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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ebble-bearing clastic carbonate rocks were newly recognized in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Taebaek Basin
Haengmae Formation extends from Mitan through the western
Jeongseon to Gangneung

ABSTRACT
Pebble-bearing clastic carbonate rock which has been found in and around the Jeongseon and Okgye through the field survey was
studied in petrological and mineralogical characteristics. We define the clastic carbonate rocks as '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 or grainstone', which are characterized by the existence of dolomite single grains and Mg-phengite, and by the
subsequent formation of secondary calcite cements. These attributes correspond well with those of the typical Haengmae Formation
from Haengmae-dong, Mitan-myeon, Jeongseon-gun, thus the carbonate rocks in the Jeongseon and Okgye areas must belong to the
Haengmae Formation. The result suggests that the Haengmae Formation is an independent unit among the Paleozoic lithostratigraphic
units in Taebaek basin and lies in the upper part of Jeongseon and Sukbyungsan Formations under the Hongjeom Formation of
Pyeongan Super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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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행매층은 정선석회암과 회동리층 사이에 위치하며 회동리층의 존재 및 지질시대를 결정하게 하는 중요한 역할을 하는 지층이
다. 행매층의 분포조사를 통해 정선 및 옥계 일원에서 쇄설성 탄산염암이 확인되었으며 이들에 대한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
성을 규명하였다. 쇄설성 탄산염암의 암상 특성은 함돌로마이트역-미사질 백운암, 혹은 입자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 or grainstone)으로 정의할 수 있다. 광물조성 및 미세구조적 특징으로는 단결정 돌로마이트와 Mg-펜자이
트의 존재, 그리고 입자 사이를 충진하는 교질물질로 나타나는 방해석의 생성이다. 이 같은 특성은 정선군 미탄면 행매동 일원
의 전형적인 행매층의 특성과 일치하고 있어, 정선과 옥계 일원의 쇄설성 탄산염암이 행매층임을 지시한다. 본 연구결과는 태
백산분지 내에서 행매층은 독립 암층서단위일 뿐만 아니라 평안누층군 홍점층 직하부의 조선누층군인 정선석회암과 석병산석
회암 상부에 분포하고 있음을 제시해 준다.
주요어 : 행매층, 회동리층, 정선-옥계, 돌로마이트, 펜자이트

1. 서 언
행매층은 Hisakoshi (1943)에 의해 명명된 행막층이 Son
and Cheong (1976)에 의해 재명명된 지층으로, 실루리아
기로 정의된 회동리층 (Cheong et al., 1979) 직하부에 위
치한 쇄설성 탄산염암층이다. 이 지층은 정선석회암과는
부정합 관계를 보이며, 상부의 회동리층과 하부의 정선
석회암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층서단위이다. 최근 회
동리층과 행매층에 대한 논란이 있었으나, Kim et al.
(2020)은 Cheong et al.(1979)과 Lee(1980, 1982, 1983)가
제시한 정선 일대의 회동리층과 행매층 분포지를 중심으
로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 회동리층과 행매층의 지질도를
재작성하여 행매층이 독립 “층” 임을 분명히 하였을 뿐
만 아니라, 행매층 형성시기가 상부 오르도비스기 Katian
이후 (Jang, 2017) 임을 제시하였다.
Lee(1987)은 정선-평창지역, 백운산 향사대의 영월-상
동, 태백, 장성지역 등지를 조사하여 기존에 알려져 있던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미탄면 고길리, 평창면 대화리, 정
선군 정선읍 회동리 뿐만 아니라 회동리 북동지역인 정
선읍 북평면 여량리까지 회동리층이 연장 분포됨을 확인
하였다. 그러나 그는 회동리층에 대한 동쪽 연장성만을
기재하고 있을 뿐, 행매층의 분포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다. 한편, 행매층이 하부고생대지층들에 대하여 층서
적 의미가 큰 지층 단위일 수 있음에도, 태백산분지 내
에서 행매층의 분포한계를 규명한 적은 없다. 본 연구의
연구자들은 행매층 분포의 중요성을 인지하고, Kim et
al.(2020)의 후속연구로 행매층에 대한 정밀 지질도 작성
을 진행 중이다. 이 연구에서는 기 발간된 1:50,000 지질
도 상에 표기된 정선 일대의 정선석회암과 옥계지역의
석병산석회암을 대상으로 행매층 분포에 대한 지질조사
를 실시하여 정선과 옥계지역에서 쇄설성 탄산염암층의
존재를 확인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암석학적 및 광물학
적 특성 연구를 통해 새롭게 확인된 쇄설성 탄산염암이
평창군 미탄면 평안리 일대에 노출된 행매층과 동일한
암상임을 규명하고자 하였으며, 이를 통해 행매층이 정
선읍 회동리 동쪽으로 연장될 수 있음을 제시하고자 한다.

