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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문 초록

본 논문은 해방 이후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세계지질학계의 변화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한반도에 관한 

새로운 지질학 지식을 형성하는 구체적이고 역동적인 과정을 탐색해봄으로

써,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지식이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계승 

또는 재구성되는 양상을 고찰하기 위한 것이다.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질

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한반도 지질학 지식이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

의 지식 형성과정과 맺는 관계를 알아보기 위해 본 연구에서는 강원도 태백

산 분지의 하부 고생대 지층을 대상으로,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한반도 

지질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5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식 생산이

라는 지질학 실행의 구체적 과정을 고생물학을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특히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한 한반도 지질학 지식 형

성과정을 분석하면서, 일제강점기 지식이 계승 혹은 극복되는 양상 변화를 

새로운 연구 재료 및 새로운 이론의 등장과 함께 세계지질학계에서 일어나

는 지식 생산 중심부의 변화 및 그러한 중심부와 형성하는 관계를 중심으로 

통시적으로 고찰하고자 하였다.

  이를 위해 먼저 본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한반도 지질학 지식의 형성과

정을 분석하여 그 성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하였다. 지질학은 일제강점기

에 가장 활발하게 연구가 일어난 과학 분야 중 하나였는데, 그 결과 일제강

점기 동안에는 전 지질시대에 걸쳐 한반도 지질계통에 관한 지식이 대부분 

형성되었다. 하지만 일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는 일본 제국

의 식민지 확장 및 자원 정책의 산물이었으며, 일제의 대동아공영권 구상은 

일본 지질학자들의 지질학적 세계관에 그대로 반영되었다. 또 일제강점기의 

한반도 지질 연구가 제국 일본의 향토지질 연구로 간주 되었고, 한반도 지

질연구에 조선인은 배제되었다는 점으로부터 제국의 식민지배 구도가 지질

학 연구에 그대로 투영되었음을 알 수 있었다.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성격을 분석한 다음, 본 연구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지질학 지식 생산 활동을 시기별로 분석함으로써 시기별로 뚜렷하

게 구분되는 차이점을 발견할 수 있었다.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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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지질학자들은 민족주의적 반일감정이 팽배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학문에서의 독자성을 강조하고 일본인들이 형성한 한반도 지질학 지식에 오

류가 있음을 지적하면서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극복할 것을 강력하게 표방하

였다. 하지만 이 시기에 한국의 1세대 지질학자들이 속한 학문 네트워크는 

여전히 과거 그들이 교육받은 일본 학계를 중심으로 한 것이었고, 학문적으

로도 이들은 일제강점기 지식을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었다. 해방 이후 10

년이 지나면서 일제강점기 지질학 지식을 극복하려는 시도가 본격화되었지

만, 이들의 지질학적 실행은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된 범위와 수

준을 거의 벗어나지 못했다.

  이와 달리 19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한국 지질학자들은 1950년대 

이후 유럽으로 확대된 국제적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와 연결함으로써 일본

을 중심으로 지식이 생산되던 지적 구도를 깨고자 했다. 또 이들은 국제 지

층 구분 소위원회라는 다국적 네트워크에 자신들을 연결함으로써 국제 지층 

구분 지침에 부합하도록 일제강점기에 명명된 지층명을 수정해 나갔다. 이

처럼 이 시기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새로운 학문 중심과의 연결을 통해 성장

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지식을 수정해 나갔지만, 이 시기까지

도 한반도의 지질학 연구 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정립한 층

서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해방 이후 한반도 지질학 지식 생성에서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는 1960년

대 말에 등장한 판구조론에 수반되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판구조론을 

국내에 도입한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지질학 지식의 부분적 수정

에서 나아가 판구조론이라는 완전히 새로운 이론적 틀을 이용해 일제강점기

에 만들어진 지질학 지식을 재구성했다. 이는 한국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이 

생산한 지식 이외에 판구조론의 도입으로 변화된 국내외의 연구 지형을 적

극적으로 활용한 결과였다. 한반도의 고지리와 형성사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1980년대 이후 새로운 고지자기 연구의 중심으로 떠오른 중국, 고생대 전기

에 한반도 인근에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및 인디아 연구자들과의 다각적인 

협력 관계가 필요했다. 이처럼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지식을 다각적으로 

형성된 인적·학문적·지역적 연결망을 통해 통합하는 과정을 거쳐야만 하

는 이러한 새로운 지적 구도 속에서 중심이라는 개념은 큰 의미를 가질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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없었다.

  해방 직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학문적 목표는 일본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식이 생산되던 식민지 시기 지적 구도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한반도 지질

학 지식 생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학문 목표가, 새로

운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일본 중심의 연구 지형을 탈피하는 단계

를 거쳐, 판구조론의 도입과 함께 1980년대 이후에 지식 생산 지형이 다각

화되면서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주었다.

주요어 : 탈식민, 중심부-주변부, 하부 고생대, 고바야시 데이이치, 연구 

네트워크, 코노돈트, 조선누층군, 판구조론, 한반도 고지리

학  번 : 2010-30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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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론

1.1 문제 제기

지질학(地質學, Geology)은 지각을 구성하는 물질의 종류와 특성, 그리고 이

들 물질의 형성과정, 구조, 역사 등을 다루는 학문으로, 19세기 들어 근대적 

학문으로 정립되었다.1) 지질학을 다른 과학 분야와 구분 짓는 가장 큰 특징

은 지질학이 시간을 도입한 학문이라는 데 있다. 그런 면에서 지질학은 역

사학과 공명한다. 역사학자들이 시간의 흐름이 남긴 변화의 유적들을 해석

하여 인류의 과거를 재구성하는 것처럼, 지질학자들은 암석 속에 남겨진 변

화의 자취들을 해석하여 지구의 역사를 알아내고자 한다. 오랜 시간에 걸쳐 

암석 속에 형성된 흔적들에 의존하여 지각의 역사를 해석하는 학문이기 때

문에 지질학자들은 물리학자나 화학자, 혹은 생물학자들과는 달리 엄격하게 

통제된 실험을 할 수도 없고, 정량적인 데이터나 직접적인 증거를 얻을 수

도 없다. 가장 타당해 보이는 가설을 내세울 수 있을 뿐이다. 따라서 그 학

문적 특성상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는 특정 지역의 지질계통이나 지각변화 역

사에 관한 해석을 둘러싸고 많은 논쟁이 벌어졌고 그 과정에서 지구의 과거

에 대한 지식 또한 변화해 나갔다.2)

  한반도에 관한 지질학 지식은 1970년대 이후 많은 변화를 겪었다. 한반도 

지질에 관한 근대적인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본격

적으로 시작되었다. 러일전쟁(1904-1905) 이후부터 식민지배가 끝날 때까지 

일본은 제국 확장 정책의 하나로 한반도의 탄전 및 광산지대에 대한 대대적

인 조사를 시행했고, 이 사업에 참여했던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그 과정에서 

발견한 화석이나 암상(岩相, lithofacies) 등을 근거로 한반도의 지질 역사를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 사전, 
http://encykorea.aks.ac.kr/Contents/Item/E0054410(2019.8.16. 검색) 

2) 지질학자들 사이의 논쟁을 중심으로 지질학의 역사를 서술한 책으로는 Arthur Hallam, 
Great Geological Controversies 2nd edition (New York:Oxford University Press, 
1989); Gabriel Gohau, A History of Geology (New Brunswick:Rutgers University 
Press, 1990)가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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밝혀 나갔다. 그 결과 1945년 한국이 해방될 시점에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시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 지질계통과 지각변화의 역

사가 상당 부분 밝혀져 있었다. 하지만 이러한 지식이 해방 이후 한국인 지

질학자들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것은 아니었다. 해방과 한국전쟁을 거치면

서 약 10년간의 지적 공백 상태를 겪은 한국 지질학자들은 이후 한반도 지

질연구에서의 독자성 확보를 목표로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성격을 재규정하

고,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연구한 지질계통을 재평가했으며, 이를 바탕으로 

한반도에 관한 새로운 지질학 지식을 생산하고자 했다.

  최근 들어 한국 지질학계에는 한국 지질학의 역사에 관한 논문들이 다수 

출판되고 있다. 이는 그동안 과학사학자들의 관심 밖에 있었던 지질학 분야

에 관한 관심을 견인한다는 점에서 긍정적인 현상이다. 주로 대학이나 지질

연구 기관에 소속된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그동안의 지질학사 연구들은 

대부분 기관사의 형태를 띠고 있거나 연구 통계를 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

다. 이러한 연구들은 장기적인 시간의 흐름 속에서 한국 지질학계의 변화를 

일괄할 수 있게 한다는 점에서 중요한 자료가 되고 있다. 2,000년 이후에는 

한반도 근대 지질·자원 조사 전담 기구의 출현 및 발달사에 관한 원병호의 

연구나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에 관한 김성용

의 연구처럼 특정한 기관이나 인물을 세부적으로 다룬 연구들도 등장했는

데, 이는 지질학사의 단면을 특정한 맥락 속에서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준다

는 점에서 고무적인 변화라고 할 수 있다.3)

3) 한국 지질학의 역사를 다룬 기존 연구들 중에서 기관사의 형태를 띤 것으로는 대한지질
학회, 『대한지질학회 50주년사 자료집: 1947~1997』 (대한지질학회, 1997); 한국동력자
원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70년사』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90); 한국지질자원연구
원, 『지질자원 그리고 지구환경: KIGAM 30주년(통산 88주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06);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2019) 등이 
있다. 개인의 주도로 이루어진 연구로는 원병호, 이성록, 이영주, “한반도 근대 지질·자
원 조사 전담 기구의 출현 및 발달사”, 『지질학회지』 제53권 제6호 (2017.12), 
819-831; 김성용·이재욱, “해방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
찰연구”,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1호 (2015), 77-88; 김정환, “우리나라 구조지질학 
발전의 발자취”, 『지질학회지』 제53권 제1호 (2017.12), 5-33; 최덕근, “삼엽충–20세기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생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 고생물』 (2004), 
265-284 등이 있다. 통계적인 방법을 이용한 연구로는 최덕근·황현아, “한국고생물학 
100년(1903-2003)”, 『한국고생물학회지』 20:2 (2004), 59-70; 최덕근·황현아, “최근 20
년간(1984-2003) 한국 고생물학 연구 경향”, 한국고생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 
고생물』 (2004), 1-35 등이 있다. 과거의 개별 지질학자들을 대상으로 한 연구에는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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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본 연구는 이러한 한국 지질학사 연구 변화의 흐름을 지식 생산 영역으로 

확장하여, 해방 이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구체적인 지질연구 실행과 이에 따

라 한반도 지질학 지식이 변화하는 구체적인 과정을 드러내고자 한다. 지식 

생성의 주체 변화와 그에 따라 달라진 학문적 정체성, 지질학자들 간의 상

호 관계, 지식 생산에 영향을 미치는 다양한 사회정치적·학문적 요인 등을 

복합적으로 분석함으로써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 지질학 지식이 변화한 양상

을 드러내고, 이를 통해 해방 이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지식 생산 활동이 과

거 식민지 시기 지질학과 맺는 관계가 어떻게 변화해 왔는지를 보이고자 한

다. 이를 위해 본 연구에서는 한반도에 관한 지질 연구가 본격적으로 시작

된 1905년 전후부터 오늘날에 이르기까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의 

층서(層序) 및 형성사(形成史)라는 특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한국 지질학자들

이 한반도에 관한 지식을 생산한 구체적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4)

  지질학자들이 지식을 생산한 구체적 과정에 대해서는 마틴 루드윅(Martin 

J. S. Rudwick)과 제임스 시코드(James A. Secord)가 상세히 분석한 바 있다. 

고생대 데본기 층서 확립을 둘러싸고 벌어진 유럽 지질학자들 사이의 논쟁 

과정을 분석한 루드윅은 논쟁에 참여한 지질학자들이 형성한 네트워크와 이

들 간의 상호작용 방식을 중심으로, 그들이 경쟁 관계나 협력 등을 통해 새

로운 해석의 틀을 만들어내고 이를 통해 예기치 못했던 새로운 과학적 지식

을 생성하게 되는 과정을 잘 보여주었다.5) 반면 시코드는 캄브리아기와 실

루리아기 사이에 오르도비스기가 명명되는 과정을 추적하였다. 논쟁과 야외

성용·이재욱·박정규,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 다테이와 이와오의 한반도 지질연구 
성과고찰”,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5호 (2015), 401-408가 있다. 일본인에 의한 한
반도 지질학 역사연구로는 立岩巖, 양승영 옮김, 『韓半島地質學의 初期硏究史 - 朝鮮·
日本列島地帶地質構造論考』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6)이 있다.

4) 그동안 한국 근현대 과학사 연구에서 지식 생산을 다룬 연구로는 신미영, “이호왕의 일
본뇌염바이러스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34:3 (2012), 405-428; 문만용, “‘조선적 생
물학자’ 석주명의 나비분류학”, 『한국과학사학회지』 21.2 (1999), 157-193; 김성원, “식
민지시기 조선인 박물학자 성장의 맥락: 곤충학자 조복성의 사례”, 『한국과학사학회지』 
30:2 (2008), 353-381; 이정, “식물 연구는 민족적 과제?-일제강점기 조선인 식물학자 
도봉섭의 조선 식물 연구”, 『역사와 문화』 25 (2013), 89-123; 선유정, “현신규의 리기
테다 소나무 연구”, 『한국과학사학회지』 27:2 (2005), 27-60 등이 있다.

5) Martin J. S. Rudwick, The Great Devonian Controversy: The Shaping of 
Scientific Knowledge among Gentlemanly Specialis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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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지질도를 중시했던 빅토리아 시대의 영국 지질학 연구 분위기, 지질학

자들 간 학문적 배경의 차이, 학문적 자부심 등이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나가는 과정을 그려낸 시코드는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벌어진 논쟁의 

과정을 상세하게 묘사함으로써, 자연에 관한 지식 생성은 시간의 흐름과 새

로운 발견에 따라 창조되는 생산적인 과정임을 보여주었다.6)

  루드윅과 시코드가 19세기 초반 영국의 신사들로 구성된 지질학 커뮤니티 

사이의 경쟁과 협력 관계를 중심으로 지식 생산 과정을 분석했다면, 그레이

스 옌 선(Grace Yen Shen)과 지그리드 슈말저(Sigrid Schmalzer)는 지식 생산 

활동에 미치는 사회·정치적 영향을 중심으로 지질학자들의 실행을 분석하

였다. 옌 선은 중국의 개항, 일본과의 전쟁, 공산화와 같은 사회적 요인들, 

그리고 국가와 민족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정치적 지향이 중국 지질학자들의 

학문 내용과 태도, 학문적 선택 및 실행을 어떻게 형성하고 굴절시켜 나갔

는지를 추적하여, 그들에게 있어서 충성의 대상으로서의 중국 땅과 연구의 

대상으로서의 중국 땅은 같은 것이었으며, 중국에서 근대지질학이 출현하는 

과정은 중국지질학자들이 중국 영토에 대한 책임감과 의무감을 자신의 과학

적 정체성과 결합하여 지질학적 실행이라는 렌즈에 투영시켜온 과정이자 결

과물이었음을 설득력 있게 보여주었다.7) 슈말저는 중국에서 인간의 기원에 

관한 유물론적 설명을 위해 다윈주의를 동원하고 노동을 통한 인류 진화의 

원형이라는 정체성을 베이징원인(北京猿人, the Peking Man) 화석에 부여함

으로써 노동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마르크스주의적 세계관을 고양해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과학 지식이 사회주의 국가 건설에 활용되는 방식을 보여

주었다. 또 그는 문화혁명 시기에 과학보급 운동과 더불어 노동자의 참여와 

공헌을 중시하는 군중과학(mass science)이 부상하고 이후 엘리트 과학과 군

중과학의 관계가 재정립되는 일련의 과정을 고인류학의 사례를 들어 분석함

으로써, 노동에 관한 중국 지도자들의 사회적·이데올로기적 신념에 따라 

과학의 정체성과 과학 지식 생산의 지형이 변화해 왔음을 잘 보여주었다.8)

6) James A. Secord, Controversy in Victorian Geology: the Cambrian-Silurian 
Dispute (Princeton: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86).

7) Grace Yen Shen, Unearthing the Nation: Modern Geology and Nationalism in 
Republican Chi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14).

8) Sigrid Schmalzer, The Peopleʼs Peking Man: Popular Science and Hum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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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세기 중국의 사례를 통해 사회주의 국가 건설이라는 정치적 과제가 중

국 지질학자들의 지질학적 실행에 투영된 방식을 보여준 옌 선과 슈말저의 

연구는, 한국을 둘러싼 20세기의 사회·정치적 변화가 해방 이후 한국 지질

학자들의 지식 생산 활동을 주조해나간 독특한 방식에 주목할 것을 요구한

다. 일본 제국주의의 확장에 따른 피지배 경험은 해방 이후 한국 지질학자

들에게 일제강점기에 형성된 지질학 지식 속에서 식민지배의 흔적을 발견하

도록 했으며, 이는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극복의 대상으로 규정짓도록 했

다. 이와 동시에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한반도 지질학 지식은 한국 지질

학자들에게는 계승해야 할 대상이기도 했다. 암석과 화석을 바탕으로 일본

인 지질학자들이 만든 지질계통은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한반도 

지질을 연구하는 출발점이 되었다. 1950년대의 민족주의와 반일운동의 고양, 

1960년대의 경제개발계획과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 1980년대 중국의 

개혁개방, 1990년대 지구화(Globalization)로 변화해가는 사회·정치적 환경 

속에서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한편으로는 일제강점기의 지적 유산을 계승하

여 학문적 기반으로 삼으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이를 수정하거나 재구성하

면서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한계를 넘어서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최근에 현재환은 한국 생물학자들이 한국인의 생물학적 동질성에 대한 증

거를 직간접적으로 제공하면서 한민족에 물리적 실재성을 부여하는 역할을 

해왔음을 냉전, 탈냉전, 지구화라는 지구적 차원의 거시적 변화, 그리고 그

에 따라 변화한 초국적 과학 네트워크 형성과정을 중심으로 분석한 바 있는

데, 이를 통해 그는 한국의 인류 유전 연구자들에 있어서 초국적 네트워크

는 자신들의 정치적 목표를 새겨넣을 대상이었음과 동시에 한국인의 민족 

정체성 형성을 추동한 강력한 요인이었음을 보여주었다.9) 그의 연구는 한국

의 사회·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세계지질학계에서 일어난 연구 지형의 변화

가 해방 이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지질학적 실행에서 고려되어야 할 핵심적

인 요소 중 하나임을 의미한다. 세계지질학계에서는 1950년대 이후 무척추 

Identity in Twentieth-Century China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2008).

9) 현재환, “유전적 민족 만들기: 한국의 인류 유전연구, 민족 정체성, 그리고 초국적 과학 
교류, 1926-2009”,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8).



- 6 -

고생물학 분야에서 코노돈트라는 미화석(微化石, micro-fossil)이 크게 주목을 

받아 연구의 중심이 미국으로부터 시작해 독일, 스웨덴, 영국 등 유럽 여러 

지역으로 확대되고 있었다. 또 1970년대 이후에는 판구조론의 등장이라는 

혁명적인 변화가 세계지질학계를 뒤흔들었다. 판구조론의 등장과 함께 고지

자기학(古地磁氣學, Paleomagnetism)이 크게 부상하고, 대륙들 사이의 상호 

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전 지구적 차원의 협력 관계가 형성되는 등 세계지질

학계의 연구 지형은 크게 변화하고 있었다.10)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일제강

점기와는 다른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새로운 연구 재료와 새로

운 지질학 이론, 그리고 그에 따라 변화한 연구 지형을 적극적으로 도입하

고 활용했다.

  본 연구는 20세기에 일어난 사회·정치적 변화들 속에서 한국인 지질학자

들이 세계지질학계의 변화와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한반도에 관한 새로운 

지질학 지식을 형성하는 역동적인 과정을 긴 시간의 흐름 속에서 통시적으

로 추적함으로써,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시기 사이의 지식 형성 방식이나 

지식의 내용, 지식에 대한 태도 등에서 드러나는 공통점과 차이점을 드러내

고, 이를 통해 일본인 학자들이 형성한 한반도 지질학 지식이 해방 이후 한

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계승 혹은 수정, 나아가 재구성되는 독특한 지점과 

양상을 보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와 구분되는 독자적인 지질학

을 만들어나가고자 했던 해방 이후 한국지질학자들의 학문적 목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어떠한 방식으로 실현되었는지 알아볼 수 있을 것이다.

1.2 연구의 방향

해방 이후부터 현재까지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형성된 새로운 연구 지

형이나 새로운 지식, 지식에 대한 태도 등이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적 실행과 

10) 판구조론이 처음 등장했을 때 이를 과학혁명으로 정의한 지질학자로는 John Tuzo 
Wilson, “Static or Mobile Earth: The Current Scientific Revolu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2:5 (1968), 309-320; 
Allan Cox eds., Plate Tectonics and Geomagnetic Reversals (San Francisco: 
Freeman, 1973); Arthur Hallam, A Revolution in the Earth Sciences; From 
Continental Drift to Plate Tectonics (Oxford: Clarendon Press, 1973)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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맺는 관계가 변화하는 양상을 보이기 위해, 본 연구는 먼저 일제강점기 일

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행된 한반도 지질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 이어서 해방 직후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일제강점기 

지식을 규정한 방식, 그리고 그에 바탕을 두고 자신들의 학문적 정체성을 

찾아 나가는 과정을 살펴본 다음, 이후 한국 지질학자들이 세계지질학계의 

변화와 결합하여 새로운 지식을 생성하면서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나갈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연구는 그동안 일제강점기 전후 과

학사 연구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졌던 연속과 단절의 문제를 재고해 보고자 

한다.

  그동안 한국 과학사학계는 일제강점기와 해방 이후 과학의 관계에 대해 

연속적인 면보다는 불연속적인 면을 보여주는 데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

다. 일제강점기 동안 설립된 다수의 교육·연구 기관이 해방 이후에도 일부 

개편을 거쳐 존속되거나 일제강점기에 성장했던 한국인 근대 과학 기술 인

력들이 학계나 공업계 등에서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데서 볼 수 있는 것

처럼,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학교, 연구 기관, 사회 기반 시설들과 인적 자원

들이 해방 이후 시기와 가지는 연속성은 한국 근현대사 연구에서 종종 식민

지 근대화론을 뒷받침하는 증거들로 이용되곤 하였다. 따라서 그에 대한 반

작용으로 그동안 많은 근현대 과학사 연구에서는 일제강점기 과학과 해방 

이후 과학의 단절적인 측면에 더 많은 관심을 기울여왔다.

  일제강점기 과학과 해방 이후 과학의 단절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 시기 사이의 불연속성을 보여주는 방식, 혹은 과학 중

심부의 이동이나 제도적 변화 속에서 과학자들이 식민지인이라는 자기 정체

성을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보여주는 방식을 채택해왔다. 제도의 변화를 

중심으로 두 시기 사이의 불연속성을 보여준 연구에는 과학의 중심부가 일

본에서 미국으로 전환되는 과정에서 일제강점기의 잔재였던 일본식 교육이 

미국식으로 급격히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준 연구들이 있으며, 해방 이후 새

로이 등장한 과학기술 정책, 현대적 연구체제 등을 다룬 연구들이 있다. 이

러한 연구들은 해방 이후에 식민지 시기와는 질적으로 다른 성격의 현대적 

연구체제가 형성되었다는 점을 강조해 왔다.11) 또 존 디모이아(John P. 

11) 일본식 교육이 미국식으로 전환되는 과정을 보여주는 연구로는 이왕준, “미네소타 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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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imoia)는 유타대학교에서 연구 활동을 했던 이태규나 미네소타 프로젝트에 

참여했던 한국인 외과 의사들이 자신들의 정체성을 식민지인에서 독립된 한

국의 전문적 엘리트 혹은 순수 과학자로 변화시켜나가는 과정을 분석하여 

두 시기 사이의 단절 양상을 보여주었다.12)

  반면, 일본 제국주의 식민지배 시기와 전후 시기와의 연속성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주로 한국 과학사학계 밖에서 수행되었다. 이러한 연구들은 주로 

전후 일본의 아시아 원조 사업이 식민지 시기와 갖는 연속성에 주목했는데, 

예를 들어 1950년대와 1960년대 일본의 동남아시아 개발 원조와 일본 제국

의 식민지 개발계획 사이의 연관성을 냉전의 맥락에서 분석한 역사학자 히

로미 미즈노(水野宏美)는 1950년대 이후 동남아시아에서 전쟁 배상의 형태로 

진행된 대규모 건설 프로젝트의 행위자가 식민지 시기에 일본 제국의 확장

을 통해 성장한 회사들이었다는 점, 이들이 과학과 기술을 통한 아시아 공

영 추구라는 식민지 시기 수사를 사용했다는 점 등을 바탕으로 일본 제국주

로젝트가 한국 의학교육에 미친 영향”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6); Ock-Joo 
Kim and Sang-Ik Hwang, “The Minnesota Project: The Influence of American 
Medicine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Research in 
Post-War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9 (2000), 112-123; 김명진,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미네소타대 프로젝트 사례”, (서울대학
교 박사학위 논문, 2009) 등이 있다. 1950년대와 1960년대의 과학 정책 변화를 다루는 
연구들에는 김근배, “해방 이후의 과학 기술계”, 『우리과학 100년』 (현암사, 2003), 
144-159; 김성준, “한국 원자력 기술 체제 형성과 변화, 1953-1980”, (서울대학교 박
사학위 논문, 2012); 고대승, “원자력기구 출현과정과 그 배경”, 『한국과학사학회지』 
14:1 (1992), 62-87; 문만용, 『한국의 현대적 연구체제의 형성: KIST의 설립과 변천, 
1966-1980』 (선인, 2010); 김근배, “한국과학기술연구소 설립과 미국의 역할”, 『근현대 
한국사회와 과학』 (창작과비평사, 1998), 308-341; Dong-Won Kim and Stuart W. 
Leslie, “Winning Markets or Winning Nobel Prizes?: KAIST and the Challenge 
of Late Industrialization”, Osiris 13 (1998), 154-185;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
부도 -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역사비평』 85호 (2008), 236-261; 문만용, “1960년
대 ‘과학기술 붐’: 한국의 현대적 과학기술체제의 형성”, 『한국과학사학회지』 29:1 
(2007), 67-96; 문만용, “박정희 시대 담화문을 통해 본 과학기술정책의 전개”, 『한국
과학사학회지』 34:1 (2012), 75-108; 문만용, “KIST에서 대덕연구단지까지 - 박정희 
시대 정부출연연구소의 탄생과 재생산”, 『역사비평』 85호 (2008), 262-289 등이 있다.

12) John DiMoia,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1) (2012), 17-40; John DiMoia, “From Minnesota to 
Seoul? The DeWall Helix Bubble Oxygenator and Technology Transfer in 
Open-Heart Surgery, 1955-1965”, Comparative Technology Transfer and 
Society 7(2) (2009), 201-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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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와 명백하게 연속성을 가진다고 주장했다.13) 아론 무어(Aaron Stephen 

Moore)와 마사토 카라시마(辛島理人)도 각각 미얀마 발루차웅(Balu Chaung) 

수력 발전소 건설에 투영된 기술 원조 네트워크와 아시아경제연구소

(Institute of Asian Economic Affairs, 1958~) 설립 과정을 분석하여, 일본 제

국주의 담론과 탈식민 시기와의 연속성에 관한 히로미 미즈노의 주장을 강

화하였다.14)

  일제강점기 과학과 탈식민 과학 사이의 단절 또는 연속을 주장하는 이러

한 연구들과는 달리 일부 한국과학사학자들은 식민지 유산의 전유 과정을 

중심으로 연속과 단절의 계기가 복합적으로 공존함을 강조한 바 있다. 예를 

들어 북한의 비날론 공장에서 일제강점기에 형성되었던 연구 인력, 기술, 생

산 기반을 활용하면서도, 전후 복구 과정을 통해 이 공장이 “미제의 침략

에 맞서 지켜낸” 북한의 자산이라는 새로운 정체성을 부여받게 되는 과정

을 분석한 김태호의 연구는 식민지 유산의 이용을 과학자들의 적극적인 전

유의 과정으로 해석함으로써 식민지 유산의 연속과 단절이라는 두 측면이 

13) Hiromi Mizuno, “Introduction: A Kula Ring for the Flying Geese: Japan’s 
Technology Aid and Postwar Asia”, Hiromi Mizuno, Aaron S. Moore and John 
Dimoia eds, Engineering Asia: Technology, Colonial Development and the 
Cold War Order (London: Bloomsbury Academic, 2018), 1-40.

14) Aaron Stephen Moore, “Japanese Development Consultancies and 
Postcolonial Power in Southeast Asia: the Case of Burma's Balu Chaung 
Hydropower Project”,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8:3 (2014), 297-322. 무어는 일본이 동남아시아의 건설 프로젝
트를 추진하면서 강조했던 ‘종합개발(Comprehensive Development)’이라는 수사가 전
전의 일본 제국주의 시기에서 비롯되었음에 주목하였다. 무어에 의하면 ‘종합개발’은 철
저한 직접 조사를 바탕으로 아시아 각 신생 독립국의 특수한 경제적·지리적 조건에 맞
춘 개발 즉, 조건과 필요에 뿌리를 둔 개발이다. ‘종합개발’ 담론은 수력, 관개, 홍수 통
제, 교통 발달 등을 포괄하는 개념으로, 탈식민 직후 빠른 속도의 산업화를 원했던 아
시아 각국 정부의 비전과 결합해 빠르게 수용되었다. 무어는 ‘종합개발’ 수사가 만주와 
조선 식민지배 맥락에서 처음 등장했으며, 아시아를 서구 제국으로부터 해방하고 ’대동
아공영권‘을 촉구하던 일본의 “아시아 건설” 이데올로기의 주요 원칙이었다고 강조했
다. 식민지 시기 내러티브와 식민지 이후의 연속성에 관해서는 Aaron Stephen 
Moore, ““The Yalu River Era of Developing Asia”: Japanese Expertise, 
Colonial Power, and the Construction of Sup'ung Dam”, The Journal of Asian 
Studies 72:1 (2013), 15-139에서도 확인할 수 있다. Masato Karashima, “Itagaki 
Yoichi and the Formation of the Postwar Knowledge Infrastructure for 
Japan’s Overseas Development Aid in Asia”, Hiromi. Mizuno, Aaron S. Moore, 
and John Dimoia eds, Engineering Asia: Technology, Colonial Development 
and the Cold War Order, 59-82.



- 10 -

어떻게 공존할 수 있는지를 잘 보여주었다.15) 홍성주도 해방 직후 안동혁이

나 이태규 등이 국가재건을 목표로 제출했던 실업교육 건의안이나 과학교육

진흥책이 사실은 일제의 전시동원 인력정책을 산업동원 정책으로 치환한 것

이었음을 보여준 바 있다.16) 또 현재환은 일제강점기의 유산이었던 혈청학 

자료들, 혈청학 연구가 체질 인류학 자료로 이용되기 시작했던 1950년대 미

국 내 연구 경향의 변화,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한 한국과 미국 사이의 접

점 형성, 그리고 1950년대 말~1960년대 초 한국사회의 민족주의적 감수성을 

혼합하여 나세진이 체질인류학 프로그램을 탄생시킨 과정을 살핌으로써 해

방 이후 한국 과학기술자들이 일제강점기의 유산을 계승하여 이를 전혀 새

로운 방식으로 이용하는 양상을 잘 보여주었다.17)

  일제의 식민지배 시기와 1945년 이후 시기 사이의 연속과 단절을 다룬 이

러한 연구를 서로 비교해 보면, 단절을 강조하는 연구들이 거시적 연구체제 

또는 과학과 과학자에게 부여되는 문화적 정체성의 변화에 주목하는 데 반

해, 연속을 강조하는 연구들은 연구 인력이나 기술 등의 인적 자원이나 학

문적 내용에서 드러나는 연속성에 주목하는 것을 볼 수 있다. 연속과 단절

의 공존을 보여주는 연구들은 연속과 단절이 두드러지는 각 측면을 모두 강

조하는 방식을 취한다. 하지만 해방 이후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한반도에 관

한 지질학 지식을 생성하는 과정에서 식민지 유산의 단절과 연속이라는 모

순된 요소를 동시에 끌어들였음을 고려한다면, 일제강점기 일본인들의 지질

학과 해방 이후 한국인들의 지질학 사이의 관계는 연속 또는 단절로 단순화

하는 대신 연속과 단절의 계기가 복잡하게 공존하는 양상에 주목하여 살펴

보아야 할 것이다.

  한국 지질학자들의 지식 생산 활동에서 일제강점기 지질학과의 연속과 단

절의 양상 변화가 뚜렷하게 드러난 계기 중 하나는 변화하는 국제 연구 네

트워크와의 결합이었다. 새로운 지질연구 재료나 지질학 이론의 등장과 함

께 세계지질학계에서 일어난 지식 생산 중심부의 변화는 한국을 둘러싼 사

15) 김태호, “리승기의 북한에서의 비날론 연구와 공업화-식민지 유산의 전유 과정을 중심
으로”, 『한국과학사학회지』 23-2 (2001), 111-132

16) 홍성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체계의 등장, 1945-1967”, (서울
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0), 1-54쪽. 

17) 현재환, “‘地方差’와 ‘孤立한 Mendel 集團’: 두 중심부 과학과 나세진의 ‘혼종적’ 체질
인류학, 1932-1964”, 『한국과학사학회지』 37:1 (2015), 345-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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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정치적 변화와 더불어 한국의 지질학자들에게 새로운 학문적 환경을 제

공했고, 이는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새로운 관계를 형성할 동인이 되었

다. 본 연구에서는 식민지 시기 한반도 지질학 연구가 조선인은 배제된 채 

일본인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한국인 지질학

자들이 지식 생산 중심부의 이동 및 중심부에 형성된 새로운 연구 네트워크

와의 적극적 결합을 동력으로 하여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중심부-주변부 구

도가 내포하는 제국주의적 성격을 극복하는 과정을 살펴봄으로써 식민지 유

산의 계승과 극복이라는 두 요소의 공존 양상이 시대에 따라 어떻게 달라졌

는지를 보이고자 한다.18)

  실제로 해방 이후의 한국 지질학이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맺는 연속과 단

의 양상 변화를 한국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의 변화와 중심부-주변부 

이동과의 관계를 결합하여 살펴보면 해방 이후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지질

학 지식 생산에 있어 시기별로 뚜렷하게 구분되는 양태를 발견할 수 있다. 

18) 중심부-주변부 과학의 문제를 다룬 초기의 연구들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과학 지식이 
일방적으로 전달된다고 보았던 것과 달리, 최근에는 식민지에서 형성된 과학 지식이 서
구 과학의 이식을 통해서가 아니라 본국과 식민지에 형성된 다양한 층위 주체들의 참여
와 상호작용을 통해 구성된 결과물이었음을 보여주는 연구가 특히 자연사 분야를 중심
으로 다수 등장하였다. 과학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일방적으로 전파된다고 본 대표적
인 연구로는 George Basalla, “The Spread of Western Science”, Science 
156:3775 (1967.5), 611-622가 있다. 식민지 자연사 연구를 중심으로 중심부-주변부 
과학의 문제를 비판적으로 고찰하고, 중심부와 주변부의 상호작용을 강조한 연구로는 
Richard Grove, “Indigenous Knowledge and the Significance of South-West 
India for Portuguese and Dutch Constructions of Tropical Nature”, Modern 
Asian Studies 30:1 (1996), 121-143; Fa-ti Fan, British Naturalists in Qing 
China: Science, Empire, and Cultural Encounter (Cambridge: Harvard 
University Press, 2004); Kapil Raj, Relocating Modern Science: Circulation and 
the Construction of Knowledge in South Asia and Europe 1650-1900 (New 
York: Palgrave Macmillan, 2007); 이정, “식민지 조선의 식물 연구(1910-1945): 조
일 연구자의 상호작용을 통한 상이한 근대 식물학의 형성”,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3) 등이 있다. 이정은 완전히 근대적인 식물학 전통을 확립하지 못했던 일본의 식물
학자들이 식민지 한국에서의 연구를 통해 자신들의 근대적 식물학을 확립해나갔으며 그 
과정에서 한국인 식물학자들이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공헌했음을 강조함으로써 제국과 
식민지의 상호작용이라는 측면에서 일제강점기 조선의 식물 연구에 접근하였다. 반면 
미야가와 타쿠야는 일본 제국의 기상관측망 구축과 일본 기상학의 성립과정에서 기상 
관측 데이터의 수집은 도쿄에서 훈련받은 후 식민지에 파견된 인력이 담당하고, 이들이 
수집한 자료를 바탕으로 기상 이론을 만드는 일은 도쿄 중앙기상대에서 실시하는 ‘도쿄 
중심체제’를 고수함으로써 일본 제국의 기상 네트워크에서 식민지 토착민들은 전적으로 
배제되었음을 보여준 바 있다. 宮川卓也,“일본 제국의 기상관측망 구축과 '일본 기상학'
의 형성, 1868-1945”,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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먼저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사회 전반적인 

반일 분위기 속에서 일제강점기 지질학과의 단절을 강력하게 표방하면서 학

문에서의 주체성을 강조하고 일본인들이 생산해 낸 지질학 지식의 오류를 

수정하고자 했지만, 인적인 면에서뿐만 아니라 학문의 내용 면에서 일제강

점기 지식을 상당 부분 그대로 계승하고 있었다. 이들 한국의 1세대 지질학

자들이 속한 학문 네트워크는 여전히 과거 그들이 교육받은 일본 학계를 중

심으로 한 것이었기 때문에, 이들은 지질학 지식과 실천의 면에서 일제강점

기 일본인들에 의해 형성된 범위와 수준을 크게 벗어날 수 없었다.

  이와 달리 1970년대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한국 지질학자들은 서구를 

중심으로 형성된 새로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연결함으로써 일본을 중심

으로 지식이 생산되던 지적 구도를 탈피하고자 했다. 2세대 지질학자들은 

코노돈트 화석이라는 새로운 연구 재료를 매개로 새로운 국제적 연구 네트

워크와 결합했으며, 층서명을 매개로 국제 지층 구분 소위원회라는 다국적 

네트워크에 자신들을 연결했다. 이처럼 새로운 학문적 중심과의 연결을 통

해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지식을 수정할 역량과 기준을 마련할 

수 있었고, 이를 바탕으로 일제강점기 지식을 수정해 나갔다. 하지만 이들 2

세대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인적인 면에서의 단절 양상은 점차 뚜렷해져 

갔지만, 이 시기까지도 한반도의 지질학 연구 틀은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

학자들이 정립한 층서를 수정하는 수준에서 유지되고 있었다.

  한반도 지질학 지식 생성에서의 근본적인 지형 변화는 세계지질학계에 등

장한 판구조론에 수반되어 나타났다. 1980년대 이후 판구조론을 공부한 새

로운 세대의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이전 세대와 달리 일제강점기 지질학 지

식의 부분적 수정에서 나아가 시간에 따른 전 지구적 대륙 간 상호 관계의 

변화라는 완전히 다른 이론적 틀을 이용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지질학 

지식을 재구성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일제강점기의 지식과 자신들이 생

산한 지식 이외에 판구조론의 도입으로 변화된 새로운 국내·외 연구 지형

을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했다. 특히 중국의 개혁개방정책과 지구화라는 사

회·정치적 변화 속에서 중국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이루어진 고지자기 연

구 결과를 이용하고, 나아가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중국 지질연구자들을 

대상으로 하는 다각적 협력 관계를 맺을 필요가 있었다. 한반도 지질을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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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국가에서 생산된 지식을 다각적으로 형성된 인적·

학문적·지역적 연결망을 통해 통합해야 하는 새로운 지적 구도 속에서 지

식 생산의 중심이라는 개념은 의미를 띠지 못했다.

  해방 직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학문적 목표는 일본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식이 생산되던 식민지 시기 지적 구도를 극복하고 자신들이 한반도 지질

학 지식 생성의 중심이 되는 것이었다. 본 연구는 이들의 학문 목표가, 새로

운 국제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을 통해 일본 중심의 연구 지형을 탈피하고 

일제강점기 지식을 부분적으로 수정하는 단계를 거쳐, 판구조론의 도입과 

함께 지식 생산의 중심부가 다각화되고 각 중심부에서 생산된 지식을 통합

해야만 한반도 지질을 이해할 수 있는 새로운 환경 속에서 원래의 의도와는 

전혀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음을 보여줄 것이다.

1.3 연구 대상과 논문의 구성

1.3.1 연구 대상 시기와 위치

한반도에는 시·원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각 시대의 지층들이 골고루 분

포한다. 그중에서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지질시대는 고생대이며, 특히 고

생대 전기에 퇴적된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그리고 실루리아기 지층에 

관한 고생물학적 연구를 주 분석 대상으로 한다. 그림 1-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한반도에서 하부 고생대층은 강원도 남부 태백산 분지와 평안도, 함

경도, 황해도에 걸쳐있는 평남 분지에 널리 분포되어 있다.

  이 연구에서 강원도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층에 관한 연구를 분석 대

상으로 한 데에는 크게 세 가지 이유가 있다. 첫째, 태백산 분지에는 캄브리

아기와 오르도비스기에 속하는 조선누층군(조선계)이 분포하는데, 이 조선누

층군의 하부에는 양덕층군, 상부에는 대석회암층군이 두텁게 분포한다. 태백

산 분지는 한반도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의 표식지(type locality)”

이며, “대석회암통(대석회암층군)은 시멘트‧카바이드, 비료 등 석회암 원료공

업의 원료공급지일 뿐 아니라 각종 금속광상이 포태(胞胎)되어 있어 경제적

으로도 가장 중요한 곳”이다.19) 따라서 이 지역은 평양탄전과 더불어 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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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점기에 가장 많은 조사와 연구가 이루어진 지역이다.

  둘째, 한반도 신생대 지층이나 중생대 지층과 달리 하부 고생대 주요 지

층들은 대규모 단층들을 경계로 분

리되어 있고 층서가 복잡하여 각 퇴

적 누층을 대비(對比, correlation)하

기가 쉽지 않다. 또 퇴적층별로 구성

이나 암상에도 차이가 있고, 산출되

는 화석군도 서로 차이가 있으며, 상

대적으로 변형이 많이 이루어져 있

다. 5장에서 살펴볼 것처럼, 이는 중

생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두 차례 

조산운동의 결과이다. 조산운동의 결

과 이 지역의 지층에는 스러스트 단

층과 습곡 등이 발달했는데, 이는 태

백산 분지의 지질계통을 확립하는 

일이 쉽지 않음을 의미한다.

  셋째, 태백산 분지가 동아시아 지

체구조(地體構造) 연구에서 차지하는 

중요성 때문이다. 태백산 분지는 경

기육괴와 영남육괴의 경계부에 있고 

화석을 다량 산출하기 때문에, 한반

도 고생대의 층서나 지사(地史) 연구

뿐만 아니라 동아시아 지체구조 발달과정을 알아내는 데 매우 중요하다. 특

히 태백산 분지 중 영월과 태백의 하부 고생대 지층은 중국을 구성하는 판

(板, plate)과 결합해 중한랜드(Sino-Korean Plate)와 남중랜드(South China 

Plate)의 동쪽 끝을 구성하기 때문에, 고생대 전기의 고지리(古地理), 판의 

이동과 충돌에 의한 한반도 및 동아시아 형성과정 해명에 중요한 역할을 차

지한다.

19) 김옥준‧이하영․이대성․윤석규, “南韓 大石灰岩統의 層序와 地質構造”, 『광산지질』 6권 
2호(1973), 82.

평남 분지

태백산 분지

그림 1-1. 한반도에서 조선누층군의 위치. 
조선누층군은 평남 분지와 태백산 분지에 
널리 분포하고 있다. 그림: HKBC 환경방송
http://m.hkbc.kr/news/articleView.html?idxno=9976

http://m.hkbc.kr/news/articleView.html?idxno=99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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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태백산 분지는 이처럼 풍부한 지하자원과 복잡한 지층 구조로 인해 일제

강점기 때부터 많은 지질학 지식이 생성되었을 뿐 아니라 동아시아 지체구

조 연구에도 중요한 역할을 담당하기 때문에, 해방 전후 지질계통과 그 형

성과정에 관한 지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판구조론의 등장으로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체구조 해석이 어떻게 달라졌는지, 그리고 그 과정에 영향을 끼

친 사회정치적·학문적 변화와의 관계는 무엇이었는지 등을 분석하기에 가

장 적당한 연구 대상이라고 할 수 있다.

1.3.2 논문의 구성과 각 장의 개요

서론과 본론을 포함해 총 6개의 장으로 구성된 본 논문은 일제강점기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태백산 분지를 중심으로 한반도의 층서, 지체구조, 지각

변동을 둘러싼 지식이 생성되는 과정을 시간의 흐름에 따라 다룬다. 본론은 

시간의 흐름에 따라 하부 고생대에 관한 연구 경향이 크게 변화하는 시점들

을 기준으로 본문을 4개의 장으로 구분하였다.

  2장에서는 일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지질 연구가 본격화된 1905년부터 

이들이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정립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로 

연구지역을 확대해 나가는 과정을 살핌으로써,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및 아시아 지질계통 연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확장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

되어 있었음을 보인다. 먼저 이 장에서는 러일전쟁 시기로부터 시작하여, 조

선총독부 산하에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설치함으로써 한국의 지

질·광산 자원을 조사할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는 과정을 살펴본다. 이 시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일본 정부가 주도한 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직접 참여

하면서 얻은 재료들을 이용해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를 수행했다. 1920년대 

후반부터는 특히 일본인 지질학자 고바야시 데이이치(小林貞一, 1901-1996)

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태백산 분지 조선누층군의 층

서를 세부적으로 정립하고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설정하는 과정을 살필 것

이다.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는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의 협력과 

조선총독부 소속 지질학자들이 탄전 조사과정에서 발견한 재료들을 바탕으

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일본의 식민지적 장치와 무관하지 않았다. 또 고바

야시가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로 지질연구 대상을 확대하는 과정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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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대동아공영권으로 대변되는 일본 제국의 식민지 영토확장 정책은 그의 

세계지질 구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3장에서는 1945년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자신들을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분리하고 독자적인 지질학 발전을 위한 학문 

기반을 닦아나가는 과정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최초

의 지질학 교수로서 교육과 강연을 통해 한국 지질학의 탈식민을 가장 적극

적으로 주장했던 손치무(孫致武, 1910-2000)를 통해 당시 지질학자들의 수사

와 실행을 알아본다. 비록 인적인 면과 학문 내용적인 면에서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계승하고 있었지만, 손치무와 같은 한국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검토하고 비판하는 과정에서 ‘학문적 지질학’과 ‘한국인에 의

한 지질학’을 강조하였고, 일본인들의 지질학적 지식 속에 배태된 제국주

의적 의도를 비판하였다. 이 장에서는 그 과정에서 식민 피지배 및 해방의 

경험이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자기 학문의 성격을 규정하는 데 중요한 요인

으로 작용했음을 보인다. 해방 이후 이어진 전쟁으로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던 한국의 지질연구는 결국 박정희 정부가 추진했던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사업에 참가함으로써 큰 전환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이는 한국의 지

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지질학 연구 기반 확보는 국가의 실용적 요구에 부응

함으로써 가능했음을 의미했다.

