 논평에서는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각질해면류

의 지질학적 기록을 정리하고(표 1), 이들이 갖는 퇴

적학적 및 고생태학적 의의에 해 논한다. 유사 각

질해면류는 특정 상황에서는 탄산염 퇴적암과 생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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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ge Locality Facies Ecological role Reference
Late Cretaceous 
(Turonian)

Muñecas Fm., 
northern Spain

In between 
hemispheroidal 
stromatolites

Dweller? Rodríguez-Martínez 
et al. (2012)

Middle Triassic 
(Ladinian)

Erfurt Fm., Germany Placunopsis-stromat
olite reef

Encruster? Luo and Reitner 
(2016)

Middle Triassic 
(Anisian)

“Diplopora Beds”, 
Poland

Stromatolite Encruster? Luo and Reitner 
(2014)

Early Triassic 
(Smithian)

Nevada/Utah, USA Sponge-serpulid-
microbial reef

Encruster? Dweller? Brayard et al. (2011)

Early Triassic 
(Griesbachian)

Kangan Fm., Iran Thrombolite Dweller? Heindel et al. (2018)

Early Triassic 
(Griesbachian)

Kokarkuyu Fm., 
Turkey

Thrombolite Dweller? Heindel et al. (2018)

Early Triassic 
(Griesbachian)

Karabaglyar Fm., 
Armenia

Stromatolite Encruster? Dweller? Friesenbichler et al. 
(2018)

Middle Mississipian 
(Visean)

Clifton Down Lm., UK Organ-pipe 
stromatolite

Encruster? Luo and Reitner 
(2016)

Middle Devonian 
(Givetian)

Blacourt Fm., France Rugose-Rothpletzell
a-sponge reef

Dweller? Luo and Reitner 
(2014)

Late Ordovician 
(Katian)

Xiazhen Fm., Jiangxi, 
China

Tetradiid-sponge 
reef, micritic 
limestone, 
intraskeletal crypt

Frame 
builder/encruster, 
dweller

Kwon et al. (2012), 
Park et al. (2015, 
2017)

Late Ordovician 
(Katian)

Deschambault Fm. 
Quebec, Canada

Bryozoan reef Cryptic dweller Larmagnat and 
Neuweiler (2015)

Middle Ordovician 
(Darriwilian?)

Pingliang Fm., 
Shaanxi, China

Bivalve-sponge-mic
robial reef

Encruster, cryptic 
dweller

Lee et al. (2016b)

Early Ordovician 
(Floian)

Dumugol Fm., 
Bongwha, Korea

Lithistid 
sponge-microbial 
reefs

Encruster, cryptic 
dweller, limited 
frame-builder

Hong et al. (2014, 
2015)

Early Ordovician 
(Tremadocian-Floian)

Honghuayuan Fm., 
Hubei, China

Reefs Cryptic dweller? Liu et al. (1997; fig. 
6.1-6.3)

Early Ordovician 
(Tremadocian-Floian)

Hunghuayuan Fm., 
Anhui, China

Lithistid 
sponge-microbial 
reef

Cryptic dweller? Adachi et al. (2009, 
fig. 5D)

Early Ordovician 
(Tremadocian)

Mungok Fm., 
Yeongwol, Korea

Stromatolite Encruster Pham and Lee (2019)

Late Cambrian (Stage 
10)

Notch Peak Fm., 
Nevada, USA

Lithistid 
sponge-microbial 
reef

Cryptic dweller Lee et al. (2019)

Late Cambrian 
(Jiangshanian-Stage 10)

Notch Peak Fm., 
Utah/Nevada, USA

Maceriate reef, 
stromatolite

Encruster Coulson and Brand 
(2016)

Late Cambrian 
(Jiangshanian-Stage 10)

Chaomidian Fm., 
Shandong and Beijing, 
China

Stromatolite Dweller Chen et al. (2014)

Late Cambrian 
(Jiangshanian)

Chaomidian Fm., 
Shandong and Beijing, 
China

Maceriate reef Frame-builder, 
encruster, cryptic 
dweller

Chen et al. (2014), Lee 
et al. (2014)

Middle Cambrian 
(Guzhangian)