2. 대상지역 지질개요
본 연구의 조사 대상지역은 정선군 서부, 북부지역 및
강릉시 옥계면 지역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 1:50,000
지질도 기준으로 정선군 일대에서는 정선석회암을, 그리
고 강릉시 옥계면 일대에서는 석병산석회암을 대상으로
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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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al map of northeast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 with exaggerated maps (B and C), showing sampling locations
in this study (captured from https://mgeo.kigam.re.kr/map/main.do?process=geology_50k). Abbreviations: oj; Jeongseon Limestone, yh;
Youngheung Formation, omg; Magdong Formation, and osb; Seokbyungsan Formation. Sampling locations: NP; Nampyeong-ri, GH;
Gwangha-ri, YT; Yongtan-ri, IG; Imgok-ri, and BD; Bukdong-ri.

Geological Investigation Corps of Taebaeksan Region
(GICT) and Geological Society of Korea(GSK)(1962)는 정
선석회암이 막동석회암 위에 정합으로 놓이는 층서를 설
정한 바 있는 반면, Son and Cheong(1976)는 Hisakoshi
(1943)의 행매층을 인정하고 이 행매층이 조선누층군을
사교 부정합으로 덮으며, 조선누층군의 정선석회암과 막
동석회암은 부정합 관계로 보았다. Cheong et al.(1979)
는 정선 서부지역의 석회암(소위 정선석회암 최상부)에
서 산출된 코노돈트 화석군이 실루리아기임을 밝히고 이
지층을 새로운 암층서 단위로 설정하여 회동리층으로 명
명하였다. 그리고 회동리층의 하위에 발달하고 있는
Hisakoshi(1943)의 행매층을 인정하고 행매층 하위의 하
부석회암층과 정선 동부지역에서 Hisakoshi(1943)가 정의
한 정선석회암, GICT and GSK(1962)의 정선석회암을 모
두 통합하여 정선석회암으로 한 바 있다. 상기의 행매층
은 평창군 평창읍 남병산, 평창읍 애화리, 미탄면 평안리,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 정선군 정선읍 여량지역까지 연

장된다(Lee, 1987). 정선석회암의 북동 연장부에는 임계
화강암이 출현하고 있다. 화강암 동쪽에 위치한 강릉, 옥
계, 석병산 지역에는 하부고생대 석회암층이 발달하고 있
으며, 이 지역의 상부 지층은 석병산석회암으로 평안누
층군과 부정합으로 직접하고 있다(Fig. 1). 이곳의 석병
산석회암을 GICT and GSK(1962)은 막동석회암에 대비
하였다.