  4장에서는 1970년대 들어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조선누층군 지층에 관한 

일제강점기 지식을 수정하는 과정을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의 결합을 중심

으로 알아본다. 이를 위해 먼저 한국의 지질학자 중 최초로 코노돈트 연구

를 시작했으며 이후 연세대학교를 중심으로 거대한 코노돈트 연구 그룹을 

이끌었던 고생물학자 이하영(李河榮, 1936-1994)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고바야시가 세분해 놓았던 하부 고생대 지층에 해방 이후 최초로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하영은 세계적으로 형성되어 있던 코노돈

트 연구 네트워크에 적극적으로 결합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이후 계속된 지적 

고립에서 벗어날 수 있었고, 조선누층군 층서를 세분하고 대결층의 범위를 

정하는 데 이러한 네트워크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이어서 1970년대 중

반~1980년대 초에 걸쳐 조선계라는 명칭이 조선누층군으로 바뀌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조선계가 조선누층군으로 개칭되는 데는 국제 층서 구분 지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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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정 및 출판을 둘러싸고 형성된 다국적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중요하

게 작용했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판구조론의 등장으로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지구를 

구성하는 판들의 이동과 충돌이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이전과는 다른 방식

으로 고생대 전기 한반도 지질을 해석하는 과정을 다룬다. 이 장에서는 고

바야시 이후 처음으로 삼엽충을 연구 재료로 하고 여기에 판구조론을 결합

해 한반도 고지리와 형성과정을 연구한 고생물학자 최덕근(崔德根, 1949~ )

을 중심으로, 일제강점기에 고바야시를 중심으로 생산된 한반도 지체구조론

과 지각변동 이론이 재구성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판구조론의 도입으로 

한국에는 고지자기학과 구조지질학을 전공하는 지질학자들이 등장하면서 지

질연구 지형에 변화가 나타났고, 1980년대의 개혁개방 정책 이후 중국에서

도 고지자기 연구가 활발하게 일어났다. 판구조론은 한반도 고지리와 형성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생대 전기의 한반도가 곤드와나와 맺는 관계를 

이해할 것을 요구했고, 이는 당시 곤드와나를 구성하던 중국, 오스트레일리

아, 인디아 등을 연구 대상으로 하는 지질학자들과의 협력 관계가 중요해졌

음을 의미했다. 최덕근은 자신의 삼엽충 연구결과와 한국과 중국의 고지자

기 연구, 그리고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에 관한 연구들을 종합하여 

한반도 형성사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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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질연구

2.1 서론

일본 지질학자들의 한국 진출이 본격화된 때는 러일전쟁(1904-1905) 전후였

다. 대학과 지질조사소를 중심으로 시행한 조사·연구 활동을 통해 근대지

질학 연구 역량을 키운 일본 지질학자들은 이때부터 조직적으로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지질조사에 나섰다.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한

국인 지질학자들이 등장하는 1930년대 이전까지 한국에는 지질·자원·광상 

조사를 담당할 인적 자원이 없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한반도에 대한 지질

학적 조사와 탐사는 전적으로 일본인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그 과정에서 조

선총독부지질조사소(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와 연료선광연구소(燃料選鑛硏究
所) 등 정치적 힘의 우위를 바탕으로 설립된 제국 일본의 조사연구 기관들

은 한반도에 대한 일본 지질학자들의 조사 활동을 보조하고 보장하는 역할

을 담당했다.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지질조사·연구는 1945년 8월 15

일 한국이 해방된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

  그렇다면 일본 지질학자들에 의해 50년 넘게 이루어진 한반도 지질 연구

의 성격을 어떻게 규정할 수 있을까? 이러한 물음에 대해 현대 한국의 지질

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지질학이 철저하게 실용적인 과학으로서 광산학(鑛山
學)의 성격을 띠고 있었으며, 일제의 자원 수탈과 직접 연관되어 있었다고 

규정해왔다. 실제로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동방협회(東邦協會)가 주도한 조선

내륙 탐사(1894, 1991), 청일전쟁 직후 대한제국 농상공부의 요청으로 이루

어진 한반도 광물 조사(1895-1897), 통감부(統監府) 주도로 일본 지질조사소 

소속 지질학자들이 참가하여 실시한 ‘만한이원조사(滿韓利源調査, 

1905-1906)’, 그리고 조선총독부가 주도했던 ‘조선광상조사사업(朝鮮鑛床
調査事業, 1911-1917)’ 등에 참여하여 한반도와 만주 지역의 자원과 광산을 

조사했고, 이후에도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나 조선총독부 연료선광연구소 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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속으로서 1920년대와 1930년대 동안 한반도 자원탐사를 계속했다.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한반도의 자원과 광상(鑛床)을 조사하여 만든 보고서들은 일제

가 한반도의 자원 및 광산 현황을 파악하고 이용하는 기초 자료가 되었다. 

특히 중일전쟁(1937-1945)이 일어난 후 많은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자의에 의

해서든 타의에 의해서든 시추탐사와 물리탐사와 같은 자원·광상 조사사업

에 대대적으로 참가했는데, 이러한 사업에는 조선과 만주에 있던 지질학자

뿐만 아니라 일본에서 파견된 지질학자들까지 동원되었다. 약 50년에 걸쳐 

이루어진 이러한 조사사업은 분명 자원탐사 및 개발이라는 일본 제국의 실

용적 요구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었고, 이는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자원 수탈

의 관점에서 바라보는 강력한 근거가 되었다.20)

  그런데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자원 수탈의 도구 혹은 실용 과학이라는 

단일한 성격으로 규정하게 되면 중요한 사실을 간과하게 된다. 일제강점기 

전후 거의 모든 기간에 걸쳐 이루어진 지질연구를 통해 한반도의 지질계통

이 상당히 많이 밝혀졌다는 점이다. 1900년 한반도 지형·지질에 관한 고토 

분지로(小藤文次郞, 1856-1935)의 선구적 연구로부터 시작된 일본 지질학자

들의 한국 지질계통 및 지체구조 연구는 해방 이후까지 계속해서 이어졌다. 

고토 분지로에 이어 그의 도쿄제국대학 제자들인 야베 히사카츠(矢部長克, 

1878-1969), 이노우에 기노스케(井上禧之助, 1873-1947), 나카무라 신타로(中
村新太郞, 1881-1941), 다테이와 이와오(立岩巖, 1894-1982), 고바야시 데이이

치(小林貞一, 1901-1996) 등은 시·원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한반

도 지질계통 수립에 크게 공헌했다. 특히 일본의 대표적인 고생물학자인 고

바야시 데이이치는 일제강점기로부터 1967년까지 약 40년 동안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에서 가장 큰 발자취를 남긴 지질학자이다. 그의 연

구는 한반도에서 그치지 않고 만주와 중국으로 확대되어 한반도, 만주, 중국

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지체구조구 설정으로 이어졌고, 이후 동남아시아 여

러 지역의 지질연구로 확장되었다.21)

20) 이러한 관점을 가진 글로는 손치무, “한국지질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Ⅲ권』 (고려
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233-262;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70
년사』 (1990) 등이 있다. 반면 일제강점기 지질학이 지질계통 확립 등 순수 지질학 방
면에도 일정 정도 기여했음을 인정하는 글로는 김성용, 이재욱, “해방 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찰연구”,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1호 
(2015), 77-88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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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자원·광산 탐사를 위한 실용적 연구와 지질계통 및 지체구조 확

립을 위한 학문적 연구가 혼재해 있던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 지질연구 성

격을 명확히 규정하기 위해서는, 일본의 제국주의 확장이 일본인들에 의해 

수행된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의 성격과 내용에 어떠한 방식으로 영향을 끼

쳤는지를 밝혀야 할 것이다. 본 장에서는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인 지질학자

들의 한반도 지질 연구가 자원 수탈의 목적에서 이루어졌다고 보는 기존의 

관점에서 한발 더 나아가, 이들의 학문적 연구, 즉 한반도 지질계통 및 지체

구조 연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확장 정책과 어떠한 방식으로 연결되어 있

었는지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먼저 일본인들의 한반도 지질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1905년부터 시작하여 1922년에 조선총독부 연료선광연구소가 설립될 

때까지 한반도에서 진행된 자원·광상 조사사업을 순서대로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일제가 한반도에 진출한 초기에 일본 정부 차원에서 실시한 자

원·광상 조사사업이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밝히는 데 어떤 역할

을 했는지 알아볼 것이다. 다음에는 고바야시 데이이치를 중심으로 그의 연

구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으로부터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로 확대

되는 과정을 살펴볼 것이다. 이를 통해 고바야시의 연구가 제국의 식민지 

확장 및 자원 확보 정책과 어떻게 관련되었는지, 그리고 그의 지질학적 세

계관 속에서 한반도가 어떠한 방식으로 표상되었는지를 알아볼 것이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다음의 두 가지를 보여주고자 한다. 첫째, 일제강

점기 전후의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가 일본 제국의 자원·광상 조사사업의 

직·간접적 산물이었다는 점이다.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한국의 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직접 참여하여 연구 자료를 얻거나, 또는 자원·광상 탐사사업

에 참여했던 동료들의 조사보고서를 자신의 학문적 연구의 재료로 이용했

다. 특히 고바야시는 연구 대상 지역을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로 확

장하는 과정에서 일제 식민지 장치의 도움을 받았으며, 특히 일제의 대동아

공영권 구상은 고바야시의 지질연구 범위와 지질학적 세계관을 구성하는 데 

21) 1905년 러일전쟁 이후부터 1945년까지 만주 일대는 일본의 점령지였거나 일본이 세운 
만주국의 지배를 받았었기 때문에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 지질학자들은 만주와 중국을 
뚜렷하게 분리해서 취급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만주와 중국을 서로 구분해서 다루기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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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정적인 역할을 하였다. 일제강점기 전후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지

질계통 연구 및 그 성과들은 식민지 자원·광산 탐사, 대동아경영권의 건설

이라는 일본의 제국주의적 기획 속에서 가능한 일이었다.

  둘째,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에서 조선인과 조선 땅은 지

워져 있었다는 점이다. 일제강점기 전후 조선인은 조선의 지질계통 연구에 

거의 참여하지 못했으며, 조선 땅에 관한 연구는 일본 땅을 연구하는 것과 

등치 되었다. 고바야시에게 조선 지질 연구의 중요성은 일본 지사(地史)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일본의 향토지질(鄕土地質)을 완성하고, 이를 중국·만

주의 지질과 대비하여 동아지질을 완성하는 데 있었다. 향토지질을 발판으

로 동아지질, 태평양지질, 그리고 세계지질을 지사학적으로 재구성하고자 했

던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지질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조선반도의 정체성은 

오로지 일본을 통해서만 그 의미를 띌 수 있었다. 고바야시에게 조선 지질

은 곧 일본의 향토지질로서, 구미지질에 대립하는 새로운 중심인 일본 핵을 

구성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2.2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의 시작

2.2.1 곳체와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층 발견

한반도에 하부 고생대 지층이 분포한다는 사실을 처음으로 발견한 지질학자

는 독일인 카를 곳체(Carl C. Gottsche, 1855-1909)였다. 1877년 일본에서 최

초로 도쿄제국대학 이학부에 지질학·채광야금학과가 설립되었을 당시 일본

에는 전문적으로 교육받은 지질학자가 없어서 이 학과의 교수진은 모두 독

일인으로 채워졌는데, 독일 키일대학교(Christian-Albrechis-Universität zu 

Kiel) 교수였던 곳체는 1882년부터 이곳에서 강사로 재직하면서 광물학과 지

질학을 가르쳤다.

  곳체가 일본에서 지질학을 가르치기 시작한 1882년은 조선에 지질･자원 

관련 정부 기구가 처음 등장한 때이기도 했다. 1876년의 개항 이후, 고종은 

부국강병을 목표로 한 근대화정책의 하나로 중앙행정기구인 통리기무아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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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統理機務衙門)을 설치하도록 했고, 1882년 임오군란 이후에는 통리기무아문

을 개편해 만든 통리군국사무아문(統理軍國事
務衙門)의 장내사(掌內司)에서 공식적으로 금, 

은 등의 광산 채취를 주관하도록 하였다.22) 그

로부터 3년 후인 1887년 고종은 광산자원 개발

에 관한 업무만을 전담하는 광무국(礦務局)을 

개설하였고, 각 광산에 광무 감리를 파견하는 

등 광산 관리를 체계화시키고자 하였다. 이처럼 

1880년대까지 조선에는 ‘자원과 광산 개발 및 

관리’라는 실용적 목적에 부합하는 기구들이 

설립되고 있었다.23)

  곳체가 한반도를 답사한 이유는 고종이 설치

했던 통리아문의 협판이자 자신과 같은 고향 

출신이었던 파울 게오르크 폰 묄렌도르프(Paul 

Georg von Möllendorff)의 요청 때문이었다. 곳

체는 1884년 4월부터 12월까지 약 8개월간 한

국의 각 지방을 두루 답사할 기회를 얻었다. 도

쿄제국대학과의 계약이 만료되어 독일로 돌아

가는 길에 조선에 들른 것이었다. 곳체는 138일

에 걸쳐 2,550km의 거리를 주파했다.24)

22) 『고종실록』 21권, 21년(1881), 9월 16일 정사 1번째 기사.
23) ‘자원과 광산 개발 및 관리’와 같이 실용적 목적을 띤 학문을 전근대적 학문으로 해석

하는 데 문제를 제기하는 연구들이 있다. 특히 본초학의 전통이 강했던 중국의 식물학
을 평가할 때, 단순히 근대적 식물학-전근대적 식물학이라는 틀로 유럽의 근대 식물학
과 중국의 식물학을 평가할 수 없다고 본 연구로는 Georges Métailié, “Some 
Reflections on the History of Botanical Knowledge in China”, Circumscribere 
3 (2007), 66-84; Francesca Bray, “The Classification of Crop Plants in China”, 
Chinese Science 9 (1989), 1-13. 등이 있다. 

24) Carl C. Gottsche, 김항묵 역, “한국의 지질개관,” Journal of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8:1 (1987), 75-85 중 75. 독일어 원문은 Carl C. Gottsche, 
“Geologogische Skizze von Korea”, Sitzungsberichte der Königlich 
Preussischen Akademie der Wissenschaften zu Berlin ⅩⅩⅩ:6 (1886), 857-873 
중 857. 곳체의 한국 지질 탐사 및 관련 논문 발표 계획은 Science VI:131 
(1885.8.07), 119에 실려 있다.

그림 2-2. 곳체의 1:4,000,000 한
반도 지질도. 한반도의 암석이 
대부분 결정편마암으로 이루어져 
있다고 보았다. 평안북도 압록강 
연변 지역과 황해도 일부에 캄브
리아계 지층이 있는 것으로 표시
되어 있다. Carl C. Gottsche, 
“Geologogische Skizze von 
Korea”, 8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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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곳체는 귀국한 후 자신의 조사자료를 바탕으로 조선의 지질, 지리, 광물을 

소개한 3편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중의 하나가 베를린 프로이센 왕립학술

원 회보에 게재한 “한국의 지질개관(Geologische Skizze von Korea)(1886)”

이었다. 한반도를 “지질학적 견지로 보아 완전히 미지의 나라”라고 규정

하고 시작한 이 논문에서 곳체는 한국 지질계통 수립을 시도했다. 그는 한

국의 지질을 결정 편마암계, 캄브리아계, 석탄계, 제3계, 고기 화성암층, 그

리고 신기 화성암층으로 구분하였고, 그 결과를 1:4,000,000 색판(色板) “한

국 지질도”(그림 2-2)로 나타냈다.25)

  그림 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곳체의 “한반도 지질도”에는 평안북

도 압록강 연변지역에 캄브리아계가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것으로 표

시되어 있다. 고체는 이 지역을 다음과 같이 소개하고 있다.

평안도 북부 위원(渭原) 남방에는 캄브리아기 사암(Cambrischen Sandsteine), 니회편암

(Mergelschiefern) 및 석회암(Kalksteinen)의 심한 습곡작용을 받은 계층(System)이 있는

데, 이들은 휘록암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유입되거나 휘록응회암에 의해 피복 되었다. 

즉 그 지역은 고장(古場) 남방 4km에서 위원 동방 4km까지 52km 범위에 달하여 뻗쳐 

있다. 캄브리아기 층의 주향은 북동-남서이며, 경사는 15°~ 70°의 북서 또는 남동이

다.26)

곳체는 위원 인근에서 삼엽충 아그노스투스(Agnostus)와 완족동물인 링구엘

라(Linguella) 화석을 다수 발견했고, 이를 근거로 한반도에 하부 고생대 캄

브리아기 지층이 있다는 사실을 명시할 수 있었다. 그는 황해도 인근에서도 

압록강 연안에서와 비슷한 암상의 변화를 관찰했지만, 하부 고생대라는 것

을 확인할 수 있는 화석을 발견하지는 못했다. 하지만 곳체의 “한반도 지

25) 세 편의 논문은 Carl C. Gottsche, “Über Land und Leute in Korea(조선의 지
리)”, Verhanle Gesellschaft für Erdkunde zu Berlin Ⅷ:5 (1886), 1-21과 “Über 
den Mineralrechtum von Korea(조선의 광물)”, Mitteilungen der Geographischen 
Gesellschaft für Thüringen zu Jena  Ⅷ (1889), 1-20, 그리고 (각주 23)에 소개된 
“한국의 지질개관”이다.

26) Carl C. Gottsche, 김항묵 역, “한국의 지질개관”, 79. 이 논문은 일본의 지학회가 발
간하던 『지학잡지』 3권 (1892년)에 소개되기도 했다. 이 논문에서 곳체는 경상계를 석
탄기로, 쥐라기를 신생대 제3기로 잘못 기재했는데, 이는 화석의 동정이 잘못되었기 때
문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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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에는 이 지역도 캄브리아기로 표시되어 있다.27)

  한반도에 하부 고생대 지층이 있음을 밝힌 고체의 “한국의 지질개관”은 

한국의 지질을 최초로 외국잡지에 소개한 논문이었다. 하지만 독일로 돌아

간 이후 곳체는 한반도의 지질에는 큰 관심을 갖지 않았던 것으로 보인다. 

한반도에 관한 곳체의 논문은 이 세 편으로, 더 이상의 논문은 출판되지 않

았다.28)

2.2.2 러일전쟁과 ‘만한이원조사’

일본인들이 한반도의 지질·자원·광상을 직접 조사하기 시작한 것은 1890

년대부터였다. 청일전쟁을 전후하여 일본 군부와 상인들은 군사적 침략 또

는 시장 확보를 목표로 한반도 토지 및 시장조사를 시행하였고, 뒤이어 동

경지학협회(東京地學協會), 동방협회(東邦協會), 식민협회(植民協會), 동아동

문회(東亞同文會) 등 학술적인 성격을 지닌 전문 조사단체들이 군대의 보호 

아래 자원과 광산을 조사하였다.29) 그중 한반도의 자원 및 광물 탐사를 주

도한 것은 동방협회였다. 일본의 조선 침략이 본격화하는 동안 동방협회는 

광범위하게 조선 사정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동방협회보고』와 『동방협

회회지』에 게재하였다.30) 1891년과 1894년에 실시한 조선 광물 자원조사 

후, 동방협회에서는 ‘조선에 대해 일반적으로 알려진 바와 다르게 조선에

는 철과 사금 이외에는 광물이 많지 않으며 채산성과 경제성이 낮다’라고 

결론 내렸다.31)

27) 같은 논문, 79-80.
28) 손일, “1884년 곳체(C. Gottsche)의 조선 기행과 그 지리적 의미”, 『대한지리학회지』 

제51권 제6호 (2016), 739-759 중 750-751에 의하면 곳체는 지질 뿐만 아니라 한반도
의 광물자원도 조사했다. 곳체는 조선의 광산에 대해 부정적인 견해를 가지고 있었다. 
조선에는 금이나 은 등의 광물자원이 풍부하지 않으며 유일하게 풍부한 것은 철이기 때
문에 조선의 광산을 개발하더라도 경제적으로 이익을 볼 수는 없을 것이라는 게 곳체의 
결론이었다.

29) 최현수, “日帝의 朝鮮文化 硏究: ‘文裝的武備’論과 ‘內地延長主義’”, 『민속학연구』 2
호, 15-16. 동방협회는 福本誠, 白井新太郞 등이 ‘동양제방(東洋諸邦) 및 서양제도(西洋
諸島)에 관한 조사·연구’를 하기 위해 1890년에 만든 단체이다. 동방협회의 조사 영역
에는 동북아시아, 동남아시아, 오스트레일리아 등이 포함되어 있었다.

30) 최혜주, “일본 東邦協會의 조선사정 조사활동과 조선인식”, 『한국독립운동사연구』 제
43집, 2009, pp. 302-3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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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에 비해 곳체로부터 시작된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는 이 시기에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1890년대 일본인들의 한반도 

지질조사 목적이 주로 한반도의 자원과 광산 현황을 파악하는 데 있었기 때

문이었다. 한국인으로서는 최초로 도호쿠제국대학(東北帝國大學) 이학부 지

질·광물학과를 졸업(1930년)하고, 귀국 후에는 경성고등공업학교와 경성광

산전문학교에서 15년간 교수로 재직했던 한국 최초의 지질학자 박동길(朴東
吉, 1897-1983)은 일본인들이 이때부터 이미 한반도의 지질과 광물 자원에 

대해 “커다란 관심과 컴컴한 욕망”을 품기 시작했다고 회상했다.32)

  러일전쟁(1904-1905)은 일본 지질학자들에 의한 한반도 및 만주 일대의 광

산자원 연구가 본격화하는 계기가 되었다. 일본은 통감부를 설치하면서, 한

국 정부 농상공부 광무국 광무과 내에 광상 조사기관을 두고 지질학자들과 

광산기술자들을 파견하여 한국과 만주의 광산자원을 조사하기 시작했다. 당

시 일본 지질학 발전을 견인하던 제도적 장치는 도쿄제국대학 지질학･채광

학과와 일본 지질조사소였는데, 이를 보여주듯 이 만한조사사업을 위해 광

무과에 파견된 고문 고지베 타다스네(巨智部忠承), 이노우에 기노스케, 이키 

추네나카(伊木常誠), 가네하라 노부야스(金原信泰) 등 10여 명은 모두 도쿄제

국대학 출신으로서 일본 지질조사소에 소속되어 있던 지질학자들이었다.33)

  만한조사사업은 한반도를 5개 구역으로 나눈 후 2명씩 짝을 이루어 각 행

정구역을 맡는 방식으로 진행되었다. 이들의 조사사업은 군대의 호위를 받

으며 진행되었고 많은 자금이 제공되었다. 이는 한국 광업 조사사업이 일본

의 국가적 사업의 일환으로서 상당히 조직적으로 진행되었음을 의미했다. 

이노우에를 중심으로 한 일본인 지질학자와 기술자들은 평양의 무연탄전, 

함경북도와 경상북도의 제3기 탄전, 그리고 흑연 광상 등을 조사하였고, 이 

조사사업은 1년에 걸쳐 진행되어 1906년 1월에 끝났다.34)

31) 金田楢太郞, 『朝鮮彙報』 (1894), 98-119.
32) 雲巖地質學賞 運營委員會 編, 『敎授生活 50年: 雲巖 朴東吉博士傳』 (正宇社, 1981), 

167.
33) 日本地質学会 編・刊, 『日本の地質学100年』 (日本地質學會, 1993). 1-9. 일본 지질조

사소는 1878년 도쿄제국대학의 독일인 교수였던 하인리히 나우만(Heinrich Edmund 
Naumann, 1854–1927)의 건의에 의해 1882년에 처음 설립되었다. 1885년에는 지질국
으로 개칭했고, 1890년 6월 20일에는 농무성외국의 지질조사소가 되었다. 전후에는 상
공성을 거쳐 통상산업성공업기술청 지질조사소로 명칭이 다시 바뀌었다.

34) 김성용, 이재욱, “해방 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 광상 조사 성과 고찰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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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사사업의 성과는 이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이노우에가 종합하고 

편집하여, 1906년 『한국광업조사보고(韓國鑛業調査報告)』로 펴냈다. 이 보

고서의 개설(槪說)에서 이노우에는 “한국의 광물은 금을 제 일(第一)로 하

고, 은, 아연, 동, 철, 석묵, 석탄” 등이 있는데, “은, 아연, 석묵은 채굴하

는 곳이 없을뿐더러 산지도 분명하지 않고, 고생대 지층에 있는 석탄은 단

층, 습곡 등을 빈번하게 받아 채굴이 어려우며, 신생대 제3기 지층에 있는 

석탄은 조악한 갈탄으로 수요량이 꽤 많은 편”이라고 보고했다. 그는 한국

의 광업이 아직 매우 유치하여 외국인이 운영하는 것을 제외하면 채광(採鑛)

과 제련이 전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고 보면서, 그래도 “1년에 능히 300

만 엔 이상의 산출이 가능하니, 조선의 광업을 발달시킬 수 있는 길이 없을

지 일고(一考)해볼 만한 가치는 있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35)

  만한이원조사는 이처럼 한반도의 자원 현황을 파악하고 광업 발달의 가능

성을 판단하기 위한 사업이었지만, 이 사업의 결과 이노우에는 한반도 하부 

고생대에 관해 학술적으로 중요한 성과를 얻을 수 있었다. 조사보고를 끝낸 

다음 해인 1907년 이노우에는 『한국광업조사보고』를 정리하여 자신의 이

름으로 “한국의 지질 및 광산(韓国の地質及鉱産)”이라는 논문을 일본 『지

학잡지』에 발표하고 부도(附圖)로 축척 1：1,500,000의 “조선지질광산도”

를 첨부하였는데, 이 논문에는 한반도 지질계통에 관한 중요한 고찰이 들어

있었다.36) 이노우에는 암석학적 분류를 통해 군산층(群山層), 천매암층(千枚
岩層), 조선층(朝鮮層), 방추충석탄암(紡錘蟲石炭岩) 등을 명명했는데, 그중 

조선층은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에 걸치는 넓은 지역의 규암(硅巖), 점판

암(粘板岩) 및 석탄암(石炭岩)으로 구성된 두꺼운 지층을 의미했다. 이노우에

가 명명한 조선층은 오늘날의 조선누층군과 상원계(祥原系)를 합친 암석층이

었다. 만한조사사업을 통해 이노우에가 하부 고생대 지층인 조선층을 확인

하고 명명함으로써 곳체 이후 정체되었던 한반도 하부 고생대 연구는 한 단

계 진전을 이루었다.37)

  이노우에의 1906년과 1907년 보고서를 비교해 보면, 한반도에서 조사사업

구”,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1호 (2015), 77-88 중 83. 등이 있다.
35) 井上禧之肋, “韓國鑛業調査報告 槪說”, (農商務省鑛山局, 1906), 1-20.
36) 이 부도는 1928년에 발간된 1：1,000,000 “조선지질총도”의 모체가 되었다.
37) 井上禧之助, “韓国の地質及鉱産”, 『地学雑誌』 19:9 (1907), 625-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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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참여했던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전형적인 연구 패턴 중 하나를 발견할 수 

있다. 이들은 농상공부 광무과나 일본 지질조사소 등 국가 주도의 조사사업

에 참여하여 한반도의 자원과 광산을 조사한 다음, 먼저 공적인 보고서를 

통해 한반도의 자원조사 개황을 알렸다. 이노우에가 만한이원조사 사업이 

끝난 해에 공식 보고서인 『한국광업조사보고』를 작성한 것이 그 예이다. 

공식적인 보고서를 발표한 다음, 일본 지질학자들은 자원·광상 조사사업을 

통해 얻은 암석학적･고생물학적 자료와 그 분석 결과들을 전문적인 지질학 

잡지를 통해 자신의 이름으로 발표했다. 일본 정부 주도의 조사사업에의 참

여, 공식보고서 발행, 그리고 개인적인 지질계통 연구로 이어지는 이러한 연

구 양상은 일제강점기에도 계속 이어졌다.

2.2.3 한반도 전역에 대한 광상 조사사업 실시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자원·광상 조사사업과 지질계통 연구가 

서로 분리될 수 없었음은 1910년 한일합병 및 조선총독부 설립 이후에 조선 

전역에서 진행된 조선광상조사사업(朝鮮鑛床調査事業)에서도 명확하게 드러

난다. 조선총독부에서 명시한 조선광상조사사업의 목적은 “시대에 맞는 광

업 행정을 위한 자료를 확보하고 현재 운영 중인 광산들에 편의를 제공하기 

위해서”였다. 조선총독부 농상공부 상공국 광무과(鑛務課)가 주관한 이 사

업은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과를 졸업한 이후 사할린 등에서 광상 조사 경험

을 쌓았던 가와사키 시게타로(川崎繁太郞, 1878-?)를 주임기사로 하여 광상

조사반을 구성하여 1911년부터 6년 예정으로 진행되었다.38) 당시 일본인 지

질학자들의 지질조사사업에는 조선인들이 조수로 동행했다.39)

  조선 전역에서 진행된 조선광상조사사업은 1917년에 완료되었으며 그 결

과는 『조선광상조사보고(朝鮮鑛床調査報告)』 열두 권(1921-1924)과 『조선

지질조사요보(朝鮮地質調査要報)』 두 권(1919, 1924)으로 발간되었다.40) 광

38) Alleyne Ireland, 김윤정 옮김, 『일본의 한국통치에 관한 세밀한 보고서』 (살림, 
2008), 284.

39)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 자원 그리고 지구환경: KIGAM 30주년(통상 88주년)』 
(2006), 127.

40) ‘조선광상조사사업’은 1917년에 완료되었지만, 『조선광상조사보고』와 『조선지질조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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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 조사보고서는 “조선에는 각 지방에 많은 중요 광상이 부존”해 있으며, 

그 광종(鑛種)은 “금‧은이 주된 것이고, 철‧무연탄‧동‧납‧아연‧흑연‧갈탄(褐炭), 

유화철(硫化鐵), 이어서 중석‧수연(水鉛)‧수은‧석광‧석면‧운모‧활석” 등이 발견

되었다는 내용으로 채워졌다. 일본인들은 이러한 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조

선반도의 광업계가 전도양양하다고 평가했다. 한국 광업의 발전에 대해 다

소 소극적인 모습을 보였던 이노우에의 보고서와는 달리, 조선에서의 광업 

발달 가능성에 대해 상당한 확신을 담은 결론이었다.41)

  조선총독부가 조선광상조사사업을 처음 진행했을 때부터 사업의 목표를 

광상이나 광물 조사로 삼았기 때문에 사실 이 사업에서 암석학이나 고생물

학적 연구성과는 크게 없었다. 이 사업의 결과 발행된 『조선광상조사보

고』 1권이 평안남도 무연탄층에 관한 것이고, 『조선지질조사요보』 1권이 

『조선평안남도무연탄층지질조사보문(朝鮮平安南道無煙炭層地質調査報文)』, 

2권이 『동래온천조사보문(東萊溫川調査報文)』이었다는 점은 조선광상조사

사업이 실용성을 추구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42)

  하지만 조선광상조사사업에 참여했던 일본 지질학자들은 광상 조사 과정

에서 자신들의 연구 주제를 정했고, 조사 과정에서 얻은 결과물은 한반도의 

지질 개요를 밝히는 데 이용되었다.43) 예를 들어 이 사업을 이끌었던 가와

사키는 『조선지질조사요보』 4권에서 한국의 중생대 식물, 『조선지질조사

요보』 6권에서는 평안계에 대해 보고했고, 이후에도 한반도 중생대층과 상

부 고생대층에 관한 관심을 오랫동안 유지했다.44) 가와사키와 함께 이 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나카무라 신타로도 마찬가지였다. 고토 분지로의 학생이었

던 나카무라는 1911년 조선총독부에 부임하여 가와사키와 함께 조선광상조

보』는 1918년에 설립된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가 발행한 것으로 되어있다.
41) 조선총독부 편, 박찬승 외 번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민속원, 2018), 106.
42)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에서 발행한 『조선지질조사요보』 13권 중 다섯 권은 온천을 조

사한 보문(報文)이고, 세 권은 지하수를 다룬 보문이다. 중생대와 고생대의 지질 및 화
석을 다루고 있는 보문은 네 권(4권, 6권, 11권, 12권)뿐이다. 나머지 한 권은 제주도 
지질에 관한 보문이다.

43)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2019), 43.
44) 川崎繁太郞, “朝鮮ニ於ケル古生代及中生代”, 『朝鮮地質調査要報』 4:1 (1925.11), 2-3; 

川崎繁太郞, “植物化石”, 『朝鮮地質調査要報』 4:1 (1925.11), 3-8; 川崎繁太郞, “朝鮮
ニ於ケル平安系/植物”,  『朝鮮地質調査要報』 6:2 (1931). 등이 있다. 가와사키는 조선
총독부지질조사소장을 그만둔 이후에도 촉탁으로 지질조사소에 남아 한국 중생대 및 고
생대 식물화석 연구를 계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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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사업에 참여했다. 그는 조선 전역에서 산출되는 광물을 조사하여 보고하

는 공식적 임무 이외에, 1919년까지 8년간 한반도 전역을 돌아다니며 한반

도 지질계통 연구의 기초를 다졌다. 나카무라는 조선에 체류하는 동안 평양

탄전에서 사동충상(寺洞衝上)45)을 발견했으며, 이를 계기로 평생에 걸쳐 평

양탄전 지역의 층서학적, 구조지질학적 연구를 계속했다. 또, 나카무라는 강

원도 남부의 광물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태백산 분지 일대에 캄브리아

기와 오르도비스기 화석이 있음을 확인했다.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층에 

관한 나카무라의 논문은 이후 고바야시가 강원도 하부 고생대 연구에 뛰어

들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46)

2.3 한반도 지질·자원·광상 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와 

지질계통 연구의 결합

2.3.1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의 설립

제1차 세계대전(1914-1918)을 거치면서 한반도에 대한 지질·자원·광상 조

사사업은 더욱 조직적으로 이루어졌다. 그간의 지질·자원·광상 조사 결과 

한국 광물 자원의 잠재력이 높고 개발 전망도 밝다고 판단 내린 조선총독부

는 정밀 지질조사를 추진해 지하자원을 확보하는 일이 시급하다고 판단했

다. 이를 위해서는 조선의 지질과 자원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조사하고, 

광업, 토목, 수리사업에 필요한 기초 자료를 제공할 수 있는 전문기관이 절

실했다. 1918년 5월 22일, 조선총독부는 농상공부 상공국 광무과를 전신으로 

45) 사동충상(寺洞衝上)은 스러스트 단층(Thrust Fault)을 의미한다. 스러스트 단층이란 
단층 경사가 45° 이하로 완만한 역단층을 말한다. 상반이 하반 위로 올라가므로 오래된 
지층이 젊은 지층 위로 뚫고 올라와 마치 오래된 지층이 젊은 지층을 올라타고 있는 것
처럼 보이는 단층이다. 한반도에서는 강원도 삼척에 많이 분포한다. 김정환, “우리나라 
구조지질학 발전의 발자취: 고찰”, 『지질학회지』 53:1 (2017.2), 5-33 중 8-9.

46) 中村新太郞, “寺洞衝上”, 『地質學雜誌』 25 (1918), 45; 中村新太郞, “朝鮮の奧陶紀層
に關する現在の智識”, 『地球』 1:4-5 (1924), 362-371; 中村新太郞, “朝鮮地質構造論序
說 日本學術協會報告”, 『地球』 8:5 (1927), 327-335; 中村新太郞, “朝鮮寒武利亞系槪
觀”, 『小川博士還曆祝賀地學論叢』 (1930), 704-706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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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여 지질조사소를 설립하였다.47) 1918년 5월 27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지

질조사소 관보에 실려 있는 지질조사소 사무분장 규정을 보면, 지질조사소

의 설립 목적이 크게 두 가지로 나누어져 있음을 볼 수 있다. 하나는 지질 

조사 및 지질도 간행이고, 다른 하나는 광상 및 광물 검정, 광공업 재료 분

석 및 시험이었다.48)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설립 목적에 맞게 인적 자원들도 충원되었다.49) 

처음에는 조선총독부 광무과장이던 무라타 소이치로(村田素一郞)가 겸임의 

형태로 소장 역할을 맡았으나, 곧이어 지질조사소의 초대 소장은 가와사키 

시게타로가 맡았다.50) 지질전문가라고 할 수 있는 기사(技師)는 무라타, 가와

사키, 호시나 마사아키(保科正昭), 나카무라 등 모두 4명이었다. 특히 지질과 

화학 분석 전문가인 이들 4명의 기사들 중 호시나를 제외한 나머지 3명은 

모두 이미 한반도 광물 조사 업무를 담당한 경험이 있는 기사들이었다. 조

선총독부지질조사소는 이들 4명의 기사 외에 지질, 화학 분석, 지형 측량, 

제도 전문가인 기수(技手) 4명, 그리고 촉탁 1명이라는 최소한의 인원으로 

시작되었다.51) 처음에는 기술관 부족으로 사업 진행에 어려움을 겪기도 했

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전문 인원이 점차 보충되었다. 1919년에는 다테이와 

이와오와 야마나리 후지마로(山城不二磨)가 참여했고, 1930년대 초에는 고바

야시도 촉탁으로 참여했다. 일본의 많은 신진 연구자들이 조선총독부지질조

사소 기사 혹은 촉탁으로 한국을 방문했고, 지질조사소 조사사업을 통해 얻

4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46.
48) 朝鮮總督府, “朝鮮總督府地質調査所事務分掌規定”, 『朝鮮總督府官報』 (1918.5.27), 

376.
49)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인원과 예산은 1937년 이후 크게 확충되었다. 지질조사소가 

처음 설립되었던 1918년 지질조사소 소속 기사(技師)는 4명, 기수(技手) 4명, 그리고 조
사비는 42,669엔(円)이 책정되어 있었다. 하지만 중일전쟁이 발발한 해인 1937년부터 
조사비가 오르기 시작하여 1939년 처음으로 100,000엔을 넘기고 종전 직전에는 
350,000엔 이상까지 치솟았다. 조사원 수도 마찬가지였다. 지질조사소의 기사와 기수의 
수는 1936년까지는 합쳐서 10명 내외를 유지했지만, 1937년부터 13명으로 늘었고, 종
전 직전에는 30명 내외가 될 만큼 그 수가 증가하였다. 소속 조사위원의 수와 조사 비
용이 전쟁 시기에 급증했다는 점은,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일제강점기 후반 
지질학의 성격을 전쟁에 필요한 자원 공급의 역할이었다고 규정한 강력한 근거가 되어
왔다.

50) 1919년 6월 4일에 발행된 조선총독부 관보에 의하면 농상공부 광무과장의 사무를 겸
임한 지질학자는 곧 가와사키로 바뀐 듯하다.

51)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직원록 자료, 조선총독부 및 소속관서 직원록 1911년도, 1918년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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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자료를 자신들의 연구 재료로 이용했다.52)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설립 이후 한반도 지질·자원·광상 조사사업은 

더욱 체계적이고 안정적으로 수행되었다. 지질조사소의 조사사업들은 일회

성을 띠었던 만한이원조사나 조선광상조사사업과 달리 장기적으로 진행되었

다. 지질조사소는 설립과 동시에 도폭(圖幅) 조사를 시작하여 1945년까지 약 

30년간 1:50,000 지질도 61매를 발간하였다. 지질조사소에서는 수시로 광상 

조사와 지질조사를 시행하여 『조선광상조사요보』와 『조선지질조사요보』

를 계속 발행하였다. 지질조사소는 1919년 광무과의 조사자료를 근거로 

1:1,000,000 “조선지질광상분포도(朝鮮地質
鑛床分布圖)”를 발간하였고, 1928년에는 10

년간의 조사 성과를 반영하여 1:1,000,000 

“조선지질총도(朝鮮地質總圖)”를 발간하였

다.53)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도폭조사 사업이 

이루어진 지역을 살펴보면, 그것이 자원 조

사사업과 불가분의 관계에 있었음을 알 수 

있다. 보통 도폭 조사사업은 특정 지역의 

지형, 암석 분포나 퇴적상, 단층과 습곡 등

의 지각변동 역사 등을 밝히기 위해 실시한

다. 하지만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에서는 도

폭조사 대상 지역을 선정할 때 “석탄, 석

회석, 철 또는 군수용 희유원소(稀有元素) 

광물의 부존 가능성이 높은 지역”을 우선 

조사대상으로 선정했다.54) 지질조사소가 발

간한 총 61매의 지질도 중 25개는 남조선지

52) “지질조사상황”, 『동아일보』 (1920. 5. 20.), 3면.
53) 『조선지질조사요보』 1권은 평안남도 무연탄층의 지질조사 결과를 담고 있는데, 이 보

문에서 야베는 사동통이나 홍점통과 같은 후기 고생대 지층에서 발견된 화석들을 기재
하고 이 지역의 층서를 정립하고자 하였다. 矢部長克, “朝鮮平安南道無煙炭層地質調
査報文”, 『朝鮮地質調査要報』 1-1 (1919), 1-46.

54)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50.

그림 2-3. 일제강점기에 지질도폭 
조사가 이루어진 지역. 대부분이 탄
전지대에 해당한다. 立岩巖, 양승영 
옮김, 『韓半島地質學의 初期硏究史 
- 朝鮮·日本列島地帶地質構造論考
-』,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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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36개는 북조선지역을 조사한 것이었는데, 대부분 지하자원을 함유한 지

역이었다.55) 예를 들어, 1924년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기사 야마나리 후지마

로가 조사 완료한 경상남도 밀양 지방 도폭에는 밀양 지방의 구성 암석, 층

서, 단층 구조 등과 더불어 이 지역이 납석광상(蠟石鑛床)의 산지이며, 그 

외에도 동광(銅鑛), 망간광, 각종 금속혼합광(金屬混合鑛)이 있다고 설명되어 

있다. 야마나리가 다음 해인 1925년에 조사한 길주·명천 지방은 함경북도 

남부 탄전을 구성하는 곳으로서 동광, 함망간갈철광(含망간褐鐵鑛), 석탄, 운

모, 흑연, 내화점토(耐火粘土), 명반 등이 있는 것으로 소개되어 있다. 이처

럼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도폭조사 대상은 “주로 광물 자원과 댐 건설부

지 등 응용 지질의 기초 자료를 얻기 위한 지역에 편중”되어 있었다.56)

  조선총독부는 광상 조사를 통해 탄전의 위치나 부존량을 확정하는 데서 

나아가 탄의 경제적 이용법을 밝힘으로써 조선에서의 연료와 동력 부족 문

제를 해결하고자 했다. 이를 위해 조선총독부는 1922년 10월 경성부 밖 노

량진에 조선총독부 식산국 산하의 연료선광연구소를 설치하였고, 1923년에 

연구소 설비를 완성하였다. 연료선광연구소의 중심 사업은 석탄 이용 극대

화 방안 연구와 선광 기술 개발이었다.57)

  설비가 갖춰진 직후부터 연료선광연구소는 연구소 소속 기사들로 탄전 조

사반 3개를 구성하여 전 조선을 대상으로 약 10여 년에 걸쳐 탄전 매장량과 

55) 1924년에 밀양, 유천도폭(제1집)과 연일, 구룡포, 조양(김포)도폭(제2집)이 발간되었고, 
1925년에는 하응봉, 길주, 사포, 임명도폭(제3집)과 극동, 명천, 칠보산, 고첨동도폭(제4
집) 그리고 진안, 전주도폭(제5집)이 발간되었다. 1926년에는 신흥, 고토수, 원평장, 오
로리, 함흥, 서호진도폭(제6집)이, 1929년에는 청산, 영동도폭(제 7집), 해남, 우수영도
폭(제8집), 겸이포, 사리원, 재령도폭(제9집), 경주, 영천, 대구, 왜관도폭(제10집)이 차례
대로 발간되었다. 1930년에는 완도, 노화도, 청산도, 태랑도, 소안도도폭(제11집)이 발
간되었고, 1931년에는 동창, 은산, 별창리, 성천도폭 (제12집)과 청양, 대천리, 부여, 남
포도폭(제13집)이 발간되었다. 1932년에는 재덕, 신복장, 고보, 올족리도폭(제14집)이, 
1933년에는 북진, 우현진도폭(제15집)과 연진, 청진도폭(제16집)이 발간되었고, 1936년
에는 청성진, 천마동, 영산시도폭(제17집)이, 1937년에는 영해, 영덕도폭(제18집)이, 
1938년에는 어평리, 고성리, 직동, 상농 리도폭(제18집)이 발간되었다. 이 과정에서 한
반도 지질체계의 큰 틀이 어느 정도 확립되었다.

56)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1998), 1; 立岩巖, 양승영 옮김, 『韓半島
地質學의初期硏究史-朝鮮·日本列島地帶地質構造論 考-』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6), 
85-154.

57) 조선총독부 편, 박찬승 외 번역, 『국역 조선총독부 30년사』, 401-402. 유연탄전은 함
경북도 지역에 있었고, 무연탄전은 북한의 고원·문천, 평안남도 북부지역, 평양의 저탄
전, 남한의 화순 및 삼척탄전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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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 광물 분포 등을 세밀하게 조사하였다. 1923년에는 다테이와 이와오를 

포함한 2명의 기사와 기술원들로 구성된 제1반이 평안도 지방에 대한 조사

를 착수하였고, 이어서 시라기 타쿠지(素木卓二) 등으로 제2반과 제3반을 조

직하여 전국 탄전지대를 차례로 조사하였다. 그 결과는 1927년부터 1940년

까지 모두 14권에 이르는 『조선탄전보고(朝鮮炭田調査報告)』 발행으로 이

어졌고, 보고서를 바탕으로 1927년 문경탄전부터 시작해 각 탄전에서는 채

탄이 본격화되었다. 특히 『조선탄전보고』 중 연료선광연구소 기사 시라기

가 1940년에 작성한 『조선탄전보고서』 14권 『삼척무연탄전』 속에는 태

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에 공헌할 화석 자료가 다량 들어있었

다.58)

2.3.2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의 조사사업과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에서 시행한 조사사업의 결과물은 만한이원조

사와 조선광상조사사업과 마찬가지로 한반도의 지질계통 연구를 위한 재료

를 제공해 주었고,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자료들을 적극적으로 활용

했다. 지질학자 니카무라는 1924년에 태백산 분지의 오르도비스기 지층에 

관한 논문을 발표할 때, 1921년에서 1924년 사이에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기사로서 도폭조사 사업에 주도적으로 참여했던 야마나리의 채집 자료를 이

용했다. 나카무라의 글을 통해 당시에 야마나리의 채집품들이 나카무라의 

층서 연구에 이용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지금 남부 강원도의 고생대층 지방은 야마나리 기사에 의해 조사되고 있다. 야마나리

는 지난 가을(1923년 가을) 태백산의 서쪽에 해당하는 강원도 영월군 상동면의 산간에

서 많은 오르도비스기 화석을 발견하고 오르도비스기 층서를 명확히 하였다. 나는 

1914년에 이 지방을 발섭(跋涉)하여 태백산 북방의 고생층에 많은 흥미를 가지고 있었

기 때문에 야마나리씨에게 부탁하여 채집품 중의 수 개를 열람하였다. 이전의 나의 경

험을 환기시키고, 1924년에 시라기 이학사가 조사한 삼척군 상장면에 대한 지식과 이

58)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60주년사 자료집』, 2007, 1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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번에 야마나리씨가 채집한 화석을 토대로 남부 강원도 지방의 오르도비스기에 대해서 

일언하고 싶다.59)

  나카무라뿐만 아니라 고바야시도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의 조사사

업 결과물들을 자신의 연구에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고바야시는 시라

기가 삼척 무연탄전을 조사하여 작성한 보고서 『삼척무연탄전』에 들어있

는 자료를 많이 이용했다. 시라기는 도쿄제국대학생이던 1921년부터 삼척군 

상동면 황지리 인근 지층을 조사하기 시작했고, 졸업 후에는 조선총독부 연

료선광연구소(1923-1931) 기사, 연료선광연구소와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겸

임기사(1931-1936)를 거쳐 1936년에 태백산 분지의 석탄 개발을 위해 설립된 

삼척개발주식회사(三陟開發株式會社)의 이사가 되었던 지질학자이다. 고바야

시는 하부 고생대 시기 한반도와 만주 동물상을 비교한 1930년의 논문에서 

자신이 연구 재료를 어떻게 얻었는지를 아래와 같이 밝히고 있다.