Abuqiehai Fm., Inner 
Mongolia, China

Maceriate reef Dweller Lee et al. (2016c)

Middle Cambrian 
(Drumian)

Daegi Fm., Bongwha, 
Korea

Thrombolite-sponge 
boundstone

Dweller Hong et al. (2012, 
2016)

Middle Cambrian 
(Drumian)

Zhangxia Fm., 
Shandong, China

Epiphyton-dominant 
microbialite

Dweller Adachi et al. (2015), 
Lee et al. (2016a)

Table 1. Summary of reported keratose-like sponges from Paleozoic to Mesozoic succes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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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Photomicrographs of keratose-like sponges from the Xiazhen Formation, Jiangxi, China. (a) Sponge remains 
in wackestone. (b) Enlargement of a rectangle in figure 2a showing vague outline of the sponge with circular to 
slightly curved fibrous elements. (c) Cryptic sponge remain within a gastropod shell showing gradual transition 
from reticulate network of fibrous elements to peloidal fabric (arrow). (d) Interpretive tracing of a rectangle in figure 
2b showing fibrous elements with relatively uniform diameter. (e) Interpretive tracing of a rectangle in figure 4a 
showing desma (consisting of several spicules) of lithistid sponge Archaeoscyphia with enlarged juncture of the 
spicules (arrows).

초의 상당량의 부피를 차지하는 것으로 보고된 만큼

(Lee et al., 2014; Park et al., 2015), 퇴적학적 및 고

생태학적으로 그 중요성이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010년  들어서야 이와 유사한 각질해면류 화석이 

보고되기 시작한 점을 고려하면, 그 미세구조가 제

로 연구되지 않은 탄산염 퇴적암뿐만 아니라 과거 

보고되었으나 각질해면류로 분류되지 않은 퇴적 구

조들을 재평가할 필요 또한 있을 것이다.

2. 유사 각질해면류 화석의 형태와 조직  특징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각질해면류는, 불규칙한 망

상 또는 수지상에서 다각형의 해면질(spongin) 골

격을 가진 버제스 셰일의 Vauxia를 제외하고, 모두 

망상의 섬유상 골격으로 구성되어 있다(표 1). 이들 

화석은 수 밀리미터에서 수 센티미터의 크기로서, 

돔형과 분기형, 판상형 등 다양한 외형이 잘 인지되

는 경우도 있으나(Lee et al., 2014; Luo and Reitner, 

2014, 2016; Hong et al., 2015), 다수는 불량한 보

존 상태로 인하여 외형이 불규칙하고 그 경계가 뚜

렷하지 않아(그림 2a) 노두나 연마편에서는 식별이 

어렵다(Hong et al., 2012, 2015; Kwon et al., 2012; 

Chen et al., 2014; Lee et al., 2014, 2016b; Luo and 

Reitner, 2014, 2016; Park et al., 2015, 2017). 비교적 

일정한 간격으로 서로 얽혀 불규칙한 골격을 구성하

는 섬유상 요소는 종단면에서는 약간 구부러진 튜브

형으로, 횡단면에서는 원형으로 보인다. 섬유상 요

소는 방해석 교질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20-90μm 범

위 내의 비교적 일정한 직경을 가지고 있으나(Hong 

et al., 2012; Lee et al., 2014; Luo and Reitner, 2014)

(그림 2b-d), 상 적으로 굵은 섬유상 요소에 가는 

요소들이 연결되어 계층적 구조를 이루는 경우도 있

다(Rigby, 1983; Luo and Reitner, 2014). 골격 사이

의 공간에는 어두운 색의 석회 이질물(micrite)이 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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워져 있고 이들이 점진적으로 표면 경계가 불분명한 

자생적인 펠로이드(authigenic peloids)로 변화하

는 것이 관찰되기도 한다(Hong et al., 2012, 2015; 

Kwon et al., 2012; Chen et al., 2014; Lee et al., 

2014, 2016b; Park et al., 2015, 2017)(그림 2c). 