3. 정선 – 옥계 일대 쇄설성 탄산염암 특성
3.1. 분포와 암상
소위 매화구조선-옥동단층(Kobayashi, 1953)의 북동쪽
연장인 고기 대단층(choi et al., 1992)을 따라, 정선군 정
선읍 광하리(GH), 용탄리(YT), 정선군 북평면 남평리(NP),
강릉시 강동면 임곡리(IG) 및 옥계면 북동리(BD) 까지 5
개 지점에서 쇄설성 탄산염암의 분포를 확인하였다(Fig. 1).
모든 지점은 평안누층군의 홍점층 직하부에 놓이는 조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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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Massive yellowish pebble-bearing carbonate rock from the Nampyeong-ri (NP) site (A), which is characterized by the typical
phengite aggregates scattered in the rock with white-colored and several centimeters in length (B), and its back-scattered electron
(BSE) microscopic image (C) and polarized microscopic image under crossed polarized light (XPL) mode after alizarin red S staining
(D), showing that the aggregate is composed of polycrystalline phengite with less than 100 µm in size and is surrounded by calcitefillings (stained as red). XPL (E and H) and BSE (F, G, and I) images of a pebble-bearing carbonate rock found in the Gwangha-ri
(GH) site, showing a typical texture composed of sub-rounded single crystalline dolomite and quartz grains (E, F, and G), and a finegrained dolomite aggregate (H and I) with phengite in matrix. Abbreviations: dol; dolomite, cal; calcite, phen; phengite, and qtz; quartz.

누층군 석회암층(정선석회암 및 석병산석회암) 내에 위
치하며, 이는 기존에 보고된 행매층의 층서분포특성(Cheong

et al., 1979; Lee, 1980, 1982, 1983, 1987; Jang, 2017,
Kim et al., 2020)과 동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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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의 지질조사를 통해 나타난 쇄설성 탄산염암의
암상 특성은 다음과 같다. 1) 거력(Boulder)의 석영질 아
레나이트(arenite)를 포함하고 있는 황갈색 함역 백운암,
2) 수 cm 크기의 돌로마이트 역을 함유한 백운암, 3) 돌
로마이트 역과 석영 집합체(aggregate) 형태가 섞여서 나
타나는 백운암 등이다. 정선군 남평리 노두(NP)에서는 수
cm 크기의 펜자이트(phengite)가 백색 사각주 형태로 혼
재 되어 나타나기도 한다(Fig. 2A and B). 일부 노두 표
면에 침식으로 인하여 형성된 곰보형의 요철구조는 돌로
마이트 역이 물리 화학적 침식으로 인해 빠져나간 조직
으로 판단된다. 야외에서 염산으로 반응하는 부분은 입
자 사이에 분포되어 있는 방해석 교결물질(cement)이 대
부분이다. 흔히 이전 연구에서 행매층 암상 표현에 많이
쓰였던 ‘황갈색 함역 석회암’ 보다 ‘함역 돌로마이트’가
훨씬 빈번히 나타남은 주목할 만하다.
이 지역에서 행매층은 대체로 황갈색을 띠고 있는 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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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의 퇴적상을 보이며, 드물게 엽층리를 보이는 수십 cm
두께의 층과 5-10 cm 두께의 회색 석회암층이 괴상의 함
역 돌로마이트와 교호한다. 이와 같은 함역 쇄설성 탄산
염암의 암상 특성은 Kim et al.(2020)에 의해 기재된 행
매층의 특성과 동일한 함돌로마이트역-미사질 백운암, 혹
은 입자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
or grainstone)으로 정의할 수 있다.
3.2. 광물학적 특성
본 연구조사에서 새로 확인된 쇄설성 탄산염암의 제작
된 박편에 대한 편광현미경 및 주사전자현미경(SEM) 관
찰, 광물의 전자현미분석(EPMA)과 광물조성 확인을 위
한 X-선 회절분석(XRD)을 실시하여 광물학적 특성을 확
인하였다.
쇄설성 탄산염암의 광물학적 특성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돌로마이트가 주구성광물로, 0.1~1.0 mm 크기