최근에 나는 남조선의 풍부한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화석 수집품들을 연구했는데, 이 

수집품들은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 소속된 화석과 시라기의 화석, 그리고 내가 수

집한 것들이었다. 이 수집품들에서 총 80종이 식별되었고 이 화석들은 층서학적 대비

와 고지리학적 연구에 이용될 수 있다.60)

  앞서 살펴보았듯이 시라기는 연료선광연구소 소속 기사로서 1925년 3월부

터 1928년 11월까지 강원도 삼척 무연탄전 지역을 조사하였고, 1940년에 연

료선광연구소에서 발행한 『조선탄전조사보고』 제14권에 그 결과를 발표했

다. 이 보고서를 보면, 시라기가 탄전조사 과정에서 수집한 화석이 고바야시

의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와 연결된 방식을 알 수 있다.61)

본 보문은 대정 14년(1925) 9월부터 소화 3년(1928) 11월 사이에 5회에 걸쳐 총 2백 30

일간의 실질 조사에 바탕을 둔 것으로 ...(중략)... 지역 및 탄량 산출에 대해서는 참모

59) 中村新太郞, “朝鮮の奧陶紀層に關する現在の智識”, 363.
60) Kobayashi Teiichi, “Cambrian and Ordovician faunas of South Korea and the 

Bearing of the Tsinling-Keijo Line on Ordovician Palaeogeography”, 
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6:10 (1930), 423-426 중 423.

61) 素木卓二, 『朝鮮炭田調査報告, 14号 三陟無煙炭炭田』 (朝鮮總督府 燃料選鑛硏究所, 
1940), 1-1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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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육지측량부 발행의 오만분의 1 지형도를 이용하였고, 분석은 본소(연료선광연구소

를 의미) 분석계에 의뢰하여 시행하였으며, 보문 중에 기재한 석화 중 식물화석은 가

와사키 시게타로 박사에 의해, 사동통의 유공충은 지질조사소 기사 하다에 노부히로

(波多江信廣)씨에 의해, 그 외는 지질조사소 촉탁 고바야시 데이이치에 의해 감정된 

것이다.62)

이 글에 의하면, 시라기는 조선총독부 연료선광연구소가 주도한 탄전 조사

사업을 통해 얻은 화석 자료들을 고바야시 등에게 보내 감정을 의뢰했고, 

고바야시는 화석을 동정(同定)하면서 얻은 정보를 지질계통을 정립하는 데 

이용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지금까지 1905년에 일본인들이 한반도 지질을 본격적으로 조사하기 시작

한 이후부터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설립 및 활동까지의 과정을 살펴보았

다. 이 시기에 관(官) 주도의 지질·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참여한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 지질계통에 대한 이해를 증진하는 데 조선총독부 주도

의 조사사업에서 얻은 자료를 적극적으로 이용했다. 특히 조선총독부 지질

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 소속의 기사들이 채집·기재한 삼엽충(三葉蟲, 

Trilobite), 두족류(頭足類, Cephalopod), 완족동물(腕足動物, Brachiopod) 등의 

화석은 한반도 하부 고생대 층서를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하게 된다. ‘만

한이원조사’ 사업에 참여했던 이노우에, ‘조선광상조사사업’에 참여했던 

나카무라,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도폭조사 사업을 주도한 야마나리, 연료

선광연구소의 탄전조사사업에 참여한 시라기, 그리고 이들의 재료를 이용하

여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본격적으로 연구한 고바야시에게 있어

서 식민지 자원탐사와 지질계통 연구는 분리될 수 없는 것이었다.

2.4 고바야시 데이이치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층서 연구

2.4.1 고바야시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 시작

62) 같은 책,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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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20년대 후반 이후 한반도 하부 고생대 연구를 이끌었던 고바야시는 1927

년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과를 졸업하였고, 이후 1962년 정년퇴직할 

때까지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과 교수로 재직하면서 광범위하고 다양한 분야

의 지질연구에 매진한 일본의 대표적인 지질학자·고생물학자이다. 고바야

시는 평생 약 800편에 달하는 연구결과물을 발표한 것으로 유명하다. 중생

대 쥐라기 전문가이자 암모나이트를 이용한 중생대 생층서(生層序) 연구의 

세계적 권위자였던 영국 케임브리지 대학의 지질학자·고생물학자 윌리엄 

아켈(William Joscelyn Arkell, 1904–1958)이 고바야시의 업적에 대해 “일본

의 지질연구는 고바야시에 의해 전혀 새로운 양상을 띠게 되었다”라고 말

한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바야시는 국제 지질학·고생물학계에서 일

본뿐만 아니라 아시아를 대표하는 지질학자로 평가받는다.63) 고바야시의 고

생대 삼엽충 분류 및 두족류 계통발생 연구는 세계적으로도 인정을 받아 여

러 논문에서 그의 연구가 인용되었으며,64) 53명의 고생물학자가 참여하여 

고생물학의 발전과정과 전망을 종합적으로 연구하여 발표한 논문에 아시아

에서는 유일하게 고바야시만이 필자로 참가하기도 했다.65) 고바야시는 1952

년에 국제고생물협회(International Paleontological Association)의 부회장에 지

명되었고, 국제지질과학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의 창립 회원으로서 초대 부의장을 지냈으며, 일본 고생물학회장(1959-1965)

을 역임했다.66)

63) William Joscelyn Arkell, Jurassic Geology of the World (Edinburgh: Oliver and 
Boyd, 1956), 418.

64) 대표적으로 미국지질학회에서 발행하는 Treatise on Invertebrate Paleontology를 
들 수 있다. 현재도 진행 중인 이 프로젝트는 미국의 고생물학자 레이몬드 무어
(Raymond C. Moore, 1892-1974)가 1953년에 처음 편집·출판하기 시작한 이래 세계
적으로 300명 이상의 무척추동물 전문가들이 참가, 당시까지 알려진 모든 무척추동물을 
기재하여 출판하는 프로젝트이다. 고바야시의 연구는 Part K 두족류(1964)와 Part O 
삼엽충 개정판(1997)에서 인용되었다.

65) Raymond C. Moore et al., “Developments, Trends, and Outlooks in 
Paleontology”, Journal of Paleontology, 42:6 (1968. 11), 1327-1377.

66) 고바야시의 일생에 대해서는 佐藤正, 山田俊弘, 矢島道子,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1901-1996)の生涯と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1) 生涯”, 『地学雑
誌』 127.1 (2018), N1-N7; 佐藤正, 山田俊弘, 矢島道子,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1901-1996)の生涯と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地学雑誌』 127.4 (2018), N37-N49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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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고바야시의 지질학 연구는 1920년대에 일본과 조선에서 처음 시작되었고, 

이후 그의 연구 범위는 만주, 중국, 동남아시아로 확대되었다. 고바야시 연

구에서는 중요한 두 가지 특징을 찾을 수 있다. 하나는, 1987년 논문에서 

“1926년에 한국 강원도의 지질을 접한 이후 동아의 캄브리아기·오르도비

스기 양계 탐구의 역사와 함께 살아왔다.”라고 스스로 밝힌 것처럼, 연구의 

범위가 점차 확대되는 과정에서도 고바야시 연구의 중심에는 하부 고생대 

지층이 자리하고 있었다는 점이다.67) 다른 하나는 그의 연구에는 일본, 한반

도, 만주, 중국을 하나의 지체구조로 연결하고자 하는 일관된 기획이 자리하

고 있었다는 점이다. 본 절부터는 고바야시의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를 한

반도, 동아시아, 동남아시아 순서로 추적하면서 그의 지질계통 연구가 일본

의 식민지 확장 정책과 어떻게 연결되고 있는지를 분석해 보고자 한다.

  앞서 밝힌 대로 고바야시 데이이치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연구는 식

민지 조선에서 처음 시작되었다. 고바야시가 한반도에 첫발을 디딘 때는 조

선총독부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가 설립되어 한반도 지질·자원·광상 

조사를 위한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고 몇 년 지나지 않아서였다. 도쿄제국대

학에서 고토 분지로의 제자로 수학하고 있던 고바야시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한반도를 처음 찾았다. 그의 나이 25세이던 1926년 봄이었다. 당시 그

는 도쿄 북동쪽 쓰치우라시(土浦市)의 신생대 3기 연체동물을 연구하여 “토

포(土浦)의 개형 화석(介殼化石)”이라는 짧은 논문 한 편만을 발표했던 대

학생이었다.

  고바야시가 한반도 하부 고생대층에 처음 관심을 가진 계기가 된 것은 시

라기의 논문이었다. 시라기는 고바야시의 도쿄제국대학 7년 선배였다. 고바

야시는 삼척군 황지리에서 오르도비스기 삼엽충과 필석(筆石, Graptolite) 화

석을 발견했다는 사실을 기재한 시라기의 졸업 논문을 읽고 태백산 분지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남선 태백산 지방을 다룬 졸업 논문(1921)에서 시라기가 오도기[오르도비스기] 삼엽충

을 발견한 것을 보고 관심이 끌려 나는 1926년 봄 이후 몇 차례 강원도 석회암 대지

67) 小林貞一, “東亜細亜の寒武奥陶両系―其の探究史と現在の知識”, 『地学雑誌』 96:1 
(1987), 46-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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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찾았다. 야마나리나 나카무라 신타로의 지질조사를 보고 나는 지사 및 지형에 관한 

연구를 시작했다.68)

위의 글을 보면 당시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기사였던 야마나리와 나카무라

의 논문도 고바야시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를 시작하는 데 

영향을 주었음을 알 수 있다. 고바야시가 언급한 나카무라의 논문은 1924년

에 출판된 “조선의 오르도비스기 지층에 관한 현재의 지식”이었다. 이 논

문에서 나카무라는 당시까지 진행된 오르도비스기 연구 상황을 정리하면서 

“조선에서는 아직 상부 캄브리아기의 화석이 발견되지 않은 것, 오르도비

스기와 캄브리아기 사이의 경계를 명확히 정할 수 없는 것 등 미결의 문제

가 넘쳐나고 있다. 현재에는 상세한 층서 연구의 시대에 들어가지 않으면 

안 되는 시대가 온 것이다.”라고 연구 과제를 제시하였다.69) 또 고바야시는 

1926년 야마나리가 “강원도의 인편구조”에서 “소위 태백산 무습곡(無褶
曲) 지대에서는 화석에 의한 층서 구분이 용이할 뿐만 아니라 장래 고생층

의 연구상 중용될 위치에 있을 만하다. (중략) 지질시대가 다른 삼엽충, 완

족동물, 복족류, 두족류의 화석뿐만 아니라 삼척군 황지리에서는 필석까지도 

나타나 조선계의 화석 산지로서 제일”이라고 언급하는 것을 보면서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연구에 점차 흥미를 느끼게 되었고, 층서의 공백을 메울 

의욕에 찼다.70)

  이전의 연구자들이 정부 기관이 주도한 지질·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참

여하면서 지질계통 연구를 병행했던 것과 달리 고바야시의 연구는 순수하게 

학문적 연구 목적으로 시작되었던 것으로 보이지만, 사실 그의 연구 방식도 

일본의 식민 장치들로부터 자유롭지는 않았다. 고바야시가 졸업 논문을 위

한 현지 조사를 자유롭게 할 수 있었던 것은 “당시 조선이 일본령이어서 

그의 조사가 국외조사가 아니었기” 때문이었다.71) 또 조선총독부지질조사

68) 小林貞一, “昭和前・中期の地史古生物研究の一面”, 『化石』 37 (1985), 9-20 중 18.
69) 中村新太郞, “朝鮮の奧陶紀層に關する現在の智識”, 363.
70) 山成不二麿, “江原道の鱗片構造”, 『地質學評論』 2:7 (1926), 572-590; 佐藤正 外,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仕事を振り
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 N43.

71)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1) 生涯”, N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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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는 조선을 처음 방문한 고바야시가 태백산 지역에 무사히 도착할 수 있도

록 안내와 통역을 파견해주었다.72)

  이렇게 시작된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질연구는 해방 이후까지 계속 이어졌

고, 대학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시작된 고바야시의 한국 방문도 계속 이어

졌다. 1926년 봄, 5일에 걸쳐 태백산 근처에 도착한 고바야시는 이후 한 달 

이상에 걸쳐 현지 조사와 화석 채집을 했고, 같은 해 가을 다시 조선을 방

문해 평창, 영월, 그리고 의림길을 돌며 부족한 부분을 재조사했다. 고바야

시는 졸업 논문을 쓰고 3년이 지난 1930년부터 1941년에 이르기까지 여섯 

차례 조선을 찾아 하부 고생대 지층에 대한 층서학적·고생물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1930년에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 촉탁으로 북조선지역의 하부 

고생대 지질을 조사한 이후73), 때로는 혼자, 때로는 제자들을 데리고 조선을 

방문했으며, 연구결과는 단독으로 혹은 제자들과의 공동연구로 발표를 계속

했다.74)

2.4.2 대결층설(大缺層說)의 탄생

고바야시의 첫 한반도 조사 결과는 1927년에 그의 졸업 논문으로 일본 『지

질학잡지』에 발표되었다. 강원도 고생대 지층의 층서와 암석, 지각변화를 

설명한 졸업 논문 “조선강원도의 지사(朝鮮江原道の地史)의 개보(槪報)”에

서 고바야시는 태백산맥 지역의 고생대 지층을 아래와 같이 개괄하였다.

태백산 사근(四近)의 산지에는 다양한 지층이 발달하고 또 중국계 추곡(支那系皺曲, 습

곡을 의미)과 태백산 단층이 교차하여 조선 지사의 연구상 매우 흥미 있는 한 지점이

다. 선캄브리아(前寒武利亞) 암층 위에는 조선계 다음으로 평안계가 발달하여 전자는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의 해성층이고, 후자는 상부 고생대부터 삼첩기에 걸쳐서 주로 

72)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N43.

73)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의 촉탁으로 고바야시가 발표한 논문은 “北朝鮮ニ於ケル奧陶紀
層序及古生物ノ硏究 (附 山東及遼東ノ奧陶紀化石)”, 『地質調査要報』 11:1 (1931), 
1-58이다.

74)  고바야시는 1996년에 94세로 사망할 때까지 속해서 많은 논문을 출판했다. 松本達
郞, “少林貞一先生を悼む”, 化石 60 (1996), 5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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육생 퇴적물이 되고, 당연히 양자는 외견상 정합적이다.75)

고바야시에 의하면, 태백산맥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 지층이 기반암을 이루

고 있고, 그 위에 하부 고생대 지층인 조선계와 상부 고생대 지층인 평안계

가 정합적으로 쌓여있다. 또 하부 고생대 지층은 바다에서의 퇴적을 통해 

형성된 해성층(海成層)이고, 상부 고생대 지층은 육지에서의 퇴적을 통해 형

성된 육성층(陸成層)이라고 할 수 있다.

  이 짧은 개괄에서는 하부 고생대 층서와 관련하여 매우 중요한 논점을 발

견할 수 있다. 위에서 언급된 바와 같이 하부 고생대 지층과 상부 고생대 

지층이 외견상 서로 정합 관계라는 고바야시의 생각을 따르게 되면, 두 지

층 사이에는 중기 고생대 퇴적층인 실루리아기와 데본기 지층이 있을 수 없

게 된다. 즉, 한반도는 오르도비스기 이후 육화(陸化)가 진행되었다고 할 수 

있다. 고바야시의 이러한 생각은 한국에는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 사이, 다

시 말해 조선계와 평안계 사이에 약 1억 년 동안 퇴적 시기가 없었다는 대

결층설(大缺層說)을 지지하는 근거가 되었다.76)

  같은 논문에는 그가 대결층이 태백산 분지에서만 나타나는 현상이라고 보

지 않았음을 보여주는 설명이 들어있다. 고바야시는 조선계 위에 평안계가 

정합적으로 놓이는 지층이 “고생대 지사의 북쪽‧만주‧산둥(山東, Shantung) 

등과 유사”하다고 설명했다. 대결층이 태백산 분지에서만이 아니라 한반도 

북쪽과 만주, 중국 북동부에도 나타난다는 것이다. 이를 바탕으로 고바야시

는 북조선, 만주, 북중국이 하나의 지체를 구성한다고 생각했다.77)

  1927년의 대학 졸업 논문에서 처음 제기한 이후, 대결층에 대한 고바야시

의 믿음은 이후 출판된 그의 논문들에서도 변함없이 유지되었다. 고바야시

의 1933년 논문에 들어있는 아래의 인용문을 보면, 그가 오르도비스기와 석

탄기 지층이 평행부정합 관계라는 점을 근거로 두 지층 사이가 결층이라고 

주장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두 지층이 평행부정합

이므로 두 지층 사이에는 화석도 발견될 수 없었다.

75) 小林貞一, “朝鮮江原道の地史(槪報)”, 地質學雜誌 34:405 (1927), 239-240 중 239.
76) 태백산 분지의 층서에 관한 고바야시의 해석은 해방 이후 많은 논쟁을 불러일으켰다. 

대결층설을 둘러싼 논쟁 과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다루기로 한다.
77) 小林貞一, “朝鮮江原道の地史(槪報)”, 2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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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까지의 지식에 의하면 오르도비스기 후기부터 석탄기 초기에 이르는 고생대 중

기에 만주, 조선, 그리고 아마도 북중국 쪽에 공통적으로 퇴적작용이 일어나지 않았

다고 할 수 있다. 후기 고생대층이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층에 평행부정합으로 놓이는 

것이 상당히 중요한 사실이다.78)

  1927년에 처음 등장한 고바야시의 대결층설은 1970년대 말까지 한국과 일

본의 많은 지질학자에게 수용되었다. 1930년대에 고생대 중기 실루리아기와 

데본기에 해당하는 것처럼 보이는 화석이 한반도에서 발견되면서 대결층설

에 의문이 제기된 적이 있기도 했다. 예를 들어 1930년경에 다테이와가 평

안남도 순천군 신창면 천성리 지역에서 데본기의 것으로 보이는 화석을 발

견했으나 그의 화석은 보존상태가 불량했기 때문에 데본기 화석으로 인정받

지 못하였다. 1934년에는 상하이 자연과학 연구소의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황해도 겸이포 지역에서 실루리아기를 지시하는 산호 화석을 발견하기도 했

으나 이 역시 인정받지 못하였다. 실루리아기 지층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

이었다.79)

  대결층설은 1980년대 들어서야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정되었는데, 

그 과정에 대해서는 4장에서 자세히 알아보도록 한다.

2.4.3 삼엽충을 이용한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질계통 연구

고바야시가 1926년에 태백산 분지의 하부 고생대 지층을 조사하기 이전부터 

이미 이 지역의 세부 층서는 조금씩 밝혀지고 있었다. 태백산 분지의 지층 

연대를 처음 밝히기 시작한 지질학자는 고토 분지로와 함께 이 지역을 처음 

탐사했던 야베 히사카츠였다. 야베는 1920년에 북조선의 만달산층에서 중기 

오르도비스기의 두족류 화석인 악티노세라스(Actinoceras)와 복족류 화석인 

라피스토마(Raphistoma)를 발견하고, 이 지층이 오르도비스기 해성층임을 확

78)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American Journal of 
Science, s5-26:156 (1933.12), 585-606 중 594.

79) 이하영, 『한국의 古生物』 (민음사, 1987), 16; 小林貞一, “朝鮮地史の今昔(前篇)”, 『地
學雜誌』 86:2 (1977), 121-134 중 130.



- 42 -

인했다. 1921년에는 시라기가 삼척군 황지리의 셰일 속에서 삼엽충 아사피

드(Asaphids)와 필석 화석을 찾아냄으로써 냄으로써 이 지역에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80) 각종 지질·자

원·광상 조사를 통해 발표했던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하부 고생대 관련 논

문은 고바야시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세분해나가는 발판이 되

었다.81)

  초기 논문들에서 두족류에 큰 관심을 가졌던 고바야시는 1930년대부터는 

삼엽충 화석에 더 큰 관심을 보이기 시작했다.82) 고바야시의 주요 관심이 

삼엽충으로 옮겨간 이유는 두 가지로 짐작해 볼 수 있다. 첫째는 삼엽충 화

석이 가지는 고생물학적 중요성에 대한 인식이다. 고바야시가 연구 주제로 

삼았던 삼엽충은 고생대 캄브리아기 초기인 5억 4천만 년 전에 급속하게 출

현하여 오르도비스기까지 약 3,500만 년 동안 번성하다가 이후 천천히 쇠퇴

하여 2억 5000만 년 전 페름기 때 멸종했다. 18세기 말에 삼엽충이라는 이

름을 얻은 이래, 현재까지 약 5,000속 20,000여 종이 발견·기재 되었다. 삼

엽충은 약 3억 년 동안 지구 모든 바다에서 번성했는데, 생존 시기와 기후 

조건, 바닷물의 깊이 등에 따라 모양과 습성이 다르므로 고생대의 층서 대

비나 고대의 대륙과 바다의 분포, 기후와 서식환경을 알아보는 데 매우 유

용한 화석이다. 특히 삼엽충이 고생대 전기에 번성했다는 점은 태백산 분지

의 하부 고생대 층서를 세분하는 데 삼엽충이 중요한 역할을 하리라는 것을 

의미했다.83) 둘째, 한반도의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80) 아사피드는 고생대 캄브리아기 중기에서 실루리아기에 걸쳐 등장했던 삼엽충 강(綱, 
class)이고, 필석은 고생대의 캄브리아기부터 석탄기까지 번성했던 부유동물(浮游動物)
이다.

81) Kobayashi Teiichi, “Ordovician Fossils from Korea and South Manchuria”, 
Japanese Journal of Geology and Geography 4 (1927), 173-212 중 173-174.

82) 小林貞一, “朝鮮江原道斗圍峰四近の大石灰岩層中の寒武利奧陶紀の境に就いて”, 『地質
學雜誌』 (1930), 311-312.

83) 캄브리아 전기에 북아메리카에는 올레넬루스(Olenellus)가 많았고, 중국과 근동의 여러 
지역에는 레들리키아(Redlichia)가 많았으며, 오스트레일리아에는 아그노스티드
(Agnostid)가 많았다. 캄브리아기 중기에는 파라독시데스(Paradoxides) 등 다양한 삼엽
충들이 등장했다. 이러한 삼엽충들은 캄브리아기 후기까지 존속했다. 오르도비스기는 
삼엽충들이 대다수 해역에서 가장 다양한 생태적 지위를 차지하고 있었던 시기였다. 하
지만 오르도비스기 말에 일어난 대멸종으로 많은 삼엽충이 사라지고 말았다. 각 시대별 
삼엽충 등장과 분포는 Richard Fortey, Trilobite: Eyewitness To Evolution, 이한음 
옮김, 『삼엽충: 고생대 3억년을 누빈 진화의 산증인』 (뿌리와 이파리, 2007) 참고. 삼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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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석 중 삼엽충이 가장 많은 종(種)과 수(數)를 차지하고 있다는 점도 고바

야시가 삼엽충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된 이유였을 것으로 짐작해 볼 수 있다. 

한반도에서는 약 300여 종의 삼엽충이 발견되는데, 이 대부분의 삼엽충 화

석들이 1920년대와 1930년대에 걸쳐 발견되었다는 점은 고바야시의 관심을 

끌기 충분했을 것이다.84)

  고바야시가 삼엽충 전문가로 성장한 계기는 미국에서의 유학이었다. 그는 

1931년 4월 도쿄제국대학교 이학부의 조수(助手)로 임명되었는데, 조수 임명

과 거의 동시에 문부성으로부터 미국에 유학할 것을 명령받아 7월에 출국했

다.85) 당시 대학의 교원은 일정한 연구성과를 올린 뒤 유럽이나 미국에 유

학하는 것이 거의 관례였고, 해외에서의 교육·연구를 거치는 것이 대학교

수가 될 자격 중 하나로 여겨지고 있었다. 고바야시 자신의 표현을 빌자면 

그는 당시 “일본 학계로서는 새로운 분야에 대한 상담 상대도 없었고 문헌

도 없어서 큰 어려움에 직면했기 때문에” 미국 국립박물관(U.S. National 

Museum-Washington)으로 갔다.86) 고바야시는 미국에 화석 수집품을 들고 

갔는데, 그가 가지고 간 수집품은 자신이 직접 채집한 것과 연료선광연구소

의 시라기가 삼척탄전에서 채집한 것이었다.87)

충 분류는 http://fossilworks.org에서 참고
84)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University of Tokyo, SectionⅡ 16 (1966), 1-84 중 9.

85) 같은 해인 1931년에 고바야시는 한반도 지형 발달에 관한 중요한 논문을 발표했다. 고
바야시는 1926년에 조선계의 층서학적 연구를 위해 강원도, 황해도, 평안남도, 평안북
도, 함경남도 등 여러 지역을 대상으로 3회에 걸쳐 지질조사를 했고, 한반도 지형에 관
한 자신의 연구결과를 “한반도 지형발달사와 신생대 지사와의 관계에 대한 고찰”이라는 
논문으로 발표했다. 고바야시는 특히 경성에서 강릉까지 횡단하면서 나타나는 지형 변
화를 ‘이윤회성(二輪廻性) 지형’으로 정리했다. William M. Davis,“The Geographical 
Cycle”, Geographical Journal, 14:5 (1899.11), 481-504; 小林貞一, “R. PUMPELLY
の渡島地質図から本協会の東亜地質図まで”, 『地学雑誌』 89:3 (1980), 201-205; 小林貞
一, “朝鮮半島地形發達史と近生代地史との關係に就いての 一考察”, 『地理學評論』 7 
(1931), 손일･김성환･탁한명 편역, 『한반도 지형론: 고뱌아시의 이윤회성 지형』 (푸른길, 
2015), 10-12.

86)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1) 生涯”, N5; 小林貞一, “昭和前・中期の地史古生物研究の一
面”, 18.

87)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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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방문학자로서 고바야시는 1934년까지 약 2년 반 동안 미국의 고생물학자

들과 교류하면서 자신을 전문적인 삼엽충 연구자로 성장시켜 나갔다. 당시 

미국 국립박물관에는 고생물학자 에드워드 울리히(Edward Oscar Ulrich, 

1857-1944)가 있었다. 울리히는 1930년대에 미국 지질조사소가 코노돈트 연

구의 중심이 되는 데 큰 역할을 했고(4장 참조), 완족동물 연구를 통해 캄브

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사이에 캐나다세(the Canadian)를 새로이 설정해야 

한다고 주장한 지질학자였다. 고바야시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울리히 등과 

교류하면서 점차로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의 전문가가 되었다.88)

  특히 고바야시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의 삼엽충 전문가 찰스 둘리틀 

월컷(Charles Doolittle Walcott, 1850-1927)의 수집품과 자신이 가져간 수집

품을 비교 연구할 수 있었다. 월컷은 북아메리카 대륙 전역에서 발견되는 

다량의 캄브리아기 삼엽충들을 기재하고 명명한 것으로 유명한 고생물학자

이다. 그가 중국, 미국, 캐나다 지방에서 채집한 화석 수집품들은 고바야시

가 가져간 화석의 정확한 연대를 추정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89) 특히 월컷

이 최초로 중국의 지질을 조사했던 독일의 지질학자 리히트호펜(Richthofen, 

1877-1912)이 채집했던 삼엽충 표본을 조사·정리하여 출판한 “중국의 캄

브리아기 동물상(The Cambrian Fauna of China)”은 고바야시의 하부 고생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11.

88) 고바야시의 미국과 유럽 체류 기록은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Journal of Faculty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Section Ⅱ 8:4 
(1953), 145-233 중 147-149에서 참조. 귀국 길에 고바야시는 약 4개월가량 영국, 독
일, 캐나다 등의 박물관과 연구소 등을 둘러보면서 베를린대학, 프라이부르크대학, 프로
이센 주립 지질학 연구소 등에 보관되어 있던 다양한 모식 표본(type specimen)을 연
구했는데, 이 또한 그가 아시아, 유럽, 북아메리카의 화석군을 대비하는 데 중요한 역할
을 하였다.

89) Tadashi Sato, “Memorial to Teiichi Kobayashi”,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Memorials, 27 (1996. 12), 79-81 중 79. 고바야시는 이 화석들을 조사하여 
캐나다와 남아메리카 등 여러 지역의 화석을 기재한 논문들을 여러 편 발표했다. 이 당
시에 고바야시가 발표한 논문으로는 Kobayashi Teiichi, “Cambrian and Lower 
Ordovician Trilobites from Northwestern Canada”, Journal of Paleontology 
10:3 (1936.4), 157-167; “A Brief Summary of the Cambro-Ordovician Shelly 
Faunas of South America”, 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13:1 (1937), 
12-15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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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 연구의 지침이 되었다.90)

  고바야시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태백산 분지의 하부 고생대 층서를 밝히

는 데 본격적으로 삼엽충 화석을 이용하기 시작했다. 그 시작은 1933년에 

『미국과학저널(American Journal of Science)』에 발표한 “한국 지질의 개

요(A Sketch of Korean Geology)”였다.91) 계속해서 고바야시는 당시까지 발

견된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화석을 정리하여 일련의 논문으로 발표하

였다.92) 그중 고바야시가 1935년에 발표한 논문은 삼엽충 화석을 중심으로 

남조선의 캄브리아기 화석을 총정리한 논문이었는데, 이 논문에서 그가 기

재한 삼엽충 화석은 104종에 이른다. 그는 암상의 변화와 삼엽충 화석의 특

징에 따라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점차 세분해나갔다.93)

2.4.4 조선인은 배제된 일제강점기 한반도 지질연구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에서 조선인은 

일제강점기 내내 연구의 주체가 되지 못했다. 고바야시가 “곳체가 반도 지

학 연구에 선착했지만, 조선 지질에 관한 현재 지식의 대부분은 일본인의 

손으로 얻어진 것”이라고 평가했듯이,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는 이노우에, 나카무라, 야마나리, 시라기, 고바야시 등 본국에서 파견된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행되었다.94)

90) Charles D. Walcott, “Cambrian Geology and Paleontology II: No. 4 Cambrian 
Faunas of China”, Smithsonian Miscellaneous Collections 57:4 (1911), 67-109; 
Charles D. Walcott, “Cambrian and Ozarkian trilobites”, Smithsonian 
Miscellaneous Collections 75:3 (1923), 60-146.

91)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85-606.
92) 1934년에 발표한 논문이 고바야시의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10부작의 시작이었다. 고바야시는 1934년에 “Part Ⅰ. 
Palaeontology 1. Middle Ordovician Faunas”, 1934년에 “Part Ⅱ. Palaeontology 
2. Lower Ordovician Faunas”, 그리고 1935년에 “Part Ⅲ. Palaeontology. 
Cambrian Faunas of South Chosen with a Special Study on the Cambrian 
Trilobite Genera and Families”를 출판했다.

93)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Ⅲ, Palaeontology 3. Cambrian Faunas of South Chosen 
with a Special Study on the Cambrian Trilobite Genera and Families”, 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University of Tokyo, SectionⅡ 4(1935), 49-395 중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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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실제로 일제강점기에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의 과학자

와 기술자는 대부분 일본인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1919년부터 1941년까지 

지질조사소 전체의 기사와 기수 명단 중에서 조선인을 찾아보면, 이규종(李
奎鍾)이 기수로 1920년부터 1924년까지 근무했었고, 1929년에 김성호(金聖
浩)가 촉탁으로 근무한 것을 알 수 있다. 당시에는 보좌역들도 대부분 일본

인으로 채워져 있었는데, 이규종은 한국인으로는 유일하게 화학 분석 보좌

로 일했다. 지질조사소 설치 당시에 지질조사계에는 조선인 직원으로 허병

두, 권성찬, 최용운이 있었다고 하는데, 이들은 정식 기사나 기수는 아니었

던 것으로 보인다. 그 후 1944년에 정창희가 기수의 신분으로 지질조사소에 

들어갔지만, 곧 해방을 맞이하였다. 이들을 제외하고는 1919년부터 1945년까

지 지질조사소는 모두 일본인으로만 구성되어 있었다.95)

  일제강점기에 한국인으로서 층서 및 지질계통 연구에 참여한 지질학자는 

김종원(金鍾遠, 1900-1947)뿐인데, 김종원의 경우에서 보면 일본 지질학자들

이 한반도 지질연구에서 의도적으로 조선인을 배제했다고 보기는 어렵다.96) 

1928년에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과에 입학하여 3년 후인 1931년에 고

생물학 전공으로 이학사(理學士) 학위를 받은 김종원은 졸업을 전후하여 당

시 도쿄제국대학 지질학과 조교였던 고바야시 데이이치와 공동으로 평안북

도 강계와 자성 등 압록강 남부 지역 조선계의 암상과 산출 화석에 관한 층

서·고생물학 연구논문을 당시 도쿄지학협회에서 발간하던 『지학잡지(地學
雜誌)』를 통해 출판하였다. 직접 탐사가 어려운 압록강 남부 지역의 산간벽

지에서 캄브리아기 화석을 찾는 것을 목표로 했던 이 연구의 야외조사는 주

로 김종원이 실시했고, 이후 실내에서의 분석과 결과는 고바야시의 견해에 

따라 기술되었다. 이후 김종원의 관심은 주로 광상연구에 집중되었고, 그는 

해방이 될 때까지 약 15편의 광상 관련 논문을 일본식 이름이 아닌 金鍾遠
으로 발표했다.97)

94)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地学雑誌』 56:5 (1944), 154-155.
95)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2019), 46-47; 국사편찬위원회 

한국사데이터베이스 조선총독부 직원록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types=1923-11-169-1052 
(2020.6.15.검색)

96)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50주년사 자료집:1947~1997』 (1997), 8.
97) 김종원과 고바야시 데이이치가 함께 출판한 논문은 小林貞一, 金鍾遠, “鴨緑江南岸地

http://db.history.go.kr/item/level.do?itemId=jw&types=1923-11-169-1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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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 지질연구에서 조선인이 거의 역할을 하지 못한 

이유는 오히려 일본의 지질학자 배출 및 동원 방식에서 찾아볼 수 있다. 고

토 분지로는 1918년의 논문에서 동경제대 지질학과 출신 학사의 대부분이 

조선반도, 만주, 사할린 지질·자원 조사사업에 동원되었다고 밝힌 바 있

다.98) 고바야시도 일본이 당면한 지질·자원 조사를 위해서는 현존하는 지

질학자의 몇 배가 더 필요한데도 불구하고, 그동안 제국대학 출신 지질학자

로만 인원을 충원했기 때문에 문제가 생기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전기·

기계 등 대부분 응용과학에서는 전문학교나 그 이하의 학교에서 다양한 수

준의 기술자를 양성하는 기관이 있는 것에 반하여 지질조사에 대해서는 대

학 출신의 고급기술자뿐이었다고 비판하면서, 그동안 지학계는 “머리만 있

고 발은 없었다.”라고 평가했다.99)

  도쿄제국대학을 졸업한 뒤 1930년대에 조사대의 일원으로 동원되어 만주

와 사할린 석유 조사사업에 참여한 이후 이 지역 신생대 지층에 관한 논문

을 다수 발표했던 지질학자 우와토코 쿠니오(上床國夫)도 비슷한 평가를 했

다. 그는 자원개발을 위해 지질학자가 대동아전쟁에 종군하여 남방개발에 

나서고 있지만, 대동아 전 지역에 걸쳐서 활동하기에는 그 수가 완전히 부

족한 상태이며, 그 이유는 제국대학 이학부에서만 지질학자들을 양성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100)

  고바야시나 우와토코가 지적한 대로 태평양전쟁 말기인 1944년까지 제국

대학 졸업생들만이 지질기술자로 활동하던 상황이었음을 고려한다면, 조선

인으로서는 한반도 지질연구에 참여하기 어려울 수밖에 없었다. 일제강점기

에 일본의 제국대학을 졸업한 한국인 지질학자는 모두 10명이었는데, 이들 

중 1930년대에 졸업한 한국인 지질학자는 박동길(1930), 김종원(1932), 김한

태(1935) 3명이었고, 나머지 7명은 1940년에서 1944년 사이에 졸업했다.101) 

域に點 在せる古期岩層の層位學的研究”(其一), 『地學雜誌』 43:508 (1931.6), 349-355; 
(其二), 『地學雜誌』 43:509 (1931.7), 402-415이다.

98) 小藤文次郎, “東大地質學科出身の動員”, 『地質学雑誌』 25:295 (1918), 157-164 중 
157.

99)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174-178. 고바야시는 흥아지학을 위한 노력이 부족했던 이
유로 고등교육에서 지사학이 아닌 광물학을 지나치게 중시했고, 지학열을 가진 우수한 
지학자를 양성하지 못했으며, 동경제국대학에 ‘동아지질’이나 석유지질‘ 과목이 1942년
에야 개설되었다는 점 등을 들었다.

100) 上床國夫, “戰爭と地質學者”, 『地學雜誌』 54:9 (1942), 3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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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명 중 주수달(1944년 졸업)과 정창희(1944년 졸업)을 제외한 나머지 8명이 

대학에서 광업을 가르치거나 광업회사의 지질기사로 활동했다. 일본의 제국

대학을 졸업한 지질학자도 극소수였는 데다가 그들 대부분이 광업 분야로 

전환했기 때문에, 지질연구에 종사할 제국대학 출신 조선인은 거의 없었다

고 볼 수 있다.

2.4.5 해방 이후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질연구

고바야시가 마지막으로 한국에서 야외조사를 한 것은 1941년이었다. 제국학

술원(帝國學術院), 복부봉공회(服部奉公會), 학술진흥회의(學術振興會議) 등으

로부터 연구비 보조를 받아 학생들과 함께 조직적인 지질조사를 수행하면서 

그 결과를 1941년부터 제국학술원 논문집(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of Japan)을 통해 발표하던 고바야시는 해방과 함께 더는 한반도

에 대한 직접조사를 시행하지 못했다.102) 하지만, 그의 한반도 지질연구는 

해방 이후까지도 계속 이어졌다.103) 그는 해방 이전에 한국에서 채집하여 일

본으로 가져갔던 암석들과 그 속에 들어있는 화석들을 바탕으로 한반도 하

부 고생대 지층에 관한 논문을 1966년까지 계속 출판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태백산 분지의 층서뿐만 아니라 한반도의 지체구조, 지각변동 역사 등

에 관한 그동안의 지식을 종합하여 1953년에 출판한 “남한의 지질(Geology 

of South Korea)”이었다.104)

101) 1910~1919년 사이에는 일제의 억제정책으로 일본 유학이 억제되었지만 1920년대 들
어 일제의 유화적 통치정책에 따라 일본으로 유학 가기가 한결 자유로워졌기 때문에, 
1930년대 들어 일본제국대학 지질학과 출신 한국인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던 것으로 보
인다. 김근배, 『한국근대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 지성사, 2005), 144, 252-253.

102) 이 당시 고바야시가 발표한 논문으로는 Kobayashi Teiichi and Itiro Yoshimura, 
“134. Brief Notes on the Geologic History of the Yokusen Orogenic Zone, II”, 
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18:10 (1942), 677-681; Kobayashi 
Teiichi, et al., “18. Geologic Structure of the Western Part of the Limestone 
Plateau in South Kogen-do”, 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19:2 
(1943), 89-93; Kobayashi Teiichi, “49. The Discovery of Olenus in South 
Chosen”, Proceedings of the Imperial Academy 20:4 (1944), 227-233. 등이 있
다.

103) 고바야시가 한반도의 지질에 대해 다룬 마지막 논문은 小林貞一, “古生代の亞細亞生
物地理,” 『化石』 47 (1989), 47-49였다.

104)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 49 -

  한반도 태백산 분지의 층서와 화석에 관한 고바야시의 연구는 그가 1934

년부터 1966년까지 10회에 걸쳐 『도쿄제국대학이과대학기요(東京帝國大學
理科大學紀要,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에 발표한 논문 “남조선의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과 

동물군(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Chosen)”

에 집대성되어 있다. 10부의 논문 중 1부(1934), 2부(1934), 6부(1960)는 오르

도비스기 동물상, 3부(1935)는 남조선의 캄브리아기 동물상, 4부(1953)는 강

원도의 석회암 고지를 중심으로 한 남조선의 지질, 5부(1958)는 문경 지역의 

오르도비스기 복족류 화석, 7부(1960)는 두위봉 지역의 삼엽충 화석, 8부

(1961)는 문경과 영월 지역의 캄브리아기 동물상, 9부(1962)는 마차리층 동물

상, 그리고 10부(1966)는 한국과 남만주 지역의 조선층 층서 및 그 외 지역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과의 관계를 다루고 있다.105)

  고바야시의 “남조선의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과 동물군”의 마지막 

10부에는 강원도 태백산 분지의 고생대 층서에 관한 그의 연구가 총망라되

어 있다. 1926년에 이 지역을 처음 연구하기 시작한 이후 약 40년에 걸쳐 

완결된 고바야시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조선계 층서는 표 2-1과 같다. 

표 2-1을 보면, 먼저 고바야시가 암상과 화석의 변화에 따라 조선계를 두위

봉형(오늘날의 삼척·태백형), 정선형, 문경형, 영월형, 평창형 5개의 형

(type)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고바야시는 태백산 분지에서 산출된 삼엽

충 화석을 기본으로 이 지역의 층서를 세분하면서, 10개의 암석 단위와 23

개의 화석층(fossil bed)을 가지는 두위봉형을 표준 층서로 생각했다. 암상의 

변화와 삼엽충 화석을 중심으로 정립된 고바야시의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

대의 층서는 이후 일본의 지질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의 지질학자들에게도 한

반도의 하부 고생대 지질을 이해하는 기본 틀이 되었다.106)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145-233.

105)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1999), 94.
106)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6-10. 당시까지 발견된 태
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층의 화석은 총 230속 468종이었는데, 화석이 가장 많이 발견된 
곳은 두위봉형이었다. 두위봉형의 오르도비스기 화석 중에서는 삼엽충과 앵무조개류(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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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
대

평창형 영월형 문경형 정선형 두위봉형

오
르
도
비
스
기

상부
석회암

영흥층 도담층

상부
석회암

정선
석회암

두위봉석회암

직운산셰일

문곡층 청리층

직동석회암

둔전층

차운

돔골(두무골)셰일

횡막층
(횡매층) 동점규암

하부
석회암

와곡층 석교리층
화절층

캄
브
리
아
기

마차리층 한내층하부
석회암

세송슬레이트

대기
석회암

대기석회암

삼방산층
마송층

묘봉층 묘봉슬레이트
송봉
편암 구랑층

장산층 장산규암

표 2-1. 고바야시가 1966년에 정리한 조선계 층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층서를 확립
한 것을 볼 수 있다.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고바야시의 층서에 수정을 가하기는 했
지만, 기본적인 층서는 오늘날에도 거의 그대로 사용하고 있다.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ection A, 49.

2.4.6 일제강점기 한반도 지질연구의 의미

고바야시가 오랫동안 한반도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를 계속 진행했던 이유

는 그가 1944년 『지질학잡지(地質學雜誌)』에 발표했던 논문 “흥아지학론

(興亞地學論)”을 통해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는 일본 지

학의 역사, 흥아지학의 구상, 지학진흥의 방법, 국방 지학과 지질학자의 임

무 등을 다루면서 일본 지질학자의 길이 “흥아지학의 사명”을 완수하는 

데 있음을 천명하였다.107)

족류의 일종)가 가장 많은 양을 차지했고, 캄브리아기 동물상의 80%는 삼엽충과 완족
동물(腕足動物)이 차지하고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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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는 일본 지질학의 역사를 검토하면서, 메이지 시기

(1868-1912) 일본 지질학이 미국과 독일의 근대 지질학을 이식받는 단계였다

면 쇼와 시기(1926-1989)부터는 일본인 자신의 손으로 구미와 견줄 만한 지

질학을 개척하는 단계에 이르렀다고 평가했다. 고바야시는 그동안 구미 제

국에 “이끌려온 일본 지질”이 “이끌어가는 일본 지질”로 전환되기 위해

서는 먼저 “향토체험”으로부터 향토 지질을 굳건히 다진 다음, 그 위에 

동아지질을, 나아가 세계지질을 건설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그렇다면 이끌려 온 일본 지질이 어떻게 이끌어 가는 일본 지질로 전환될 수 있을까. 

이것이 바로 흥아지질론의 근원이다. 이끌려 온 일본 지질에 있어서는 구미지질을 경

전화 하고, 진리를 양서(洋書) 속에서 구하고 있었던 것이다. 이끌려 온 지질은 우상숭

배의 지질이다. 이끌어 가는 일본 지질에 있어서는 이것과 달리 목불을 불태워 사리를 

찾는 것처럼(丹霞燒佛), 절대 진리를 먼저 우리의 향토체험에서 구하는 것이다. 그리고 

스스로 체험한 진리를 반석으로 하여 그 위에 동아지질을, 세계지질을, 그리고 지사학

적 세계상을 재성(再成)한다.108)

이처럼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일본 영토를 ‘제일의 향토로 하여 진리를 구

하고 향토 지질을 세계지질로까지 확대하여 지사적 세계상을 구성하기’ 위

해서는 일본 지질의 ‘기초공사를 견고’하게 하는 것이 가장 선행해야 할 

과제였다.109)

  이를 위해 고바야시는 ‘일본적 세계지질의 핵심이 되어야 할 일본 영토

가 이러한 구상을 발전시키기에 충분한 지질자료가 되는가’야말로 심사숙

고해보아야 할 중요한 문제라고 생각했다. 5장에서 다시 자세하게 다룰 것

이지만,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육괴(陸塊, craton)와 캄브리아기·오르도비

스기에 형성된 지향사 사이의 관계를 파악하는 것은 지각변동의 역사를 이

해하는 데 매우 중요하다. 문제는 일본 본토에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

기에 해당하는 하부 고생대 지층이 없다는 점이었다. 따라서 일본 지질학자

들이 전 지질계통에 관한 지식을 완전하게 얻으려면 한반도의 하부 고생대 

107)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151-185.
108) 같은 논문, 156.
109) 같은 논문, 1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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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층 연구를 통해 일본열도의 부족한 부분을 채워 넣어 주어야만 했다. 아

랫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조선 지질연구를 통해 일본 향토지질은 모든 

지질계통에 관한 지식을 완전하게 정립할 수 있게 될 것이고, 이는 세계지

질을 고양할 바탕이 될 것이었다.110)

거기에 향토 지질로서 조선반도의 중요성이 있다. 일본군도는 치치부(秩父)정지향사에

서 발전해 온 조산대로서, 다른 화채열도(花綵列島)와 마찬가지로 아직 기저를 알 수 

없는 지대임에 반하여, 조선반도에는 선캄브리아기의 기반이 노출되어 준지향사에서 

발생하여 온 남북양선(南北兩鮮)의 조산대가 이러한 오래된 육괴 사이를 횡단하고 있

다. 지향사와 강괴에 생기하는 모든 지질 현상 중 일본 군도의 부족한 면을 보완하는 

것이 조선반도이다. 층서론상에 있어서도 또한 일선(日鮮)을 향토지질 중에 병시(倂視)

하는 것에 의해 전 지질계통이 완비된다. 대륙지질을 전개하기 위해 중요한 해성상(海
成相)과 비해성상(非海成相)의 대비론의 열쇠도 이 부근에 존재하는 것이다. 오히려 지

나문화동점의 교량이 된 반도는 오늘날의 대륙지질 건설에 있어서 문호이다.111)

이처럼 고바야시에게는 조선반도 연구를 계속해야 할 이유가 있었다. 그 이

유는 첫째,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육괴와 지향사의 관계를 이해하고, 둘째, 

조선반도 연구를 통해 일본의 지질계통을 완비하며, 셋째, 조선 지질이 중국

지질 연구를 위한 대비와 교량 역할을 해줄 것으로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고바야시는 조선 지질연구를 처음 시작했던 때부터 조선, 일본, 만주, 중국

지질을 대비하여 연구했고, 이를 동아시아 지체구조론으로 구체화하고자 하

였다.