이와 유사한 형태의 망상 구조는 미생물 활동에 

의한 천공 구조와 균류의 잔존물로 제안되기도 하였

으나(Larmagnat and Neuweiler, 2015), 섬유상 요

소의 비교적 일정한 간격의 배열로 인해 해면동물의 

잔존물로 해석되었다(Luo and Reitner, 2014). 유사 

각질해면류 골격 구조 사이의 점이적 변화는 현생 

해면동물의 부드러운 조직이 부패하며 발생하는 부산

물과 유사하며(Reitner, 1993; Neuweiler et al., 2007; 

Shen and Neuweiler, 2018), 이와 유사한 조직은 

오르도비스기, 실루리아기, 트라이아스기, 쥐라기 등 

현생누  전반에 걸쳐 서식한 석질해면류와 육방해

면류(hexactinellids), 석회해면류(Calcarea) 등 많은 

해면동물 화석에서도 관찰된다(Warnke, 1995; Adachi 

et al., 2009). 석회해면류는 삼방골편과 두꺼운 외골

격이 발달하고 육방해면류는 육방골편이 유사 각질

해면류의 섬유상 구조와 형태적으로 쉽게 구분된다. 

석질해면류 화석의 경우 흔히 방해석으로 치환된 골

편이 망상 구조를 이루어 유사 각질해면류의 조직과 

비슷해 보일 수도 있으나, 골편이 뚜렷하게 구분되

고, 골편들이 맞닿는 부분이 굵어지며, 그 직경이 일

정하지 않거나 망상 구조가 칭을 이루고 있기 때

문에 유사 각질해면류의 섬유상 요소 및 골격 구조

의 형태와는 차이가 있다(Luo and Reitner, 2014)(그

림 2d-e).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각질해면류는 비교

적 일정한 직경을 가진 섬유상 골격이 불규칙한 망

상의 구조를 보이는 점에서 각질해면류 아강(subclass)

의 Verongida 목의 특징과 유사하다(Luo and Reitner, 

2014). 그러나 최근에 시작된 유사 각질해면류 화석에 

한 연구가 퇴적학적 및 고생태학적 양태에 관해 집

중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향후 이들에 한 많은 

분류학적 및 화석생성론적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3. 유사 각질해면류의 층서  분포와 지질학  기록

3.1 기 고생

전기 고생 는 지금까지 유사 각질해면류가 가장 

많이 보고된 시기로, 특히 캄브리아기 중기부터 오

르도비스기 초기에 걸쳐 이들의 기록이 다수 발견된

다. 이는 아직까지 후생동물이 상 적으로 널리 번

성하지 못하였던 시기적 특징을 반영하는 것일 수도 

있으며(e.g., Lee et al., 2014), 이 시기 동안 높은 기

온으로 인하여 해수 중 용존 산소 농도가 낮아 해면

동물 외의 다른 생물들의 진화가 다소 제한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다(Lee and Riding, 2018). 그러나 최

근 들어 이 시기의 암석에 해 많은 연구가 이루어

진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3.1.1 중기 캄브리아기

중기 캄브리아기의 유사 각질해면류 기록은 주로 

한중 지(Sino-Korean Platform)에 분포하는 생물

초 내에서 드물게 보고된다. Hong et al. (2016)은 태

백층군 기층의 쓰롬볼라이트-해면동물 생물초에서 

유사 각질해면류를 보고하였다(그림 3a-b). 이들은 

보존상태가 불량하여 그 생태적 지위를 파악하기는 

어려우나, 미생물 덩어리(mesoclot)에 비해 양적으

로 적고 부분의 몸체가 미생물 기원 덩어리(clot)

에 둘러싸여 있어 아마도 생물초의 골격(framework)

을 형성하는데 거의 기여하지 않은, 생물초 내 서식

자(dweller)일 것으로 해석하였다. Lee et al. (2016a)

은 중국 산동성(Shandong Province)의 중부 캄브

리아계 장샤층(Zhangxia Formation)에서 보고된 석

질해면류-미생물초에서 컵 모양 석질해면류의 골격 

내부 공동구조(intraskeletal crypts)에 유사 각질해면

류가 드물게 분포하는 것을 보고하였으며, 이를 유사 

각질해면류가 상 적으로 안전한 공동 내에 서식하였

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이외에도 북중국 지 서쪽에 위

치한 중국 내몽고 자치구(Inner Mongolia Province) 

일 의 동시기에 퇴적된 아부치하이층(Abuqiehai 

Formation)에서는 미로 모양의 마세레이트 생물초 

내에서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Lee et al., 2016c). 