Fig. 3. Polarized microscopic images under crossed polarized light (XPL)(A and D) and plane polarized light (PPL)(E) modes after
alizarin red S staining, and BSE images (B, C, and F) of a carbonate rocks from the Imgok-ri (IG) and Bukdong-ri (BD) sites. The
carbonate rocks are mainly composed of dolomite aggregate (A), single crystalline dolomite and quartz (D and E). Phengite occurs
in both of dolomite aggregate (B and C) and matrix (F), and calcite is existed in matrix as filling materials (B and F). Abbreviations:
dol; dolomite, cal; calcite, phen; phengite, and qtz;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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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주로 반자형 내지 타형의 단결정으로 나타난다(Fig. 2E~I,
Fig. 3D~F, and Fig. 4). 2) 미립질(10~20 µm)의 돌로마
이트 집합체가 수 mm에서 수 cm까지 다양한 크기 및 원
마도를 보이며 나타난다(Fig. 2H and I, and Fig. 3A~C).
3) 펜자이트가 세립질(< 0.1 mm) 집합체(Fig. 2C and D),
또는 광물입자와 역 사이를 충진하는 형태(Fig. 2E~I and
Fig. 3)로 모든 시료에서 관찰된다(Fig. 4). 4) 방해석은
역, 돌로마이트 등의 입자 사이를 이차적으로 충진하는
미립질의 교질물질로 나타나며(Fig. 2 and 3), 일부 시료
(NP 지점) 기질에서는 그 함량이 매우 높게 나타나기도
한다(Fig. 2C and D, and Fig. 4B). 5) 석영은 0.1 mm 내
외의 크기로 중간 정도 원마도를 보이는 단결정으로 소
량 나타난다.
모든 대상 시료에서 관찰되는 펜자이트에 대한 EPMA
주원소 정량분석 결과 및 산소 22 기준으로 계산된 결정
구조식 결과를 Table 1에 제시하였다. 펜자이트 구조식

계산 결과, 산소 22 기준으로 팔면체자리 4개이던 Al3+을
미원자 수 중 Mg2+ 원자가 0.55~1.25 개까지 치환하며,
정전기적 균형을 위해 사면체자리 8개 중 6개 이던 Si4+
의 치환도가 6.41~7.14 까지 증가하는 전형적인 백운모알루미노셀라도니트(muscovite-aluminoceladonite) 사이의
고용체광물인 Mg-펜자이트임을 알 수 있다(Table 1). 이
는 Park et al.(2020)에 의해 제시된 행매층 펜자이트와
화학조성에서 거의 동일하다. 펜자이트 집합체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이팔면체 운모의 (060) 회절선(2θ 61.5°,
1.50Å)이 나타나고 있어 화학조성 특성과 함께 이 광물
이 이팔면체 운모 광물군에 속하는 펜자이트임을 지시한다.
광물학적 특성에서 대상 탄산염암은 대부분 시료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펜자이트 및 석영 함량을 갖는 차이를
보이기도 하지만, 매우 독특한 단결정 돌로마이트와 펜
자이트 광물이 나타난다는 점에서 행매층의 광물학적 특
성(Kim et al., 2020; Park et al., 2020)과 매우 유사하다.
미세조직 특징에서도 나타나는 쇄설성 특성을 보이는 돌
로마이트 역과 석영입자, 원지성(in-situ) 생성 특성을 보
이는 높은 마그네슘(Mg) 함량을 갖는 단결정 돌로마이
트와 펜자이트, 그리고 이 후에 공극을 이차적으로 충진
하며 교질물질로 나타나는 방해석의 선후관계 등의 특성
도 Park et al.(2020)의 행매층 암석과 동일하다.

4. 토의 및 결론

Fig. 4. Bulk X-ray diffraction patterns of some carbonate rocks
collected from the study area. Abbreviations: Do; dolomite, Qz;
quartz, Cc; calcite, Ph; phengite, and Kf; K-feldspar.