2.5 고바야시 데이이치의 동아시아 및 동남아시아 하부 

고생대 연구

2.5.1 오르도비스기 동아시아 지체구조 연구와 친링-경성 라인

110) 같은 논문, 158.
111) 같은 논문,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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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바야시 사후 그에 대한 추모글에서 고바야시의 제자였던 지질학자 마츠모

토 타츠로(松本達郞)는 고바야시 연구체계의 중심에는 “아시아태평양지역으

로부터의 관점을 중시하는 상념” 즉, “동아”라는 관점이 일관되게 있었

고, 이것은 당연히 “글로벌한 문제의식”에까지 이어져 국제적으로도 높이 

평가되었다고 적고 있다. ‘동아’에 관한 고바야시의 생각은 한마디로 조

선, 만주, 중국을 하나의 지체권(地體圈)으로 다룬 그의 동아시아 지체구조

론으로 설명할 수 있다.112)

  동아시아 지체구조론에 관한 고바야시의 연구는 그가 대학원에 들어가던 

1927년 봄부터 시작되었다. 당시 고바야시는 조사 범위를 태백산 분지에서 

평양, 그리고 남만주로 넓혀 나가고 있었다.113) 당시 남만주에는 남만주철도

주식회사(南滿洲鐵道株式會社)의 부속기관으로 1907년에 설립된 만철지질조

사소(滿鐵地質調査所)가 있었다.114) 남만주철도주식회사는 일본 정부의 관리

하에 있었기 때문에 고바야시는 만철지질조사소로 연락하여 여러 가지 편의

를 받으면서, 다량의 하부 고생대 지층을 조사하고 화석을 채집하였다.115)

  고바야시는 1927년에 발표한 논문 “한국과 남만주의 오르도비스기 화

석”에서 자신이 태백산 지역을 연구 대상으로 삼은 이유가 이 지역이 중국

의 하부 고생대 지층의 연장선에 있을 가능성을 염두에 둔 것이었다고 밝힌 

바 있다.

조선의 수도인 서울에서 동남동쪽으로 180km 떨어진 곳에 한반도의 등뼈인 태백산맥

의 가장 높은 봉우리 중 하나인 태백산이 서 있다. 이 산의 북쪽으로 연장한 지점에 

대부분이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에 해당하는 작은 석회암 지대가 있다. 이 산은 여행

객들이 접근하기 쉽지 않기 때문에 오랫동안 탐사되지 않은 채 남아 있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강원도 남부의 광산자원을 연구하던 나카무라 교수가 북중국과 만주 지역

처럼 이 지역에서도 전기 고생대의 대석회암통(the great Limestone series)이 발견되는 

게 확실하다고 하기 전까지는 지질학적으로 미지의 땅이었다. 현재까지 우리가 가진 

112) 松本達郞, “少林貞一先生を悼む”, 化石 60 (1996), 62.
113)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N43.
114) Marius B. Jansen 지음, 김우영·강인황·허형주·이정 옮김, 『현대일본을 찾아서 2』 

(이산, 2006), 872.
115)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N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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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식으로 보았을 때, 이 지역이 중국에서 발달한 지층의 남동 방향 연장일 가능성이 

있다. 이것이 바로 이 지역이 나의 관심을 끈 이유이다.116)

만주와 한반도 태백산 분지의 관계를 알아내기 위해 고바야시는 특히 랴오

닝성(遼寧省)의 화련채(火連寨) 동쪽 지역에서 다수의 두족류 화석을 채집하

여 이를 태백산 분지에서 채집한 두족류 화석과 비교하였다.117)

  중요한 것은 남만주의 오르도비스기 두족류 화석과 태백산 지역의 두족류 

화석이 서로 뚜렷하게 구분된다는 점이었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가 기재한 

두족류 악티노세라스 리히토페니(Actinoceras richthofeni)의 경우 남만주에서

는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화석임에도 불구하고 태백산 지역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이 화석은 오히려 야베가 북조선에서 발견·기재한 것과 같았다. 반

면 두족류 오르토세라스(Orthoceras)의 경우는 태백산 분지에서만 발견되고 

만주와 북조선에서는 발견되지 않았다. 남만주의 석회암에는 악티노세라스

가 풍부한 반면, 태백산 분지 석회암 속에는 오르토세라스가 풍부한 것을 

보고 고바야시는 두 지역의 동물상에는 현저한 차이가 있음을 알았다.118)

  고바야시는 오르도비스기에 남조선과 북조선·만주지방의 동물상이 뚜렷

하게 구분된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1930년에 친링(秦嶺)-경성 라인

(Tsinling-Keijo line)이라는 개념을 제안했다. 북조선과 남조선 사이의 어딘가

에 장벽이 있어서 해양 생물들이 북쪽과 남쪽 사이를 이동할 수 없었을 것

이라는 가정을 도입했던 것이다. 고바야시는 장벽이 중국 중부 산시성

(Shaanxi)의 친링산(Tsinlingshan)과 경성을 연결한 선인 친링-경성 라인 어딘

가에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친링-경성 라인은 오르도

비스기 동안에 북중국해와 남중국해 사이의 지질학적 경계였다고 할 수 있

다. 5장에서 다룰 판구조론에 의하면 친링-경성 라인은 남중국과 북중국을 

구성하는 거대한 두 판의 충돌대에 해당하는데, 그런 점에서 본다면 고바야

시의 친링-경성 라인은 시대를 앞서간 선구적인 생각이었다고 할 수 있다

(그림 2-4).119)

116) Kobayashi Teiichi, “Ordovician Fossils from Korea and South Manchuria”, 
175.

117) 같은 논문, 173-212.
118) 같은 논문, 173-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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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4. 고바야시의 친링-경성 라인. 고바야시는 북조선·북중국·남만주·
북아메리카 대륙·북극의 동물상과 남조선·남중국·유럽의 동물상이 뚜렷이 
구분된다는 사실을 바탕으로 오르도비스기에 이 두 지역이 친링산과 경성을 
연결하는 친링-경성 라인 위치의 장벽에 의해 지질학적으로 분리되어 있었을 
것으로 생각했다. Kobayashi Teiichi, “Cambrian and Ordovician Faunas of 
South Korea and the Bearing of the Tsinling-Keijo Line on Ordovician 
Palaeogeography”, 426.

  고바야시는 더 나아가 남조선을 구성하는 지체들의 형성과정이 친링-경성 

라인에 의해 분리된 황하-양쯔 두 분지의 형성과정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고 생각했다. 그는 남조선의 지체구조 생성은 중국 동쪽에 형성된 거대한 

지향사의 움직임과 관련이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 이는 대결층에 대한 고바

야시의 믿음에 바탕을 둔 생각이었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태백산 분지와 마

찬가지로 황하 지역에는 오르도비스기에서 초기 석탄기 사이에 대결층이 있

지만, 양쯔 지역은 캄브리아기로부터 페름기에 이르기까지 고생대의 모든 

지층이 연속적으로 나타난다. 오르도비스기에 남조선은 화석상으로는 양쯔 

분지와 유연관계가 가까웠지만, 대결층이 있다는 점에서는 황하 분지와 비

슷하다는 것이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한반도의 역사는 중국 양쯔 지역과 황

하 지역 생성의 역사와 연결함으로써 비로소 이해할 수 있을 것이었다.120)

119) Kobayashi Teiichi, “Cambrian and Ordovician Faunas of South Korea and 
the Bearing of the Tsinling-Keijo Line on Ordovician Palaeogeography”, 
423-4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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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2 고바야시의 캄브리아기 동아시아 지체구조구 설정

한반도 지체구조와 남만주·중국 지체구조의 연관성에 관한 고바야시의 연

구는 시간이 지나면서 더욱 명확해졌다. 고바야시는 태백산 분지의 동물상

과 북한·만주·중국의 동물상을 대비했을 때,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에 서로 다른 양상이 나타난다는 것을 알았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전기 캄

브리아기를 고생물학적으로 보았을 때, 한국, 만주, 중국의 화석은 대체로 

모두 비슷하다. 그가 대표적 예로 든 화석은 하부 고생대 저층(低層)에서 발

견되는 삼엽충 화석 레들리키아(Redlichia)였다. 하지만 캄브리아기와는 달리 

오르도비스기의 경우 북조선·남만주·북부 중국의 화석은 남조선·중남부 

중국의 화석과 뚜렷이 구분된다. 고바야시는 남조선 태백산 분지의 석회암

에 들어있는 삼엽충 아사펠루스(Asaphellus)와 아르메노세라스(Armenoceras), 

필석, 두족류, 복족류, 태형동물(苔形動物, Ectoprocts) 등을 종합적으로 분석

하여, 태백산 분지의 화석이 남중국 및 유럽 대륙의 화석과 유연관계가 더 

가깝다고 설명했다.121)

  고바야시의 1966년 논문 “남조선의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과 동물

군” 10부에는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에 중요한 단서가 될 또 하나의 내용이 

포함되어 있다. 고바야시가 분류한 조선누층군 5개의 형(type) 중 삼엽충 화

석이 풍부하게 산출되는 곳은 태백층군(고바야시는 이를 두위봉형 조선계라

고 불렀다)과 영월층군이다.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가 정리하여 보고한 삼엽

충은 태백층군 180종, 영월층군 89종, 그리고 문경층군 16종으로, 총 133속 

285종에 이르는 방대한 양이었다. 그런데 태백층군과 영월층군은 같은 퇴적

분지에서 쌓였음에도 불구하고 시기에 따라 삼엽충 산출 양식에 큰 차이를 

보인다.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는 태백과 영월의 화석을 표 2-2와 같이 비교

하였다.

120)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155-158.

121) 같은 논문, 593-5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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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월-문경형 두위봉형(오늘날의 태백-삼척형) 지질 
연대지층 생층서대(Zone) 생층서대 지층

영흥층

Actinoceroids
Basiliella

Actinoceroids 두위봉석회암

오
르
도
비
스
기

Orthoceroids
 (Sigmorthoceras)
 (Polydesmia)
 (Manchuroceras)
 (Clarkella)

직운산셰일
(막골석회암)
직동석회암

문곡층

Yosimuraspis

Protopliomerops
Asaphellus

돔골(두무골)셰일

Pseudokainella 동점규암

와곡층 Aphaeoorthis

Eoorthis

Dictyites
Kaolishania
Chuangia

Prochuangia

화절층

캄
브
리
아
기

마차리층

Hancrania

Olenus

Iwayaspis

Eochuangia

Tonkinella

Drepanura

Stephanocare
세송슬레이트

Olenoides

Solenoparia

Megagraulos

대기석회암

삼방산층
Metagraulos

Yabeia
Bailiella
Mapania

Elrathia

Redlichia saitoi

묘봉슬레이트마송층
Kootenia

Ptychoparia-Dawsonia
Paleolenus

구랑층
Redlichia nobilis

장산규암

표 2-2. 영월(문경형) 조선누층군과 두위봉형(삼척-태백형) 조선누층군의 전기 고생대 삼
엽충 화석. 두 지역은 모두 같은 태백산 분지에 속하지만, 캄브리아기 전기와 오르도비
스기 후기를 제외하고는 산출되는 삼엽충 화석이 완전히 다르다.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ection A”, 
8.

  표 2-2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백산 분지에서 발견되는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화석 중 태백층군과 영월층군에서 공통적으로 산출되는 종은 

캄브리아기 전기의 삼엽충 화석인 레들리키아(Redlichia)와 오르도비스기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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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의 두족류 화석인 악티노세로이드(Actinoceroids) 화석을 빼고는 하나도 없

다. 이 두 종류를 빼고 나머지 화석들을 비교해 보면, 캄브리아기에 태백산 

분지의 동편에 있는 태백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들은 얕은 바다에서 생

활하던 종류지만, 태백산 분지의 서쪽에 있는 영월에서 발견되는 화석은 상

대적으로 깊은 바다에서 생활하던 것들이다. 예를 들어 태백에서 발견되는 

올레노이드(Olenoides)는 얕은 바다의 바닥을 기어 다니던 삼엽충이고, 비슷

한 시기에 영월에서 발견되는 통키넬라(Tonkinella)는 그보다 깊은 바다에 

서식하던 삼엽충이다. 이는 캄브리아기에 태백산 분지가 영월 쪽으로 가면

서 점점 깊어지는 대륙붕 환경이었음을 의미한다.122)

 고바야시는 1967년의 논문에서 태백과 영월의 삼엽충 화석연구결과를 반영

하여 캄브리아기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완성하였다. 그는 240종 이상의 삼

엽충 화석 자료를 바탕으로 캄브리아기 동아시아를 세 개의 동물구

(biogeographic province)로 나누었는데, 황하동물구(Hwangho fauna), 천전동

물구(Chuantien fauna), 강남동물구(Chiangnan fauna)가 그것이다. 황하동물

구는 현재의 북중국과 만주·북조선·태백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주로 얕은 

바다에 살았던 토착성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역이다. 강남동물구는 남중국·

영월을 아우르는 지역을 의미한다. 이 지역에서 발견되는 삼엽충은 전 세계

적으로 분포하며 비교적 깊은 바다 환경에서 살았다. 천전동물구는 중국의 

서부지역을 의미하며, 전기 캄브리아기에 얕은 바다에 살았던 다양한 레들

리키드(redlichid) 삼엽충이 발견된다. 고바야시는 북중국과 남중국의 캄브리

아기 화석 군집 내용이 크게 다르고, 태백과 영월의 캄브리아기 삼엽충 종

류가 달랐기 때문에 태백은 황하동물구에 배치하고, 영월은 강남동물구에 

배치했다.123)

122)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8, 30-63; 최덕근, “삼엽충 
소개와 한국의 삼엽충”, 『한국고생물학회 단행본』 (2008.2), 1-16. 오르도비스기 후기에 
두족류인 악티노세로이드 화석이 영월과 태백에서 공통적으로 산출되었다는 것은 태백
산 분지가 오르도비스기 후기에 접어들면서 전반적으로 평탄하고 얕은 바다로 바뀌었음
을 의미한다.

123)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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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바야시의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동아시아 지체구조 연구는 

한반도, 중국, 만주 지역 전체를 하나의 지체권으로 설정하고 이들 사이의 

관계를 해명하는 것이었다. 고바야시가 황하동물구, 천전동물구, 강남동물구

를 설정했다는 것은 한반도의 지구조(地構造)가 중국과 연결되어 있음을 의

미했고, 지질학적인 의미에서 한반도와 중국, 만주는 분리되어서 이해될 수 

없음을 의미했다.

  고바야시는 1977년에 자신의 한반도 지질연구 역사를 돌아보는 논문을 발

표하면서 아래와 같은 글을 남겼다.

1966년-1971년 사이에는 남조선의 조선계·북조선과 남만주의 조선계·동아시아 그 

외 아시아 대륙의 캄브리아기·오르도비스기 및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생물구(生物
區)와 이 구간 대비에 관한 논문 5편을 써서, 다행히도 이러한 일련의 연구결과를 

『도쿄제국대학이과대학기요』를 통해 공표할 수 있었다. 이렇게 하여 만주와 조선의 

조선계 층서론, 동아(東亞)에 입각한 아시아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양기(兩期)의 총괄, 

그리고 아시아에서 본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세계관까지 연래의 이 주제에 관련된 

일의 대부분을 써서 마쳤다.124)

이 글을 보면 조선, 만주, 중국을 연결하는 동아시아 하부 고생대 지체구조

구를 완성함으로써 고바야시의 동아지질 구상이 완성되었음을 볼 수 있다.

2.5.3. 동남아시아로의 연구지역 확장

일제는 한반도의 지질조사를 처음 시작한 것과 비슷한 시기에 타이완에 대

한 지질조사도 시작하였다. 청일전쟁 후인 1895년 시모노세키 조약(下關條
約)에 의해 타이완을 영유한 일본은 1896년 설립된 타이완총독부(臺灣總督
府) 민정국(民政局) 주도로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한 광물 자원 개발을 시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C. The Cambrian of Eastern Asia and Other Parts of the 
Continents”, 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University of Tokyo, SectionⅡ 
16(1967), 381-534 중 475-478. 판구조론적으로 보았을 때 황하동물구는 중한랜드에 
해당하고, 강남동물구는 남중랜드에 해당한다.

124) 小林貞一, “朝鮮地史の今昔(前篇)”, 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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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했다. 타이완총독부는 지질·광산 조사를 통해 1/100,000 『타이완지질광산

도 설명서(臺灣地質鑛産圖說明書)』, 1/300,000 “타이완지형지질광산도(臺灣
地形地質鑛山圖)”등을 출판하였고, 지질도폭(地質圖幅) 조사를 실시하였으

며, 타이완 본도 및 부속된 각 섬의 지질·탄전·유전 조사를 실시했다.125)

  당시 타이완 지질에 관한 논문을 발표한 학자로는 고바야시의 도쿄제국대

학 스승이었던 고토 분지로를 꼽을 수 있다. 고토는 1898년 류큐 열도에 대

한 지질조사를 시작으로, 1899년에는 말레이시아, 1900년에는 대만, 1903년

과 1909년에는 한반도, 1912년에는 만주 지질조사 결과를 『도쿄지학협회보

고(東京地學協會報告)』와 『도쿄제국대학이과대학기요』에 발표했다.126) 한

반도를 포함한 고토의 지질조사 지역은 19세기 말-20세기 초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 순서와 거의 일치한다.127)

  고토 분지로는 조국의 존립에 이바지하고 응용 지질학(Economic Geology)

으로 군사적 공과(攻果)를 얻기 위해 노력하는 일이 지질학자의 임무라고 생

각했다. 고토는 이과가 기초학의 성질을 가지고 있어서 세상 사람들에게 등

한시되어 있지만 실은 그렇지 않으며, 특히 지질학의 경우는 그러한 생각이 

절대 부당하다고 강조하였다. 그는 독일, 오스트리아, 영국, 프랑스, 이탈리

아, 미국 등 제1차 세계대전 참전국들이 철도 건설, 참호 설비, 지하수 공급 

125) 日本地質学会 編・刊, 『日本の地質学100年』, 438-439.
126) Koto Bunjiro, “Geological Structures of the Ryukyu Islands”, Tokyo 

Geological Society Journal 5 (1897), 1-12; Koto Bunjiro, “On the　 Geologic　
Structure of the Malaysian Archipelago”,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11 (1899), 83-120; Koto 
Bunjiro, “Notes　 on the　 Geology　 of the　 Dependent Isles of Taiwan”,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13 (1900), 1-56; Koto Bunjiro, “On Nepheline-basalt from　 Yinge-men，　
Manchuria”,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32:6 (1912), 1-14.

127) Marius B. Jansen, 앞 책, 680-690; 전국역사교사모임, 『일본사』 (Humanist, 
2018), 237-266. 1868년의 메이지유신을 거치면서 국가 주도의 강력한 산업 육성 정책
을 통해 자본주의 발전의 기초를 닦고 사회와 군대의 급속한 근대화를 통해 열강의 대
열에 합류한 일본은, 팽창주의를 바탕으로 영토를 확장해 나가기 시작했다. 이에 따라 
일본은 첫 번째로 1879년에 류큐 열도를 오키나와현으로 병합하였고, 이어 청일전쟁이 
끝난 후인 1895년에는 대만과 요동 반도를 병합했다. 1875년의 불평등 강화도조약 체
결로 시작된 조선에 대한 침략정책의 결과 1905년에는 한국의 외교권을 박탈했으며, 러
일전쟁 이후에는 러시아가 가지고 있던 요동 반도 조차권과 남만주 철도 부설권을 양도
받음으로써 본격적으로 만주에 진출할 발판을 마련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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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의 실전 작업에 자국의 지질학자들을 동원한 예를 들면서, 일본도 전쟁을 

수행하는 과정에서 야전을 위한 진지 구축, 전지(戰地)에 관한 지질자료 수

집, 철, 석탄, 석유와 같은 군사 재원 마련 등에 지질학자들을 국가적 차원

에서 적극적으로 동원해야 한다고 촉구하였다. 또 그는 자국의 지질조사 및 

부원(富源) 탐사뿐만 아니라 조선광상조사사업에 매진하고, 러일전쟁 이후에

는 사할린 및 남만주철도회사 지질연구소의 조사사업에 참가한 일본 지질학

자들이 조국을 위해 순수히 충실(忠實)을 바치는 진심에 감사하지 않으면 안 

된다고 강조하였다.128)

  제1차 세계대전과 제2차 세계대전(1939-1945)을 거치면서 일본 제국의 영

토가 확대됨에 따라 일제의 지질조사 대상 지역도 더욱 확대되었다. 1919년

에 체결된 베르사유 조약(Treaty of Versailles)에 따라 독일 제국의 식민지였

던 남양제도(南洋諸島)가 일본의 위탁통치령이 되었고, 이어 남양청(南洋廳)

이 설치되었다. 위탁통치가 시작되기 전인 1915년 무렵부터 일본의 지질학

자들은 『지질학 잡지』나 『일본 광업회지(日本鑛業會誌)』에 독일령 남양

제도의 지질과 광상에 관한 보고서들을 싣고 있었다.129)

  전쟁이 진행되면서 일제의 점령지는 남방(南方) 지역으로 확대되었다. 남

방이란 프랑스령이었던 인도차이나, 미얀마, 말레이반도, 그리고 네덜란드령 

동인도 열도 등 제2차 세계대전 때 일본군이 점령하고 있던 지역으로서, 오

늘날의 동남아시아에 해당한다. 일본인에 의한 최초의 남방 지역 관련 논문

은 1897년에 처음 출판되었지만, 일본의 지질학자와 탐사기술자들이 본격적

으로 남방에 파견되기 시작한 것은 제2차 세계대전 중이었다.130) 1941년 11

월에 결정된 남방 점령지 행정실시 요령에 따라 남방 지역 각 점령지 군정

부는 조사부를 설치하여 유전과 광산을 조사하였고, 남방에 파견된 지질학

자 대부분은 물리 탐광 기술자와 협동하여 석유 광상의 탐사에 종사하였다. 

하지만 종전과 함께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남방 지역 지질조사는 정지되었

고, 일본인들이 모은 자료들은 유럽과 미국이 접수했다.131)

128) 小藤文次郎, “東大地質學科出身の動員”, 157-164.
129) 岩崎重三, “南洋の地質”, 『地質學雜誌』 22:262 (1915.7), 277-290; 青木廉二郎, “燐

礦と隆起礁に就きて”, 『地質学雑誌』 22:265 (1915.11.), 379-383 등이 있다.
130) 伊木常誠, “クラカトア島破裂に基つける津浪の概况”, 『地質学雑誌』 4:46 (1897.7), 

384-388.
131) 日本地質学会 編・刊, 『日本の地質学100年』, 439-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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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4. 고바야시의 지질학과 대동아공영권

‘동아’와 ‘대동아’가 형성되는 과정을 비판적으로 고찰해온 일본 사상

가 고야스 노부쿠니에 의하면 원래 ‘동아’는 1920년대에 일본의 미술사에

서 정립된 문화적 지역 개념이었지만, 제국 일본이 1931년의 만주사변, 1937

년의 중일전쟁, 그리고 1941년 태평양전쟁의 발발과 함께 남방으로 전선을 

확대해 나가면서 점차 강력한 정치적 의미를 띤 지정학적 개념으로 재구성

되었다. 특히 중일전쟁(1937)을 거치면서 제국 일본은 자신을 동아시아의 중

심 국가로 자리매김하고, 전쟁의 목적을 ‘동아 신질서’ 건설에 두기 시작

했다.132) 고야스는 일본의 ‘신질서’ 주장에 대해, 동아시아를 ‘동아협동

체’라는 하나의 지역권으로 재구성하여, “동아시아에 대한 일본의 제국주

의적 패권 확립 의도와 행동을, 영·미에 대항한 ‘일·만·지(日滿支)’ 공

동의 ‘동아 신질서’를 건설하기 위한 성전”으로 뒤바꾼 것이라고 분석하

였다. 이후 태평양전쟁(1941)의 개전 및 확대에 따라 일본 제국주의의 전략 

범위는 인도차이나, 필리핀, 말레이반도, 싱가포르, 자바 등 남방으로 확대되

었고, 대동아는 일본이 아시아를 유럽의 억압적 식민지배로부터 해방해 준

다는 ‘대동아공영권’ 이념으로 재구성되었다.133)

  일본 제국주의와 식민주의를 연구해 온 미국의 사학자 피터 두스(Peter 

Duus)는 대동아공영권의 기원을 윌슨(Woodrow Wilson, 1856-1924)의 민족 

자결(1918년) 원칙에서 찾으면서, 일본이 민족 자결과 제국주의를 결합하여 

범민족주의(Pan-nationalism) 이데올로기인 대동아공영권을 표방하게 되는 

과정을 보여주었다. 1930년대에 영국과 미국이 새로운 지역 경제 블록을 갖

추는 상황에서, 일제가 영미의 위협으로부터 대동아를 해방하고 남방 지역

의 자원을 이용해 자족적(self-sufficient) 지역 경제 블록을 만드는 것을 목

표로 제국의 확장을 정당화했다는 것이다. 두스에 의하면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에 두 가지 국가 정체성을 부여했는데, 첫째는 일본을 서구 열강과 동

132) 고야스 노부쿠니, 이승연 옮김, 『동아 대동아 동아시아: 근대 일본의 오리엔탈리즘』 
(역사비평사, 2005), 106-160. 대동아공영권의 형성과정에 대해서는 小林英夫, 『大東亞
共榮圈の形成と崩壞』 (東京:御茶の水書房, 1975)에 자세하게 설명되어 있다.

133) 고야스 노부쿠니, 앞 책, 107-110, 141; 마리우스 B. 잰슨, 앞 책, 934-935, 9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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등한 지위에 올려놓았다는 것이고, 둘째는 일본을 비서구에 대한 서구의 패

권을 종식할 최전선에 서 있는 나라로 만들었다는 것이다.134)

  고바야시는 이러한 대동아공영권의 기본 개념을 충실하게 받아들였다. 고

바야시는 현존하는 중국, 북만주, 러시아, 남방 지역의 지질조사 자료는 포

르투갈, 영국, 프랑스, 미국 등 ‘백인 침략의 부산물’이며 ‘구미 세계

관’에 의해 처리된 자료라고 생각했다. 대동아전쟁은 “가진 것이 없는 나

라”를 “가진 나라”로 만드는 전쟁이고 “가진 나라들의 세계가 곧 대동

아공영권”이라고 생각했던 고바야시는, 지학을 통해 숨겨진 부, 즉 지하자

원을 발견·탐사·채굴하고 이를 이용하는 것에 의해 “가진 나라”가 될 

수 있다고 보았다. 이렇게 본다면 고바야시에게 대동아전쟁은 자원전쟁인 

셈이었다. 따라서 백인의 침략에 대항하여 동아와 남방 지역을 해방한 일본

이 공영권의 맹주로서 이 지역을 지도하여 가진 나라로 만들어주기 위해서

는 각 지역의 자연을 잘 알아야만 했다. 아랫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

바야시는 자연에 관한 연구를 통해 일본이 대동아공영권을 실현하는 데 이

바지하는 것이 일본 지질학자의 임무라고 생각했다.135)

대동아공영권은 일본의 성전(聖戰)으로 성립되었다. 성전이라는 것은 묶인 자의 사슬

을 풀고 빼앗긴 것을 되찾아 가는 길이기 때문이다. 맹우(盟友)의 해방은 이루어졌지

만, 오랜 속박은 그들의 문화를 퇴폐시켰다. 학대받는 자에게 전쟁을 걸어 사슬을 푼 

자는 일본이다. 공영권을 낳은 부모가 일본일 뿐 아니라, 내재우월(內在優越)하여 학대

하려는 자와 대립 결항한 것도 역시 일본이다. 일본은 공영권의 맹주이며, 창업도 수

성도 맹주의 지도 여하에 달려있다. 적절한 지도는 그 민족과 자연을 숙지해야만 가능

하다. 이것이 곧 일본 지학의 사명이 중대한 까닭이다.136)

  이러한 생각은 고바야시에 국한된 것만은 아니었다. 우와토코 쿠니오도 

대동아의 “대자원이 종래에는 적성 국가의 수중에 있어서 그들의 끝없는 

욕망을 만족시키기 위해 농단 되어왔지만, 앞으로는 동아 수십억대 제민족

(諸民族)의 공영 양식이고, 일본은 그 개발지도자가 되어야 하는 중요한 임

134) Peter Duus, “Imperialism without Colonies: The Vision of a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Diplomacy and Statecraft 7:1 (1996), 54-72.

135)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156-157, 161.
136) 같은 논문, 16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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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를 띠고 있으며, 지질학자는 “남방개발의 실질적 사업의 한쪽을 짊어

지고 지하자원 개발의 직장에서 직역봉공(職域奉公)의 정성을 다하여, 대동

아전쟁 완수와 동아공영권 확립에 이바지”하고 있다고 생각했다.137)

  대동아공영권에 관한 고바야시의 생각은 그의 세계지질 구도에 그대로 반

영되었다. 고바야시의 세계지질 구도에서 “구미지질”과 “비구미지질”은 

대등하게 대립하고 있다. 고바야

시는 그동안 세계지질을 이끌어왔

던 구미적 세계관에 핵심으로 내

재한 것이 향토 지질로서의 구미

지질이며 그 외연에는 비구미지질

이 있다고 보았다. 그림 2-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본 지질은 

구미지질의 대척점인 비구미지질

에 새롭게 출현한 핵, 즉 새로운 

중심이다.138)

  일본 지질이 구미지질의 대척점

에 서 있을 수 있는 이유에 대해 

고바야시는 지사학(地史學)의 대상

에는 지리적 특수성이 있기 때문

이라고 설명했다. 지리적 특수성

을 고려한다면 동아와 서구라는, 

대립하는 양측의 진실이 반드시 

같을 필요는 없다는 것이다. 앞서 

살펴보았던 “향토체험”을 바탕으로 한 향토 지질이 고바야시에게 중요한 

이유가 바로 이것이었다. 고바야시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향토 지질연구로

부터 출발한다면 굳이 구미지질에 영합할 필요가 없을 것이며, 향토지질 연

구로 밝혀낸 동아의 지역적 진실은 서구에 대한 동아의 진실이 될 것으로 

생각했다. 따라서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일본 핵의 역할은 일본 향토 지질 

137) 上床國夫, “戰爭と地質學者”, 364-370.
138)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156.

그림 2-5. 고바야시의 세계지질 구조. 일본 지
질(N)을 비구미지질의 핵심에 놓고, 아세아지질
(A)과 태평양지질(P)을 하나의 지질권(地質圈)으
로 묶은 것을 볼 수 있다. 小林貞一, “興亞地
學論”, 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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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에서 기존의 자료를 재검토하고, 동아에 입각한 대동아 지질을 재조직한 

다음, 북반구의 지질을 재조직하고 고양·통일함으로써 진정한 세계지질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이었다. 고바야시는 이처럼 향토 지질과 세계지질이 

내포외연(內包外延)의 관계로 통일된 것이 일본적 세계질서라고 생각했

다.139)

  고바야시의 세계지질 구도를 살펴보면 그가 지질학적 연구 대상으로서 조

선반도에 부여한 정체성을 알 수 있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바야시의 세계

지질 구도에서 일본 지질학자들이 가장 선행해야 할 기본은 향토체험에서 

절대 진리를 구하는 일이다. 고바야시는 향토지질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과

정에서 “향토 지질로서의 조선반도의 중요성”, “일선(日鮮)을 향토지질 

중에 병시(倂視) 하는 것”과 같은 표현을 사용하고 있으며, 일본 지질의 포

함 범위를 일본군도, 한반도, 류큐 열도로 두고 있다. 또 고바야시는 흥아지

학의 초석인 일본 지질의 기초공사를 단단히 하기 위해 “남방 지질과 북방 

지질연구로 분주한 와중”에도 일본 지질의 전공(專攻)에 매진하여 조선반도

생성사(朝鮮半島生成史) 연구에서 개가를 올렸다고 평가하고 있다. 이러한 

언급을 통해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조선 지질연구는 곧 향토 지질로서 일본 

지질연구를 의미했음을 알 수 있다. 즉, 그의 세계지질 구도에서 조선은 독

자적 정체성을 갖지 못하는데, 이는 조선이 일본 지질에 편입되어 일본이라

는 새로운 핵, 즉 새로운 중심을 구성하고 있기 때문이다. 고바야시에게 있

어서 지질학적 연구 대상으로서의 조선반도의 정체성은 일본 제국의 식민지

배 구도를 그대로 반영하고 있었다고 할 수 있다.140)

139) 같은 논문, 156-157, 174. 지리적 특수성에 관한 고바야시의 생각은 그가 1934년에 
미국에 가서 연구하는 동안 쓴 논문에 처음 등장한다. 당시, 자신이 가져간 한반도·만주 
지역의 화석과 미국 국립박물관에 있던 화석을 비교하는 과정에서 고바야시는 많은 캄
브리아기 삼엽충들이 대서양과 태평양 어느 한쪽에서만 발견되는 것을 보고, 고지리구
(古地理區)에 따라 동물상에 차이점이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예를 들어 중기 캄브
리아기의 파라독시대(Paradoxidae) 과(科, Family)와 후기 캄브리아기의 올레니대
(Olenidae) 과 삼엽충은 대서양 쪽에서만 발견되는 반면 레들리키대(Redlichidae) 과와 
자칸토이대(Zacanthoidae) 과의 삼엽충은 태평양 쪽에서만 발견되는 삼엽충들이다.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Ⅲ, Palaeontology 3. Cambrian Faunas of South Chosen with a 
Special Study on the Cambrian Trilobite Genera and Families”, 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University of Tokyo, SectionⅡ 4(1935), 49-395 중 86.

140) 小林貞一, “興亞地學論”, 158-1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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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처럼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지질학적 의미의 ‘대동아’는 정치적 의미

의 ‘대동아’와 서로 떼어서 생각하기 어려웠다. 그는 “일본의 국운이 약

진하고 일본이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제의 동아지질’은 ‘오늘의 일본 지

질’이 되었고, ‘오늘의 동아’는 ‘대동아’가 되었다”라고 말했다. 고바

야시에게 있어서 일본 지질 외연의 확장은 일본 지질의 핵을 점차 키워나가

는 과정이었으며, 이는 일본 제국의 영토 확장 없이는 완성될 수 없는 일이

었다.141) 일본(조선 포함)으로부터 시작하여 중국, 만주, 그리고 남방의 지질

조사를 통해 이 지역의 지질계통을 이해하려는 고바야시의 학문적 노력은, 

대동아공영권의 맹주로서 남방 지역의 자원을 개발하여 이 지역을 구미에 

대응하는 ‘가진 나라’로 만들겠다는 일본 제국주의의 정치적 의도와 서로 

분리될 수 없었다.

2.5.5. 20년간 진행된 남방 지역 지질조사 프로젝트

1940년대 초반부터 남방 지질에 관심을 가졌던 고바야시가 이 지역의 지질

에 관한 논문을 처음 출판한 것은 1951년이었다. 중국의 광시(廣西), 광둥(廣
東), 인도차이나와 일본 지체구조 사이의 관계를 다룬 이 논문은 일본 지질

구조 발달사에 관한 고바야시의 오랜 관심과 연구를 반영한 논문이었다.142) 

일본 지질학자들의 지질 연구가 일본 향토 지질로부터 시작되어야 한다고 

생각했던 고바야시 연구의 중심을 이루고 있었던 핵심 주제는 일본열도 전

체의 지질생성 역사를 정립하는 것이었다. 고바야시는 일본 지질생성의 역

사를 조산운동의 관점에서 해석했다. 그는 당시까지 알려진 일본의 층서, 지

질 연대, 지질구조, 지리적 위치 등을 종합하여, 일본이 고생대 말의 아키요

시 조산운동(秋吉造山運動)과 중생대 후기의 사가와 조산운동(佐川造山運動)

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조산운동은 중국 쪽에서 태평양 쪽 방향으로 일어났

다고 설명했다. 고바야시의 1951년 논문은 일본 조산대의 서쪽 경계부를 알

아내기 위한 것이었다.143)

141) 같은 논문, 174.
142) 小林貞一, “日本と佛印,兩廣との地史的關係に就いて秋吉造山帯南西翼の考察”, 『地学

雜誌』 60:2 (1951), 56-69.
143) Kobayashi Teiichi, “The Sakawa Orogenic Cycle and its Bearing on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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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타이완을 포함해 산발적으로 필리핀, 태국, 말라야(서말레이시아), 베트남 

등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던 고바야시의 동남아시아 지질연구는 그의 도쿄대

학 정년 퇴임 즈음에 진행된 대규모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 연구프로젝

트를 통해 집대성되었다. 고바야시는 1962년부터 1981년까지 총 11차에 걸

쳐서 태국, 말레이시아, 필리핀, 타이완, 인도네시아, 보르네오 등지에서 각

국 정부의 협력과 각국 지질학자들의 협업을 통해 진행된 이 프로젝트의 총

괄 관리자였다. 앞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고바야시의 관심은 주로 지사학, 

층서학, 지체구조 연구에 있었기 때문에 조사는 주로 층서 연구, 화석의 채

집 및 감정, 시대의 결정, 지질구조의 해석에 집중되었다. 총 참여자가 125

명에 이를 정도로 대규모로 실시된 이 프로젝트의 결과는 Geology and 

Palaeontology of Southeast Asia 25권(1964-1984)으로 간행되었고, 이 책에 

실린 논문 수는 총 238편이었다. 이 시리즈에 고바야시는 단독 논문 13편과 

공동 저술 논문 15편을 실었다.144)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 연구프로젝트의 성격은 이를 지원한 재단의 

성격을 보면 명확히 드러난다. 일본 외무성(外務省)은 일본 문부과학성(文部
科学省)과 아시아재단(Asian Foundation) 등의 지원을 받아 진행한 이 프로

젝트를 콜롬보 계획(the Colombo Plan)의 하나로 여겼다.145) 아시아재단은 

아시아 국가의 개발과 아시아-미국의 관계향상을 통한 평화와 발전을 도모

하고자 1954년에 설립된 미국의 비영리 재단이며, 콜롬보 계획은 1950년 1

월 실론의 콜롬보에서 열린 영국 연방 외상 회의에서 결정한 동남아시아의 

경제·사회 개발계획이다. 영국, 오스트레일리아, 캐나다, 뉴질랜드가 참가하

여 공산주의 영향력을 차단함과 동시에 영연방국가들의 재건을 도모하기 위

해 만들어진 콜롬보 계획으로 여겨졌다는 것은,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 

연구프로젝트가 학문적으로 낙후된 동남아시아에 대한 개발계획의 일환이었

Origin of Japanese Islands”, Journal of Faculty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Section 25 (1941), 219-578. 고바야시의 조산운동에 대해서는 5장에서 다
시 논의한다.

144)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その 2) 科學的業績”, N44-N47.

145) 아시아재단 홈페이지 http://asiafoundation.or.kr/wordpress/(2020.5.18. 검색), 
콜롬보 계획 홈페이지 https://colombo-plan.org/history/참조(2020.5.18. 검색). 일
본은 1954년에 콜롬보 계획에 합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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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일본을 중심으로 한 아시아 개발을 추구한 미국 냉전 전략의 범위 안

에 있었음을 의미했다.146)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 연구프로젝트에 대한 고바야시의 평가에서는 

두 가지 특징을 발견할 수 있다. 첫째는 고바야시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

는 데 있어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전문성과 우월성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강조한 점이다. 고바야시가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을 조직적으로 연구

하게 된 직접적인 계기는 태국 지질광산국(The Royal Department of Mines 

of Bangkok)에서 자국에서 발견된 캄브리아기 삼엽충 화석을 고바야시에게 

감정해달라고 의뢰하면서부터였다. 비슷한 시기에 말레이시아에서도 오르도

비스기 화석을 발견하여 고바야시에게 감정을 의뢰하였다. 이 일을 계기로 

고바야시는 “자원탐사는 많이 이루어졌지만, 학문적으로는 미개발 지역”

이었던 동남아시아 지역의 고생물 연구에 깊이 관여하게 되었다. 그는 동남

아시아에서 학문적 지질 연구가 진보하지 못한 이유는 “학문적 연구가 무

시되기도 했지만, 이런 종류의 연구에는 고생물학 전문가가 많이 필요하기 

때문”이라고 생각했다.147)

  이 프로젝트에 대한 고바야시의 평가에서 드러나는 두 번째 특징은 프로

젝트가 일본과 동남아시아 지역 모두에게 도움이 되었다고 생각했다는 점이

다. 고바야시는 Geology and Palaeontology of Southeast Asia 1권을 시작하

면서 아래와 같은 말로 이 프로젝트의 의도를 설명했다.

동남아시아 지역의 동물화석과 식물화석이 동아시아의 화석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

다는 것은 최근의 연구로 확인된 주목할만한 사실이다. 오늘날에는 매우 복잡한 일본

의 지질학적 구조가 자세하게 밝혀졌고 일본의 복잡한 지체구조 발전 역사도 상당히 

잘 해석된 것도 주목할만하다. 따라서 동아시아로부터 동남아시아로 이어지는 대륙주

변부(peri-continental) 습곡 산맥 비교연구는 가장 흥미진진한 일일 것이다. 왜냐하면, 

이 습곡대(belt)는 조산대의 전형적인 예 중 하나이기 때문이다. 우리(일본) 과학자들의 

학문적인 관심이 동남아시아 국가들이 가진 지질학에 대한 강렬한 열망과 결합하여 

양측 모두에 도움이 될 조사사업에 대한 국제적 협력이 이루어졌다.148)

146) Kobayashi Teiichi eds, Geology and Palaeontology of Southeast Asia V.1 
(Tokyo:University of Tokyo Press, 1964), Forward.

147) 같은 책, Forward.
148) 같은 책,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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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 프로젝트를 정리한 보고서를 통해 “동아시아 개발계획의 일환으로

서 학문적으로 낙후된 동남아시아 지역을 학문적으로 자극하여 일본과 조사

대상국 모두에 이득이 되게 했다”라고 썼다. 고바야시에게 있어서 이 프로

젝트는 일본과 동남아시아 각국 모두에게 도움이 되는 호혜적인 사업이었

다.

  판구조론적으로 보았을 때 알프스-히말라야 조산대와 환태평양조산대가 

만나는 동남아시아는 지질학자들에게 조산운동을 해명할 수 있는 중요한 지

역이다. 고바야시는 이 프로젝트를 통해 동남아시아 각 지역의 층서를 정립

하고, 일본과 동아시아, 동남아시아를 연결하는 조산대의 구조를 이해하고자 

했다.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 연구프로젝트는 일본 향토지질로부터 출

발하여 동아와 대동아 지질, 나아가 세계지질을 이끌고자 했던 1940년대 고

바야시의 학문적 기획이 1960년대에도 여전히 진행 중임을 보여주는 증거였

다.149)

2.6 소결

지금까지 20세기 초 일본 지질학자들이 한반도의 지질·자원·광상 조사사

업을 본격적으로 시작했을 때부터, 고바야시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

층의 층서를 정립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포괄하는 지체구조 및 조

산운동 역사를 연구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통해 일본인 지질학자들

의 한반도와 아시아의 지질계통 및 지체구조 연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확

장 정책과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보여주고자 했다.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학문적인 관점에서 평가한다면, 일본 지질학자들

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성과는 매우 크다. 이노우에, 가와사

키, 나카무라, 그리고 고바야시 등 일본의 지질학자들은 거의 ‘미지의 땅’

이었던 한반도의 지질을 연구하여 한반도 지질계통을 밝히는 데 크게 공헌

하였다. 한반도 하부 고생대 연구에서 오랫동안 과제로 남아 있었던 고바야

149) 같은 책, Forwar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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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의 대결층설도 바로 이때 탄생했다. 특히 고바야시의 지질계통 연구는 일

본의 점령지였던 만주, 중국으로 확대되었고, 고바야시는 한반도, 만주, 중국

의 두족류와 삼엽충 화석을 분석하여 하부 고생대 시기 동아시아 지체구조

구를 정립했다. 고바야시를 중심으로 한 일본 지질학자들은 1960년대부터 

연구지역을 동남아시아로 확대해 이 지역의 층서를 확립하고,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를 하나의 권역으로 묶어 조산운동의 역사를 정립해 나갔다.

  중요한 점은 일본 지질학자들의 지질계통 연구가 일본 제국의 식민지 확

장 및 자원 정책과 분리된 적이 없었다는 점이다. 예를 들어 이노우에의 조

선층 연구는 러일전쟁 직후에 시작된 한반도 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참여하

면서 얻은 암석과 화석 자료를 분석한 결과물이었다. 한일병합 이후 조선총

독부 주관으로 이루어진 조선광상조사사업에 참가했던 나카무라는 이 사업

에 참여하여 태백산 분지의 광물 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이 지역에 캄브

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지층이 있음을 확인했다. 또 시라기와 야마나리와 

같은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 기사들이 도폭조사나 탄전조

사 과정에서 얻은 화석들은 고바야시와 나카무라 같은 지질학자들이 태백산 

분지의 지질계통을 확립하는 데 이용되었다. 일본은 만주와 동남아시아 각 

지역을 점령하면서 점령지 자원 조사를 위한 지질조사 기관을 세웠고, 이러

한 조사기관들은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지질연구를 돕는 장치로 기능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내내 실용적 목적의 자원·광상 조사사업과 지질계통 연

구는 긴밀하게 연결되어 있었다.

  이 장에서는 특히 고바야시의 연구 범위가 한반도, 만주, 중국, 동남아시

아로 확대되는 과정을 살펴보면서 ‘동아’, ‘대동아’, ‘대동아공영권’

과 같은 정치적 이념들이 고바야시의 학문적 세계관에 어떠한 방식으로 투

영되었는지를 살펴보았다. 앞서 살펴보았듯이 고바야시의 세계지질 구도에

는 서구와 대척하는 아시아·태평양이라는 ‘대동아공영권’ 개념이 그대로 

반영되어 있다. 그의 세계지질 구도에서 아시아·태평양 지질을 이끌 핵은 

일본 지질이었다. 따라서 고바야시에게는 향토지질 연구가 매우 중요했는데, 

이는 그것이 서구에 대립할 수 있는 지식 생산 자원이 되기 때문이며, 이 

향토 지질을 바탕으로 일본지질학자들이 동아에 입각한 대동아 지질을 재조

직하여 서구와 동등하게 대항하면서 세계지질의 발전을 이끌 수 있다고 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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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고바야시는 일제가 영토를 확장하면서 ‘어제의 

동아지질’이 오늘의 ‘일본 지질’이 되었고, 오늘의 ‘동아’는 ‘대동

아’가 되었다고 말했는데, 이는 고바야시의 세계지질 구도에서 지질연구 

외연의 확장은 일본의 영토 확장 정책과 불가분의 관계를 맺고 있었음을 보

여준다.

  동아시아와 동남아시아 지질에 관한 고바야시의 관심은 해방 이후에도 계

속 이어졌다. 고바야시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정립하여 발표한 

해는 1966년이었고,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정립한 때는 1967년이었으며, 

1962년에 시작된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 연구프로젝트가 완료된 때는 

1984년이었다. 특히 동남아시아 지질조사 프로젝트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바야시는 동남아시아 여러 지역에 대한 자국 지질학자 주도의 지질조사가 

학문적으로 뒤떨어진 동남아시아 지역을 도와 일본과 동남아시아 모두에게 

도움을 준 것으로 평가했다. 이를 보면 향토 지질에 대한 이해를 기반으로 

대동아 지질을 재조직하고, 이를 바탕으로 세계지질 발전을 이루겠다는 고

바야시의 학문적 구상이 1960년대에도 여전히 이어지고 있었다고 할 수 있

다.

  고바야시가 학문적 연구에서 매우 큰 성과를 낳았다는 점은 절대 부정할 

수 없다. 고바야시는 두족류와 삼엽충을 이용한 고생물학적인 방법을 통해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상당히 정확하게 세분하였고, 이를 중국의 

하부 고생대 층서와 비교함으로써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완성할 수 있었

다. 또 그는 동남아시아 지질조사 프로젝트를 통해 하부 고생대 시기 동아

시아 지각변동 역사를 연구했다.