중국 산동성의 장샤층 상부에 놓인 구샨층(Gushan 

Formation)에서는 석회암-셰일 호층의 석회 이암층

에서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으며(그림 3c-d), 

이는 생물초 이외의 환경에서도 유사 각질해면류가 

퇴적학적으로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가능성을 시사

한다(Park et al., 2015).

3.1.2 후기 캄브리아기

캄브리아기 후기 동안 유사 각질해면류는 캄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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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Cambrian keratose-like sponges. (a) Photograph of a thrombolite-sponge boundstone from the Daegi 
Formation, Bongwha, Korea. (b) Enlargement of a rectangle in figure 3a showing reticulate sponge fabric in inter-
space of the clots. (c) Photograph of a limestone layer in limestone-shale couplet facies of the Gushan Formation, 
Shandong, China. (d) Enlargement of a rectangle in figure 3c showing networks of fibrous elements. (e-f) 
Photomicrographs of keratose-like sponges from maceriate reefs of the Chaomidian Formation.

아기 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초기까지 널리 번성한 

미로 모양을 띄는 마세레이트 미생물암(maceriate 

microbialite), 또는 마세레이트 생물초(maceriate reef) 

안에서 주로 나타난다(Lee et al., 2015). 마세레이트 

생물초는 주로 과거 로렌시아 초 륙에 속했던 지역

에서 나타나나(Shapiro and Awramik, 2006), 북중

국 지 등 곤드와나 초 륙에 속했던 지역에서도 발

견된다(Lee et al., 2014, 2015). Lee et al. (2014)는 중

국 산동 지방에서 나타나는 마세레이트 생물초를 분

석하여 그 부피의 절반 가까이가 해면동물로 이루어

져 있음을 밝혔고, 이를 바탕으로 해면동물이 마세

레이트 생물초의 특징적인 미로 형태를 형성하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라 제시하였다(그림 3e-f). 

지리적으로 인근에 위치하였던 중국 북경 일 에서

도 이와 유사한 양상이 보고되었고(Chen et al., 2014), 

이후 Coulson and Brand (2016)은 미국 유타 주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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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Ordovician keratose-like sponges. (a) Photograph of microbial-lithistid sponge Archaeoscyphia boundstone 
from the Dumugol Formation, Bongwha, Korea. (b) Enlargement of a rectangle in figure 4a showing keratose-like 
sponge remains within spongocoel of Archaeoscyphia. (c) Photomicrograph of a poorly preserved keratose-like 
sponge within the Mungok stromatolite. (d) Photomicrograph of bivalve-sponge reef from the Pingliang Formation, 
Shaanxi, China (for locality information see Lee et al., 2016b).

마세레이트 생물초 및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 유

사 각질해면류를 보고하여 이러한 가설을 뒷받침하

였다. 이외에도 미국 네바다주의 석질해면류-미생물

초의 석질해면류 골격 내부 공동에 유사 각질해면류

가 일부 존재함이 보고되었고(Lee et al., 2019), 석회

암-셰일 호층으로 구성된 태백층군 화절층에서는 중

부 캄브리아계 구샨층과 유사하게 석회 이암층에서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Park et al., 2015).

3.1.3 전기 오르도비스기

전기 오르도비스기 동안 유사 각질해면류는 이 시

기에 널리 번성하였던 석질해면류-미생물초에서 주

로 나타난다. 태백층군 두무골층에 분포하는 미생물

-석질해면류 생물초에서는 중기 캄브리아기의 그것

과 유사하게 주로 석질해면류와 계통 미상인 컵 모

양의 골격질 생물 캘러시드(calathiid)의 공동 내에 

유사 각질해면류가 존재하며(Hong et al., 2014)(그

림 4a-b), 드물게 유사 각질해면류가 생물초의 골격

을 형성하거나, 생물초 주위에 분포하는 석회역암의 

입자 간 공극(intergranular pore)을 채우며 나타나

는 경우도 보고되었다(Hong et al., 2015). 이와 유사

하게 남중국 지(South China Platform)에 속하는 

귀주성(Guizhou Province)의 동 시기 지층인 흥화

유안층(Hunghuayuan Formation)의 석질해면류-

캘러시드 생물초에서도 석질해면류의 공동 내에 유사 

각질해면류가 존재함이 보고되었다(Li et al., 2017). 