본 연구에서 정선군 서부, 북부지역 및 강릉시 옥계면
지역에서 확인한 쇄설성 탄산염암은 암석학적으로는 함
돌로마이트역-미사질 백운암, 혹은 입자암(Dolomite-pebble
bearing fine sand-sized dolostone, or grainstone)으로 분
류될 수 있으며, 광물학적으로는 높은 Mg 함량을 갖는
단결정 돌로마이트와 펜자이트의 존재로 요약할 수 있다.
이러한 특성은 Kim et al.(2020)과 Park et al.(2020)이 제
시한 행매층의 특성과 일치하며, 따라서 이들 암석이 행
매층임을 지시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기존에 보고된 행매층 분포지역 이외
에서도 행매층이 존재함을 규명하였다. 평안누층군 홍점
층 직하부에 놓이는 조선누층군의 정선석회암과 석병산
석회암 상부에서 쇄설성 탄산염암의 존재를 확인하고 이
들이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성상 기존의 행매층과 동
일함을 밝힘에 따라 태백산분지 내 하부고생대 층서를
재정립할 필요성이 있음을 제시하였다. 행매층에 대한 정
밀지질도 작성을 위해 정선, 영월, 석항 지역에서도 트러
스트 단층에 의해 반복적으로 나타나는 홍점층 하부의
석회암층에 대한 추가조사가 필요하다. 또한 이번 연구
에서는 행매층이 독립된 암층서임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

태백산분지 내 새로운 행매층 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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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presentative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 (EPMA) results and the structural formulae of the phengites from the Jeongseon
and Okgye area
NP
Min.

GH
Max.

Min.

IG
Max.

Min.

BD
Max.

Min.

Max.

SiO2

51.14

51.24

50.36

50.36

46.02

50.12

49.16

50.88

TiO2

0.08

0.03

0.30

0.30

0.83

0.36

0.08

0.12

Al2O3

24.26

22.20

25.89

25.89

30.13

25.34

28.81

25.77

FeO*

0.08

0.09

0.32

0.32

0.04

0.04

0.07

0.18

MnO

0.00

0.00

0.00

0.00

0.00

0.04

0.00

0.00

MgO

4.59

6.00

4.06

4.06

2.75

4.21

2.69

3.90

CaO

0.06

0.08

0.31

0.31

0.10

0.15

0.13

0.14

Na2O

0.16

0.07

0.10

0.10

0.10

0.14

0.03

0.05

K2O

10.78

10.89

10.69

10.69

10.91

10.82

11.07

10.83

sum

91.14

90.59

92.04

92.04

90.86

91.23

92.03

91.88

Si

7.0633

7.1396

6.9021

6.9021

6.4145

6.9295

6.7312

6.9702

Al(T)

0.9367

0.8604

1.0979

1.0979

1.5855

1.0705

1.2688

1.0298

Sum(T)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8.0000

Al(O)

3.0123

2.7857

3.0837

3.0837

3.3637

3.0591

3.3810

3.1319

Ti

0.0080

0.0030

0.0311

0.0311

0.0871

0.0369

0.0083

0.0125

Fe(2+)

0.0088

0.0101

0.0369

0.0369

0.0044

0.0047

0.0078

0.0207

Mn

0.0000

0.0004

0.0003

0.0003

0.0000

0.0044

0.0000

0.0001

Mg

0.9445

1.2466

0.8303

0.8303

0.5708

0.8673

0.5487

0.7969

Sum(O)

3.9735

4.0458

3.9824

3.9824

4.0261

3.9725

3.9459

3.9621

Ca

0.0090

0.0115

0.0458

0.0458

0.0142

0.0224

0.0194

0.0211

Na

0.0439

0.0192

0.0271

0.0271

0.0273

0.0386

0.0066

0.0141

K

1.8993

1.9349

1.8685

1.8685

1.9396

1.9091

1.9341

1.8923

Sum

1.9523

1.9656

1.9414

1.9414

1.9811

1.9700

1.9601

1.9275

The structural formulae were calculated on basis of 22 oxygens.
*Total Fe is calculated as ferrous.

으며, 이를 통해 회동리층의 분포, 형성시기를 명확히 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본 연구 결과를 기초로 행매
층의 분포에 대한 정밀 지질도가 작성된다면, 행매층의
퇴적환경, 행매층 지질시대 결정, 행매층과 정선석회암의
관계, 정선석회암과 막동석회암, 영흥층, 고성석회암 및
태백산분지 동측의 석병산석회암 등과의 관계 및 지질시
대 규명, 회동리층과 실루리아기 퇴적층 연장 발달 유무
확인 등이 가능할 것으로 보이며 이는 하부 고생대 층서
규명에 대한 중요한 기초자료가 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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