  하지만 그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질연구에서 조선인은 주체가 되지 못

했고, 조선반도 지질연구는 일본의 향토 지질연구의 일환으로 여겨졌다. 고

바야시에게 조선 지질연구는 국외조사가 아니라 국내조사로 여겨졌고, 조선

은 구미에 대적할 일본 향토 지식을 완성할 수단이었다. 이처럼 일제강점기 

전후 한반도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에서는 조선인만 지워져 있

었던 것이 아니라 조선 땅조차도 일본 땅으로 귀속되어 있었다. 따라서 해

방 이후,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성격을 평가·규정하고, 일제강점기 전후 한

반도 지질학의 성과 위에서 한반도 지질 연구의 주체성을 찾아 나갈 과제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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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인 지질학자들에게로 넘어가게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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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해방 이후 한국 지질학의 기반 정립

3.1 서론

1945년 8월 15일 한국은 마침내 36년간의 일본 제국주의 지배로부터 해방되

었다. 해방과 함께 한국인 과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설립된 각종 교육‧연구 

기관과 사회기반시설의 새로운 책임자가 되었고, 해방된 한국의 새로운 학

문적 주체로 떠올랐다. 일본인 학자들에서 한국인 학자들로의 학문 연구의 

주체 변화는 한국인 학자들에게 그동안 일본인들의 주도로 이루어졌던 학문 

활동을 비판적으로 평가하고 이를 극복해야 할 과제를 제기했다. 그리고 그

러한 새로운 학문적 목표 속에서 일본인들이 남기고 간 지적 유산들에 어떻

게 대응할 것인지가 큰 과제로 부상했다.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질학자들이 한국의 지질계통

을 밝혀내는 데 크게 공헌한 점은 맞지만,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은 식민지배

와 자원개발을 위한 일제의 영토확장 정책과 직·간접적으로 연결되어 있었

다. 또 일제강점기 동안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는 거의 일본인 중심의 폐쇄

적 운영 방식을 고수하고 있었고, 지질조사 또한 일본인을 중심으로 이루어

졌다. 그 결과 해방 당시 한국인 지질학자의 수는 10명 내외에 불과했고, 이

들 대부분은 지질연구 경험이 거의 없는 상태였다.

  따라서 1945년 해방으로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 근무했던 일본인 대부

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한국의 지질연구는 곧바로 공백기로 접어들었다. 

이 시기는 일본인들로부터 인계받은 조사자료나 연구소 자산을 정리하기에 

급급한 상태였고, 일본인들의 연구성과를 받아들이기도 벅찬 상태였다. 더군

다나 해방 직후 시작된 미 군정, 이후의 건국 준비, 한국전쟁 등의 혼란한 

시기를 거치면서 한국인에 의한 지질연구는 암흑기로 접어들었다.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해방 이전에 진행된 지질연구 현황을 파악하고, 자신의 힘으

로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한 것은 해방 이후 약 10년이 지나서였다.

  이 장에서는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식민지 시기에 축적된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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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학 지식에 어떠한 방식으로 대응했고, 어떠한 방식으로 자신들의 연구 기

반을 확보해 나갔는가?”라는 질문을 던지고자 한다. 이에 대한 답을 하기 

위해 본 장에서는 한국 최초의 지질학과인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첫 번째 

교수였던 손치무(孫致武, 1910-2000)를 중심으로 해방 이후 1세대 한국인 지

질학자들이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극복하려 시도한 과정을 추적해나갈 것

이다. 여러 강연과 연구논문을 통해 한국 지질학의 독자적 정체성에 관한 

신념을 활발하게 피력하면서 한국 지질학의 기반 마련과 지질계통 확립에 

힘쓴 손치무는 일제강점기였던 1941년 일본 홋카이도제국대학(北海道帝國大
學)을 광상학 전공으로 졸업하였다. 그 후 1945년까지 조선인광(朝鮮燐光)과 

조선광업진흥(朝鮮鑛業振興) 등에서 지질기사로 근무하다가 해방을 맞이한 

그는, 1945년 12월 10일 경성대학교 이학부 채광학과 조교수로 임명되었다. 

1946년 8월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지질학과를 신설하는 데 주

도적 역할을 했던 손치무는 이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교수로 임명되어 

1975년 정년으로 퇴임할 때까지 약 30년 동안 학생들을 가르쳤다. 그는 선

캄브리아대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모든 지질시대를 대상으로 연구논문을 

발표했으며, 연구 분야도 광물학, 암석학, 층서학, 광상학, 구조 지질학 등을 

망라하면서 한국의 지질계통 확립에 지대한 공헌을 남긴 인물로 평가받는

다.150)

  이 장에서는 해방 후 한국 지질학의 연구 기반이 형성되는 과정을 식민지 

지적 유산의 계승과 단절의 공존, 그리고 국가의 실용주의적 요구와의 결합

이라는 과정을 통해 살펴봄으로써 탈식민 국가에서 이루어지는 학문적 실천

은 식민지 과거와의 연속 또는 단절이라는 이분법적 구분으로는 포착할 수 

없는 복합적 요소들의 결합이라는 점을 보이고자 한다. 손치무와 같은 한국 

지질학자들은 모두 일본의 제국대학에 학문의 뿌리를 두고 있었고 해방 이

후에도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적 연구성과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었다. 하

지만 이들은 식민지 시기의 지적 유산들을 효과적으로 계승하면서도 동시에 

그것을 극복하고자 했다. 한국 지질학자들은 일본 지질학자들의 지층 구분

에 문제가 있으며 그들이 명명한 지층명(地層名)에 식민지배 의도가 내포되

어 있었다고 비판하면서, 지질학의 학문적 목표를 ‘한국인 자신의 힘에 의

150) 김정률, 『선구자들이 남긴 지질과학의 역사』 (도서출판 春光, 1997),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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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질계통 연구’로 정함으로써 자신들의 학문을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분

리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극복하기 위해 물적 기반

이 필요했던 한국 지질학자들은 당대의 민족주의적 감성과 결합하면서 조국 

근대화를 위한 실용주의적 요구에 부합해 나갔다. 특히 박정희 정부가 추진

했던 국책사업인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은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연구 

경험을 쌓는 계기가 되었고 한국에서 지질학 연구의 기반이 마련되는 전환

점이 되었다.

3.2 해방 이후의 지적 공백

3.2.1 해방 이후의 지적 암흑기

해방되고 약 3개월 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가 보유

하고 있던 자료를 모두 인계받았다. 한국에 남아 있던 일본인 직원들과 한

국인 직원은 노량진에 위치한 지질조사소 2층 소장실에 모두 모였고, 양국

의 대표가 인계 자료 목록 2부에 서명 했다. 일본 측 대표로는 1931년부터 

1945년까지 지질조사소 소장을 역임해 온 다테이와 이와오(立岩巖)와 서무계 

주임 우에하라 마사타네(上原政種)가 서명하였고, 한국 측 대표로는 당시 지

질조사소의 유일한 한국인 직원이던 정창희(鄭昌熙, 1920-  )와 지리학자 정

홍헌(鄭洪憲)151)이 대표로 서명하였다. 이후 정창희가 인수인계 결과를 미군

정청에 보고함으로써 마침내 일제강점기 동안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수

집된 연구 자료 일부와 광물·화석 등의 표본, 그리고 각종 공식 보고서들

이 한국인 지질학자들의 손으로 넘어오게 되었다.152)

  하지만 한국이 해방될 때까지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 근무했던 일본인 

151) 정홍헌에 대한 정보는 없는데, 아마도 1946년에 정음사에서 발행한 『중등 朝鮮地
理』, 1947년에 발행된 『사회생활과 우리나라 조선지리』, 1949년에 정음사에서 발행한 
『사회생활과 지리부 먼나라』를 쓴 지리학자로 생각된다. 『중등 朝鮮地理』에는 정홍헌에 
대해 경복중학교 교유(일제강점기에 정식 자격을 가진 중등학교의 교원을 일컫던 말)라
고 표기되어 있다.

152) 김성용‧이재욱‧박정규,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 다테이와 이와오의 한반도 지질
연구 성과고찰,” 『자원환경지질』 48:5 (2015), 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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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이 본국으로 돌아가자 한반도의 모든 지질연구는 곧바로 중단되었다. 

지질연구뿐만 아니라 중일전쟁·태평양 전쟁 동안 집중적으로 이루어졌던 

자원 탐사 및 채취 작업 역시 해방과 함께 그대로 멈춰 버렸다. 당시의 공

백 상황은 갤러거 보고서(Gallagher Report)를 통해서 그 일면을 엿볼 수 있

다. 미군정청은 한국의 지하자원 개발 필요성을 인식하고 미국 지질조사소

에 요청하여 한국의 석탄 자원과 광물 자원을 조사하도록 했는데, 1945년과 

1946년에 걸쳐 수행된 이 조사 결과를 정리한 보고서가 바로 갤러거 보고서

였다. 이 보고서를 보면 해방 전후의 상황이 어떻게 달랐는지 그 차이를 실

감할 수 있다.

 

1942년부터 일본인들은 한국 광산에서 전쟁 무기 재료에 필요한 광물 생산을 위해 온 

노력을 기울였다. 전쟁이 발발했을 때엔 수력 발전, 선도(銑道) 및 야금 공장 등 필요

한 개발은 이미 완성되어 있었다. 전쟁 초기의 선(銑) 생산량은 백만 톤을 넘게 되었

다. (중략) 금광산은 1943년 8월 문을 닫게 되고 그 노동력과 광산 기재는 전쟁에 필

요한 금속 광산에 동원되었다. 부산물로서 상당한 양의 비금속을 산출하는 몇몇 금광

산들만이 작업을 계속할 수 있었다. 그러나 이런 거대한 준비와 막대한 생산의 노력도 

미해군이 제해권(制海權)을 잡자 수포로 돌아갔다. 전쟁이 끝났을 때엔 석탄, 선 및 포

장된 정광의 더미가 광산, 선로 연변 또는 부두 등에 그대로 쌓여있는 것을 한국 어디

서나 볼 수 있었으며 그때까지 가행(加行)되던 광산들도 곧 휴광(休鑛)을 하게 됐

다.153)

  이러한 공백은 충분히 예견된 일이었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일제

강점기에 한반도의 지질계통 연구는 일본인 지질학자 중심으로 이루어졌다. 

한국이 해방되던 1945년 8월 15일 당시, 한국인으로서 대학에서 지질학을 

전공한 후 지질이나 광업 관련 분야에서 활동하고 있었던 지질학자의 수는 

표 3-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10명에 지나지 않았는데, 이들 중 일제강점

기에 지질연구 경험이 있었던 지질학자는 지질학 분야에서 한국 최초의 대

학교수가 된 김종원뿐이었다.154)

153) 최종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의 광물자원(Mineral Resources of Korea)이라는 
10권의 보고서로 1961년에 완성되었다. 이 보고서는 다시 요약본이 단행본 형태로 발
행되었고, 이후 한국어로 번역되었다. 데이뷔드 개라가, 『한국의 광물자원』 (국립지질조
사소, 1968), 3-4.

154) 해방 당시 경성공업고등학교와 경성광산전문학교에서 광물학을 가르치던 박동길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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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름 출신대학
졸업
연도

전공
분야

해방 당시 직장

직장명 직위

박동길 도호쿠제국대학 1930 광물학 경성광전 교수

김종원 도쿄제국대학 1932 고생물학
경성제대 
이공학부

교수

김한태 교토제국대학 1935 광상학 三菱광업(주) 지질기사

최유구 홋카이도제국대학 1940 층서학 조선광업진흥회사 지질기사

손치무 홋카이도제국대학 1941 광상학
조선광업진흥(주) 
대륙과학연구소

지질기사

홍만섭 도호쿠제국대학 1942 광상학
동양척식(주) 
조선광업소

지질기사

김옥준 도호쿠제국대학 1943 광상학
일본제철광업(주)  

경성사무소
지질기사

정병존 홋카이도제국대학 1943 광상학
동양척식(주) 
조선광업소

지질기사

정창희 홋카이도제국대학 1944 층서학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기수5급

주수달 교토제국대학 1944 광물학 교토대학 연구원

표 3-1. 해방 당시 한국인 지질학 전공자 현황, 출처: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50
주년사 자료집: 1947~1997』, 8.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해방 당시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교수였던 김종원, 

조선광업진흥(주) 대륙과학연구소의 지질기사였던 손치무, 일본제철광업(주) 
경성사무소 지질기사였던 김옥준(金玉準, 1916-2004) 등을 중심으로 지질연

구 체계를 갖춰나가기 시작한 것은 해방 다음 해인 1946년이었다.

3.2.2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설립

해방 당시 한국인 지질학자들의 수가 지극히 적었던 데는 일제강점기 교육

제도에서 그 문제를 찾아볼 수 있다. 일본이 세운 대부분 제국대학에는 지

질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지만, 식민지 조선에 설립된 경성제국대학에는 지질

“각종 코발트광 감정법(1942)” 등 광물 감정에 관한 특허를 여러 개 냈고, 다이아몬드
와 같은 광석과 광상을 발견한 것으로 유명하다. 박동길은 손치무와 달리 주로 광물 자
원 탐사나 제련방법 등에 더 관심을 가졌다. 雲巖地質學賞 運營委員會, 앞 책, 
123-1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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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과가 개설되어 있지 않았다. 1915년에 설립된 경성공업고등학교의 광산과, 

1942년에 평양에 설립된 대동공업전문학교의 채광야금학과, 1939년에 설립

된 경성광산전문학교의 채광학과와 야금학과, 그리고 1941년에 설치된 경성

제국대학 이공학부의 채광야금학과에 지질학 강좌가 개설되어 있었을 뿐이

었다. 이는 해방 이전까지 지질학을 전공하기 위해서는 일본이나 타이완에

서 유학해야 했음을 의미했다. 실제로 해방 당시 활동하고 있던 한국인 지

질학자 10명은 모두 일본 제국대학 출신들이었다.155)

  한국에서 지질학 전문 교육 기관이 처음 등장한 것은 1946년 8월이었다. 

미 군정 시기를 거치면서 통합‧개편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이학부에 한

국 최초의 지질학과가 설립되었던 것이다. 서울대학교에 지질학과가 설립되

는 데는 김종원이 큰 역할을 했다. 김종원은 도쿄제국대학 졸업 후 귀국하

여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1931)와 일본 중외(中外)광업주식회사 상주광업소

(1932-1936), 조선광업진흥(주)의 기사, 경성제국대학 이공학부 강사를 거쳐 

1945년 7월 13일 자로 경성제국대학 교수로 임명되었고, 해방 후에는 경성

대학의 교수가 되었다. 그는 1946년 경성대학이 국립서울대학교에 흡수되자 

손치무, 김옥준과 함께 지질학과 설립을 위해 노력했으나, 서울대학교 지질

학과 교수로 임명 절차를 밟던 중 1947년 1월 동두천 부근의 연천탄광을 답

사한 후 급사하고 말았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는 1953년 부산대학교에 지

리지질학과가 설립되기 전까지는 한국에서 유일하게 지질학을 교육받을 수 

있는 곳이었다.

  손치무는 1945년 12월 경성대학 이공학부 조교수를 거쳐 1946년 10월에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부교수로 임명되었다. 처음에 그는 “대학이란 한 

155) 조선인은 일제의 민족 차별과 유학 억제책 등 차별적, 억압적인 조치에도 불구하고 
다른 어느 나라보다도 일본으로 유학을 많이 갔는데, 그 이유는 공통된 언어의 사용, 
학제의 연계, 고학의 가능성, 인접한 지리 등의 요인 등으로 분석할 수 있다. 김근배, 
『한국 근대 과학기술인력의 출현』 (문학과 지성사, 2005), 257.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아닌 미국에서 지질학을 전공했던 사람들로는 서던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Southern California)에서 1931년에 학사학위, 1933년에 석사학위를 받은 김강, 1928
년(추정)에 워싱턴대학(University Of Washington)을 졸업한 전봉운, 1928년에 오버린
대학(Oberlin College)을 졸업한 조준하 등이 있는데, 이들 중 지질학 관련 분야에서 
활동한 이는 없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문만용‧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220-221; “재미한일학생조사표”, 『신한민보』 (1917. 6. 21.)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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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제를 깊이 파고드는 데는 좋지만, 전체를 다루는 데는 어딘가 적당해 보

이지 않았고”, 또한 “재력이 없는 것 같이 느껴져서” 대학보다는 지질조

사소에서 근무하기를 원했지만, 김종원의 “권고를 물리칠 수가 없어서” 

대학으로 가기로 생각을 바꾸었다고 한다. 이후 김옥준이 전임강사로, 최유

구와 홍만섭이 시간강사로 부임하게 되면서,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는 최소한

의 강사진만을 확보한 상태에서 수업을 시작했다.156)

  학계로 진출한 손치무, 김옥준, 그리고 1949년에 서울대 지질학과에서 강

의를 시작한 정창희 이외에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았던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해방과 함께 연구소나 산업계로 진출하여 각 기관의 연구 활동을 주도할 수 

있는 위치를 차지하게 되었다. 1세대 지질학자 중 김한태, 최유구, 홍만섭, 

정병존 등은 광업회사 및 지질조사소 등과 같은 연구 기관에서 일하게 되었

다. 한국 최초의 지질학자로서 일제강점기에 경성공업전문학교와 경성광산

전문학교, 연희전문학교 수물과에서 지질학과 광물학을 가르쳤던 박동길은 

1946년에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통합하여 설립된 지질

광산연구소의 소장에 임명되었다.157)

3.2.3 10년 동안 계속된 지적 공백

하지만 건국과 분단, 한국전쟁 등의 혼란을 거치면서 해방 이후 거의 10년

이 지난 1955년까지도 지질학에서의 지적 공백은 계속 이어지고 있었다. 그 

원인은 불안전하고 미진한 교육 및 연구 환경이었다. 당시에는 대학 수업에 

필요한 광물이나 암석‧화석 표본도 제대로 구하기 어려웠으므로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학생들은 한강에 나가 자갈을 깨서 암석 공부를 하거나 국립과학

박물관에 가서 수업을 받기도 했다. 남산에 있던 국립과학박물관의 전신은 

1927년 5월에 개관한 은사기념과학관(恩賜記念科學館)인데, 전시와 교육을 

156) 손치무, “韓國地質學 發展의 片貌”, 『지질학회지』 제12권 제3호 (1976), 144-150 중 
144. 김종원과 손치무가 모두 조선광업진흥에서 기사로 일했던 것으로 보아 두 사람의 
만남은 조선광업진흥 연구소에서 이루어졌을 것으로 생각된다. 김종원에 관해서는 문만
용‧김영식, 『한국 근대과학 형성과정 자료』, 228-229; 허우긍, “대한지리학회 초대 부
회장 김종원(金鍾遠)의 일대기: 1900~1947”, 『대한지리학회지』 54:3 (2019), 421~430.

157)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동력자원연구소 70년사』 (1990), 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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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조했던 은사기념과학관에서 일제강점기에 전시했던 광물 표본들을 해방 

이후에도 보관하고 있었기 때문이었다.158) 1947년에 지질학자 7명이 모여 창

설한 지질학회는 계몽 강연회나 학회지 발간을 계획하기도 했으나 모두 무

위로 돌아갔고, 출장비가 없던 시절이었던지라 지질학 연구의 기본이라고 

할 수 있는 야외조사나 도폭조사 사업을 진행할 수도 없었다. 당시에 국립

중앙지질광물연구소는 서울대 이외에 지질연구를 할 수 있는 유일한 기관이

었으나, 노량진 경부선 철로 가에 자리 잡고 있었던 연구소 건물은 전쟁 중

에 모두 부서지고 광물 표본들과 도서들도 완전히 파괴되어 버렸다.159)

  지질학 연구에 대한 제약이 외부로부터 온 것만은 아니었다. 한국인 지질

학자들도 스스로 연구를 해나갈 준비가 되어있지 않았다. 예를 들어 손치무

의 경우를 보면, 그는 1941년 홋카이도제국대학을 졸업하고 약 3년가량 지

질기사로 근무하다가 1945년 바로 대학교수가 되었으므로 독자적으로 연구

를 수행하거나 학생을 가르쳐 본 경험이 전혀 없었다.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의 다른 교수들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손치무에 뒤이어 1946년 4월 지질학

과 강사로 임명된 홍만섭은 동양척식주식회사 조선광업소에서 지질기사로 

근무하고 있었으며, 11월에 전임강사로 임명된 김옥준도 일철광업주식회사 

경성사무소의 지질기사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1949년 지질학과 시간강사로 

임명된 정창희도 해방 직후부터 중앙지질광물연구소 지질과장으로 근무하던 

중이었다. 비슷한 시기에 신병우나 조수원 등은 대학을 졸업하자마자 전임

강사로 임명되기도 했다. 그나마 연구 경험이 꽤 있었던 김종원은 이미 사

망했고, 중앙지질광산연구소장이었던 박동길은 “지질조사를 진행할 인력이 

없어서 훈련을 통해 직원들의 질을 높이는 일”부터 해야 했으므로 지질조

사와 지하자원 개발 임무를 수행하기는 역부족이었다.160)

  손치무는 한국 지질학 발달사를 다룬 1976년의 논문에서 해방 직후 약 10

년간의 지질학은 일본인 지질학자의 학설에 따라 사고할 수밖에 없었던 유

158) 이경선, “식민지에 설립된 제국의 과학관-일제강점기 恩賜記念科學館의 과학보급사
업, 1925-1945”, (서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2012), 53-58. 은사기념과학관은 해방 직
후에 국립과학박물관으로, 정부 수립 후에는 다시 국립과학관으로 이름을 바꾸었다. 이 
건물은 한국전쟁으로 대부분 소실되었다.

159) 雲巖地質學賞 運營委員會, 앞 책, 203-206. 중앙지질광산연구소는 1948년 대한민국 
정부 수립과 함께 국립중앙지질광물연구소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160) 같은 책, 168-1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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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기(幼年期)였다고 회고했다. 그에 의하면 1945년에서 1955년까지의 지질학

은 “일본인 지질학자에 의해 작성된 연구보고서에 매달려 있었고, 이의 허

구를 가릴만한 힘이 없었다. 한국 탄전의 지질이 어떤 것인지도 충분히 파

악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종래의 성과를 흡수하는 데 급급한 시기였다. (전쟁 

후) 몇 해 동안은 학문을 어떻게 어느 방향으로 이끌어 나가야 하겠다는 이

념도 가지지 못한 채 타성적으로 계속된 데 불과”했다.161)

  이처럼 해방 이후 약 10년간 한국 지질학자들은 일본인들로부터 인계받은 

조사자료나 연구소 자산을 정리하기에 급급했고, 일본인들의 연구성과를 받

아들이기에도 벅찬 상태에 있었다. 한국인 지질학자에게는 연구자로서 자신

들을 성장시킬 수 있는 시간과 경험이 필요했다.

3.3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해방 후 한국 지질학의 연속성

3.3.1 일제강점기 지질학과의 인적 연속성

따라서 해방 이후 약 10년 동안 한국의 지질학은 인적인 면과 학문 내용적

인 면에서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뚜렷하게 구분되는 변화를 보여주지 못하고 

있었다. 오히려 해방 이후 한국의 지질학계에는 일제강점기 지질학과의 연

속성이 두드러졌다.

  먼저 인적 자원이라는 측면에서 살펴보면, 해방 당시 10명의 한국인 지질

학자들 모두가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교육을 받았던 것에서 알 수 있듯 한국

인 지질학자들은 일본 지질학에 그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었다. 한국 지질

학의 일본적 뿌리는 이후로도 단절되지 않고 계속 이어졌다. 해방 이후부터 

1950년대에 걸쳐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를 지낸 이들 중 이후 박사학위

를 받은 인물들의 학력을 살펴보면 1970년에 서울대학교에서 학위를 받은 

손치무를 제외하고 나머지 정창희, 김봉균, 이대성 등은 모두 일본의 대학에

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정창희는 1968년 일본 홋카이도대학에서 “태백

산 분지 평안누층군 방추충”을 주제로, 김봉균은 1965년에 일본 도호쿠대

161) 손치무, “韓國地質學 發展의 片貌”, 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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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東北大學) 지질·고생물학과에서, 그리고 이대성은 1970년에 도호쿠대학 

지질학과에서 학위를 받았다.162)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중에서 1950년대에 일본이 아닌 곳에서 박사학

위를 받았던 지질학자로는 김옥준이 유일했다. 1943년에 “日本 永松鑛山의 

地質과 鑛床”이라는 논문을 쓰고 도호쿠제국대학을 졸업한 후 일본제철광

업주식회사 서울지사에 근무하다가 해방 이후 김종원·손치무와 함께 서울

대학교에 지질학과를 설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김옥준은 1947년 서울대

학교 지질학과 조교수로 부임하였으나, 1949년 미국의 점령지역 행정구호원

조(Government Aid and Relief in Occupied Areas, GARIOA) 프로그램의 일

환으로 지급된 장학금163)을 받아 “50~100년 뒤떨어진 과학계 특히, 지질학

계를 위해 공헌하리라는 다짐” 아래 도미하여 콜로라도 광산학교(Colorado 

School of Mines)에서 석사 학위를, 1954년에는 콜로라도대학교(University of 

Colorado)에서 선캄브리아기 변성암 연구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다. 한국인

으로는 최초의 지질학 박사였다. 한국에 돌아온 그는 1955년에서 1962년 사

이에 국립중앙지질광물연구소와 국립지질조사소 소장을 지낸 뒤 1968년 연

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로 취임하였다.164)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해방 이후에도 일본 지질학자들과 교류를 지속해나

갔다. 예를 들어 아키다(秋田) 광산전문학교를 졸업하고 후루카와(古河)광업

회사 아시오동광산(足尾銅鑛山)에서 근무하던 김옥준이 도호쿠제국대학에 진

학해 지질학을 공부하게 된 계기는 일본인 상사였던 다케우치 히데오(竹內
英雄)의 권유 때문이었다. 김옥준은 해방된 이후에도 일본에 갈 때마다 다케

우치를 만나 학문적 교류를 계속했다.165) 소년 시절에 하야자카 이치로라는 

일본인 고생물학자가 쓴 『화석의 세계』라는 책을 읽고 나중에 하야자카 

교수가 있던 다이호쿠제국대학(臺北帝國大學)을 찾아가 지질학을 전공했던 

162) 김봉균은 1965년 한일협정이 맺어져 국교가 정상화되기 이전인 1964년 일본 東北大
學에서 연구 교수로 근무하기도 했다. 손치무는 자신이 발표한 논문들을 묶어서 “韓國
地質系統에 關한 諸問題”라는 논문을 제출하는 것으로 박사학위 논문을 대신했다.

163) 미국이 점령지인 한국, 일본, 중국에서 각 50명의 학생에게 주었던 장학금. 이인영 
편, 『지질학 박사 金玉準, 열정적 삶의 기록』 (충남대학교 출판부, 2009), 25.

164) “서울에서 미국까지(제1신)”, 『태양신문(한국일보 전신)』, (1949.9) [이인영 엮음, 『지
질학 박사 金玉準, 열정적 삶의 기록』, 26에서 재인용].

165) 같은 책, 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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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봉균은 자신의 제자 중 하나인 양승영이 규슈대학 박사과정에 진학하여 

중생대 고생물을 공부할 수 있도록 추천해 주었다. 당시 규슈대학에는 중생

대 지질학 연구자로서 1936년부터 중생대 백악기 암모나이트를 연구하던 마

츠모토 타츠로(松本達郞)가 있었다. 마츠모토는 고바야시의 도쿄제국대학 제

자였다. 학위를 따고 한국으로 돌아온 양승영은 이후 한국의 중생대 고생물

학 연구에 매진하게 된다.166) 이처럼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해방 이전에 일본 

학자들과 맺었던 인적‧학문적 교류는 해방 이후에도 지속되고 있었다.

  한국 지질학의 이러한 경향은 당시 이공계의 다른 분야에서 진행되고 있

었던 급속한 미국화 경향과 큰 대조를 이룬다. 한국인의 해외 유학은 전쟁

이 소강 상태에 접어든 1952년 무렵부터 급증하기 시작했는데, 미국으로의 

유학이 전체 해외 유학의 85%에 이를 만큼 미국으로 편중되어 이루어지고 

있었다.167) 서울대를 예로 들어보면, 1955년 현재 해외에서 유학 중인 서울

대 교수 86명 중 미국에서 유학 중이던 교수가 78명(90.1%)이었다. 공과대학

의 경우 미네소타 프로젝트(1954-1962)를 포함하여 1946년부터 1960년까지 

공대 교수의 75%가 미국의 대학에서 연수를 받았거나 학위를 받았다.168) 의

과대학의 경우에는 1961년 미네소타 프로젝트가 끝날 즈음이면 교수 106명 

중 83명(78%)이 해외에서 공부를 했고, 이 중 59명(71%)이 미국에 유학하였

다.169) 일본제국대학 출신들이 학계에 다수 진출했던 해방 직후와는 달리, 

미국 유학 출신들이 학계로 진출하면서 과학기술의 전반적인 체계가 미국식

으로 재편되는 1950년대 이후의 상황에서 서울대 지질학자들이 보여준 일제

강점기와의 인적 연속성은 매우 주목할 만하다.

166) 양승영, 『화석을 찾아 헤맨 나의 일생: 한 고생물학자의 회고록』 (2006), 224-228. 
양승영의 회고에 의하면 그는 미국으로 유학을 가고 싶어 했으나 미국 유학의 유일한 
길이라고 생각했던 풀브라이트 장학금 시험에서 낙방했고 이후 일본 문부성 시험을 보
고 일본에 유학을 가게 된다. 

167) 이들 중 지질학을 전공한 사람은 전체의 1-2%에도 미치지 못하고 있었다. 김근배, 
“서구과학의 도입과 현대 한국과학의 형성,” 장회익 외, 『한국학 총서: 과학』 (미간행도
서), 27.

168) 김명진, “1950년대 고등교육 협력에 관한 연구: 서울대-미네소타대 프로젝트 사례”,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2009), 93-94.

169) Ock-Joo Kim and Sang-Ik Hwang, “The Minnesota Project: The Influence of 
American Medicine on the Development of Medical Education and Medical 
Research in Post-War Korea”, Korean Journal of Medical History 9 (2000), 
112-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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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2 일제강점기 지질연구 내용의 계승

한국 지질학자들이 구체적인 연구성과를 내기 시작한 때는 해방 이후 10년, 

한국전쟁 종전 이후 3년이 지난 때였다. 한국전쟁의 발발과 함께 부산으로 

피난 가 그곳에서 전시연합대학을 운영하던 손치무, 정창희, 김옥준 등의 지

질학자들은 정부와 함께 서울로 돌아왔고, 이때부터 일본 지질학의 유산에

서 벗어나려고 노력하기 시작했다.

  하지만 당시의 연구는 한반도의 지질계통을 밝히려는 학문적 목적보다는 

사회적 요청에 부응하기 위한 것이 대부분이었다. 그래서 맨 처음 착수한 

지질조사는 문경탄전에 대한 야외조사였다. 이를 위해 1954년 손치무와 정

창희가 첫 학술연구비로 서울대 연구비를 받았으며, 그 연구결과는 1955년

에 “강원도 횡성군 봉복산의 지질 및 중석 광상(1보)”이라는 제목으로 서

울대학교 논문집 제2권에 수록되었다.170)

  다음 해인 1956년에는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두 가지 중요한 출판물

이 간행·발표되었다. 그중 하나는 “대한지질도”였고, 다른 하나는 『지질

광상조사연구보고(地質鑛床調査硏究報告)』였다. “대한지질도”는 1954년 4

월 열렸던 아시아 및 극동아시아 경제위원회(ECAFE, Economic Commission 

Asia and Far East)의 요청으로 만들어지기 시작했다. 앞의 2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1918년에 설립된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에서는 10년간의 한반도 지

질조사 사업의 성과를 반영하여 1928년에 1:1,000,000 “조선지질총도”를 

출판했는데,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대한지질학회 안에 한국지질도 편찬위원

회를 만들고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지질총도” 개정 작업을 시작했

다. 이렇게 만들어진 임시개정판은 1954년 11월 태국 방콕에서 개최된 

ECAFE 고위급 실무자 회의에 제출되었다. 이후 지질학회에서는 1956년 

1:1,000,000 “대한지질도”를 완성하여 국립중앙지질광물연구소와 공동으로 

출판하였다.171)

170)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편 제7집 한국의 학술연구: 지질과학』 (2006), 573.
171) 같은 책, 17-19. 최초의 한국 지질 총도는 1907년에 이노우에 기노스케(井上禧之助)

가 발표한 축척 1:1,500,000의 “한국지질광산도(韓國地質鑛山圖)”이다. 이는 1919년의 
1:1,000,000 “조선지질광상분포도(朝鮮地質分布圖)”의 바탕이 되었고, 이것을 개정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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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한지질도”가 출판되던 해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지질광상조사연

구보고(이하 보고)』 제1호를 출판했다. 이 『보고』는 국립중앙지질광물연

구소에서 발간했는데, 당시 지질광물연구소 소장은 막 미국 유학에서 돌아

온 김옥준이 맡고 있었다. 연구소 직원 이외에 서울대학교의 손치무, 정창

희, 김봉균 등이 촉탁의 자격으로 집필에 참여한 이 『보고』에는 모두 7개

의 논문이 실렸는데, 그중 손치무와 정창희는 한국의 지질 개요를, 그리고 

나머지 글은 1955년에서 1956년 사이에 실시된 원자력 광물자원 및 탄전조

사 결과를 다루었다.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이하 보고)』는 1972년까지 모

두 14호가 출판되었다.172)

그림 3-1. (왼쪽) 1928년에 발행된 “조선지질총도”(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오

른쪽) 1956년에 발행된 “대한지질도”(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손치무는 한국인의 손으로 만들어진 최초의 지질·광상 연구보고서인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와 “대한지질도”가 개정·발간된 1956년을 한국 

지질학 발전사에 있어서 중요한 “에포크(epoch)”라고 보았다.173) “대한지

것이 1928년의 “조선지질총도(朝鮮地質總圖)”였다.
172) 중앙지질광물연구소, 『지질광사조사연구보고』 (상공부 중앙지질광물연구소, 19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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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도”에는 당시까지의 지질계통 연구가 종합되어 있고, 『지질광상조사연

구보고』에는 당시까지의 지질연구 개요와 자원 탐사 현황이 종합적으로 기

재되어 있으므로, 이 둘은 학문 분야와 응용 분야에서의 지질학 발전 정도

를 가늠해 볼 수 있는 기준이 될 수 있다.

  먼저 1956년의 “대한지질도”를 자세히 살펴보면,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졌던 “조선지질총도”와 비교했을 때 몇 가지 차이점을 찾아볼 수 있다[그

림 3-2]. “조선지질총도”와 “대한지질도”의 가장 큰 차이점은 원생대 지

층인 상원계(祥原系)174)의 분리와 조선계 지층의 세분화에 있다. 아래의 범

례(legend)에서 보이는 것처럼 1928년의 “조선지질총도”에서는 선캄브리아

기의 화강편마암과 평안계 사이의 시대를 하나로 묶어서 조선계로 나타냈

다. 하지만 1956년의 “대한지질도”에서는 이를 조선계(Cambrian-Ordovician, 

고생대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와 상원계(Proterozoic, 원생대)로 분리하였고, 

조선계는 다시 양덕통과 대석회암통으로 나눈 것을 볼 수 있다. 이 두 지도

의 범례를 비교해보면, “대한지질도”에서는 고생대 지질계통에 대한 이해

가 상당히 깊어졌다고 할 수 있다.

그림 3-2. 왼쪽은 “조선지질총도” 범례의 일부이며, 오른쪽은 “대한지질도” 범례의 
일부이다. 원생대 지층인 상원계와 고생대 지층인 조선계의 구분에 차이가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지도는 모두 서울대학교 중앙도서관 소장. 

173) 손치무, “한국지질학사”, 『한국현대문화사대계 Ⅲ권』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246.

174) 상원계(Sangwon System)는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에서 처음 기재되었다. 상원을 기
준으로 평안남도 북쪽 지역과 황해도가 주요 분포지이며, 강원도 북부와 함경남도 북동
부 및 평안북도에도 소규모로 분포한다. 
환경지질연구정보센터 http://leg.or.kr/intro/search.php (2015년 11월 3일 검색)

http://leg.or.kr/intro/search.ph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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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런데 실제로 상원계와 조선계의 명명 과정을 살펴보면 그것이 해방 이

후 한국인 지질학자의 성취가 아니라 1927년에 발표된 일본 지질학자 나카

무라 신타로의 지질학적 성과들을 그대로 반영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러

일전쟁이 한창이던 1904년 12월부터 1906년 1월에 걸쳐 이노우에 기노스케 

등 10명의 일본인 지질학자들과 광산기술 전문가들은 한국의 광산자원을 조

사하여 1906년 한국광업조사보고(韓國鑛業調査報告)』 Ⅰ-Ⅴ권을 발표했고, 

다음 해인 1907년에는 이노우에가 이들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의 지질과 

광산(韓国の地質及鉱産)』을 발표했다(2장 참조). 이노우에는 『한국의 지질

과 광산』을 지형, 지질, 광산 등으로 나누어 『地學雜誌』에 5회에 걸쳐서 

게재했는데, 한국의 지질을 다룬 두 번째 논문에서 그는 평안남도, 황해도, 

강원도 및 충청북도에 넓게 걸쳐있으면서 편마암계를 덮고 있는 지층을 조

선층(朝鮮層, Korean Formation)175)이라고 명명하였다. 이노우에에 따르면, 

조선층의 하부는 규암, 점판암, 사암으로 되어있고, 상부는 주로 석회암으로 

되어있었다.176)

  이노우에의 조선층을 상원계와 조선계로 분리한 지질학자가 바로 나카무

라였다. 나카무라는 1927년에 한국의 지질구조에 관한 논문을 출판하면서 

이노우에의 조선층을 조선계(하부 고생대)와 상원계(원생대)로 나누었다. 조

선층 상부와 하부 사이에 암상의 차이가 뚜렷하고, 상부와 하부가 부정합 

관계를 형성하며, 고생대 화석이 조선층 상부에서만 발견되고 하부에서는 

발견되지 않기 때문이었다. 따라서 나카무라는 화석이 발견되지 않는 조선

층 아래층을 원생대의 지층이라고 생각하고 이를 조선층으로부터 분리하여 

상원계라고 불렀던 것이다.177)

  중생대 지층도 마찬가지였다. “조선지질총도”에서 중생대 대동계라 명

명된 지층은 “대한지질도”에서 그 하부는 대동계로, 그 상부는 경상계로 

나누어져 있다. 경상남북도에 넓게 분포된 중생대층을 경상층이라고 처음으

로 명명한 사람은 고토 분지로(1903)였다. 1925년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소

175) 1925년 이후에 조선계로 불리다가 국제명명규약에 따라 1980년 이후 조선누층군(朝
鮮累層群)으로 명칭이 변경되었다. 본 논문에서도 1980년 이전의 경우에는 조선계라는 
명칭을 사용하고, 그 이후의 시기에 대해서는 조선누층군으로 부르도록 한다.

176) 井上禧之肋, “韓国の地質及鉱産”, 『地学雑誌』 19:9 (1907), 625-639 중 633; 遠隈, 
“韓国の地質及鉱産解題”, 『地質學雜誌』 14:168 (1907), 290-293 중 292.

177) 中村新太郞, “朝鮮地質構造論序說 日本學術協會報告”, 『地球』 8:5 (1927), 327-335.



- 88 -

장(1920-1931)이던 가와사키 시게타로는 평안계의 상부를 제외한 모든 중생

대층을 대동계라고 이름 짓고, 이를 다시 상부 대동계와 하부 대동계로 구

분하였다. 이후 가와사키는 상부 대동계에 대해 고토의 경상층을 따라 경상

계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178) 조선계와 대동계의 사례는 1956년의 “대한지

질도”가 1928년의 “조선지질총도” 및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지질계통 연

구성과를 상당 부분 계승하고 있었음을 의미한다.

  1956년의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에서도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을 찾아

볼 수 있다. 정창희는 이 『보고』에 “한국지질개요”를 실었는데, 이 논문

은 일본 지질학자를 중심으로 진행된 그동안의 한반도 지질연구를 종합하여 

연구사, 한반도 각 지층의 암상 및 산출 화석, 한반도 지사(地史) 등을 시대

별로 정리한 논문이었다. 정창희가 이 논문의 서언(序言)에서 “지금 한국의 

지질은 한국인 자신의 손에 일임(一任)되었으며 지질학적 연구로서 생길 국

가의 이익도 아국(我國) 지질학자들의 쌍견(雙肩)에 달려있다. (중략) 차제(此
際)에 아국지질조사의 과거를 회고하고 발표된 문헌에 의(依)하여 알려진 바

를 정리하여 그 개요를 살펴봄도 무익하지 않을 것으로 믿는다.”라고 적은 

것처럼, 이 논문에는 새로운 발견이나 새로운 사실이 추가되지 않았다. 이 

『보고』에 실린 손치무의 글도 기존 자료를 모아 발표했기 때문에 새로운 

사실은 추가되지 않았고, 손치무가 논문 마지막에 첨가한 지질도 10개도 모

두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만든 지도들이었다.179)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은 도폭조사에서도 드러난다. 한반도에서 지질 도

폭조사가 본격적으로 시작된 것은 1918년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가 설립되

면서부터였다. 지질 도폭조사는 당시 지질조사소 기사였던 가와사키 시게타

로가 미국과 호주 등지의 지질조사소를 견학한 후 본격화되었고, 지질도폭

은 서구 지질조사소와 같은 면적 크기와 축척으로 제작되기 시작하였다.180) 

이후 해방이 될 때까지 1:50,000 지질도폭은 모두 61폭, 1:200,000 지질도폭

은 모두 4폭이 작성되었다. 일제강점기 동안 작성되었던 이들 지질도폭은 

178) 立岩巖, 양승영 옮김, 『韓半島地質學의 初期硏究史- 朝鮮·日本列島地帶地質構造論 
考-』 (경북대학교 출판부, 1996), 84.

179) 중앙지질광물연구소, 『지질광사조사연구보고』 (1956), 2-47.
180) 김성용·이재욱, “해방이전 외국인에 의한 서구식 한반도 지질광상조사 성과고찰연구”, 

『자원환경지질』 제48권 제1호 (2015), 77-88 중 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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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방 이후에도 지질·자원 기술이나 건설 등의 응용 분야에서 그대로 사용

되었다. 일본 지질학자들이 조사를 상당히 정확하게 해 놓아서 같은 지역에 

대해 도폭조사를 다시 실시할 필요가 없었기 때문이었다.181)

  이처럼 일제강점기에 교육받았던 인력이 해방 이후에 한국 지질학 연구의 

주역이 되었다는 점, 일제강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지질조사‧연구, 특히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가 정립했던 지질 연대, 지질도, 지질도폭, 광상 조사

자료 등이 해방 직후는 물론 1960년대까지도 활용되었다는 점은 해방 이후

의 한국 지질학이 해방 이전에 일본인들이 이루어 놓은 지질학적 성과들을 

계승하고 있었음을 보여준다.

3.4. 일제강점기 지질학 극복을 위한 노력

3.4.1 일제강점기에 수립된 지질계통에 대한 비판적 검토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대한지질도”와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서』 등을 

발표할 때는 사회적으로 반일 분위기가 팽배해 있었다. 고생물학자 양승영

이 “광복 후 이승만 정권 아래에서 철저한 반일교육을 받아 일본어 교과서

를 모두 불태워 버린 것은 물론 일본에 관한 이야기도 긍정적인 설명은 곧 

반일교육에 저촉되는 것으로 알았다.”라고 당시의 분위기를 회고했을 만큼 

이승만 정권(1948-1960) 내내 이러한 분위기는 계속되었다.182)

  1950년대 내내 계속된 이승만의 반일운동은 한일회담 과정에서 보여준 일

본의 태도를 계기로 하여 일어났고, 대중적 반일감정은 더욱 고취되었다.183) 

1952년 1월 이승만이 선포한 이승만 라인(혹은 평화선), 그에 따른 일본 선

원과 어선들의 나포, 구보타 발언과 청구권 문제, 미국의 대한원조 물품의 

일본에서의 구매 요구, 재일 조선인 북송 등의 문제로 인해, 1951년에 시작

된 한일회담은 정상적으로 진행되지 못했고, 회담 진행 과정에서 폭발한 반

181) 정창희와의 인터뷰 (2014년 9월 20일 실시).
182) 양승영, 『화석을 찾아 헤맨 나의 일생: 한 고생물학자의 회고록』, 228.
183) 서중석, “동·서양의 민족주의와 민족운동: 이승만대통령의 반일운동과 한국민족주의”, 

『인문과학』 30권 (2000), 293-320 중 2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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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감정은 연이은 반일 시위로 이어지고 있었다.184) 한일회담에서 양측의 입

장 차이가 가장 두드러지게 나타난 문제는 청구권 문제였는데, 1953년 제3

차 한일회담 일본 측 대표 구보타 간이치로(久保田貫一郞)가 일제강점기에 

일본이 한국의 근대화에 공헌했기 때문에 일본에 대한 한국의 재산청구권 

요구를 인정할 수 없다고 하면서 오히려 역청구권을 제기하였기 때문이었

다. 한국 정부 대일정책의 기본 방향이 일본의 반성을 토대로 한 한일 과거

사 청산이었으므로, 그것이 전제되지 않는 회담은 한국인들의 반일감정을 

더욱 부추기는 결과를 낳을 수밖에 없었다. 일본이 재일 조선인 북송(1959-) 

문제 등을 해결하기 위해 북한과 직접 접촉하면서 고조된 반공 정서와 결합

하여 반일정서는 더욱 강화되고 있었다.185)

  1950년대 중반의 이러한 사회적 분위기 속에서 한국 지질학자들은 단순히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계승하는 데서 나아가 이를 극복하려는 발걸음을 떼고 

있었다. 역설적이게도 그러한 변화의 씨앗을 “대한지질도”에서 찾아볼 수 

있다. “대한지질도”에서 조선계와 상원계를 분리하고 조선계를 다시 양덕

통과 대석회암통으로 나누게 된 근거에는 이노우에와 나카무라의 암석 및 

화석 연구가 있었다. 하지만 이들의 연구는 “조선지질총도” 출판 이전에 

발표되었음에도 “조선지질총도”에 반영되지 못했다. 마찬가지로 고토 분

지로가 명명한 중생대 지층을 가와사키가 세분한 것이 1925년이었지만 그의 

연구도 “조선지질총도”에는 반영되지 못했다. 이와 달리 한국인 지질학자

들이 1956년의 “대한지질도”에서 조선계를 세분하고 중생대 지층을 대동

계와 경상계로 나누었다는 것은, 일제강점기에 이루어진 일본인 지질학자들

의 지질학적 성과들을 찾아내 습득한 후 이를 새로운 지질도에 반영하고자 

한 한국인 지질학자들의 적극적 노력이 개입되어 있었다고 볼 수 있다. 그

렇게 본다면 “대한지질도”는 일제강점기 지질학적 성과를 이용해 일제강

점기 지질학을 극복하려고 한 최초의 시도라고 할 수 있었다.

  이러한 변화의 씨앗은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에서도 찾아볼 수 있다. 

『보고』에서 정창희는 “현재까지의 한국 지질에 관한 지식은 주로 1918년 

184) 박태균, “반일을 통한 또 다른 일본 되기:이승만 대통령의 대일인식”, 『일본비평』 3
호 (2010), 98-119 중 100.