또한, 기존 논문의 사진을 분석한 결과 호북성(Hubei 

Province) 일 의 흥화유안층 생물초에서도 두무골

층과 유사하게 생물 내부 공동에서 유사 각질해면류

가 존재함이 확인되었다(Liu et al., 1997, 그림 6.1-6.3; 

Adachi et al., 2009, 그림 5d). 이외에도 영월층군 문

곡층에 분포하는 “스트로마톨라이트”에서는 미생물

과 유사 각질해면류가 교 하며 엽층리를 이루는 것

이 나타난다(Pham and Lee, 2019)(그림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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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4 중기 오르도비스기

북중국 지 서편에 위치한 섬서성(Shaanxi Province)

의 서안(Xi’an) 일  핑량층(Pingliang Formation)

에서는 이매패-해면동물-미생물초 내에서 다량의 유

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Lee et al., 2016b)(그림 

4d). 여기서 유사 각질해면류는 이매패 껍질의 외벽

에 붙어 있거나 껍질 내부의 공동을 채우고 있으며, 

이들이 이매패류와 함께 공생관계를 이루며 생물초

를 건설한 것으로 제안되었다. 태백층군 두위봉층에

서 유사 각질해면류는 층공충(stromatoporoid)-태

형동물(bryozoan) 생물초 내에 드물게 존재하는 것

이 보고되었다(Hong et al., 2018). 이들은 층상형의 

층공충과 태형동물 골격 사이에 발달한 길쭉한 형태

의 공동 구조나 천공(boring) 내에 보존되어, 모두 

생물초 내 서식자로 해석되었다. 이외에도 영월층군 

영흥층의 와케암 내에서도 유사 각질해면류가 완족

동물 껍질에 의한 쉘터 공극(shelter pore)에서 보고

되었다(Park et al., 2015).

3.1.5 후기 오르도비스기 

남중국 지에 속하는 중국 절강성(Zhejiang Province) 

-강서성(Jiangxi Province) 일 의 시아젠층(Xiazhen 

Formation)에서는 생물초와 비-생물초 탄산염암에

서 다량의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 생물초에

서 이들은 많은 부피를 차지하고 막 상으로 직립하

여 성장하는 유사 산호 Rhabdotetradium을 둘러싸고 

있어, 생물초의 골격 구조를 주도적으로 형성하고 안

정시키는 역할을 담당하였다고 해석되었다(Kwon et 

al., 2012). 또한 시아젠층의 석회 이암과 와케암 등 

이질 석회암(Park et al., 2015) 및 석회암에 포함된 조

개 껍질들 사이의 내부 공동 구조(Park et al., 2017)

에서 유사 각질해면류가 상당량 보고되었다. 이러한 

이질 석회암의 부피 중 13%가 유사 각질해면류로 

구성되어있어, 이들은 중요한 퇴적물 공급자였음이 

제안되었다(Park et al., 2015)(그림 2a-d). 이외에 캐

나다 퀘벡주 트렌톤 층군의 태형동물 생물초에서는 

공동 구조에 서식했던 유사 각질 해면류 화석이 보

고되었다(Larmagnat and Neuweiler, 2015).

3.2 -후기 고생

3.2.1 데본기

프랑스 북부 불로네(Boulonnais) 지방에 분포하는 

중부 데본계 블래쿼층(Blacourt Formation)의 작은 

생물초에서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Luo and 

Reitner, 2014). 이 생물초는 주로 군체형 사사산호(rugose 

coral), 석회화된 미생물 Rothpletzella, 보통해면류로 

구성되어 있으며, 산호 골격의 아래 또는 완족동물의 

껍질 내부 등의 빈 공간에서 유사 각질해면류가 발

견된다. 이 생물초에서 유사 각질해면류는 주로 공

동 내부에서 보존된 것으로 생각된다.