185) 박진희, 『한일회담－제 1공화국의 對日정책과 한일회담 전개과정』 (선인, 2008); 오오
타 오사무, 『한일교섭: 청구권 문제 연구』 (선인, 20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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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래 일본인학자들에 의하여 집적(集積)된 것이나, 앞으로 막대한 과업을 맡

은 우리는 새로운 조사 결과로 구(舊)를 비판하며 더 큰 발전을 기약하고 있

다.”라고 적었다.186)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이러한 태도는 같은 『보

고』에 실린 손치무의 논문 “회색 화강편마암(고구려화강암)에 대하여”에

서도 찾아볼 수 있다. 이 논문에서 손치무는 한반도에 널리 분포하고 있는 

소위 회색 화강편마암, 고구려 화강암, 함흥 편마암 등의 지질시대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질학자들은 이러한 편마암이 형성된 

시대를 일률적으로 선캄브리아기로 결정했었는데, 손치무는 이 논문에서 회

색화강편마암 중에서도 시대를 달리하는 것이 있을 것이므로 일본인 학자들

의 견해는 재검토되어야 한다고 주장한 것이다. 손치무의 이 논문은 한반도

의 편마암에 관한 일본 지질학자들의 견해를 인용하여 문제만을 제기하는 

형식을 띠고 있었지만,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결정한 지질시대를 한국인 지

질학자가 비판적으로 평가하고자 한 논문이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는 논문

이었다.187)

  다음 해인 1957년 논문 “우리나라 지질계통에 관하여”에서 손치무는 회

색 화강편마암뿐만 아니라 시·원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전 시대에 걸

쳐 일제강점기 지질학 연구결과를 검토했다. 일반적으로 지질학자들은 자신

의 연구 주제를 정할 때 특정 지역, 특정 시기, 특정한 화석이나 암석 등 매

우 좁은 범위에서 설정한다. 손치무가 전 지질시대에 걸쳐 일제강점기에 수

립된 지질계통을 종합적으로 검토했다는 것은, 그때까지도 한국의 지질학자

들이 특정한 연구 주제를 설정할 만큼의 지적 기반을 형성하지 못했으며, 

한국 지질학이 전문적으로 분화되지 못했음을 의미했다.188)

  1950년대에 손치무가 발표한 두 편의 논문 “회색 화강편마암(고구려화강

암)에 대하여(1956)”와 “우리나라 지질계통에 관하여(1957)”를 살펴보면 

그가 일제강점기 지식의 단순한 계승에서 벗어나 이를 비판적으로 검토해나

간 방식을 볼 수 있다. 이 두 논문에서 손치무가 인용한 논문은 모두 가와

186) 정창희, “한국지질개요”,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 (1956), 3.
187) 손치무, “灰色花崗片麻巖(高句麗花崗巖)에 對하여”,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 (1956), 

32-42.
188) 손치무, “우리나라 地質系統에 관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학예부 『文理大學

報』, 제5권 제1호 (1957.3),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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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키, 다테이와, 고바야시, 시라기 등의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발표한 논문이

었다. 1957년 논문의 참고문헌에 김종원의 이름이 들어가 있기는 하지만 이

는 김종원이 1930년에 고바야시와 함께 발표한 논문이었다. 이 두 논문을 

쓰면서 손치무는 일본인들의 한반도 층서 연구결과를 상세히 분석했고, 자

신이 분석한 내용을 지질시대 별로 정리했다. 야외조사를 통해 새로운 사실

을 발표하는 논문은 아니었지만,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연구가 완성되었는

가를 추궁”하고 그들이 수립한 “지질계통에 대해 그 내용을 차례로 검

토”하는 것을 목표로 했던 1957년의 논문에서 그는 상원계, 조선계, 대동계

에 관한 종래의 지식이 무사안일하게 만들어진 ‘불충분하고 부정확하고 허

점이 많은’ 지식이라고 평가하였다. 이러한 방식으로 일제강점기에 만들어

진 지식은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충분한 근거를 바탕으로 수정해야 할 대상

이 되었다.189)

  그 과정에서 손치무는 한국 지질학자들이 수행할 다양한 연구 주제를 제

시했다. 이는 큰 지질시대 구분을 제외한 계(系), 통(統), 층(層)의 상호 관계

에 관한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연구에 많은 허점이 있음을 보여주고 이를 바

탕으로 앞으로의 과제를 제시하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손치무는 상원계에 

관한 일본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검토한 후 “종래의 상원계의 층서는 불완전

한 것이며 새로운 사실을 밝혀 정정하여야 할 것이다.”라는 결론을 내렸다. 

중생대 지층에 대해서도 마찬가지였다. 중생대 지층에 관한 연구를 검토한 

후에 손치무는 “다테이와씨는 소위 대마분지에서 낙동통과 신라통이 정합

적인 것으로 보고 있으나 필자의 견해로서는 적어도 평행부정합일 것이라 

믿는다. 본 교실에서 철저히 조사할 예정이다. 만일 이것이 사실이라면 다테

이와씨의 소위 상부 대동계의 층서는 재검토되어야 할 것으로 믿는다.”라

며 중생대 연구를 위한 과제를 제시하였다.190)

  이 논문에서 손치무가 제시한 과제 중에는 한반도 하부 고생대 연구에서 

오랫동안 쟁점이 될 주제도 들어있었다. 손치무는 하부 고생대 지층인 조선

계의 층서가 일제강점기에 상당히 많이 밝혀졌음을 인정했다. 하지만 그는 

189) 손치무, “灰色花崗片麻巖(高句麗花崗巖)에 對하여”, 42; 손치무, “우리나라 地質系統
에 관하여”, 46, 51.

190) 같은 논문, 46-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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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를 달리하는 캄브리아계와 오르도비스계를 조선계로 통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하면서, 특히 “조선계 발달 지역의 건육화(乾陸化) 기

간”, 즉 대결층의 문제는 해결되어야 할 중요한 과제의 하나라고 보았다. 

그는 고바야시가 주장했던 대결층설에 대해 “우리나라에서는 중국 본토, 

북부 만주에서와같이 오르도비스계 지층 퇴적 이후에는 건육(乾陸)의 상태가 

석회기 전반까지 존속되어 지층에 일대 결실이 있다는 이념에 의거하여 묵

과된 데 불과한 것”이라고 비판했다. 대결층설은 중국의 중기 고생대 층서

에 대한 해석을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그대로 한국에 적용한 것에 불과하다

는 것이었다. 손치무는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 사이의 대결층(大缺層)의 문

제가 한국 지질학자들이 해결해야 할 중요한 과제이며, 한국인 지질학자들

이 대결층의 시기에 해당하는 지층을 열심히 찾는다면 언젠가는 이 이론이 

수정될 것이라는 믿음을 가지고 있었다.191)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손치무의 평가와 문제 제기는 해방된 한국의 1

세대 지질학자로서 지질학 전반을 이끌어가야 한다는 강력한 의무감과 그가 

가진 반일감정에서 나왔던 것으로 보인다. 일제강점기 지질학 지식을 대하

는 손치무의 태도는 그를 알고 있던 2세대 지질학자들의 회고를 통해 유추

해볼 수 있다. 손치무의 제자였던 최덕근은 자신의 스승에 대해 “일본 지

질학자들이 무조건 잘못했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었다고 회고했다.192) 또 4

장에서 다룰 이하영의 제자로서 연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이후 손치

무와 개인적으로도 교류했던 지질학자 이종덕은 손치무가 “일본 지질학자

들이 한국의 지질을 먼저 연구하지 않고 한국인들이 백지 위에서 먼저 시작

했다면 한국의 지질계통을 훨씬 더 잘 밝혀냈을 것”이라고 말했다고 기억

했다.193)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손치무의 비판적 태도는 한편으로는 일본인 지

질학자들의 연구결과를 과신한 데서 비롯된 측면이 있었다. 손치무에 의하

면, 해방 초기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탄전조사 활동을 할 때 일본 지질학

자들의 연구결과에 상당히 의존했다. 1950년대 말까지만 해도 한국의 지질

191) 같은 논문, 49.
192) 최덕근과의 인터뷰 (2019년 7월 2일 실시)
193) 이종덕과의 인터뷰 (2020년 1월 22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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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은 탄층의 형성이 습곡 구조와 관련이 있다는 단순한 사실도 잘 모르

고 있었기 때문이었다. 하지만 한국 지질학자들은 일본 지질학자들이 만든 

자료에 따라 탄전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많은 시행착오를 겪었고, 계속되는 

시행착오는 일제강점기 지질학 전체의 신뢰성에 대한 의문으로 이어졌다. 

예를 들어 소규모로 혹은 개인적으로 탄전조사에 동원되었던 한국 지질학자

들은 충상단층과 같은 단층을 따라서 포켓이 형성된다는 일본인 지질학자의 

사고방식을 그대로 믿고 있었기 때문에 탄전조사에서 실패를 거듭할 수밖에 

없었다. 문경탄광이 일제강점기 때의 평가와는 달리 삼척탄전(三陟炭田) 다

음가는 큰 탄전이 되는 등 일본지질학자가 생각지도 못했던 곳에서 탄(炭)이 

대량으로 나오는 것을 보면서 손치무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연구결과가 도

움이 되기보다는 오히려 혼란만을 가중시키고 있다고 여겼고, 일본인 지질

학자들이 세워놓은 층서나 구조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의문을 제기했

다.194)

  손치무가 보기에 이러한 혼란을 낳은 근본적인 원인은 일본인 지질학자들

의 연구가 충분한 자료에 근거하지 못했기 때문이었다. 손치무는 다양한 실

측 자료와 충분한 고증에 바탕을 두지 않은 일본인 학자들의 연구는 학자적 

양심에 어긋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그는 지층에 대한 명명은 철저하게 

화석에 의해서만 이루어져야 한다고 믿고 있었다. 손치무는 1919년에 야베

가 홍점통(紅店統)이라고 명명한 지층에 대해, 홍점통으로 불리는 모든 지층

에서 시대 결정에 유용한 화석이 발견되지도 않았는데 이 지층을 홍점통으

로 명명했고, 그 이후에도 이유도 모르면서 그냥 홍점통으로 부르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라고 지적했다. 손치무는 화석 증거가 없을 때는 오히려 

시대 미상의 층으로 놓아두는 것이 현명할 것이라고 주장하였다.195)

3.4.2. 일본 지질학자들이 만든 지층명 비판

일본 지질학자들에 대한 손치무의 비판은 불충분한 자료를 바탕으로 했던 

일본인들 연구의 완결성에 의문을 제기하는 데서 그치지 않고 그들이 명명

194) 손치무, “韓國地質學 發展의 片貌”, 145.
195) 손치무, “우리나라 地質系統에 관하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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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지층명에 대한 우선권(priority)을 부정하는 데까지 나아갔다. 이는 일본 

지질학자들이 한국의 지층에 붙였던 이름 자체에 식민지배 의도가 들어있음

을 드러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손치무는 일제강점기 동안 일

본인들이 원생대 지층명인 상원계(祥原系)에 그 지층이 발견된 지역의 지명

을 그대로 붙이는 대신 일본식 이름 ‘쇼겐께이’라는 이름을 붙였고, 해방 

후에도 이를 “Shogen System”이라는 이름으로 지층명 사전에 실어 1956

년의 ECAFE 회의에 제출한 것에 대해 예의 없는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는 

한국의 지층명을 한국 발음 그대로 “Sangwon System”이라고 부르는 대신 

일본식 발음인 “Shogen System”으로 붙인 행위에 대해 “침략 근성의 발

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지층명은 단위 지층이 표식적으로 발달된 지역의 지명을 따는 것이 보통이다. 우리나

라의 예로서는 원생대의 지층명으로 상원계(祥原系)가 있는데 이 지층명은 평안남도 

중화군 상원면의 상원이란 지명에서 온 것이었다. 상원계란 지층명을 일정(日政)시에

는 「쇼겐께이」라 부르고 이를 “Shogen System”이라 영역하였든 것이다. 이번 국

제지질학회의에 제출된 지층명 사전 중에도 Shogen System식으로 되어있다는 것으로 

참으로 언어도단이라 할 수 밖에 없다. 우리나라 지층명 사전을 일본 지질학자가 작성 

제출한다는 자체의 비례적(非禮的)인 태도는 물론(勿論), 타국의 지층명을 자국식 발음

으로 하여 국제적으로 고정화시키려는 흉계야말로 타기되어야 할 침략 근성의 발로라 

아니할 수 없다.196)

이처럼 손치무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지역명을 무시하고 일본식 발음으로 

지층을 명명한 점을 강하게 비판했다. 손치무는 일본인들의 지층명은 한편

으로는 지역성의 원칙에 위배되었고, 다른 한편으로는 불충분한 자료를 근

거로 이루어졌으므로 이를 수정해야 한다고 주장함으로써 일제강점기 지질

학을 극복하고자 했다.197)

  일본인들이 붙인 지층명에 식민지배 의도가 들어있었다는 손치무의 비판

은 오랫동안 계속 이어졌다. 손치무는 1981년에 실시한 강연에서 일본 지질

학자들이 조선을 일본의 식민지 또는 일본의 한 현(縣) 정도로 여겼던 태도

가 그들이 지은 지층명에 그대로 드러난다고 비판했다. 예를 들어 조선계라

196) 같은 논문, 46.
197) 같은 논문,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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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름에 대해 손치무는 한국의 일부 지역의 지층명에 대해 한 국가의 이

름이었던 “조선”이라는 이름을 붙인 것 자체가 식민주의적 의도를 보여준

다고 주장했다.

조선계는 1904년 한국의 지하자원을 조사하러 왔던 이노우에(井上禧之助)라는 사람이 

명명한 조선층에서 유래된 것입니다. 그 후 1925년에 가와사키(川琦繁太郞)가 이를 조

선계라 불렀습니다. 그들은 조선을 식민지로 생각했고 따라서 조선을 자기네의 한 현

(縣) 정도로 보았으므로 조선계라는 명명도 서슴치 않았을 것입니다. 이야기는 달라집

니다만 경상층군(慶尙層群) 내에 신라역암(新羅礫岩)이 있습니다. 신라는 찬란한 문화

를 자랑한 고대의 국명입니다. 이를 하찮은 역암의 이름으로 한 일본인의 괘씸한 처사

에는 분통이 터지는 바입니다.198)

  중앙지질광물연구소 소장이던 김옥준도 손치무와 비슷한 주장을 제기했

다. 김옥준은 앞서 말한 1956년의 ECAFE 회의에 한국 대표로 참가했는데, 

이 회의는 아시아 지역 및 지하자원 개발 촉진을 위하여 관계국 간의 협조

와 기술 문제를 토의하기 위한 회의였다. 이때 개최된 여러 회의 중에는 아

시아 지역의 지질도 작성을 위한 여러 가지 지질학적‧기술적 문제를 토의하

기 위한 지질학자 주무자 회의(Working Party of Senior Geologists)도 있었

다. 이 회의에서 김옥준은 평안계나 옥천대와 같은 지층명을 과거 자신들이 

사용하였던 일본식 발음으로 계속해서 사용할 것을 요구하는 일본인들에게 

“지층명은 이것이 유래된 국가 고유 발음을 따르는 것이 원칙이라고 통렬

히 반박하고 그들의 부당성을 지적”하였다.199)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지층명에 대한 비판은 일본 지질학자들 명명 방법의 

부당성을 지적하는 데에서 그치지 않고, 일본인들의 지층명을 그대로 답습

한 한국인 지질학자들 자신에 대한 반성과 함께 이루어졌다. 예를 들어 과

학기술처의 후원을 받아 정창희를 책임연구자로 하여 서울대학교 문리과대

학에서 진행한 “한국 지질계통 확립에 관한 조사연구” 보고서의 서론에는 

아래와 같은 글이 실려 있다.

198) 손치무, “특별강연”, 『지질학회지』 제17권 제2호 (1981년 6월), 107-108.
199) 이인영 편, 『지질학 박사 金玉準, 열정적 삶의 기록』, 1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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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제강점기 동안) 모든 조사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하여 시행되었으며, 1945년까

지 27년간 한국의 지층명은 그들에 의하여 붙여졌다. 지층명은 한자로 되어있지만, 일

본 발음법에 따라 발음되고 외국에도 같은 발음으로 소개되었다. 1956년에 파리에서 

발간된 『만국지층명사전 한국지부(萬國地層名辭典 韓國之部)』는 해방 후 10여 년이 

지난 다음이었음에도 그 집필이 일본인 지질학자들에게 위촉되었고 따라서 지층명은 

모두 일본식 발음으로 로마자화 되어 우리의 국위를 손상시켰다. 이러한 일은 독립국

인 대한민국에 대한 모독이라고 생각되어 대한지질학회에서는 그 시정을 요구하였으

나 무시당하고 말았다. 이러한 일이 발생한 데는 한국 지질학자들의 책임이 전혀 없는 

것도 아니다. 한국 지질학자들은 해방 후에도 안이하게 일본 지질학자들이 합병 당시

를 전후하여 명명한 한국의 지층명을 거의 그대로 답습하였던 것이다.200)

  한국인 지질학자들의 이러한 움직임에 직접적인 영향을 받았는지 확인할 

수는 없지만, 고바야시는 1960년대 들어 지층명을 수정해서 사용하기 시작

했다. 고바야시는 1953년에 발표한 논문까지는 한반도의 지명과 지층명을 

그대로 일본식 발음으로 기재했던 데 반해, 1966년 논문에서는 거의 한국식 

발음을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1953년의 논문 “한국의 지질”에서 고바야

시는 조선계의 각 지역을 명명할 때 평창은 Heisho로, 영월은 Neietsu로, 정

선은 Seizen으로 불렀고, 지층명도 화절층은 Kasetsu로, 동점규암은 Doten 

quartzite로, 영흥층은 Eiko라고 불렀으며, 평안계는 Heinan system, 옥천대

는 Yokusen zone으로 불렀다. 다만 1953년 논문의 마지막에 부분에 지명과 

지층명의 일본어 발음과 한국 발음을 비교하는 색인 목록을 제시한 점에서 

일본어 발음만을 이용했던 그 이전의 논문들과는 달라진 모습을 보였다.201) 

그에 비해 한국의 하부 고생대에 관한 연구를 총정리한 1966년의 논문에서 

고바야시는 대부분 한국어 발음을 사용하거나 필요에 따라 일본어 발음과 

한국 발음을 병기하여 사용하였다. 예를 들어 그는 화절층은 Hwajeol 

formation, 동점규암은 Dongjeom quartzite, 영흥층은 Yeongheung으로 나타냈

고, Yokusen을 Okcheon으로 바꿔 부르는 등 각 지역명도 모두 한국 발음을 

200)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책임자 정창희), “韓國의 地質系統 確立을 위한 調査硏究”, 
(과학기술처, 1973), 1-68 중 9.

201)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Journal of Faculty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Section Ⅱ 8:4 (1953), 145-2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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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용하여 불렀다.202)

3.4.3 한국 지질학의 정체성 정립

손치무는 일제강점기 지질학 연구 성과를 전 지질시대에 걸쳐 비판적으로 

검토했던 1957년의 논문을 아래와 같은 말로 끝맺었다.

그네들의 조사는 정확히 말하여 식민지적 지하자원의 수탈을 위한 조사에 불과한 것

이었으며 학문적 입장에서 볼 때는 예비조사에 불과한 것이다. 정밀한 조사로 지층을 

계통적으로 상세히 구분하고 그 상호관계를 밝힘은 이제 우리 손에 있는 것으로, 그때 

그네들이 명명한 지층명으로써(sic) 학자적 양심에 비추어 남겨야 하리라고 믿어지는 

것이 얼마나 될 것인가는 두고 보아야 할 문제이다.203)

이 짧은 글 속에는 손치무가 추구했던 지질학의 핵심 요소가 모두 들어있

다. 그중 하나는 일제강점기 지질학은 자원 수탈을 목적으로 한 지질학으로

서 학문적 의의가 크지 않다고 본 것이다. 이 글에 의하면 손치무에게 있어

서 지질학의 목적은 ‘정밀한 조사를 통해 지질계통을 상세히 밝히는 일’

이어야 했다. 손치무가 생각했던 지질학의 또 하나의 핵심적 요소는 ‘그네

(일본인)’와 ‘우리’를 구분하고, ‘우리 손’ 즉 한국인에 의해 지질 연

구가 이루어져야 함을 강조했다는 것이다.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관한 손치무의 평가는 일제로부터 해방이 되고 약 

30년이 흐른 1970년대 중반에 그가 쓴 글에서 집대성되었다. 고려대학교 민

족문화연구소에서는 개화기 전후부터 1970년대 중반에 이르는 약 100년간의 

민족문화 부문별 특수사(特殊史)를 정리하여 전체 5권으로 된 『한국현대문

화사대계』를 1975년부터 출판하기 시작했는데, 손치무는 그중 제3권인 

『과학·기술사』 중 “한국 지질학사”를 집필하였다. “한국 지질학사”

202)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Journal of the Faculty 
of Science, University of Tokyo, SectionⅡ 16 (1966), 1-84.

203) 손치무, “우리나라 地質系統에 관하여”, 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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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이제는 원로가 된 1세대 지질학자 손치무의 한국 지질학 역사와 일제

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성찰이 담겨있다.

  “한국 지질학사” 중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손치무의 평가를 살펴보

면, 1957년의 평가와는 달리 그가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1단계와 2단계 두 

시기로 구분하여 평가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먼저 그는 일제강점기 초

기에는 일본 지질학자들이 한국의 지질에 관한 정보를 모으고 이를 바탕으

로 지질계통을 정립하려고 노력했다고 평가했다. 비록 광물의 산출 상태나 

광상의 부존 상태에 관심을 두기는 했지만 1930년까지의 1단계 동안에는 일

본 지질학자들이 그래도 지질계통에 대한 조사를 시행했고 화석 연구도 많

이 했으며 그렇게 조사된 지질계통을 도폭조사의 형태로 잘 정리해 놓았다

고 생각했기 때문이었다. 손치무는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화석 연구를 통해 

큰 지질 시대에 관해서 그다지 무리 없는 구분을 해 놓았기 때문에 특히 고

생물학 분야에서 일본인들의 업적은 대체로 인정할 수 있다고 평가했다.204)

  하지만 1930년대부터 해방 이전까지 이루어진 2단계의 지질학 연구에 대

한 손치무의 평가는 상당히 부정적이었다. 그는 2단계의 연구에 대해, 1단계

에 세워놓았던 지질계통에 관한 지식을 바탕으로 한국 지하자원의 부존 상

태를 연구한 시기에 불과했기 때문에 학문적 연구가 극히 미미했던 시기로 

평가하였다. 그의 평가는 아래와 같은데, 이는 1957년의 논문에서 손치무가 

했던 평가와 다르지 않다.205)

한국의 자원을 탈취하려는 이국인(일본인)에 의해서 한국의 지질이 조사 연구되었고, 

한국인은 이에 참여할 수 없었던 시기였으며, 한국인으로서 볼 때에는 지질학은 연구

할 수 없었던 시대였다. 따라서 한국의 지질학 발전은 기형적이었으며 내실이 없는 자

원 개발을 위한 피상적인 것에 불과하였다. 이 시기의 초기에 있어서는 그런대로 한국

의 자원을 탈취하기 위한 지질학적인 지식을 얻으려고 한국의 지질계통을 정립하려는 

학문적인 노력을 했지만 점차로 자원 부존 상태의 연구에만 몰두하게 되어 이 시기에 

있어서의 지질학 발전은 정상적인 성장이 정지된 기형적인 양상을 띠게 되었다. 이 시

기는 한국인 입장에서 볼 때 일종의 암흑기라고 밖에 볼 수 없다.206) 

204) 손치무, “한국지질학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편, 『한국현대문화사대계 Ⅲ: 과
학기술사』 (고려대학교 민족문화연구소, 1977), 238-239.

205) 같은 글, 239.
206) 같은 글, 237-2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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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일제강점기 지질학에 대한 손치무의 평가에

는 지질학의 본질에 관한 그의 생각이 뚜렷하게 드러난다. 첫째, 손치무는 

일제강점기에는 일본인들에 의한 지질 조사·연구만이 있었고 한국인에 의

한 지질학 발전이 전혀 이루어지지 못했기 때문에 지질학 발전이 기형적으

로 이루어졌다고 평가했다.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은 한국인이 아니라 일본인 

지질학자에 의해 이루어진 기형적 지질학이었다는 손치무의 평가에는 한국 

지질학 연구의 주체는 한국인이어야 한다는 그의 오랜 생각이 반영되어 있

었다고 볼 수 있다.

  둘째는 손치무가 자원 개발을 위한 지질학은 내실도 없고 피상적이라고 

생각했다는 점이다. 손치무는 1976년에 발표한 “한국 지질학 발전의 발자

취”라는 논문에서도 “한 나라의 지질학 발달 정도는 그 나라의 지질계통

이 어느 정도 밝혀졌느냐에 달려있다”라고 보았다. 일본의 경우에는 지질

계통이 상당히 밝혀져 있으나 한국의 경우에는 그렇지 못하기 때문에 한국

은 학문적인 면에서 일본에 뒤떨어져 있다는 것이었다.207) 손치무의 동료였

던 고생물학자 김봉균(金鳳均, 1920-2003)도 손치무와 같은 생각을 하고 있

었다. 김봉균은 1976년의 회고에서 일제강점기에 자원 침탈의 수단으로 많

은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광물 자원을 연구·조사한 것이 결과적으로 한국의 

지질학 발전에 이바지했음은 인정하면서도, 지질학은 본래 지구의 역사를 

규명함에 그 목적을 두고 있으므로 자원 개발 문제는 하나의 부차적인 효과

에 지나지 않는 것이라고 비판하였다.208)

  손치무와 함께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오랜 시간 근무했던 정창희는 자

신의 동료 손치무를 “우리나라의 지질계통은 우리 손으로 확립해야 한다는 

집념을 가지고 우리나라의 지질계통 확립에 온 정력을 경주”한 지질학자로 

평가하였다.209) 손치무나 김봉균 등이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자원조사를 

위한 피상적인 지질학”이자 “일본인에 의한 지질학”이었다고 비판했다는 

것은 이들의 목표가 “지질계통 수립을 위한 지질학”과 “한국인에 의한 

207) 손치무, “韓國地質學發展의 발자취”, 『지질학회지』 12:2 (1976. 6), 100-101.
208) 김봉균, “지질학: 학풍 한 세대”, 『대학신문』 (1976. 11. 1), 3면.
209) 대한민국학술원, 『앞서 가신 회원의 발자취』 (2004), 498.



- 101 -

지질학”이었음을 의미한다. 이들에게 있어서 한국 땅에 대한 과학 지식의 

생산은 다른 나라 사람, 특히 일본인에 의해 이루어져서는 안 되는 것이며, 

반드시 그 땅에 속해있는 민족에 의해서만 연구되어야 했다. 손치무는 첫 

논문을 출판했던 1950년대부터 이처럼 일관되게 민족주의적 관점을 견지했

다.

  그런데 지질학은 본질적으로 자원 개발이라는 문제와 긴밀히 연관될 수밖

에 없는 학문이다. 유럽의 초기 지질학자들 대부분이 광산학자 출신이었음

은 지질학과 광산 개발 사이의 밀접한 관계를 잘 보여준다.210) 손치무의 동

료 정창희가 언급했듯이 “지질학의 한 면에는 순수 과학적 면 외에 자연히 

지하자원에 관련”되어 있으며,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적 원리를 응용하여 

깊이 잠재하는 광상을 찾을 의무”를 가진다고 할 수 있다.211) 따라서 손치

무가 ‘지질계통 수립을 위한 지질학’과 ‘자원조사를 위한 응용 지질학’

을 철저하게 구분하고, ‘일본인에 의한 지질연구’와 ‘한국인에 의한 지

질연구’의 차이를 강조한 것은 피지배 경험 혹은 탈식민이라는 한국의 독

특한 역사적 배경 없이는 이해하기 어려운 것이었다. 한국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주체적인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는 일제의 유산을 넘어서는 작업

과 분리되어 이해될 수 없었다.212)

210) 19세기 초반 유럽 지질학자들의 층서 논쟁을 살펴보아도 이들이 지질계통 연구와 자
원 개발이 직결된다는 사실을 자연스럽게 받아들이는 것을 볼 수 있다. 예를 들어 고생
대 층서의 정립 과정을 다룬 Martin J. S. Rudwick, The Great Devonian 
Controversy: The Shaping of Scientific Knowledge among Gentlemanly 
Specialists (Chicago: The University of Chicago Press, 1985)를 보면, 영국의 지
질학자들이 자신들이 석탄층에 대한 정보를 잘못 제공하여 지주들이 석탄 채취에 실패
할까봐 걱정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81쪽), 프랑스 지질학자들이 지질도를 만드는 가
장 중요한 목적이 석탄과 같이 산업적으로 유용한 광물 자원을 찾는 데 있었음을 확인
할 수 있다(91쪽).

211) 정창희, “깊이 잠재하는 광상 찾기 노력”, 『과학과 기술』, 8:8 (1975), 45.
212) 학문에 있어서 일제강점기로부터 단절을 이루고자하는 움직임이 지질학 분야에서만 

나타난 것은 아니다. 예를 들면 의학 부문에서 미네소타 프로젝트를 통해 새로운 흉부
외과 수술이 도입되었는데, 그 과정은 의학적 실행의 문제를 넘어 조선인 혹은 식민지
인이라는 외과 의사들의 정체성을 독립된 한국의 전문적 엘리트라는 정체성으로 바꾸는 
과정이기도 했다. 화학 분야에서도 이태규 등 연구의 기회를 찾아 미국으로 갔던 한국
인 과학자들은 자신들의 정체성을 식민지 과학자에서 탈식민지 한국인으로 변화시켜나
갔다. John P. DiMoia,““From Minneapolis to Seoul”: Transforming Surgery, 
Clinical Practice, and Professional Identity at Seoul National University 
Hospital, 1954-1968”, Reconstructing Bodies: Biomedicine, Health, and 
National Building in South Korea since 1945 (Stanford: Stanford Univer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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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과 한국 지질학 연구 기반 

확립 

3.5.1. 경제개발계획과 지질학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극복하려는 한국인 지질학자들의 노력에도 불구하고, 

지질학에 대한 제도적 지원은 답보 상태에 머물러 있었다. 지질학은 1959년

에 개원하여 한국의 과학자 풀을 형성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원자력원의 

분과에도 포함되지 못했고, 1955년부터 1961년 사이에 한국 과학의 중심부

를 급격히 미국으로 전환시켰던 미네소타 프로젝트의 지원 대상에도 포함되

지 못했다. 이러한 상황에서도 지질학자들은 지질학의 학문적 정당성을 내

세우고, 제도적 지원을 통해 연구 기반을 정립해야 했다.213)

  1960년대 초까지도 지질학과의 주된 활동은 연구가 아니라 교육에 치중되

어 있었다. 정창희는 당시에 연구는 생각도 못 했고 교육만 해야 했다고 회

고한 바 있다.214) 당시의 과학 기술자 대부분은 연구 경력이 없이 교육 경험

만 지니고 있었으므로, 교육 위주의 과학 활동을 벌인 것은 어쩔 수 없는 

일이었다. 문제는 열악한 환경 속에서 그나마 교육 활동 조차도 제대로 이

루어질 수 없었다는 점이었다. 당시에는 “실험 도구는 거의 전무한 상태로 

편광 현미경도 단 하나뿐이어서 교수가 들고 들어와 센터링을 한 후 학생들

이 한 사람씩 돌아가며 박편을 들여다보는 것이 고작이었다.”215)

Press, 2013), 73-106; John P. DiMoia, “Transnational Scientific Networks and 
the Research University: The Making of a South Korean Community at the 
University of Utah, 1948-1970”, East Asian Science, Technology and Society: 
an International Journal 6(1) (2012), 17-40.

213) 1956년에 문교부 기술교육국 내에 신설된 원자력과가 원자로 구입 비용 등의 예산을 
확보했던 것을 원자력연구소 부지선정이 늦어지면서 그 일부를 대학 교수들에게 연구 
보조금으로 지급했는데, 거기에 지질학 분야가 포함되기는 했다. 하지만 원자력원이 지
질학 분야에 지급했던 연구 보조금은 1959년 1건, 1960년 1건, 그리고 1961년 1건에 
불과했다. 고대승, “원자력기구 출현과정과 그 배경,” 『한국과학사학회지』 14(1) 
(1992), 62-87; 원자력청, 『원자력청사 10년사』 (1969), 23.

214) 정창희와의 인터뷰 (2014년 9월 20일 실시).
215) 양승영, 『화석을 찾아 헤맨 나의 일생: 한 고생물학자의 회고록』, 158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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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교육이 이러한 형편이니 연구의 경우는 더욱 더 상황이 어려웠다. 교수들

의 연구 경험, 실험 설비, 연구비, 대학원 등 과학기술 연구 여건은 전혀 갖

추어져 있지 않았고 연구비 지원도 거의 이루어지지 못하고 있었다. 당시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화학과 교수이자 잡지 『사상계(思想界)』의 편집위

원이던 이종진이 1958년의 학계 동향을 보고한 한 신문 기사 속에서 당시의 

열악한 상황을 체감해 볼 수 있다.

실은 우리 이학계(理學界)의 활동이 일정한 계획 밑에서 이루어진 것이 아니고 연구비

도 거의 없는 가운데 우리 자신들이 학문적으로 살기 위하여 갖은 수단과 방법으로 

연구를 계속해 온 것이다. 일례를 들면 외국 잡지 구입도 학생들이 낸 실험비로 충당

하고 있다. 더구나 공학과도 달라 이학의 연구란 순수 과학이기 때문에 특별한 예산 

배치가 있어야 올바른 발전이 있을 것이다.216)

  손치무도 한국의 지질학이 다른 나라에 비해 발전 속도가 떨어지는 이유

가 지질학자들이 학문적인 면에 노력을 기울이려 해도 이에 대해 경제적인 

뒷받침을 해주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회고했다. 연구비 지원이 거의 이루어

지지 못하는 상황에서 대부분의 연구는 야외조사의 범위를 벗어나지 못하는 

형편이었고, 그것도 일부 지질학자들이 자비를 털어서 진행해나갈 수밖에 

없던 상황이었다. 따라서 한국인 지질학자들에게는 일제의 잔재를 청산한다

는 담론 이외에 지질학의 물적 기반을 다지고 자신들의 학문 분야를 제도적

으로 확장해나갈 결정적 계기가 필요했다.217)

  그 계기는 1961년에 쿠데타로 정권을 잡았던 박정희 정권의 정치적 요구

로부터 나왔다. 일제 잔재의 청산과 더불어 지질학자들에게는 지질학의 기

반을 확장시켜 나갈 또 다른 강력한 기회가 부상하고 있었다. 그것은 자원

과 경제 개발을 통한 근대 국가 건설이라는 당시의 국가적 과제에 복무함으

로써 지질학이라는 학문이 국가의 경제적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음을 보이는 

것이었다. 한국인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산업에 대한 실용적 기여는 자기 

학문 분야를 정립할 기회가 될 것이었다.218)

216) 李鐘珍, “가장 活潑했던 生物學界-좀 더 바라지는 計劃的硏究,” 『동아일보』 (1958. 
12. 19), 4면.

217) 손치무, “韓國地質學發展의 발자취”, 『지질학회지』 제12권 제2호 (1976.6), 100-101.
218) 해방 이후부터 과학 기술계 인사들은 과학 기술이 공업 건설과 국가 발전에 반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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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손치무에게는 한반도의 지질계통을 밝히기 위해 자신이 그동안 추

구해오던 지질학과 경제 발전에 복무하는 지질학을 양립하기가 쉽지만은 않

았던 것으로 보인다. 실리에 유혹되는 자신을 보며 내적 갈등을 일으키는 

손치무의 모습을 아래 글에서 확인해 볼 수 있다.

이 돌은 고구려화강암(高句麗花崗巖)이라고 부르는 것으로 일인(日人)이 근 십억 년 전

에 생겨났다고 보았던 것을 지질학과의 젊은 학생들의 노력으로 이억 년도 못 되는 

돌인 것이 알려지게 되어가고 있으며, 이 돌로부터 약 이십 미터 내지 오십 미터 아래

에서는 무연탄이 나오게 되는 것이며, 이런 돌에서는 우라늄광(鑛)을, 저런 돌에서는 

중석광을 찾을 수 있다는 이야기를 해드리게 된다. 지질 조사를 하지 않음으로써 국민

이 받을 피해를 예를 들어 설명하게 되면 이 쓸모없어 보이던 돌의 가치를 어느 정도 

이해하고 돌아가시는 것 같아 기분이 나쁘지 않았다. 그러나 나는 곧 우울해졌다. 실

리(實利)에로 유혹되어가는 모습을 내려다보는 상아탑(象牙塔)이 알지 못할 웃음을 띤 

모나리자의 상(像)과도 같이 나의 머리에 떠올랐기 때문이다.219)

  1961년 5월에 군사 정권이 들어선 이후 지하자원 개발은 국가적인 과제가 

되었다. 5·16쿠데타가 일어나기 전에 대한지질학회는 장면 정부에 ‘태백

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 계획서를 제출했었는데, 군사정부의 최고 의결

기구였던 국가재건최고회의는 이를 수용하여 조사사업을 즉각 추진할 것을 

지시했다. 이 조사사업의 목표는 제1차 경제 개발 5개년 계획(1962-1966)을 

시행하기에 앞서 태백산 일대의 지질, 광상의 분포 및 지질 구조 등을 파악

하여 지하자원의 매장량을 측정하고 이에 따라 지하자원의 개발과 관련한 

종합적 사업의 개발 가능성과 그 경제적 가치를 측정하는 것이었다.220)

필요한 수단이라는 담론을 주도했는데, 김근배에 의하면, 그 과정에서 과학 기술계는 
자신의 학문적 권력을 정치 권력에 부분적으로 양도하고 그들의 통치 활동을 뒷받침해
주는 대가로 제도적 보호, 재정적 지원, 사회적 호응 등을 확보했다. 홍성주는 1960년
대 중반까지 경제기획원 기술관리국에서 과학 기술 연구 기관의 성격을 경제 개발에 필
요한 기술 용역 제공 기관으로 재편하고자 했고 이에 따라 국내 연구 기관에 기술 용역 
사업을 의뢰하기 시작하자 전국의 각 대학에서 “산업 기술”, “응용 과학”, “생산 기술”
을 표방하는 부설 연구소 설치 붐이 일었다는 사실로부터, 대학의 과학 기술자들이 정
부 정책에 민감하게 반응했을 뿐만 아니라 어떠한 형태로든 정부의 과학 기술 사업에 
참여하기를 원했다고 볼 수 있다고 해석한 바 있다. 김근배, “과학기술입국의 해부도
-1960년대 과학기술 지형”, 257; 홍성주, “한국 과학기술정책의 형성과 과학기술 행정
체계의 등장, 1945-1967”, 154.

219) 손치무, “나와 지질학,” 『동아일보』 (1959. 9. 26), 4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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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5.2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을 주도한 것은 국립지질조사소였다. 일제로부

터 해방된 1945년부터 1961년에 국립지질조사소가 탄생하기까지는 많은 우

여곡절을 겪어야 했다. 해방 이후 조선총독부지질조사소는 연료선광연구소

와 함께 미군정청 광무과 소속으로 존속되었다. 1945년 11월 9일 미군정청

은 지질학자 박동길에게 지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를 맡아 두 기관을 하

나로 통합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제 한국은 한국의 것이 되었으니 한국의 

일을 한국인 스스로가 하지 않으면 누가 맡겠냐”는 것이 설득의 요지였다. 

지질학 전공자 부족으로 통합의 과정이 쉽지만은 않았지만, 박동길은 1946

년 4월 미군정청과의 협의를 거쳐 두 기관을 통합하고 이름을 지질광산연구

소(Geological Survey and Institute of Mining Technology)로 정했다. 약 70명

의 직원으로 출발한 지질광산연구소의 임무는 지질조사, 광물자원조사, 광물 

자원의 경제적인 처리방법 연구 등이었다.221)

  1948년 8월 15일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면서 미군정청 소속 지질광산연

구소는 대한민국 정부 상공부 산하 중앙지질광물연구소(Central Geological 

and Mineralogical Research Institute)로 개편되었다. 소장에는 역시 박동길이 

임명되었고, 조직도 그대로였다. 하지만 한국전쟁이 발발하면서 1953년까지 

연구소의 기능은 거의 중단되었고, 겨우 명맥만을 유지하는 상태가 되었다. 

중앙지질광물연구소가 질적으로 크게 성장한 때는 1955년 11월에 3대 소장

으로 김옥준이 취임하면서부터였다. 미국에서 돌아온 김옥준은 소장 취임과 

동시에 연구소 재건과 연구시설 도입, 연구원 보충에 전력하였다. 연구원은 

당시 유일한 지질학과였던 서울대 지질학과 졸업생들을 촉탁으로 임명하여 

보충하였으며, 당시 USOM(U.S. Overseas Mission)에서 200만 달러의 재정지

원을 받아서 시설 기반을 마련하였고, 1958년에는 최초로 항공탐사를 실시

하기도 했다.222)

220)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89.
221) 雲巖地質學賞 運營委員會, 163.
222)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앞 책, 75-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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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지질광물연구소는 1961년 10월 국립지질조사소로 이름이 또다시 바뀌

는데, 이후 맡은 첫 사업이 바로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이었다. 중요

한 대규모 국가사업을 주관하게 된 국립지질조사소는 전문성을 확보한 인력

을 신축성 있게 동원할 수 있는 대한지질학회(회장 최유구)에 사업을 위촉했

다.223)

  예비조사(1961.7.1.-1961.9.14.)를 시작으로 1962년 3월까지 진행된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을 위해 정부는 조사단을 조직했고, 충분한 연구비 

지원을 약속했다. 당시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에 배정된 예산은 일억 

천백만 환이었는데, 이는 당시 정부 총예산 약 6,000억 환과 비교해 보면 꽤 

큰 액수였다고 할 수 있다. 정창희는 이때 처음으로 야외조사 비용과 출장

비를 충분하게 지급받았다고 한다. 대부분의 지질학과 교수들이 1961학년도 

2학기에 야외조사에 참여했기 때문에 지질학을 전공하던 학부생들과 대학원

생들은 자연스럽게 연구조원으로 참여했다. 이외에 지질학회 회원들뿐만 아

니라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군 복무 중이던 사람들까지 모두 태백산지구 지

하자원조사사업에 동원되었고, 동원된 인부는 모두 6,300명에 달했다. 서울

대학교 문리대 지질학과 학생들이 1961년 여름 방학을 통해 정부 당국의 태

백산지구 국토개발 지질조사의 보조원으로 동원된다는 것이 신문 기사로 등

장할 정도였다.224)

  당시 국립지질조사소 소장이던 김옥준은 지하자원의 발달상을 알기 위하

여 국내 전 지역의 지질조사를 추진하고, 석탄이나 석회석, 철, 원자력 자원, 

금, 은, 동 등의 자원을 조사‧평가해주는 것이 지질조사소의 기본 사업이 되

어야 한다고 생각하고 있었다. 김옥준의 지인들은 당시에 그가 지하자원을 

찾아 수출하는 길이 세계 최저 수준의 국내 총생산(GDP)을 탈피하는 길이라

는 일념으로 헌신적으로 노력하였는데, 이는 경제 발전을 염원하는 그의 애

국심의 발로였다고 회고하였다.225) “지질 도폭조사는 광상에 대한 지식을 

발전시키는 데 필수적이다. 우리나라에서는 그동안 자원 지질학(economic 

geology)의 중요성이 저평가되고 무시되었다”라는 김옥준의 말은 당시 태백

223)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60주년사 자료집』, 2007, 54.
224) “방학과 우리 계획,” 『경향신문』 (1961. 7. 17), 4면.
225) 이인영 편, 『지질학 박사 金玉準, 열정적 삶의 기록』, 217-218.



- 107 -

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에 참가했던 그의 생각을 잘 보여준다.226)

  야외조사 사업은 1961년 9월 15일부터 12월 21일까지 약 3개월 동안 진행

되었고, 12월 21일부터 이듬해인 1962년 3월 30일까지는 실내실험과 보고서 

작성이 이루어졌다. 지하자원조사사업에 참여한 지질학자들과 학생들은 태

백산 지역을 누비며 지질조사 작업을 수행했고, 조사자료에 대한 해석과 재

검토를 거치면서 하나하나 지질도를 작성해 나갔다.

3.5.3. 한국 지질학 연구의 기반 형성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이 마무리되던 1962년 3월 20일, 당시 국가재

건최고회의 박정희 의장이 국립지질조사소를 방문했다. 태백산지구 지하자

원조사보고서 작성 작업이 한창일 때였다. 제1차 경제개발 5개년 계획

(1962-1966)에 지질·광업 분야가 빠진 것을 알고 당시 국립지질조사소 지질 

과장이자 소장 대리이던 지질학자 김정환이 국가재건최고회의 박태준 상공

분과위원장을 여러 번 찾아가 지질·광업 분야의 중요성을 역설하였고, 이

후 박태준이 박정희를 설득하여 이루어진 방문이었다. 무연탄을 에너지 자

원으로 확보하고자 했던 박정희 의장은 국립지질조사소에 대한 정원 충원과 

전폭적인 예산 지원을 약속하고 돌아갔다.

  정부의 지원에 힘입어 국립지질조사소는 창립 이래 가장 획기적인 도약을 

이루었다. 실제로 국립지질조사소는 조사사업을 모두 마친 1962년 6월에 인

원과 예산이 크게 확충되었는데, 연구소 인원은 25명에서 220명으로, 연간 

예산은 2,000만 원에서 3억 원으로 대폭 늘었다. 단기간에 정식 직원을 늘리

려다 보니 전문 인력 확보 문제가 발생했기 때문에, 당시 태백산지구 지하

자원조사에 참여했던 국립지질조사소 직원 중 군대에 복무하고 있던 전공자

들을 조기 제대시켜 연구소로 복귀시키고, 병역미필자들은 군 복무를 면제

받고 근무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인력 확보 문제를 해결했다.227)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은 여러 면에서 지질학 연구의 제도적 기반 

226) Proceedings of First ROK Conference of Earth Sciences (July 3, 1962), 16.
22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지질자원 그리고 지구환경: KIGAM 30주년(통산 88주년) 

(2006), 287; 한국지질자원연구원, 『KIGAM 발자취 100년: 역사집』, 8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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형성에 기여했다. 먼저 대한지질학회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 명의로 

1962년 4월에 태백산 지역 1:50,000 지질 도폭 19매, 그리고 각 지질도의 지

질 단면도와 층서가 기재된 태백산지구 지질도가 발행되었다.228) 또 태백산

지구 조사사업과 이후의 전국 지질 도폭조사 등의 국가적 수요에 따라 여러 

대학에 지질학과들이 개설되기 시작했다. 1960년대 이전에는 서울대학교

(1947년 설립)와 부산대(1953년 설립)에만 지질학과가 설치되어 있었으나, 

1960년대 들어 경북대(1961년 설립), 연세대(1965년 설립), 고려대(1969년 설

립) 등 7개 대학에 지질학과가 신설되면서 대학에서의 지질학 분야 교육 및 

연구가 활발해졌다.229) 이러한 분위기를 반영하듯 서울대 지질학과는 1963년

도 신입생 모집에서 10.8:1의 경쟁률을 보이면서 서울대 전체에서 가장 경쟁

률이 높은 학과가 되었다. 서울대 지질학과가 창립된 지 20년이 지나서야 

드디어 주목받기 시작했던 것이다.230)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을 통해 지질학의 제도적인 기반만 마련된 

것은 아니었다.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이 사업에 참여하는 과정에서 일제강

점기 일본인들의 한반도 지질연구를 전반적으로 재검토했고, 이를 발판으로 

태백산지구 전역의 하부 고생대 및 상부 고생대 층서를 정립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손치무는 조사사업의 결과 상부 고생대 지층인 평안계의 지층 중 

녹암통과 그 하부인 고방산통의 관계에 대한 일본 지질학자들의 견해가 잘

못되었음을 확인했다. 특히 조사사업에 뒤이어 진행되었던 전국적 도폭조사 

결과는 한반도 내의 중·고생대 퇴적분지의 분포 및 그 층서를 밝히는 기본 

자료가 되어왔다.231)

  1964년부터는 지질학회지를 발간하기 시작했는데, 이는 지질학계가 단

228) 이러한 조사 연구에 의하여 1973년 9월 남한 여러 지역에 대한 1:250,000 지질도 발
간이 이루어졌으며, 이 과정에서 그 당시까지 사용되었던 일본인 학자들에 의해 세워졌
던 지질계통에 대한 문제점이 제기되어 한국의 지질계통 확립을 위한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어지게 된다. 1980년대 이후에도 지질 도폭조사사업은 계속 진행되어왔다. 
1:50,000 지질도가 발간되면서 1:250,000 지질도에 대한 재조사, 수정, 편집이 이루어
졌다. 1:50,000 지질 도폭 작성은 현재까지도 진행되고 있으며 남한의 총 364매 도폭 
중 90% 이상이 완성되었다.

229)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50주년사 자료집: 1947-1997』, 46-47.
230) “서울대학교 지원상황”, 『경향신문』 (1963.1.22.), 7면.
231) 손치무, “녹암통 소고”,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질학과 지질학연구회, 『볼캐노』, 제

10권 제1호 (1967. 10). 1-4; 엄상호·전희영, 『한국의 지질: 1:1000,000 “대한지질도” 
설명서』 (한국동력자원연구소, 198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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순히 자료를 수집하고 기록하던 단계에서 벗어나 드디어 학문적인 면에서도 

일정한 성과를 낼 수 있게 되었음을 의미했다.232) 지질학회가 창립된 지 17

년 만의 일이었다. 손치무의 말대로 이는 “광산 개발을 위한 조사라는 실

무적인 면에서만 아니라 학문적인 면에서도 캐보자는 기운”이 지질학계 전

반에 돌기 시작하였음을 의미하였다.233)

  1977년에 한국 지질학사를 서술하면서 손치무는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

사업의 의의를 아래와 같이 평가했다.

이 조사로 얻어진 성과로서 탄층의 발달 상태가 밝혀졌고, 석회광상의 부존 상황이 명

백히 되어 석탄산업, 시멘트 공업의 기초가 마련되었다. 학문적인 면에서의 성과로서

는 태백산지구 전역의 조선계 및 평안계의 층서가 정립된 일이다. 조사 기술에 있어서

는 그룹 조사의 능력을 여지없이 발휘한 것으로 우리의 조사 기술이 일본을 뒤따를 

수 있다는 자신을 얻게 되었다.234)

정부 사업에 참여하면서 확장된 연구 기반, 정교해진 지질학적 이해와 향상

된 야외조사‧연구 능력은 1970년대 들어 일본 지질학자들이 정립해 놓았던 

지질계통에 대한 의미 있는 수정으로 이어질 것이었다.

3.6. 소결

본 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까지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약 10년 

이상의 암흑기를 거치면서 지질학 연구의 기반을 마련하기까지의 과정을 살

펴보았다. 해방 이후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연구를 위한 기반도 없고, 연구 

경험도 없는 상태에서 약 10년 동안 학문의 방향도 정하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에, 이 시기에는 학문적 연구성과가 거의 없었다. 해방 이후 서울대학교

에 지질학과가 설립되었지만, 한국전쟁까지 이어진 사회적 혼란 속에서 학

232) 1956-1970까지 발표되었던 총 427편의 논문 중 137편(40%)이 석탄 및 광산 조사 
연구 분야에 관련되어 있었다. 상기남·정원우, “한국의 지질학과 광물자원 연구동향”, 
『지질학회지』 26(5) (1990. 10). 512.

233) 손치무, “韓國地質學發展의 발자취”, 101.
234) 손치무, “한국지질학사”, 247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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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적 공백은 계속되었다.

  실제로 해방 당시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모두 일본의 제국대학 출신이었고 

이들은 해방 이후에도 주로 일본제국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는 등 인적인 

면에서 일제강점기와의 연속성은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또 1956년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대한지질도”와 『지질광상조사연구보고』를 펴냈는데,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 시기까지도 학문 내용적인 면에서 일제강점기의 지질학

이 대부분 계승되고 있었음을 알 수 있다. 하지만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인

적인 면과 학문 내적인 면에서의 연속성에도 불구하고 일제강점기에 생산된 

지식을 전반적으로 재검토하여 일제강점기 지질학의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일제강점기 지질학을 극복하고자 했다. 이들은 학문의 내용 

면에서 식민지의 지적 유산들을 계승하여 자신들의 학문적 기반으로 삼으면

서도, 실증적 자료에 바탕을 둔 주체적이고 학문적인 연구를 통해 일제강점

기 지질학의 한계를 넘어서고자 했다.

  자신들의 학문을 정당화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당시의 민족

주의적 정서 및 경제 개발을 통한 근대국가 건설이라는 경제적‧이념적 지향

들을 자신들의 학문 목표와 결합해 나갔다. 실제로 1960년대까지 한국의 지

질학자들은 식민지 시기에 만들어진 지질학적 지식에 새로운 지식을 거의 

첨가하지 못했지만, 한국의 대부분 지질학자가 참가한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사업은 도폭조사의 중요성을 인식시켜 전국에 걸쳐 도폭조사가 시작되

는 계기가 되었고, 도폭 제작을 위한 야외조사를 통해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연구 역량을 키워나갈 수 있었다. 또 지하자원을 조사하는 과정에서 일제강

점기에 만들어진 한반도 지질계통에 문제가 드러났는데, 이는 한반도 지질

계통 확립을 위한 연구가 시작되는 계기가 되었다. 이처럼 태백산지구 지하

자원조사사업이라는 국책사업에 참여함으로써 연구 기반과 연구 역량을 마

련한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이어지는 1970년대에는 새로운 국제적 연구 네트

워크와 결합하면서 일제강점기 태백산지구 하부 고생대 지질계통에 의미 있

는 수정을 가하게 될 것이었다.

  이 장에서 살펴보았듯이 해방 이후 한국의 과학자들은 식민지 지적 유산

의 계승과 그로부터의 단절이라는 모순된 요소들을 동시에 끌어들이며 독자

적인 한국 지질학을 건설해 나갔다. 역설적이지만 일제강점기 지질학 지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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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평가하고 새로이 한반도 지질계통을 수립하겠다는 한국 지질학자들의 학

문적 열망은 그 열악한 연구 환경으로 인해 경제 발전을 통한 근대 국가 건

설이라는 실용적 목표에 공헌함으로써 비로소 얻어질 수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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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코노돈트 미(微)고생물학의 발달과 

식민지 시기 지식의 수정

4.1 서론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사업에 참여했던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조사사업의 

결과 발행된 지질도를 바탕으로 지질계통을 새롭게 수립하기 위한 시도를 

본격화했다. 1950년대의 손치무가 시‧원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의 

지질계통에 대해 전반적으로 문제를 제기했다면, 1960년대 지질학자들은 더

욱 구체적으로 연구 대상을 설정하기 시작했다. 태백산 분지는 하부 고생대 

지층인 조선계와 상부 고생대 지층인 평안계가 넓은 면적에 걸쳐 분포한 지

역이었기 때문에,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사업에 참여했던 많은 한국 지

질학자들은 자연스럽게 이 두 지층의 층서에 관심을 가졌다.

  조선계의 층서(層序)와 층서명(層序名)은 당시까지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의견일치를 보지 못하고 있었다. 먼저, 조선계 층서와 관련해서는 조선계의 

층서를 세분화하는 문제와 조선계의 범위를 결정하는 중요한 문제가 해결되

지 못하고 있었다. 고생대 후기에 해당하는 평안계와 달리 조선계 지층은 

태백, 평창, 영월, 정선 등 각 지역에 따라 암상이나 층서, 화석군에 큰 차이

를 보이기 때문에, 각 지역의 암석을 서로 대비하여 조선계의 세부 층서를 

확립하는 일은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당면하고 있던 과제 중 하나였다.235) 조

선계의 층서를 세분하는 것과 함께 조선계의 범위를 정하는 일도 여전히 과

제로 남아 있었다. 1927년에 고바야시가 주장했던 대결층은 조선계의 범위

를 결정하는 데 있어 핵심적인 해결 과제였음에도 불구하고, 1970년대까지

도 지질학자들 사이에는 이견이 좁혀지지 못하고 있었다. 조선계 층서 문제

가 층서 세분화와 범위 결정에 초점이 맞춰졌다면, 층서명의 문제는 일제강

점기에 처음 명명되어 1970년대까지 사용되던 조선계 지층명을 각 지층의 

235) 이하영·이병수·서광수·이종덕 편, 『남한 조선계(전기 고생대)의 코노돈트 생층서: 고 
이하영 교수 10주기 추모 논문』, (한국 고생물학회, 2004), 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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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성을 가장 정확하게 반영할 수 있는 방식으로 개정해야 할 필요성과 관련

되어 있었다. 조선계에 대한 총체적인 이해를 위해서는 조선계 층서를 정확

하게 밝히고, 각 층서명을 체계적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해야 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조선계의 층서를 정립하고 층서명을 

체계화하는 과정을 보이기 위해 본 장은 크게 두 부분으로 구성된다. 먼저 

이 장의 앞부분에서는 한국 지질학자들이 조선계의 층서를 세부적으로 정립

하고 대결층의 범위를 수정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손치무는 층서를 확립

하는 데 관건이 되는 중요한 문제들이 당시까지 미해결 상태에 있는 이유가 

지질학 각 분야의 연구들이 보조를 맞추어 진행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생

각했다. 손치무가 보기에는 그동안 야외조사를 통한 구조지질학적 지식은 

많이 축적되었지만, 지층의 시기를 결정하는 데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할 고

생물학 분야의 연구가 진전되지 않아 연구 자료가 쌓일수록 오히려 층서 연

구에는 혼란이 가중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236) 고바야시가 거화석(巨化石, 

macro-fossil)인 삼엽충 화석과 암상의 변화를 바탕으로 층서를 연구했기 때

문에, 조선계의 세부 층서를 새로 정립하고 대결층설을 수정하는 데에는 삼

엽충 이상으로 세분(細分)된 생층서대(生層序帶, biozone)를 가진 새로운 연

구 재료의 도입이 필요했다. 지질학자 이하영(李河榮, 1936-1994)과 그의 연

구팀은 코노돈트라는 새로운 미화석(微化石, micro-fossil)을 국내 고생물학 

연구에 도입하여 생층서학(生層序學, Bio-Stratigraphy)적 방법을 통해 고바야

시가 정립한 하부 고생대 층서를 수정하고 대결층의 범위를 새로 설정할 수 

있었다.

  이 장의 후반부에서는 조선계 층서명이 체계화되는 과정을 살필 것이다.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에 해당하는 조선계, 양덕통(陽德統), 대석회

암통(大石灰岩統)과 같은 명칭은 일제강점기에 처음 명명된 이후 1970년대까

지 한국과 일본의 지질학자들이 계속 사용하던 지층명이었다. 1970년대 중

반 국제 층서 구분 기준과 단위의 도입이라는 맥락 속에서 조선계라는 명칭

은 조선누층군으로 바뀌게 되었고, 새로운 지층명은 대다수 한국의 지질학

자들에 의해 사용되기 시작했다.

  이를 통해 본 장에서는 조선계의 층서 정립과 조선계 층서명 수정에는 국

236) 손치무, “한국지질학사”, 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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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적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이고자 한다. 1960

년대까지도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주로 일본의 지질학자들과 협력했고 대개

는 일본의 대학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다. 하지만 이하영은 독일에서 지질학

자 클라우스 뮐러(Klaus. J Müller, 1923-2010)의 지도로 박사학위를 받았고, 

일본의 지질학자들과 거의 동시에 코노돈트 화석을 접함으로써 그들과 수평

적 협력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코노돈트는 이하영을 코노돈트를 중심으

로 형성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연결하는 매개체가 되었다. 이하영은 태

백산 분지 조선계 지층에서 코노돈트 화석을 발견하고 검증하는 과정에서 

미국, 독일, 스웨덴, 영국 등에 형성되어 있던 국제적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

크에 자신을 적극적으로 결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만들어낼 수 있었다.

  국제화된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은 조선계 층서명 수정 과정에서도 중요

하게 작용했다. 일제강점기에 만들어진 조선계라는 명칭은 한반도라는 공간

에서만 적용되던 지층 단위(Regional Stratigraphic Unit)로서 캄브리아계와 

오르도비스계를 합친 지층명이었다.237) 1970년대 후반~1980년대 초 사이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조선계를 국제적인 층서 단위와 결합해 조선누층군이

라고 개칭하고 세부 층서명도 수정해 나갔다. 이를 통해 한국의 지질학자들

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의 성격과 지층 간의 관계를 명확히 드러

낼 수 있었을 뿐만 아니라 지층 구분 기준과 단위 사용에 있어서 지역 지질

학(regional geology)의 범위를 넘어설 수 있었다. 이는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국제 지층 구분 소위원회에 참가하여 결정권을 행사하고, 국제적으로 합의

된 지층 구분 기준과 단위를 조선계 지층명 개정에 적극적으로 도입하고 수

용하려 한 노력의 결과였다.

  1970년대 이전까지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일본 이외의 국제 사회로부터 학

문적‧지리적으로 상당히 고립되어 있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지질학자들

은 코노돈트와 층서명을 매개로 국제 연구 네트워크에 편입되었고, 이러한 

새로운 중심부와의 관계 속에서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에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237) 지역 지질학에 대한 개념은 장기홍(이메일 인터뷰, 2020년 9월 7일 실시)과 정창희, 
『地質學槪論』 重版 (博英社, 2006), 435.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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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 국제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와의 연결과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층서에 관한 지식의 재구성

4.2.1 삼엽충을 이용한 고바야시의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두무골 

셰일층 연구

서로 멀리 떨어진 지역의 지층을 대비하는 데 생물의 화석이 중요하다는 사

실을 지질학자들이 인식하기 시작한 것은 1820년대 들어서였다. 고생물학

(Paleontology)이라는 용어가 처음 등장한 것도 이때쯤이었다. 그 이전까지 

주로 지층의 구조와 암석의 종류를 이용해 지층을 구분하던 지질학자들은 

화석을 이용한 지층 구분법을 적극적으로 이용하기 시작했다.238)

  한반도의 고생대 지층은 하부 고생대층인 조선계와 상부 고생대층인 평안

계로 구분된다. 조선계는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중기에 바다에서 퇴

적된 해성(海成) 퇴적층이며, 평안계는 상부 석탄기와 트라이아스기에 해당

하는 육성(陸成) 퇴적층이다. 조선계는 지리적으로 주로 강원도 남부 지방에 

해당하는 곳으로 삼척, 태백, 정선, 영월, 평창 등지를 망라한 태백산 주변부

이고, 일부는 충청북도 단양을 거쳐 경상북도 문경 일대까지 분포되어 있다. 

고바야시는 구성 암석, 산출 화석 내용과 산출 빈도의 차이에 따라 조선계

를 두위봉형239), 영월형, 정선형, 평창형, 그리고 문경형 등 5개의 퇴적상으

로 구분하였다(2장 참조). 이 중 화석이 가장 많이 발굴되는 곳은 두위봉형

과 영월형인데, 이 둘은 북동-남서 방향으로 발달한 대규모 충상단층을 경

계로 서로 분리되어 있다. 조선계의 하부는 주로 규암, 셰일 등의 쇄설성 퇴

적물로 구성되어있고, 상부 지층은 두꺼운 석회암층으로 구성되어있다. 따라

서 전통적으로 조선계는 규암과 점판암을 주로 하는 하부를 양덕통으로, 그

리고 석회암을 주로 하는 상부는 대석회암통(the Great Limestone Series)으

로 나뉘었다.240)

238) Martin J. S. Rudwick, The Great Devonian Controversy: The Shaping of 
Scientific Knowledge among Gentlemanly Specialists, 54; 김정률, 『선구자들이 남
긴 지질과학의 역사』, 81-89.

239) 오늘날에는 삼척‧태백누층군으로 불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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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태백산 분지의 고생대 퇴적 지대. 고바야시는 태백산 분지 조선계를 암상
과 화석에 따라 두위봉형(태백), 영월형, 정선형, 평창형, 문경형으로 나누었다.
 nationalatlas.ngii.go.kr/pages/page_111.php 

  한반도에 하부 고생대 지층이 있다는 것을 처음으로 알아낸 지질학자는 

곳체였지만,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조선계에 관한 연구는 일제강점기 

전후에 주로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졌다. 암석학적으로 보았을 

때, 중국의 중부와 동부는 선캄브리아기의 변성암 복합체를 기반으로 하고 

있다는 점에서 한반도와 공통점이 있지만, 젊고 활동적인 화산 아크

240)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X, Stratigraphy of the Chosen Group in Korea and South 
Manchuria and Its Relation t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of Other 
Areas, section A the Chosen Group of South Korea”, 6-10, 70-73. 점판암(粘板
岩)은 혈암(셰일)이나 이암(점토)이 변성작용을 받아 만들어진 검은빛깔의 변성암으로, 
얇은 판 모양으로 잘 쪼개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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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canic arc)에 해당하는 일본열도는 선캄브리아기 변성암 기반이 거의 없

다. 따라서 일본 지질학자들이 하부 고생대 지층을 연구하기 위해서는 조선

이나 만주, 중국에 가야만 가능했다. 1910년 이후부터 일본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가장 손쉽게 하부 고생대 지층을 연구할 수 있는 곳은 한반도였

다.241)

  한반도에서 최초로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화석을 발견한 지질학자는 

고토 분지로의 제자로서 당시 조선총독부 지질조사소 직원이었던 야베 히사

카츠였다. 그는 1920년에 북한 지역에서 두족류인 악티노세라스 리히토페니

(Actinoceras richthofeni)와 복족류 화석인 라피스토마 아에퀼라테룸

(Raphistoma cf. aequilaterum)242)이 산출된다는 것을 확인하였는데, 전자는 

중기와 후기 오르도비스기 화석이고 후자는 전기 오르도비스기 화석이다.243)

  조선계에 대한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관심이 커진 것은 조선총독부지질조

사소 기사 야마나리 후지마로가 1923년 태백산 분지의 직운산과 두무동(斗
務洞) 두 곳에서 삼엽충 화석을 발견한 이후부터였다.244) 직운산은 영월과 

정선에 걸쳐 있으며, 두무동은 영월군 중동면 직동리에 있는 마을이다. 야마

나리는 정선 및 의림길(義林吉) 도폭조사 과정에서 오르도비스기 하부에 퇴

적된 셰일층을 발견하고 이를 두무동 셰일이라고 명명하였다.245)

  태백산 분지 조선계에 관한 본격적인 층서 연구는 나카무라 신타로에 의

해 시작되었다. 나카무라는 1924년의 논문 “조선의 오르도비스기에 관한 

현재의 지식”에서 강원도 남부지역의 지층을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석

탄기로 나누어서 화석을 분석하였다. 그는 강원도 남부지역에 오르도비스기

에 해당하는 셰일층이 두 개가 있는데, 그중 아래쪽에 있는 암석층은 직동 

혈암(또는 직동 셰일, 오늘날의 두무골 셰일)이고 위쪽에 있는 암석층은 태

241) 재단법인 한국자원연구소, 『한반도의 조구조 종합연구(Ⅰ)-선캄브리아기 및 고생대-』 
(과학기술처, 1996), 1.

242) cf.는 confer 또는 compare with의 줄임말이다. Raphistoma cf. aequilaterum는 
발견된 화석이 Raphistoma 속의 aequilaterum 종과 유사하지만, aequilaterum과는 
다른 종이라고 생각될만한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243) Kobayashi Teiichi, “Ordovician Fossils from Korea and South Manchuria”, 
Japanese Journal of Geology and Geography, 4 (1926-1927), 173-212 중 173.

244) 中村新太郞, “朝鮮の奧陶紀層に關する現在の智識”, 『地球』 1:4-5 (1924), 
362-371 중 364.

245) 김옥준‧이하영․이대성․윤석규, “南韓 大石灰岩統의 層序와 地質構造”, 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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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산 혈암대(또는 태백산 셰일, 오늘날의 직운산 셰일)라고 설명했다. 나카

무라에 의하면 직동 혈암에는 유럽의 전기·중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발

견되는 삼엽충 아사푸스(Asaphus)와 완족동물 링구렐라(Lingulella), 필석 등

의 화석이 발견되고, 태백산 혈암대에는 전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발견

되는 완족동물 오르티스 칼리그라마(Orthis calligramma), 삼엽충 아사푸스

(Asaphus), 그리고 중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복족류 화석인 로

포스피라(Lophospira), 필석 등의 화석이 들어있다.246)

  2장에서 살펴본 것과 같이 고바야시는 나카무라의 연구를 바탕으로 1926

년 이후부터 조선계 층서를 세분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고바야시는 일

제강점기뿐만 아니라 해방 이후에도 오랫동안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층을 

연구하여 한반도 하부 고생대 층서 정립에 

큰 공헌을 했다. 실제로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 중 고바야시가 다루지 않았던 

지층은 거의 없으며, 오늘날에도 한반도 하

부 고생대 지층에 관한 연구는 고바야시에 

대한 인용으로부터 시작되는 것이 대부분이

다. 태백산 분지 조선계 상부 대석회암통의 

오르도비스기 지층을 세분한 고바야시의 초

기 연구로는 그가 1930년 일본 지질학잡지

에 출판한 논문을 들 수 있다.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는 두위봉형 조선계 암석층 중 하

나인 두무골 셰일층에서 삼엽충 아사펠루스

(Asaphellus) 화석을 발견하여 이것을 유럽과 북미 동부 지역의 층서와 대비

하였다.247) 그 결과 고바야시는 두무골 셰일층이 오르도비스기 최하부인 트

레마독세(Tremadocian)와 대비된다고 결론 내렸다.248)

두무동 및 모동의 두무동혈암에서 가와사키 박사와 나의 채집품 중에는 링굴라 

sp.(Lingullaaa sp.)249), 아사펠루스 sp. aff. (Asaphellus sp. aff.), 아사펠루스 호름프라이

246) 中村新太郞, “朝鮮の奧陶紀層に關する現在の智識”, 『地球』 1:4, 5 (1924), 362-371.
247) 유럽과 북아메리카의 하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층서 대비. 오르도비스기의 가장 아

래쪽에는 트레마독세, 바로 위에는 아레니그세가 있다.

그림 4-2. Asaphellus 화석.
출처: https://www.fossiler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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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hormfrayi(Salter)), 아사펠루스 sp.(Asaphellus(?) sp.) 그 외 화석을 포함한다. 아사펠

루스 호름프라이(A. aff. hormfrayi)250)는 히포스토마(hypostoma)251)를 산출하지 않기 

때문에 단정할 수 없지만, 그 외의 부분은 아사펠루스 특히 모식종(genotype)에 더욱 

가깝다. 아사펠루스는 구주와 북미 동부의 트레마독세에 번영했던 속이다. 즉 두무동

혈암은 오르도비스기의 하부이다.252)

  조선계 지층 중 두무골 셰일층이 오르도비스기의 최하부인 트레마독세에 

속한다는 고바야시의 주장은 이후 상당히 오랫동안 수정 없이 받아들여졌

다. 고바야시와 더불어 한반도 지질을 가장 오랫동안 연구했던 지질학자 다

테이와 이와오는 일본, 남만주, 북중국의 지질을 비교한 1960년의 논문에서 

조선계에 대한 고바야시의 해석을 그대로 수용했다. 또 그는 한반도, 남만

주, 북중국에 이르는 광대한 지역에서 중기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이 석탄기 

중엽의 퇴적물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여있다는 점이 동아시아 층서학에서 발

견할 수 있는 놀라운 사실이라는 점을 강조함으로써 고바야시의 대결층설을 

지지했다.253)

유럽 북아메리카

오르
도비
스기

아쉬길리안(Ashgilian) 신시내티안세(Cincinnatian)
카라독세(Caradocian) 모하키안세(Mohawkian)

란데일리아세(Llandeilian) 챠지안세(Chazyan)란비르니아세(Llanvirnian)
아레니그세(Arenigian) 캐나다세(Canadian)트레마독세(Tremadocian)

상부 캄브리아기 상부 캄브리아기
248) 小林貞一, “朝鮮江原道斗圍峰四近の大石灰岩層中の寒武利奧陶紀の境に就ぃて”, 『地

質學雜誌』 (1930), 311-312.
249) sp.는 species(종)의 약자이다. Lingullaaa sp.는 어떤 생물이 최소한 Lingullaaa 속

(屬)에 속하는 것은 맞지만, 그 종에 대한 정확한 정보는 잘 모를 때 사용한다.
250) aff.은 affinis(~와 비슷한)의 약자이다. Asaphellus aff. hormfrayi는 일반적인 

Asaphellus hormfrayi와 비슷하지만, Asaphellus hormfrayi와 완전히 같지는 않은 
종을 의미한다.

251) 히포스톰은 삼엽충 머리 아래 부분의 가운데에 위치한 관 모양의 구조이다. 히포스톰
과 미간 사이의 공간에 입과 위 등 소화기관이 있었으리라 추정된다. 최근 삼엽충 분류
에서는 히포스톰의 부착 양상을 중요하게 여긴다고 한다. 최덕근, “삼엽충 소개와 한국
의 삼엽충”, 『한국고생물학회 단행본』 (2008), 1-16 중 5.

252) 小林貞一, “朝鮮江原道斗圍峰四近の大石灰岩層中の寒武利奧陶紀の境に就ぃて”, 312.
253) Tateiwa Iwao, “Outline of the Geology of Korea”,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2:12 (1960), 1053-1070 중 1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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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2.2 한국 고생물학 연구의 시작과 고바야시의 견해 수용

해방 이후 한국인 지질학자에 의한 고생물학 논문은 1950년대 말과 1960년

대 초가 되어서야 처음으로 두 편이 출판되었다. 그 중 첫 번째는 1959년에 

식물학회지에 실렸던 “한국산 식물화석 목록”(김봉균, 1959)이다. 서울

대학교 식물학과의 요청으로 한국의 식물화석 자료 목록을 만든 김봉균은 

일제강점기에 발간되었던 가와사키와 다테이와 등의 보문을 참고로 하였다. 

이 논문은 지질시대 별로 발견된 화석의 종류와 살았던 시기, 산지 등을 나

열한 것으로서 기초 자료의 성격을 띠고 있었다.254) 그 후, 최승오(1963)가 

하부 고생대층에서 산출된 무척추동물 화석을 보고했지만, 역시 화석의 목

록을 나열하는 수준에 그쳤다.255)

  한국인 지질학자가 쓴 최초의 본격적인 고생물학 논문은 1965년 김봉균에 

의하여 발표된 포항지역 화석군에 관한 층서·고생물학 연구논문이다. 평양 

대동공업전문학교를 졸업한 후 타이완의 다이호쿠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과

에서 공부하던 김봉균은 1945년 해방과 함께 귀국, 경성대학 이공학부(지질

학 전공)로 편입하여 1946년에 졸업하였다. 1955년부터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로 있던 김봉균은 1962년 영국 임페리얼칼리지(Imperial College)에서 1

년 동안 연수를 하게 되었는데, 바로 이때부터 자신의 전공을 고생물학으로 

바꾸게 된다.256)

  김봉균은 1960년대 중반 이후부터 한국 고생물학 연구를 이끌어 나갔다. 

특히 그는 교육에 큰 열정을 가졌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임페리얼 칼리지

에서 1년간의 연수가 끝나고 귀국할 때 그는 수천 점의 화석 표본을 가지고 

와서 서울대학교에 기증했다. 영국 자연사박물관에서 많은 양의 화석 표본

254) 김봉균, “한국산 식물화석목록”, 식물학회지 2:1 (1959), 22-44.
255) 최승오의 논문은 “강원도의 캠브로-오오도뷔스기 동물화석 채취에 대하여,” 『탄전지

질조사보고』, v. 4 (1963), 75-99이다. 최승오의 경력을 알려주는 기록은 없는데, 국립
지질조사소의 연구원으로 활동하면서 중생대 지층인 남포층군(=충남탄전)에 대한 연구
논문 등을 출판한 것으로 보인다.

256) 보통 해방 이후 한국의 고생물학은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 김봉균의 논문이 출판
된 1965년에 시작되었다고 본다. 최덕근‧황현아, “최근 20년간(1984-2003) 한국 고생
물학 연구 경향”, 한국고생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 고생물』 (2004), 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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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양도받아 한국으로 가지고 들어온 것이다. 그중 김봉균이 영국 자연사박

물관장을 종용하여 기증받은 너비 3m 이상인 화석사슴뿔 화석을 톱으로 세 

동강 내서 가지고 온 일은 유명한 일화이다. 당시 교육 자료가 거의 없었던 

한국 실정에서 김봉균이 기증한 화석 표본은 교육을 위한 귀중한 자료가 되

었고, 최덕근의 회고에 의하면 그 후 50년이 흐른 시점에서도 서울대학교에 

그의 표본을 능가하는 수집품은 없다고 한다.257)

  1950년대에는 지질학 내에서 분야별 세분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았던 데 

반해, 1960년대 접어들면서부터는 지질학자들이 각각의 전문분야를 찾아 박

사학위를 취득하려는 경향이 있었다.258) 김봉균은 고생물 중에서도 미화석인 

유공충(有孔蟲, Foraminifera)을 연구 대상으로 선택하였고, 1965년 일본 도

호쿠대학교에서 한국인으로는 최초로 고생물학 전공의 이학박사학위를 취득

하였다. 손치무가 그랬던 것처럼 김봉균도 학위 과정을 밟지 않고 논문을 

제출하여 박사학위를 받았다. 그의 학위논문이었던 “포항지구 제3기(마이오

세)의 층서학적 및 고생물학적 연구”에서 김봉균은 당시 포항지역에서 산

출되었던 유공충 화석을 일본의 유공충 생층서대와 대비하였고, 그 결과 이 

지역의 층서를 3개로 나누었다. 이후 김봉균은 유공충 외에도 연체동물, 완

족류, 식물과 척추동물에 이르기까지 점점 관심 분야를 넓혀 나갔다.259)

  김봉균과 함께 한국의 초기 고생물학 연구를 이끌었던 지질학자는 정창희

였다. 정창희와 김봉균은 일제강점기 평양 대동공업전문학교 시절부터 알고 

지냈던 오랜 친구였다. 홋카이도제국대학 지질광물학과에서 층서학을 전공

한 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강사를 거쳐 1952년부터 교수로 재직한 정창희

는 1968년 이후 약 30년 동안 방추충(紡錘蟲, Fusulinid) 화석 연구를 계속하

여, 국내 석탄 자원의 개발에 크게 이바지하였다.260)

  이처럼 1960년대 후반 들어 한국인 지질학자들에 의한 고생물학 연구가 

257) 최덕근, “故 김봉균 박사 회상록”, 
“KAST 한국과학기술한림원” http://m.kast.or.kr/(2019년 10월 28일 검색)  

258) 대한민국학술원, 『자연과학편 제7집 한국의 학술연구:지질과학』, 575.
259) Bong Kyun Kim, “The Stratigraphic and Paleontologic Studies on the 

Tertiary (Miocene) of the Pohang Area, Korea”, Seoul University Journal 
Science and Technology Series v. 15 (1965.7), 29-121. 김봉균은 1984년에 고생
물학회를 창립하고 초대 회장에 취임했다. 

260) 김정률, 『선구자들이 남긴 지질과학의 역사』, 206-2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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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격적으로 시작되었지만, 하부 고생대 층서에 관한 연구는 진전을 이루지 

못하고 있었다. 김봉균과 정창희의 예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당시까지의 

고생물 연구가 주로 유공충이나 방추충을 중심으로 이루어졌기 때문이었다. 

김봉균이 유공충을 연구한 포항지구는 신생대 제3기 퇴적층이 있는 곳이다. 

유공충은 지질시대 전 시대를 통해 번성했지만, 김봉균은 신생대에 번성했

던 유공충을 연구 대상으로 했던 셈이다. 반면 정창희가 연구했던 방추충은 

유공충의 한 종류로서 고생대 후기 석탄기와 페름기의 따뜻하고 얕은 바다

에서 크게 번성했다. 이는 정창희가 주로 고생대 후기 지층의 충서 확립을 

위해 연구했음을 의미한다. 김봉균이나 정창희와 같은 지질학자들이 신생대

와 상부 고생대 지층 연구를 이끌면서, 하부 고생대 지층에 관한 고생물학

적 지식은 고바야시가 확립한 내용에서 전혀 진척을 보지 못하고 있었다.

  따라서 일본인 학자뿐만 아니라 한국인 지질학자들도 두무골 셰일층에 대

한 고바야시의 해석을 오랫동안 받아들였다. 1961년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

사단에 의해 강원도 강릉, 삼척, 영월, 정선 지역과 충청북도 단양, 제천 등

에 대한 지질조사가 이루어지면서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가 활기를 찾은 듯

했지만, 정창희의 1969년 논문에는 두무골 셰일층이 트레마독세에 속한다는 

고바야시의 해석이 그대로 수용되어 있다. 정창희는 삼척탄전 지질을 구성

하는 조선계와 그 상부 평안계 지층에 대한 1960년부터 1968년 사이의 연구

를 종합한 1969년의 논문에서, 다른 층과는 달리 두무골 셰일층에 대해서만

은 새로운 내용을 추가하지 않았다. 정창희는 고바야시 이후로 두무골 셰일

층에서 하부 오르도비스기의 화석이 더는 보고되지 않았음을 그 이유로 제

시했다.

두무골 셰일층의 하부는 동점 규암에 의해 구분되고, 상부는 두위봉층의 회색석회암에 

의해 구분된다. 두무골 셰일층에서 발견되는 하부 오르도비스기 화석은 고바야시

(1930, 1934, 1945)와 시라기(1940)에 의해 보고되었다. 그 이후 더 이상 화석이 알려지

지 않았다.261)

새로운 화석이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기존의 층서를 수정할 필요가 없다

261) 鄭昌熙, “江原道 三陟炭田의 層序 및 古生物”, 『지질학회지』 5:1 (1969), 13-55 중 29. 
이 논문은 정창희의 홋카이도대학교 박사학위 논문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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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정창희의 말은, 기존의 해석을 수정하기 위해서는 한국 고생물학 연구 

지형을 바꿀 새로운 화석이 출현해야 함을 의미했다.

4.2.3 새로운 연구 재료의 등장–코노돈트 화석

1970년대와 1980년대를 통해 조선계의 층서 문제를 해결하는 데 중요한 역

할을 했던 화석은 코노돈트이다. 코노돈트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나타나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기에 멸

종할 때까지 약 3억 년 이상을 

지구의 얕은 바다에 서식했던 

작고 길쭉한 뱀장어 모양의 좌

우대칭 동물의 일부분이다. 코

노돈트 화석은 그림 4-3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주로 요소

(elements)라고 부르는 구조물 

형태로 발견된다. 요소는 인산

칼슘(calcium phosphate)으로 이

루어진 이빨 구조물들을 의미하

는데, 코노돈트 동물 머리 부분

에 일정한 조합을 이루어 박혀 

있었던 것으로 알려져 있다.

  고생대 화석 가운데 가장 흔

한 화석 중 하나인 코노돈트는 

1856년 발틱해 인근의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러시아

의 의사이자 발생학자, 해부학자, 생리학자였던 크리스티앙 하인리히 판더

(Christian Heinrich Pander, 1794-1865)가 처음 발견하여 기재하였다. 그 이

전까지 코노돈트는 전혀 알려지지 않았던 생물군이었다. 하지만 그로부터 

약 100년 후인 20세기 중반경이 되면 전 세계적으로 150개 이상의 코노돈트 

생층서대가 설정되기에 이르렀다.262)

그림 4-3. 코노돈트 화석. USGS(미국 지질조사소, 
U.S. Geological Survey)
http://pubs.usgs.gov/of/2006/10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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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코노돈트가 고생대 층서 연구에 있어서 필석, 완족동물, 삼엽충, 유공충과 

같은 전통적 표준화석들을 능가할 만큼 지배적 화석 그룹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데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다. 먼저 코노돈트는 분포 영역이 전 세

계적으로 넓고, 양적으로 풍부하게 산출된다. 북미 대륙에서 암석 1kg 중에 

20,000개체 이상이 발견된 적이 있을 정도라고 한다. 둘째, 단단한 인산칼슘 

성분으로 되어있어서 쉽게 변형되지 않기 때문에 보존율이 매우 높다는 점

을 들 수 있다. 셋째, 코노돈트는 암석으로부터 추출하기가 쉽다. 초산, 식

초, 아세트산 등과 같은 약한 유기산에 암석을 용해하기만 하면 쉽게 코노

돈트를 추출하여 실체를 확인할 수 있다. 코노돈트는 길이가 보통 200μ

m~5mm 정도이기 때문에 실체현미경으로도 관찰할 수 있다는 점도 코노돈

트 연구에 유리하게 작용한다. 코노돈트가 중요한 표준화석으로 자리 잡을 

수 있었던 또 다른 중요한 이유는 진화 속도가 빠르고 진화 계통이 뚜렷하

다는 점이다. 코노돈트 요소들은 원추형의 기공(基孔, basal cavity)을 인산칼

슘 부분이 감싸고 있는 모양을 하고 있는데, 인산칼슘 부분의 변형 상태에 

따라 단순원추형, 복합형, 단형(platform) 등 다양한 형태의 코노돈트가 만들

어진다.263) 이러한 이유들로 인해 코노돈트는 고생대를 연구하는 데 가장 유

망한(the most promising) 화석으로 여겨질 수 있었다.264)

4.2.4 코노돈트 연구의 국제적 네트워크 형성

처음 발견 당시 코노돈트는 고생물학자들의 주목을 크게 받지 못하다가, 

1920년대 말 코노돈트 화석이 각 지층 간의 생층서학적 상관관계를 밝히는 

데 이용될 수 있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비로소 고생물학자들의 관심을 끌

기 시작했다.265) 『고생물학회지(Journal of Paleontology)』에 최초로 오르도

262) Barry J. Cooper, “C.H. Pander's Introduction to Conodonts, 1856”, Episodes 
(2008), 433-436.

263) 이병수‧서광수, 『코노돈트 미고생물학』 (공주대학교 출판부, 2005), 11-12; Simon J. 
Knell, The Great Fossil Enigma: The Search for the Conodont Animal 
(Bloomington & Indianapolis: Indiana University Press, 2012), 122.

264) Raymond C. Moore et al., “Developments, Trends, and Outlooks in 
Paleontology”, Journal of Paleontology, 42:6 (1968.11), 1327-1377 중 1350.

265) 이병수‧서광수, 앞 책,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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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스기 코노돈트에 관한 짧은 보고서가 실렸던 1930년 이후로, 두 달에 한 

번씩 발행되는 이 저널에는 매회 코노돈트에 관한 논문이 최소한 한 편 이

상씩 실릴 정도로 1930년대 들어 코노돈트에 관한 관심이 급증하였다.266) 특

히 미국을 중심으로 코노돈트에 관한 관심이 증가하였는데, 이는 코노돈트 

화석 탐사를 통해 석유를 찾아내려는 미국 산업계의 실용적 요구와 무관하

지 않았다. 코노돈트는 바다에서 퇴적된 지층 속에서 발견되기 때문에, 코노

돈트가 함유된 지층 속에는 육성 퇴적암에 비해 석유부존 가능성이 더 크기 

때문이었다. 1920년대에 미국의 석유 산업가들은 석유 탐사를 위해 고미생

물학(古微生物學) 전문가들을 고용하기 시작했는데, 이를 계기로 미국에는 

여러 코노돈트 연구 그룹들이 형성되었다.267)

  미국의 연구 그룹은 미국 지질조사소를 시작으로, 미주리대학교(University 

of Missouri)와 일리노이대학교(University of Illinois at Urbana-Champaign)를 

중심으로 형성되었다. 먼저 1920년대에는 미국 지질조사소의 에드워드 울리

히(Edward Oscar Ulrich, 1857-1944)와 레이 바슬러(Ray Bassler, 1878-1961)

가 이끌던 워싱턴 연구팀이 미국 동부를 뒤덮고 있는 데본기와 하부 석탄기 

흑색 셰일(black shale) 속에서 대량의 코노돈트 요소 화석을 발견함으로써 

코노돈트의 생층서적 이용 가능성을 최초로 인식하였다. 울리히와 바슬러는 

고바야시가 1931-1934년 사이 미국에 머물 때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지질

학자들이다. 1930년대 초에는 미주리대학교의 에드워드 브랜슨(Edward B. 

Branson, 1877-1950)과 모리스 멜(Maurice G. Mehl, 1887-1966)이 공동으로 

코노돈트 연구 프로그램을 운영하기 시작했다. 이들은 데본기 코노돈트 우

르미엘라 엑스카바타(Wurmiella excavata) 기재(1933)를 시작으로 1951년까지 

약 20년 동안 다양한 데본기 코노돈트 화석을 기재함으로써 북아메리카의 

고생대 코노돈트에 관한 지식을 확장하였다. 일리노이대 연구팀을 이끌던 

해럴드 스콧(Harold Scott, 1906-1998)과 헤르만 슈미트(Hermann Schmidt, 

1892-1978)는 1934년에 석탄기 코노돈트 연구를 통해 그동안 독립적이라고 

266) Journal of Paleontology는 미국 고생물학회(Paleontological Society)에서 발행하
는 저널로, 2달에 한 번씩 발행된다. 1927년부터 발행되기 시작하여 현재까지 발행되고 
있다. 1927년부터 2000년 사이에 이 저널에는 코노돈트 관련 논문이 모두 415편이 실
렸다고 한다. Walter C. Sweet and Philip C. J. Donoghue, “Conodonts: Past, 
Present, Future”, Journal of Paleontology 75:6 (2001), 1174–1184 중 1174.

267) Simon J. Knell, 앞 책, 35-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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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겼던 코노돈트 개체 요소들이 사실은 무리(cluster)를 이룬다는 것을 알아

내어, 여러 요소가 모여 특정한 기능을 수행하는 기구(skeletal apparatus)의 

개념이 도입되는 데 공헌하였다. 이후 영국의 지질학자 프랭크 로즈(Frank 

Rhodes, 1926-  )가 일리노이 팀에 합류하고, 유럽에서 코노돈트 연구자들이 

로즈와 다시 결합하면서 일리노이대학교는 1940년대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

을 형성하였다. 이처럼 1940년대까지 세계 코노돈트 연구는 미국이 주도하

고 있었다.268)

  1950년대가 되면서 미국 중심이었던 코노돈트 연구는 유럽으로 확대되었

고, 코노돈트는 국제적인 연구 소재가 되었다. 독일 마르부르크대학교

(Philipps-Universität Marburg)의 하인즈 베크만(Heinz Beckmann, 1919(추

정)-1999)이 1949년에 독일에서는 최초로 코노돈트의 층서학적 가치를 알아

본 이후, 독일과 스웨덴의 고생물학자들은 암석학적으로 잘 세분되어 있던 

기존의 층서에 코노돈트 생층서를 결합하기 시작했다. 베크만이 이끌던 마

르부르크대학교 연구팀은 독일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을 형성하고 있었고, 

스웨덴 룬드대학교(Lunds universitet)의 코노돈트 연구는 모리츠 린드스트롬

(Maurits Lindström, 1932-2009)이 이끌고 있었다. 린드스트롬은 주로 오르도

비스기 코노돈트 연구를 통해 코노돈트 화석군의 분류 체계를 확립하고 코

노돈트 진화 계통을 정리하는 데 크게 공헌했다. 새로운 코노돈트 연구 공

동체들이 등장하면서 미국의 지질조사소, 미주리대학교, 일리노이대학교를 

중심으로 이루어지던 코노돈트 연구 시대는 끝이 나고, 코노돈트 연구의 중

심은 독일의 마르부르크대학교, 스웨덴의 룬드대학교, 미국의 아이오와대학

교(University of Iowa)와 오하이오주립대학교(Ohio State University) 등으로 

확장되었다.269)

  1950년대 중반에는 또 하나의 코노돈트 연구 중심지가 등장했다. 바로 독

일의 본대학교(Rheinische Friedrich-Wilhelms-Universität Bonn)였다. 본대학

교에서 코노돈트 연구를 이끈 새로운 세대의 고생물학자는 클라우스 뮐러였

268) 코노돈트 초기 연구사는 같은 책, 37-114; Walter C. Sweet and Philip C. J. 
Donoghue, 앞 책, 1174–1175; 이병수‧서광수, 『코노돈트 미고생물학』, 13-14를 참조
하였음.

269) Simon J. Knell, 앞 책, 117-136. 일리노이에 있던 프랭크 로즈가 영국으로 돌아가 
있던 약 10년(1956-1968) 동안 영국에도 코노돈트 연구 그룹들이 생기기 시작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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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베를린 자유대학교(Freien Universität Berlin)와 튀빙겐대학교(Universität 
Tübingen)에서 지질학과 고생물학을 공부한 뮐러의 박사학위 논문 소재는 

상부 데본기 두족류였다. 졸업 후 1954년 서베를린공과대학교(Technishe 

Universität Berlin-Charlottenburg)에 자리를 잡은 뮐러는, 자신의 박사 논문 

준비 과정에서 남은 석회암을 아세트산에 녹여보았고, 그 속에서 수백 개의 

코노돈트 화석을 발견하게 된다.270)

  뮐러는 1955년에 휴직을 하고, 미국과학아카데미(National Academy of 

Science)의 장학금을 받아 1950년대 이후 미국 코노돈트 연구의 새로운 중심

지로 떠오르고 있던 아이오와대학교에서 연구하게 된다. 당시 아이오와대학

교에는 코노돈트 연구의 권위자였던 밀러(A. K. Miller, 1906-1986)와 윌리엄 

매디슨 퍼니쉬(William Madison Furnish, 1912-2007)271)가 있었다. 밀러는 

1930년대 미주리 연구팀을 이끌던 브랜슨의 제자였고, 퍼니쉬는 밀러의 학

생이었다. 20세기 중반에 가장 영향력 있던 아이오와 코노돈트 연구팀과 협

력하면서 뮐러는 자신의 연구 분야를 두족류에서 데본기 코노돈트로 바꾸었

고, 1956년에 자신의 첫 코노돈트 비평 논문을 발표하였다. 이 논문에서 뮐

러는 코노돈트 요소들의 진화 속도가 상당히 빠르므로 요소들만 가지고서도 

충분히 코노돈트 생층서대를 밝힐 수 있다고 주장했다.272)

  뮐러가 코노돈트 연구를 통해 무엇을 얻고자 했는지는 그의 1956년 첫 논

문에서 확인할 수 있다. 뮐러는 자신의 첫 코노돈트 논문에 아래와 같은 서

문을 남겼다.

고생대와 초기 중생대 일부 지역에 있는 코노돈트에 대한 우리의 지식은 지리적으로 

상당히 제한되어 있는데, 이는 대부분의 대륙에서 코노돈트가 아직 실질적으로 연구되

270) 같은 책, 143.
271) 퍼니쉬에 대해서는 아이오와대학교 홈페이지

https://fossils.its.uiowa.edu/paleo/Collectors/Furnish.html에서 검색(2020.01.18. 
검색). 퍼니쉬는 William M. Furnish, “Conodonts from the Prairie Du Chien 
Beds of the Upper Mississippi Valley”, Journal of Paleontology 12:4 (1938), 
318-340에서 하부 오르도비스기의 코노돈트를 기재한 것을 시작으로 코노돈트 연구를 
시작했다.

272) Klaus J. Müller, “Taxonomy, Nomenclature, Orientation, and Stratigraphic 
Evaluation of Conodonts”, Journal of Paleontology 30:6 (1956. 11), 1324-1340 
중 13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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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못했기 때문이다. 또한 코노돈트는 계통분류학(systematics)적으로 발전의 가능성이 

많이 남아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르도비스기, 데본기, 미시시피기273) 그리고 펜

실베이니아기에선 지식 현황이 많이 진전되어, 생연대학과 층서학에 적용하는 것을 시

도해 볼 수 있다. 현재까지 이러한 가능성은 거의 이용되지 못했다. 코노돈트에 유일

하게 의존한 경우는 다른 화석들이 부족하거나 결정적이지 못할 때 뿐이었다. 층서학

에서의 코노돈트의 가능성과 한계에 관한 나의 평론문은 표준화석으로서 코노돈트의 

가치를 확립하는 데 도움을 줄 것이다.274)

이를 통해 알 수 있는 뮐러의 구상은 전 지구적으로 여러 대륙에서 코노돈

트를 실질적으로 연구하여, 코노돈트의 진화 과정을 알아내고, 이를 통해 코

노돈트를 표준화석(index fossils)으로 자리매김하는 것이었다고 할 수 있다. 

뮐러는 코노돈트를 둘러싼 계통분류학적, 진화적, 고생물학적 질문들에 답하

기 위해 최초로 SEM(주사(走査)전자현미경, Scanning Electron Microscope)을 

사용했고, 이를 이용해 코노돈트의 생장이나 미세구조, 미세형태 등을 비교

연구 할 수 있었다.275)

  뮐러는 1956년의 데본기 코노돈트 기재를 시작으로 코노돈트 연구에 뛰어

들었지만, 그의 연구 주제는 곧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로 바뀌었다. 그가 미국

에서 독일로 돌아갔을 때는 독일의 마르부르크대학의 하인즈 베크만을 중심

으로 고생대 코노돈트 연구팀이 이미 꾸려져 있는 상태였다. 당시에 베크만

은 독일의 데본기와 하부 석탄기 코노돈트를 연구하고 있었고, 베크만의 제

자였던 고생물학자 빌리 지글러(Willi Ziegler, 1929-2002)는 데본기 코노돈트

를, 오토 발리서(Otto H. Walliser, 1928-2010)는 실루리아기 코노돈트를 연구

하고 있었다. 데본기와 실루리아기 연구를 할 수 없었던 뮐러는 당시 대부

분 코노돈트 연구자들의 주목을 받지 못했던 시대이자 하부 고생대 지층의 

가장 아래쪽을 차지하는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연구를 선택했다.276)

  곧 뮐러는 캄브리아기에서 주목할 만한 발견을 이어갔다. 뮐러는 스웨덴

273) 미시시피기는 고생대 석탄기의 하부를 의미하고, 펜실베니아기는 석탄기의 상부를 의
미한다.