3.2.2 석탄기

영국 남서부 브리스톨(Bristol) 지역의 중기 미시

시피기(Visean)에 퇴적된 클리프튼 다운 석회암층

(Clifton Down Limestone)에서는 오르간관(organ 

pipe)과 유사한 형태의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 분포

하는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되었다(Luo and Reitner, 

2016). 이들은 미생물 기원의 스트로마톨라이트 엽

층과 교호하며, 불규칙한 외형을 띈다. 

3.3 생

3.3.1 트라이아스기

페름기 말 멸종 이후, 최초로 나타난 다세포생

물로 이루어진 생물초는 미국 서부 네바다와 유타의 

하부 트라이아스계(Smithian) 지층에서 보고되었으

며, 여러 종류의 해면동물이 갯지네(serpulid)가 생

성한 관과 함께 미생물들과 생물초를 형성하는 형태

였다(Brayard et al., 2011). 여기에는 육방해면강, 보

통해면강 등 다양한 종류의 해면동물이 포함되며, 

석회해면강(Class Calcarea)에 속하는 표본도 일부 

확인된다. 이들 중 일부는 유사 각질해면류와 유사

한 형태의 모습을 띄기도 한다(Brayard et al., 2011, 

supplementary 그림 2C, 2E)(그림 5a). 최근 들어 이

보다 이른 시기(Griesbachian) 동안 퇴적된 터키, 이

란, 아르메니아 등지의 지층에서 유사 각질해면류-

미생물초가 발견되기도 하였다(Friesenbichler et al., 

2018; Heindel et al., 2018). 이 유사 각질해면류는 

미생물암 위에 자라나거나 미생물암과는 별개로 생

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Luo and Reitner (2014)는 폴란드의 트라이아스

기 중기(Anisian) 스트로마톨라이트 내에서 유사 각

질해면류가 얇은 판상으로 나타나며 미생물로 이루

어진 층과 교호하는 양상을 보고하였다(그림 5b). 이

후 Luo and Reitner (2016)는 독일의 트라이아스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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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a) Keratose-like sponge from the Lower Triassic of Nevada/Utah, USA (modified after Brayard et al., 2011, 
supplementary fig. 2C). (b) Triassic Keratose-like sponge from Poland (modified after Luo and Reitner, 2014, fig. 3C).

Fig. 6. (a) Spongiostromata from Viséan (Mississipian), Belgium (modified after Gürich, 1906, pl. VI, fig. 1). (b) 
Vermiform mirostructure from the Middle Ordovician of Quebec, Canada (modified after Desrochers and James, 
1989, fig. 7f). Scale bar not provided in original figure; width of view approximately 3-5 mm.

중기(Ladinian) 이매패류 Placunopsis-스트로마톨라

이트 생물초 내에서 Luo and Reitner (2014)가 보고

한 바와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유사 각질해면류를 

확인하였다.

3.3.2 백악기

Rodríguez-Martínez et al. (2012)는 스페인의 백

악기 후기(Turonian)의 작은 반구형 스트로마톨라

이트 사이에 각질해면류가 내생성역(intraclast)과 함

께 나타나는 것을 보고하였다. 이들은 유사 각질 해

면류로 보이며 스트로마톨라이트가 생장하는 환경

에서 함께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4. 기타 망상의 미세 구조

과거 보고되었던 망상의 미세 구조들은 주로 미

생물암 내부에서 발견되었으며, 따라서 이들은 미생

물에 의한 구조로 해석된 경우가 많다. 이러한 구조

를 최초로 보고한 것은 Gürich (1906)로, 그는 이를 

Spongiostromata라 명명하였으며 원생동물 기원일 

것으로 해석하였다(그림 6a). 이후 Pratt (1982)은 이

들 중 주로 실트 크기의 펠로이드와 작은 새눈구조 

공극(fenestral pore)으로 이루어진 것을 spongiform 

구조, 주로 석회 이질물로 이루어져 있으며 그 내부

에 수많은 길쭉한 새눈구조 공극이 나타나는 구조를 

vermiform 구조라 명명하였다. 이들 중 방해석 교

질물로 이루어진 새눈구조는 미생물 필라멘트가 부

패해 사라지며 그 형태만 보존된 것이며, 그 사이에 

존재하는 석회 이질물은 필라멘트의 주변에 침전된 

것으로 해석되었다(Walter, 1972; Bertrand-Sarfati, 

1976; Kennard, 1994). 이들이 해면동물 기원일 가능

성도 제기되었으나(Gürich, 1906), Pratt (1982)는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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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Secular variation of dominant Phanerozoic reef builders and the number of marine metazoan genera (dashed 
line) (Modified from Sepkoski, 1997; Kiessling et al., 2002 and Riding, 2006).

면동물의 경우 규칙적인 내부 구조를 가지므로 상

적으로 불규칙적인 구조를 보이는 이들이 해면동물

일 가능성은 낮을 것으로 생각하였다. Desrochers 

and James (1989)는 캐나다 퀘벡의 중부 오르도비

스계 지층에서 나타나는 생물초에서 태형동물과 교

호하는 vermiform 구조에 해서 해면류 기원일 가

능성을 제기하였다(그림 6b).

이러한 구조들 중 상당 수는 현재까지 보고된 유

사 각질해면류의 화석과 형태적으로 유사해 보인다

(e.g., Gürich, 1906, pl. VI, 그림 1; Pratt, 1982, 그림 

15; Kennard, 1994, 그림 11). 각각의 새눈구조, 즉 

“튜브”는 20-60 μm 정도의 너비를 가지며 구불구불하

거나 갈라지는 형태를 보여(Kennard, 1994) 그 크기 및 

형태가 유사 각질해면류와 흡사하다. 특히 Kennard 

(1994)가 후기 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스트로마톨라이

트에서 보고한 vermiform 구조는 이들이 미생물 기

원의 퇴적층과 교호하며 스트로마톨라이트를 형성

한다는 점에서 다른 스트로마톨라이트 내부에서 보

고된 유사 각질해면류(Luo and Reitner, 2016; Pham 

and Lee, 2019)와 그 형태뿐 아니라 미생물과 해면

동물이 공생하여 스트로마톨라이트 구조를 만드는 

등 생태적인 역할도 유사했던 것으로 보인다.

5. 토의  결언

지금까지 정리한 바와 같이 유사 각질해면류로 판

단되는 화석 기록은 특정 지질 시 에 퇴적된 암석

에서 주로 보고되었다. 이 시기들은 캄브리아기-오

르도비스기, 석탄기, 트라이아스기 초기 등 주로 미

생물암이 번성하였던 시기와 겹치는 경우가 많은데

(그림 7), 이는 멸종 직후와 같은 다세포동물들이 

드물었던 시기 또는 고해양학적으로 해수에서 석회

화 작용이 일어나기 쉬웠던 시기에 미생물암이 번성

하였다는 점과 연관지어 생각해볼 수 있을 것이다

(Schubert and Bottjer, 1992; Riding, 2006; Riding 

et al., 2019). 해면동물 또한 다른 다세포생물들이 살

기 힘든 환경에서 잘 번성한다는 점을 고려하면(e.g., 

Lee and Riding, 2018), 해면동물의 분포와 미생물의 

분포에는 상관관계가 있을 가능성을 시사한다(Brunton 

and Dixon, 1994). 실제로 페름기 말 멸종 직후 번

성하였던 해면동물-미생물초는 멸종 이후 다세포

생물이 얼마나 빨리 회복되었는지를 가늠하는 지표

로 사용되기도 하였다(Brayard et al., 2011). 

그러나 이러한 해석을 하기에 앞서 유사 각질해

면류에 한 연구가 시작된지 10년이 채 되지 않았

으며, 이러한 연구가 특정 지질 시 의 암석에 집중

되어 이루어졌다는 점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Luo 

(2015)는 학위 논문에서 학술적으로 제 로 연구되

지 않은 유사 각질해면류를 수 건 보고하였으며, 여

기에는 전기 캄브리아기, 쥐라기-백악기, 신생  등 

상기한 시 에는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있다. 또한 

유사 각질해면류는 그 구조를 박편 관찰을 통해서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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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인할 수 있는 경우가 부분이며, 외형을 노두에

서 인지하기 어려운 특성 때문에 과거 미생물암으로 

분류되었던 암석 속에서 보고되는 경우도 많다(e.g., 

Lee et al., 2010, 2014). 유사 각질해면류의 지질 시

 분포 양상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보고되었

던 미생물암 및 생물초 뿐만 아니라 제 로 기재되

지 않은 사례들에 해서도 향후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며, 이를 바탕으로 해수 중 탄산염 및 산소 농

도, 온도 변화, 생물의 진화와 멸종 등 다양한 조절 

요소와의 관계를 이해할 수 있을 것이다(Riding et 

al., 2019).

퇴적학적으로도 유사 각질해면류는 중요하게 작

용한 것으로 생각된다. 중기 캄브리아계 기층의 

경우 그 부피 중 약 절반을 이루고 있는 생물초의 

9%가 해면동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의 상당량

이 유사 각질해면류로 보고된 점을 볼 때 이들이 탄

산염 지의 형태 및 발달에 유의미하게 기여하였음

을 짐작해볼 수 있다(Hong et al., 2016). 또한 유사 

각질해면류는 지질 시 에 따라 탄산염 퇴적물의 주

요 공급원 중 하나로서 작용하였던 것으로 보인다. 

현생 석회질 점토 퇴적물은 주로 아라고나이트로 구

성된 Halimeda, Rhipocephalus, Penicilus와 같은 저

서성 녹조류가 분해되거나 화이팅 작용(whiting)과 

같은 바닷물에서의 화학적 또는 생화학적 침전에 의

해 생성되는 반면, 이러한 생물들이 출현하기 이전

인 고생 에는 미생물에 의한 생화학적 침전이 주요 

기작일 것으로 제안되었다(Pratt, 2001). 그러나 이

에 더하여 상기한 바와 같이 미생물암으로 분류되었

던 많은 암석에서 각질 해면류가 공존한 것이 최근 

보고되고 있으며, 시아젠층의 경우 석회 이암 및 와

케암 등 이질 석회암 중 최  13%가 유사 각질해면

류로 구성되어 있다. 이외에도 화절층의 석회 이암

과 영흥층의 와케암에서도 유사 각질해면류가 보고

된 점을 고려하면, 전기 고생  동안 유사 각질해면

류는 석회 이질 퇴적물의 주요 공급원으로서의 가능

성이 제기된다(Park et al., 2015). 

고생태학적으로 볼 때 유사 각질해면류는 생물초

의 골격을 주도적으로 형성하는 경우도 있으나 그보

다는 다른 구성원들을 덮고 묶어 생물초의 골격 구

조를 안정시키는 형태로 자주 나타나며, 이는 현생 

각질해면류의 형태가 고정된 것이 아니라 주위 조건

에 따라 결정된다는 특징과도 연관이 있을 것이다. 

현생 산호초 주변에서 해면동물이 역을 고정하여 산

호초를 형성하는 주요 고착성 생물의 서식지를 조성

하고 생물초의 성장에 기여하는 요인임을 고려하면

(Wulff, 1984; Bell, 2008), 이들은 지질 기록에서도 

퇴적물을 안정화하여 저서 생태계 발달에 중요하게 

작용하였을 것으로 생각된다(e.g., Hong et al., 2015). 

이외에도 유사 각질해면류는 자연적으로 나타나는 

공동을 채우는 형태로 자주 보고되며 이는 공동 내

부에 이들이 주로 거주한 결과로 해석되나(e.g., Hong 

et al., 2014; Park et al., 2017), 생물의 껍질 내부 등 

제한된 환경에서 유기체의 혐기성 분해가 일어난 결

과 탄산 알칼리도(carbonate alkalinity)가 증가하여 

해면동물의 보존률이 상승하기 때문일 수도 있을 것

이다(e.g., Reitner et al., 1995; Delecat et al., 2001). 

현재까지 보고된 유사 각질해면류 가운데 그 외형까

지 보존된 경우가 드물다는 점을 고려하면(e.g., Lee 

et al., 2014), 향후 이들의 화석화 과정에 해서도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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