274) Klaus J. Müller, “Taxonomy, Nomenclature, Orientation, and Stratigraphic 
Evaluation of Conodonts”, 1324.

275) R. J. Aldridge, M. A. Purnell and A. Thomas eds., “Pander Society 
Newsletter”, n.35 (2003.6), 1.

276) Simon J. Knell, 앞 책, 143-1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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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독일 북부에서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를 채집하기 시작하여, 1959년경에는 

약 2,800개 정도의 표본을 수집했다. 이를 바탕으로 그는 1959년에 “캄브리

아기 코노돈트”라는 제목의 논문을 발표하면서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연구 

분야를 개척해 나갔다.277) 마르부르크대학팀이 실루리아기와 데본기, 하부 

석탄기 코노돈트를 연구하고, 룬드대학팀이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를 연구

하는 동안, 뮐러는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라는 미개척지의 윤곽을 밝혀내고 

있었던 것이다. 다음 해인 1960년에 본대학교로 자리를 옮긴 뮐러는 본대학

교를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다.278)

 

4.2.5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와의 결합

뮐러의 코노돈트 연구는 전 세계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한 교육(teaching) 

및 연구 컬렉션에 기반을 두고 이루어졌다. 다시 말해 뮐러의 코노돈트 연

구는 다양한 지역의 연구자들과 협업하거나 다양한 지역에서 제자를 받아들

이는 방식으로 이루어졌다. 하지만 1960년대 초까지도 코노돈트 연구는 북

아메리카 대륙과 유럽을 중심으로 이루어지고 있었다.279)

  그런 뮐러에게 아시아의 코노돈트 화석을 연구할 기회가 찾아왔다. 본대

학교에서 고생대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를 연구하던 뮐러는 1964년에 일본을 

방문하게 된다. 도쿄대학교 등에서 용해 처리 기술(etching technique)을 시

연하던 뮐러는 일본의 후기 고생대와 트라이아스기 석회암을 15% 아세트산

에 용해할 기회를 얻게 되었고, 이들 석회암 속에 하부 트라이아스기와 하

부 석탄기의 코노돈트 화석이 들어있다는 것을 알아냈다.280)

  아시아 지역에서도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된다는 것을 알게 된 뮐러는 당

시에 도쿄대학교 지질학과에 있던 고바야시로부터 코노돈트 분석을 위한 표

277) Klaus J. Müller, “Kambrische Conodonten”, Zeitschrift der Deutschen 
Geologischen Gesellschaft Band 111 (1959), 434-485

278) 1960년대 말 이후 러시아와 인디아에도 코노돈트 연구 그룹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Simon J. Knell, 앞 책, 148-151.

279) R. J. Aldridge, M. A. Purnell and A. Thomas eds., 앞 논문, 1.
280) Klaus J. Müller, “Short Note: 12. Discovery of Conodonts and Horothurian 

Sclerites in Japan”, 『日本古生物学會報告・紀事 新編』 v.55 (1964), 2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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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들을 얻었다. 당시 도쿄대학교에는 1940년에 시라기가 태백산 분지 탄전 

조사 작업 중 삼척군 상장면 혈리 부근에서 채집해 놓았던 하부 오르도비스

기 석회암 표본이 있었는데, 고바야시가 이 표본에서 코노돈트를 추출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던 것이다. 사실 뮐러와 고바야시 두 사람은 그 이전부

터 교류가 있었던 것으로 보인다. 뮐러의 방문 전해인 1963년 3월 고바야시

가 자신의 석회암 표본에 대해 다음과 같은 편지를 뮐러에게 보냈기 때문이

다.281)

채집품은 이 지역의 석탄 측량을 위해 지질학적 조사를 하던 시라기의 조수가 한 것

입니다. 칼비넬라 속의 어떤 종(Calvinella sp.indet.)이 이 지역과 관계된 유일한 것인

데, 나는 식별을 잠정적으로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중략)...삼엽충을 가지고는 연대

를 확실히 결정할 수가 없었습니다. 1939년에 요시무라와 함께 장고리를 통해 지나

쳐 간 것이 마지막이었습니다. 나는 이 지역을 탐색할 시간을 충분히 갖지 못했습니

다.282)

  베를린으로 돌아간 뮐러는 고바야시로부터 받은 석회암 표본을 용해 처리

하였고, 그 속에서 7속 8종의 코노돈트 화석을 발견하게 된다. 화석들은 모

두 캄브리아기에서 초기 오르도비스기에 해당하는 화석들이었다. 그는 “한

국의 전기 오르도비스기 지층 속의 코노돈트는 북아메리카 동부나 유럽에서 

발견된 것과 비슷하며, 따라서 대륙 간 지층을 대비하기에 완벽한 재료이다. 

이것은 동아시아 고생대 코노돈트에 대한 최초의 증거이다.”라고 평가했다. 

비록 야외 현장에 대한 답사 없이 수행되었지만, 뮐러는 자신의 연구결과를 

“남한의 하부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라는 제목의 논문으로 출판하였다. 

바로 이것이 한국의 코노돈트를 다룬 최초의 논문이었다.283)

  뮐러가 다녀갔던 1964년을 기점으로 일본에서는 코노돈트 연구가 활발하

게 이루어지기 시작했다.284) 1960년대 이전까지 일본의 고생물 연구는 주로 

281) Klaus J. Müller, “Conodonten aus dem Unteren Ordovizium von Südkorea”, 
Neues Jahrbuch für Geologie und Paläontologie Abhandlungen 119 (1964), 
93-102 중 94.

282) 같은 논문, 95.
283) 같은 논문, 93.
284) Tatsuro Matsumoto, Takashi Hamada, Hiroshi Ujiie and Yokichi Takayanagi 

eds., “A Concise History of Palaeontology in Japan”, Transactions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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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공충에 집중되어 있었지만, 일본의 고생물학자들은 연구 대상을 돌말, 화

분, 산호, 방산충(放散蟲, Radiolarians), 개형류(介形類, Ostracodes) 등으로 

점차 확대하고 있었다. 이런 분위기 속에서 코노돈트를 연구하는 전문가들

도 생겨났다.285) 그 후 10년이 지나지 않아 일본 각지에서는 고생대 실루리

아기, 석탄기, 페름기, 그리고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의 코노돈트 화석들이 발

견되었고, 매우 세분된 생층서대를 가지고 있던 코노돈트 화석은 이전에 다

소 모호했던 세부 층서들을 확립하는 데 큰 역할을 했다. 도쿄대학교의 고

바야시는 당시 일본 고생물학회 회장으로서 코노돈트를 재료로 하는 새로운 

연구 경향에 대해 잘 알고 있었고, 자신의 후배 연구자들이 코노돈트 화석

을 바탕으로 전개한 생층서학적 연구를 적극 지지해주고 있었다.286)

  일본의 코노돈트 연구는 미국이나 독일과 긴밀한 관계를 맺으면서 진행되

었다. 일본에서 코노돈트 연구를 처음 시작한 지질학자는 히사요시 이고(猪
鄕久義)이다. 히사요시는 1962년에 미국 일리노이 주립지질조사소에서 근무

할 때, 그곳에서 당시 정력적으로 코노돈트 연구를 하고 있던 지질학자 찰

스 콜린슨(Charles Collinson, 1923-2011)을 만나면서 코노돈트 연구에 뛰어들

게 되었다. 미국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지였던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박사학위

를 받은 콜린슨은 고생대 초기 석탄기(the Pennsylvanian) 생층서 연구에 최

초로 코노돈트를 이용하기 시작했던 지질학자들 중 한 명이다.287)

  히사요시 이고가 주로 미국과 관련을 맺으며 연구를 진행했다면, 교토대

Proceedings of the Palaeontological Society of Japan New Series No. 100 
Supplement (1976.6), 15.

285) Raymond C. Moore 등, 앞 논문, 1341. 대륙별, 화석별로 고생물학 연구 현황을 다
룬 이 논문에는 약 50여 명의 고생물학자가 참여했다. 아시아에서는 유일하게 고바야시
가 참여했기 때문에, 일본의 지질학 상황에 관한 내용은 고바야시가 작성했을 것으로 
생각된다.

286) 히사요시 이고는 Hisayoshi Igo and Toshio Koike, “Carboniferous Conodonts 
from the Omi Limestone, Niigata Prefecture, Central Japan”,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Japan n.53 (1964.4), 179-193; 
Hisayoshi Igo and Toshio Koike, “Carboniferous Conodonts from Yobara, 
Akiyosi Limestone, Japan”, Transactions and Proceedings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Japan, n.59 (1965.9), 83-91; 猪鄕久義, “新しい標準化石-コノドント
-(Conodonts, as a new Index Fossil in Japan)”, 『地學雜誌』 81:3 (1972), 12-21 등
의 논문에서 고바야시가 자신들을 적극 지지해주었다고 밝히고 있다.

287) Hisayoshi Igo and Toshio Koike, “Carboniferous Conodonts from the Omi 
Limestone, Niigata Prefecture, Central Japan”, 17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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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교의 노가미 야스오(野上裕生)는 클라우스 뮐러와 오랫동안 함께 연구했

다. 노가미가 처음 관심을 가졌던 화석은 유공충의 일부인 방추충이었다. 

1958년부터 1964년까지 방추충에 관한 논문을 발표하던 노가미는 1966년부

터 코노돈트에 관한 논문들을 발표하기 시작했다. 그 대표적인 것이 1966년

과 1967년에 발표한 “중국의 캄브리아기 코노돈트”였다.288) 이 논문에서 

노가미는 북중국 랴오닝성 인근의 상부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코노돈트 17속 

36종을 기재하였는데, 그중에는 신종도 4종 있었다. 노가미는 중국 캄브리아 

코노돈트에 관한 논문을 출판한 것을 계기로 뮐러와 함께 캄브리아기 코노

돈트 연구를 계속해 나갔다. 특히 중국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연구의 전문가

였다는 점, 슬라이드와 사진 준비에 뛰어난 기술을 가졌다는 점 때문에 노

가미는 뮐러와 핵심적으로 협력하는 연구자가 되었다.289)

  클라우스 뮐러, 모리츠 린드스트롬 등 1960년대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에 

있던 연구자들은 코노돈트의 생층서학적 유용성에 관한 정보를 교환하고 코

노돈트 생층서대를 정립하기 위해 1969년에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심포지

엄을 개최하고, 이때 발표된 논문 15개를 묶어 『코노돈트 생층서학에 관한 

심포지엄(Symposium on Conodont Biostratigraphy)』을 출판했다. 당시까지의 

코노돈트 생층서대 연구가 종합되어 있는 이 책의 첫 논문은 클라우스 뮐러

가 쓴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동물상(Cambrian Conodont Faunas)이었다. 이 

논문에서 뮐러는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생층서대를 종합적으로 정리했는데, 

이때 이용된 코노돈트 화석은 모두 뮐러와 노가미 두 사람이 기재한 것들이

었다. 클라우스 뮐러와 노가미 야스오는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

에 있었던 것이다.290)

  1964년에 일본을 방문했던 뮐러는 김옥준의 초청으로 1967년 한국을 방문

288) Nogami Yasuo, “Kambrische Conodonten von China, Teil 1: Conodonten 
aus den Oberkambrischen Kusan-Schichten”, Kyoto University College of 
Science Memoirs, Series B, 32:4 (1966), 351-367; Nogami Yasuo, “Kambrische 
Conodonten von China, Teil 2: Conodonten aus den hoch Oberkambrischen 
Yencho-Schichten”, Kyoto University College of Science Memoirs, Series B, 
33:4 (1967), 211-219. 

289)  R. J. Aldridge, M. A. Purnell and A. Thomas, 앞 논문, 2.
290) Klaus J. Müller, “Cambrian Conodont Faunas”, Walter C. Sweet and Stig M. 

Bergström eds., Symposium on Conodont Biostratigraphy, 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Inc. Memoir 127호 (1971), 5-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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했는데, 이는 한국에서 코노돈트 연구가 시작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되었다. 

뮐러가 1967년에 한국을 방문했다는 공식적인 기록은 없지만, 1965년에 연

세대학교 지질학과에 입학했던 이하영의 제자 이종덕은 자신이 3학년이었을 

때 그가 한국을 방문했다고 기억하고 있다.291) 일본 방문을 통해 한국에 코

노돈트 화석이 산출되는 하부 고생대 지층이 있음을 알게 되었던 뮐러는 김

옥준을 만나 고생물학을 전공하는 젊은 과학자 한 명을 자신이 근무하고 있

던 본대학교에서 연구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약속했다. 이에 김옥준 등 원

로 지질학자들은 막 석사학위를 마친 젊은 지질학자 이하영을 추천하게 된

다. 이하영은 1959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를 졸업하고, 김옥준이 소장으로 

있던 상공부 중앙지질광물연구소에서 촉탁으로 일했으며, 1961에는 태백산

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에도 참여했다. 그는 1962년부터 서울대학교 지질학

과에서 석사 과정을 밟았는데, 그의 지도교수는 방추충 연구를 주도했던 1

세대 지질학자 정창희였다. 이하영의 석사학위 논문 주제가 ‘경상북도 봉

화지역에 분포하는 묘곡층의 층서’였던 것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이하영

의 초기 관심은 중생대 지층의 층서와 지각변동의 시기를 규명하는 데 있었

다.292) 하지만 독일 훔볼트 장학생으로 선발되어 1967년 8월부터 1969년 7월

까지 독일에서 뮐러 교수의 지도를 받으며 객원 연구원으로서 연구하는 동

안 이하영의 연구 주제는 완전히 달라졌고, 코노돈트는 그의 평생 연구 주

제가 되었다.293)

  이하영은 약 2년간의 연구 끝에 한국의 하부 고생대 지층에서 산출되는 

코노돈트 화석에 관한 자신의 첫 번째 논문 “한국 조선계(하부 오르도비스

기)의 코노돈트”(1970)를 독일 전문 학술지에 게재하게 된다. 뮐러의 1964

년 조사를 통해서는 하부 고생대 조선계의 지층을 유럽의 기본형들과 정확

하게 대비할 수 없었다는 문제의식으로부터 출발한 이하영은, 뮐러가 한국

291) 지질학자 이종덕은 뮐러의 강연회에도 참석했었다고 회고했다.(이종덕 인터뷰, 2020
년 1월 22일 실시) 이종덕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에서 1971년에 동점지역 대석회암통
의 층서 연구로 석사학위, 1984년에 영월 지역 상부 석탄계 코노돈트 화석 연구로 박
사학위를 받은 후 전북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에서 고생물학을 가르치다가 정년퇴직하였
다.

292) 이하영, “卯谷層(後大同系~先慶尙系)의 層序와 所謂大實運動의 時期에 關하여”, (서
울대학교 석사학위 논문, 1966). 묘곡층은 중생대 쥐라기 말엽에 퇴적된 지층이다.

293) 이하영, “지질학에서 코노돈트 연구로-화석 연구의 외길”, 『과학동아』 3(12) (1988), 
128-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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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방문했을 때 직접 채집해갔던 표본을 다시 면밀하게 분석하여 코노돈트 

15속 32종을 기재했다. 특히 이하영은 이 논문에서 새로운 코노돈트 속(屬)

인 세라토그나투스(Serratognathus)를 발견하여 기재한 것으로 유명하다.294)

  1966년부터 클라우스 뮐러와 협업을 계속하고 있던 노가미는 이하영이 이 

논문을 쓰는 동안 뮐러의 주선으로 이하영과 연결되었다. 이 논문을 쓸 때 

이하영은 노가미에게서 평양 남쪽 황주군 만달층(겸이포 지역)의 석회암에서 

채취한 코노돈트 화석을 받았는데, 이 코노돈트는 일제강점기에 나카무라가 

북한에서 채취한 석회암을 노가미가 용해 처리하여 얻은 화석이었다. 이하

영은 뮐러가 정선, 삼척, 영월 인근에서 채취한 코노돈트를 기재하면서 만달

산층에 있던 중·하부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 3속 9종도 함께 기재하였

다.295)

  1970년의 이 논문에서 이하영은 처음으로 고바야시의 층서 해석에 문제를 

제기했다. 그는 한국의 조선계에 관한 기본적인 층서학적 지식이 고바야시

에게서 기원했음을 인정하면서도, 그의 층서 해석은 분명 잘못되었다고 보

았다. 이 연구에서 이하영이 기재한 대부분의 코노돈트는 두무골 셰일층에 

포함되어 있었다. 그런데 이하영이 보기에 두무골 셰일층이 트레마독세라고 

정리했던 고바야시와 생각과는 달리 두무골 셰일층의 코노돈트는 유럽과 아

메리카대륙의 아레니그세에 대비되었다. 내용이 다소 길지만 이하영의 주장

을 그대로 옮기면 다음과 같다.

본 연구의 대부분의 코노돈트는 두무골 셰일층에 있었다. 이 층은 두 화석 지대로 구

성된다. 아래층은 아사펠루스(Asaphellus), 윗층은 프로토플리옵시스(Protopliopsis(고바

야시, 1966))이다. 이러한 동물상(fauna) 때문에 그(고바야시)는 두무골 셰일층을 트레

마독세로 분류했다......(그러나) 두무골 셰일층의 코노돈트는 고바야시가 트레마독세로 

제안한 것과 대비가 맞지 않다. 오르도비스기에 관한 기존의 연구결과에 의하면, 트레

마독세는 오네오토두스 바리아빌리스(Oneotodus variabilis), 아칸토두스(Acanthodus), 

울리코디나(Ulrichodina)와 같은 단순한 코노돈트와 더불어 코르딜로두스 앙굴라투스

294) Ha-Young Lee, “Conodonten aus der Chosen-Gruppe (Unteres Ordovizium) 
von Korea”, Neues Jahrbuch für Geologie und Paläontologie 136:3 (1970.1), 
303-344.

295) 같은 논문, 304-332. 만달산층에서 기재한 코노돈트는 드레파노두스(Drepanodus) 
속 4종, 오이스토두스(Oistodus) 속 2종, 파토두스(Paltodus) 속 3종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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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rdylodus angulatus), 코르딜로두스 로툰다투스(Cordylodus rotundatus(Lindström 

1954, 1960, 1964)), 록소두스 브란소니(Loxodus bransoni(Furnish 1938, Sando 1958, 

Lindstrom 1964, Mound 1968))와 조소노디나 베르위르티(Chosonodina berwrthi(Muller 

1964, Mound 1968))와 같은 전형적인 형태만이 발견된다.... 하지만 이 모든 형태들은 

두무골 셰일층의 현재 동물상에서는 발견되지 않는다. 대신 아레니그세의 전형적인 종

들을 포함하고 있다. 오이스토두스 트리안구아리스(Oistodus trianguaris), 스칸도두스 

퍼니쉬(Scandodus furnishi), 스콜로도푸스 슈도쿼드라투스(Scolopodus pseudoquadratus), 

스콜로포두스 렉스(Scolopodus rex) 그리고 스파토그나토두스 속의 종( 

Spathognathodus sp.cf.nov.sp(Lindstrom 1960)), 특히 두무골 셰일층에서 가장 흔하게 

발견되는 스콜로포두스 렉스(Scolopodus rex)는 아레니그세에서만 발견된다.296)

이하영의 첫 코노돈트 논문은 자신이 직접 야외조사를 통해서 얻은 화석이 

아니라 뮐러와 나카무라가 채집한 표본을 분석했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었

다. 하지만 이하영은 이 연구를 통해 조선계 세부 층서에 문제가 있음을 분

명하게 인지하게 되었다. 

4.2.6 코노돈트를 이용한 두무골 셰일층 연구와 일제강점기 지식의 

수정

코노돈트 화석은 이하영이 독일에서 돌아온 1970년 이후부터 조선계의 층서

를 확립하는 데 적극적으로 이용되기 시작했다. 한국으로 돌아온 이하영은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조교수가 되었고, 이후 한국 코노돈트 연구는 이하영

과 그의 제자들이 주도해나가게 된다. 이하영과 그의 제자들로 구성된 연세

대학교 연구팀은 2,000년까지 거의 60편에 달하는 코노돈트 논문을 발표했

을 정도로 한국 고생대 연구에서 두각을 나타냈다.297) 

  코노돈트라는 새로운 연구 재료의 등장은 태백산 분지의 하부 고생대 지

층 연구를 그 이전까지와는 다른 방향에서 접근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이

는 코노돈트 화석을 이용해 조선계의 세부 층서를 확립할 수 있을지도 모른

다는 기대감으로 이어졌다. 당시 동아일보에는 이러한 기대함을 확인해 볼 

296) 같은 글, 306-308.
297) 이하영·이병수·서광수·이종덕 편, 『남한 조선계(전기 고생대)의 코노돈트 생층서: 고 

이하영 교수 10주기 추모 논문』, 『한국고생물학회지 특별호』 6 (2004),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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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 있는 기사가 등장하기도 했다.

이 지역(대석회암통)에 대한 조사 역시 일본인들이 오래 전에 행한 것을 기초로 약간

의 수정을 가한 것과 해방 후 우리 학자들에 의한 연구가 대립상태여서 어느 것도 

정설로 여겨지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이번 연구는 이 지역에 대한 층서 이론을 

확립하고 층서와 광상성인(鑛床成因)과의 관련성을 밝혀 전 국토에 대한 광물부존을 

예측가능케 한다.......이를 위해서 이제까지와는 전혀 다른 광역 조사를 시도, 지질구

조, 광상, 암석층서, 고생물 등의 분야로 나누고 특히 층서 결정에서 국제표준지역과

의 대비에 더 없이 좋다는 화석 코노돈트를 사용하고 있다.298) 

이하영은 1987년에 『한국의 고생물』이라는 책에서 1970년대 초를 회고하

면서, “어떤 종류의 화석도 산출된 바 없는 정선 지역의 조선계에서도 (코

노돈트 화석이) 얻어지고 있어 앞으로의 고생대 층서 연구에 크게 활용” 

될 수 있을 것이라는 믿음으로 이어졌다고 당시의 분위기를 기록했다.299)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이하영과 그의 제자 이종덕은 1971년 강원도 삼척

군 동점리 대석회암통에서 연구를 시작했다. 동점 구역은 고바야시가 최초

로 하부 고생대를 연구한 지역으로서 하부 고생대의 표준층서 지역(time 

locality)으로 여겨지는 곳이었다. 이하영은 1970년 한국인 최초로 코노돈트

를 이용한 논문을 쓸 때는 샘플링을 직접 하지 않았지만, 이번에는 이종덕

과 함께 코노돈트 화석을 직접 채집했다. 예상대로 동점에서는 많은 코노돈

트 화석이 분리되었다. 이하영과 이종덕은 화절, 두무골, 막골, 그리고 두위

봉에서 직접 채취한 샘플에서 164개의 코노돈트를 식별했고, 이를 유럽과 

북미의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 생층서와 대비하여 보았다.300)

  그 결과 이들은 두무골 셰일층에 대한 고바야시의 기존 해석이 틀렸음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었다. 이하영과 이종덕에 의하면 두무골 셰일층에서

는 오르도비스기의 최하부 트레마독세를 지시하는 표준화석이 전혀 나타나

지 않았다. 이하영 등은 트레마독세와 아레니그세에 걸쳐 산출되는 화석이 

2종, 아레니그세에서만 보고된 코노돈트가 6종이라는 점을 근거로, 두무골 

298) “江原 五千km2 層序·鑛物 조사”, 동아일보 (1970. 4. 9), 6면
299) 이하영, 『한국의 古生物』 (민음사, 1987), 16.
300) 이하영‧이종덕, “江原道 三涉郡 銅店附近에 分布된 石灰岩統의 Conodont 化石群과 

그의 層序學的 意義”, 지질학회지 7:2 (1971), 89-1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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셰일층의 화석군이 아레니그세를 강하게 지시한다고 주장하였다.301)

  이하영과 이종덕의 해석은 김옥준과 같은 원로 지질학자에 의해 바로 수

용되었던 것으로 보인다. 당시에 연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였던 김옥준, 이

대성, 윤석규는 곧이어 이하영과 함께 코노돈트 화석을 이용해 대석회암통

의 층서와 시대를 규명하기 위한 연구를 시작했다. 주로 김옥준과 이하영이 

주도하고 연세대학교 지질학과의 연구원, 대학원 학생, 4학년 학생들이 동원

된 이 연구를 통해 이들은 대석회암통이 있는 태백산 분지의 5개 퇴적상의 

코노돈트 화석 26속 66종을 동정하여, 두위봉형 조선계 중 두무골층이 아레

니그세에 해당한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하고 표 4-1이 보여주는 것처럼 

기존 층서를 수정했다.302)

Europe
大石灰岩統(三陟銅店)

北美
Kobayashi(1935, 1966) 이하영 외(1971)

오
오
도
비
스
系

Ashgilian

未        定
Cincinnatian

카라독세
(Caradocian)

斗圍峰石灰岩層 Mohawkian

란데일리아세
(Llandeilian)

織雲山셰일層
莫골石灰岩層 Chazyan

란비르니아세
(Llanvirnian)

莫골石灰岩層
아레니그세
(Arenigian)

斗務골셰일層
Canadian

(트레마독세)
Tremadocian

斗務골셰일層 ?銅店珪岩層

上部캠브리아系 花折層 花折層 上部캠브리아

표 4-1. 대석회암통의 층서대비, 김옥준‧이하영․이대성․윤석규, “南韓 大石灰岩統의 層
序와 地質構造”, 85.

  해방 이전에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한반도에서 수집했던 표본 자료들을 종

합하여 1967년까지도 단독 혹은 공동으로 논문을 계속 출판했을 정도로 한

반도 지질학에 지속적 관심을 가졌던 고바야시는 두무골 셰일층에 대한 이

301) 같은 논문, 89-101.
302) 김옥준‧이하영․이대성․윤석규, “南韓 大石灰岩統의 層序와 地質構造”, 81-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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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영의 주장에 즉각적인 반응을 보였다. 고바야시의 주장은 삼엽충 화석의 

층서와 코노돈트 화석의 층서가 사실은 서로 다르지 않다는 것이었다. 그는 

먼저 두무골 셰일층이 유럽과 북미의 아레니그세를 지시하는 코노돈트를 포

함하고 있다는 이하영의 주장에 동의했다. 다음으로 고바야시는 당시까지 

코노돈트 지층과 삼엽충 지층 사이의 층서 관계를 비교하는 연구가 없었음

을 지적하면서, 코노돈트와 삼엽충의 지시 연대를 대비해 나갔다. 고바야시

에 의하면 두무골 셰일층에서 트레마독세에서부터 아레니그세에 걸쳐 산출

되는 코노돈트 화석이 2종이 있다는 사실은 오히려 삼척 동점 지역에 트레

마독세가 있음을 확인시켜 준다고 볼 수 있었다.303)

  고바야시는 뒤이어 출판된 다른 논문에서도 같은 주장을 되풀이했다. 그

는 한반도의 지질시대 연구 역사를 정리한 논문에서 두무골 셰일층 내에서 

아레니그세를 지시하는 범위는 매우 적고 오히려 대부분의 코노돈트 화석이 

트레마독세를 지시한다고 주장했다.

코노돈트와 대형화석(삼엽충을 의미)과의 시대론 상의 차이로서 두무동 혈암(두무골 

셰일층을 의미)을 아레니그세라고 하는 설이 있다. 이 의문에 관해서는 동점리의 섹션 

중에서 코노돈트 채집 자료의 위치를 명기한 보고를 이하영(1975)이 하여 코노돈트가 

아레니그세를 나타내는 것은 두무동혈암 180m의 최상부의 1/10의 범위로, 그 외는 토

레마독세로 보아도 무방하다는 것을 판명하였다.304) 

  이하영과 고바야시의 대립되는 주장은 식민지시기에 형성된 지식에 대한 

양자 간의 서로 다른 태도를 잘 보여준다. 일제강점기에 한반도에서 지질연

구 활동을 했던 일본인 지질학자 고바야시는 코노돈트라는 새로운 연구 소

재가 층서 확립에 기여할 수 있음을 인정하면서도 다른 한편으로는 코노돈

트를 이용해서 만든 새로운 지식을 이전에 자신이 확립해 놓았던 지식과 부

합하게 만들려는 모습을 보였다. 그에 비해 한국인 지질학자 이하영은 일제 

식민지시기의 지식과 자신의 지식을 분리하고자 했고, 자신의 발견을 새로

303) Teiichi Kobayashi, “On the Relation between the Lower Ordovician Trilobites 
and Conodont Horizons in South Korea”, Proceedings of the Japan Academy 
52:6 (1976), 300-303.

304) 小林貞一, “朝鮮地史の今昔(前篇)”, 『地學雜誌』 86:2 (1977), 121-134 중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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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 지식으로 위치 지우고자 했다.

  이러한 과정에서 뮐러와 이하영이 형성한 관계는 두 가지 방식으로 작동

하고 있었다. 하나는 이하영이 발견한 새로운 화석을 뮐러가 최종적으로 검

증해주는 방식이었다. 예를 들어 이하영은 1970년 말에 포항지역에서 채취

한 블랙셸 속에 들어있던 화석 샘플을 뮐러에게 보냈고, 뮐러는 이를 검정

하여 그것이 심해 원생생물인 방산충 화석임을 확인하여 주었다. 이는 포항 

지역의 지질이 그동안 믿어왔던 것과 달리 육성층이 아닌 해성층이라는 증

거였다. 이에 관한 내용을 아래 신문 기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

연세대 이하영 교수는 서독 본 대학 고생물연구소의 뮬러 교수가 보낸 한 통의 편지

를 받았다. 내용은 단 九 줄, “보내주신 샘플 두 개를 분석해보았더니 하나는 「나

세라리아」에 속하는 방산충의 황철화 한 캐스트고....” 거의 고전처럼 믿어왔던 연

일 포항지역 지질구조에 관한 종래 학설이 송두리째 흔들리게 된 것이다... 이 지역

에 관해서는 해방 전 일본인 다테이와(立巖岩)씨로부터 시작되어 많은 국내학자들이 

연구한 결과 중생대의 경상계 육성층(陸成層)임이 밝혀진 지가 오래된다...이러던 중 

지난 십이월 초 서독에 보낸 『블랙셸』에서 방산충(放散蟲)이 나오자 사태는 크게 

변했다...심해원생생물인 방산충의 미화석이 발견되었으니 육성층이 아닌 해성층임이 

분명해져 육팔년 발표된 김옥준 박사 등의 이론이 뒷받침되고 종래 학설은 일백팔십

도 전환을 면치 못하게 됐다.305)

이하영은 이미 뛰어난 코노돈트 연구가였지만, 그럼에도 한국의 여러 지층

에서 발견한 표본들을 뮐러에게 보내 검증받고 있었다. 이하영이 뮐러와 형

성한 관계는 이하영의 화석 연구를 더욱 더 신뢰할 만한 것으로 만드는 기

구로 작동했다.

  뮐러는 또 다른 방식으로 자신의 제자 이하영의 코노돈트 연구를 적극적

으로 지원해 주었다. 1971년 10월에 서울대 문리대 시청각실에서는 광산지

질학회 초청 학술강연회가 열렸는데, 뮐러는 이 강연의 연사로 초청되었다. 

김옥준 등이 주축이 되어 마련한 이 강연회에서 뮐러는 “한국에서의 코노

돈트 연구의 새로운 발전”이라는 제목의 강연을 하였다. 뮐러의 강연 속에 

이하영의 새로운 발견을 지지하는 내용이 들어있었는지 정확하게 확인할 방

305) “연일 一帶는 海成層”, 『동아일보』 (1971. 2. 15). 6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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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은 없지만, 이 일은 뮐러와 이하영이 형성하고 있던 관계가 생산적으로 

계속 이어졌음을 보여주는 증거라고 할 수 있다.306)

  뮐러와 이하영의 관계만 계속 유지된 것은 아니었다. 1970년 이전부터 시

작된 노가미와 이하영의 협력 관계는 이하영의 박사학위 논문(1975)에서 다

시 한번 확인할 수 있다. 본대학교에서 한국으로 돌아와 연세대학교 지질학

과 조교수가 된 이하영은 1973년 박사학위를 받기 위해 본대학교로 다시 떠

났다. 이하영의 박사학위 논문은 북한의 하부와 중부 오르도비스기 코노돈

트에 관한 것이었다. 이 논문에서 이하영은 만달층의 하부와 중부 오르도비

스기의 코노돈트를 자세하게 기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압록강 남쪽 강계 지

역의 중부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도 기재하였다. 이 논문에서도 이하영은 

노가미에게 감사의 말을 전하고 있는데, 1970년의 논문에서와 마찬가지로 

노가미의 코노돈트 화석을 박사학위 논문을 쓰는 재료로 이용했기 때문이었

다.307) 이하영은 노가미에게서 암석을 전해 받은 일을 아래와 같이 기억하고 

있다.

1975년도에는 뮐러 교수의 알선으로 일본 쿄토대학의 '노가미' 박사로부터 왜정 시 

북한 지역에서 채집해간 시료들에서 산출된 코노돈트 미화석을 기증받을 수 있었으

며 이에 대한 연구결과를 독일 학술지에 발표하였다. 만일 이때에도 국내에 코노돈트 

전공자가 없었다면 그것마저 일본인에 의하여 발표되었을 것을 다행히 우리 손에 의

해 발표할 수 있었다는 점에 퍽 기뻤다. 또 그 시료를 쾌히 기증해준 노가미 박사에

게도 고맙게 생각하고 있다. 그분과는 그 후 계속 친밀한 학술적 교류를 계속하고 있

다.308)

  그뿐만 아니라 노가미와 뮐러가 발견·기재한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는 이

306) 대한지질학회, 『대한지질학회 50주년사 자료집』, 113.
307) Ha-Young Lee, “Conodonten aus dem Unteren und Mittleren Ordovizium 

von NordKorea”, Palaeontographica A:150, (1975.8), 161-186.
308) 이하영, “지질학에서 코노돈트 연구로-화석 연구의 외길”, 131. 이하영과 노가미가 함

께 쓴 논문은 찾아볼 수 없는데, 아마도 노가미가 독일에서 일본으로 귀국하면서 교토대학
교 영장류연구소에서 포유류 이빨 연구를 시작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이하영과 노가미는 
친분을 계속 유지했는데, 그 증거로 이하영이 자신의 제자 이융남이 척추 고생물학으로 박
사과정을 시작할 때 노가미를 지도교수로 할 것을 권유하였던 사실을 들 수 있다.(이융남
과의 인터뷰, 2020년 10월 6일 실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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후 이하영이 태백산 분지의 캄브리아기 층서를 밝히는 데도 큰 도움이 되었

다. 노가미는 1967년의 논문에서 오네오토두스 나카무라이(Oneotodus 

nakamurai, 1967)와 프로코노돈투스 트리카리나투스(Proconodontus 

tricarinatus, 1967), 프로오네오토두스(Prooneotodus) 속 등을 기재했는데, 이

하영은 삼척에 있는 화절층과 영월에 있는 마차리층에서 노가미와 뮐러가 

기재한 상부 캄브리아기 코노돈트를 찾아냄으로써 이 지역의 층서를 확인할 

수 있었다.309)

  이하영과 뮐러를 연결해 준 것은 코노돈트였고, 노가미와 뮐러 역시 캄브

리아기 코노돈트를 매개로 서로 협력 관계를 맺을 수 있었다. 노가미와 이

하영은 연구 재료를 공유하면서 교류를 시작했다. 전 세계의 코노돈트 지도

를 만들고 이를 통해 코노돈트의 진화 계통을 밝히려는 뮐러의 계획 속에

서, 이하영과 노가미는 본 대학을 중심으로 형성된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

와 결합할 수 있었다. 이 새로운 네트워크 안에서 뮐러는 이하영의 발견을 

검증하는 역할을 했고, 이하영의 발견을 지지했으며, 노가미와 뮐러가 함께 

기재했던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화석은 이하영이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를 확인하는 데 이용되었다. 이하영이 1970년부터 발표하기 시작한 코

노돈트 논문들은 중국, 미국, 오스트레일리아 등 여러 나라의 지질학자들에

게 인용되었는데, 이는 이하영이 이 새로운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에서 주

변부에만 머물러 있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4.3 대결층(大缺層)의 문제

4.3.1 대결층을 둘러싼 논쟁

하부 고생대 조선계 지층의 세부 생층서대를 확립하는 연구가 1970년대 하

부 고생대 연구의 한 축을 차지하고 있었다면, 다른 한 축에서는 조선계의 

범위를 정하는 문제 즉,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 사이의 대결층 문제를 해결

309) Ha-Young Lee, “Conodonts from the Upper Cambrian Formations， 
Kangweon-Do, South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1:3 
(1975), 172—1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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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려는 노력이 차지하고 있었다. 한반도에는 실루리아기와 데본기에 해당하

는 퇴적층이 없다는 고바야시의 대결층설은 1970년대 후반까지도 그대로 수

용되고 있었다. 예를 들어 정창희는 한반도의 고지리(古地理)를 서술한 논문

에서 태백산 분지는 오르도비스기 중엽부터 석탄기 중엽까지 약 1억 년 동

안 바다로 덮였던 일이 없으며, 이 시기 동안에는 한반도 거의 전체뿐만 아

니라 만주와 북중국도 육화되어 있었다는 주장을 수용했다.

4억 4천만년 전(오오도비스기 중엽)에 바다가 퇴패(退敗)한 뒤 오랫동안 저평(低平)한 

지대로 남아 있으면서 평남의 일부를 제외하면 바다로 덮였던 일이 없다. 평남 겸이포

(兼二浦) 부근에는 4억여 년 전 (사일류리아기)에 바다가 침입했던 증거가 있을 뿐이

다. 한반도의 거의 전체가(만주와 북중국도 포함) 육화했었던 시대는 3억 3천만 년 전

(석탄기 중엽)까지 1억여 년 계속되었다. 이 1억 년간은 한국이 중국과 육지로 연속되

고 동해의 육지와도 연속되어 있었다. 중국 남부에서 겸이포까지 사일류리아기의 바다

가 잠깐 동안 침입했었다.310)

  하지만 정창희의 동료였던 손치무의 생각은 달랐다. 1950년대와 1960년대

를 거치면서 옥천대, 평안계, 신생대 지층 등을 차례로 연구한 손치무는 

1970년대 들면서 조선계 연구에 나섰다. 그는 암상과 구조 연구를 통해 두

위봉형, 영월형, 정선형, 평창형, 그리고 문경형 지층이 같은 시대에 형성되

었다는 고바야시의 이론은 잘못되었다고 생각했다. 고바야시는 같은 시대에 

퇴적된 각 층군의 암상이 다른 이유가 퇴적환경의 차이 때문이었다고 주장

했지만, 손치무는 이들 층군들이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되었기 때문일 것이

라고 생각했다. 그는 조선계 여러 지층의 암상을 계속 분석해나가면 서로 

다른 시기에 형성된 이들 지층이 습곡이나 조산운동을 통해 부정합 관계를 

형성한 증거를 언젠가는 찾을 수 있을 것으로 생각했다.311)

  손치무가 대결층설을 반대한 배경에는 지질학의 본성에 대한 그의 믿음이 

자리하고 있었다. 학문의 세계에서는 자기 자신이 직접 확인한 사실만을 진

실이라고 주장해야 한다고 역설하던 손치무는 대결층설에 대해 독일의 지질

학자 페르디난트 폰 리히트호펜(F. V. Richthofen, 1833-1905)이 중국을 조사

310) 정창희, “韓半島의 古地理”, 『한국학보』 2:2 (1976. 6), 2196-2197.
311) “뒤엎어진 側變化設: 孫致武 교수의 韓國地質系統”, 『경향신문』 (1971. 2. 23). 5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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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후 정리한 것을 일본인 지질학자들이 답습하고 그것이 다시 한국의 지질

학자들에게 전수된 것이라고 비판했다. 앞의 3장에서도 살펴본 것처럼 손치

무는 대결층의 문제는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증거를 열심히 찾기만 하면 해

결될 수 있다고 확신하고 있었다. 하지만 손치무의 주장에는 아직 결정적 

증거가 없는 상태였다.312)

  일본에 있던 고바야시 또한 대결층의 문제에 지속적인 관심을 기울이고 

있었다. 1970년대 이후 한국의 중생대 공룡 연구에 매진했던 고생물학자 양

승영은 고바야시와의 만남을 아래와 같이 기억한다.

필자(양승영)가 1973년 봄 일본 도쿄대학을 방문했을 때의 일이다. 한반도 지질계통 

수립에 크게 기여한 고바야시(小林) 교수가 이미 고령으로 몸을 가누기도 어려운 상태

였음에도 불구하고 필자를 만나기 위하여 나타났다. 그는 만나자마자 내게 두 가지 질

문을 던졌다. 고생대 대결층(大缺層)에 해당하는 지층이 나타났느냐는 것과 공룡화석

을 발견했느냐는 것이었다.313)

  고바야시는 조선 지질학의 역사를 다룬 1977년의 논문에서도 여전히 한반

도에 실루리아기와 데본기에 퇴적된 지층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었다. 그는 

김옥준과 이하영의 1973년 논문을 근거로 들었다. 두위봉형, 영월형, 정선형 

조선계의 암상과 코노돈트 화석을 연구하던 김옥준과 이하영 등은 정선형 

조선계를 이루는 정선 석회암 상부에서 오이스타두스 인클리바투스(Oistadus 

inclibatus)와 스콜포두스 기간테우스(Scolpodus giganteus) 화석을 발견했다. 

이들 코노돈트 화석은 모두 오르도비스기 중부에서 공통으로 발견되는 화석

이었다. 평안계 바로 아래에서 오르도비스기를 나타내는 코노돈트 화석이 

발견되었던 것이다.314) 아래의 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바야시는 김옥준

과 이하영 등의 연구를 인용하면서 정선 석회암, 즉 정선형 조선계와 평안

계 사이에는 실루리아기와 데본기가 있을 틈이 없다고 주장했다.

정선지방의 정선 석회암에서는 오늘도 대형화석은 발견되지 않았지만, 김‧이(김옥준

312) 손치무, “韓國地質學 發展의 片貌”, 『지질학회지』 제12권 제3호 (1976.9), 146-150.
313) 양승영, “1억 년 전 공룡의 뒷모습이 보인다”, 동아사이언스편 『과학동아』 (1991.3), 

28-29.
314) 김옥준‧이하영‧이대성‧윤석규, “南韓 大石灰岩統의 層序와 地質構造”, 99-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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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이하영을 말한다.) 두 사람은 정선 남동방의 장산규암을 출발점으로 하여... 북서

방에 대석회암층이 습곡하면서도 점차로 상위층으로 노출되어, 동점규암은 그 사이에 

조금 적게 1.5m의 부층(얇은 층)으로 되었다. 그리고 평안계에 직접 덮여있는 직하의 

석회암 중에서 중부 오르도비스기를 나타내는 오이스타두스 인클리바투스(Oistadus 

inclibatus), 스콜포두스 기간테우스(Scolpodus giganteus) 등의 코노돈트를 검출하고 있

으므로 실루리아기·데본기가 끼어있을 틈이 없다. (중략) 요컨대 태백산 지방에는 

조선‧평안 양계 간에 미지의 고생대 중기의 지층이 존재한다는 증거는 현재 전무

다.315) 

  이처럼 고바야시와 손치무 등이 대결층을 둘러싸고 서로 다른 주장을 하

는 가운데, 이하영과 이종덕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회동리(檜洞里) 일대의 

석회암층을 연구하고 있었다.

4.3.2 회동리층의 발견과 대결층설 수정

강원도 정선 회동리 지역의 조선계 연구는 나카무라로부터 시작되었지만, 

이 지역에 대한 본격적인 층서 연구는 고바야시의 제자였던 히사코시 사다

코(久越貞孝)로부터 시작되었다. 히사코시는 졸업 논문을 쓰기 위해 1942년 

봄에 이 지역을 방문하여 약 3개월간 야외조사를 실시했다. 그의 주요 연구 

주제는 두위봉형 조선계와 영월형 조선계 층서의 대비 관계를 알아내는 것

이었다. 히사코시는 1943년의 논문에서 정선형 조선계의 층서를 아래로부터 

하부 석회암, 행매층316), 상부 석회암으로 제안하였다. 행매층을 상부 석회

암과 하부 석회암 사이에 끼어있는 층으로 본 것이다.317)

  히사코시의 정선형 조선계 층서는 고바야시에 의해 그대로 수용된 것으로 

보인다. 고바야시는 1953년의 논문 “남한의 지질(Geology of South 

Korea)”에서 강원도 지역의 조선계 층서를 정리하면서, 정선형 조선계의 

층서를 역시 아래로부터 하부 석회암, 행매층, 상부 석회암으로 제안하였

315) 小林貞一, “朝鮮地史の今昔(前篇)”, 131.
316) 행매층(行邁層)은 강원도 정선군 정선읍 행매리 일대에 분포하는 지층이다. 하부 고

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지층으로, 정선적회암층을 정합으로 덮고, 회동리층에 의
해 부정합으로 덮인다.

317) 久越貞孝, “江原道停船附近の地質”, 『地質學雜誌』 50:602 (1943), 269-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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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18)

그림 4-4. (왼쪽) 히사코시와 고바야시가 생각했던 정선형 조선계(정선석회암)의 
층서. 이들은 행매층이 상부석회암과 하부석회암 사이에 놓인다고 생각했다. 히사

코시, “江原道停船附近の地質”, 270. (오른쪽) 손치무가 생각했던 회동리 지역 

정선형 조선계의 층서. 손치무는 행매층이 정선석회암층 위에 부정합으로 놓인다

고 생각했다. 손치무 정지곤, “平昌-旌善一帶의 地質構造糾明”, 172.

  행매층의 층서에 처음 의문을 제시한 지질학자는 손치무였다. 정선의 서

부에 있는 회동리에서 평창군 미탄면 창리에 이르는 지역의 지질 구조를 연

구하던 손치무는 행매층이 상부 석회암과 하부 석회암 사이에 놓인다는 히

사코시와 고바야시의 제안이 잘못되었다고 결론 내렸다. 행매층이 오히려 

상부 석회암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층이라는 것이다. 손치무는 정선 석

회암이 행매층의 기저역암이라는 것을 해석의 근거로 들었다. 손치무에 의

하면 히사코시와 고바야시의 상부 석회암은 정선 석회암의 일부가 되고, 정

선형 조선계의 층서는 하부로부터 정선 석회암과 행매층이 된다.

小林貞一은 행매층(行邁層)을 그의 상부석회암층과 하부석회암층 사이에 협재(挾才)

되어 있는 층으로 간주하였으나 이번 조사 시 추적된 바에 의하면 행매층은 협재된 

층이 아니라 소위 상부석회암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층으로 확인되었다. 행매층

이 소위 상부석회암층을 부정합으로 덮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근거는 그의 분포상황

과 더불어 구성암(構成岩) 내에 정선석회암층을 기저규암으로 역(礫)으로 들어있는 

사실이다. 종래의 소위 상부석회암층은 이번 조사에 의하면 정선석회암층의 일부임

이 확실하다.319)

318)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Journal of Faculty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Sec. 28.4 (1953), 145-293 중 185.

319) 손치무·정지곤, “平昌-旌善一帶의 地質構造 糾明”, 『광산지질』 10:4 (1977), 
165-176 중 17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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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약 손치무의 주장대로 행매층이 정선 석회암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면, ‘행매층 상위에 있는 또 다른 석회암층’은 시대 구분이 어떻게 되는 

것일까? 손치무는 ‘행매층 상위의 석회암’이 조선계에 포함되지 않는다는 

생각을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이 끝난 다음 해에 쓴 논문에서 이미 

보여준 적이 있었다. 이 논문에서 손치무는 정선 석회암 아래에 부정합으로 

놓이는 막동 석회암을 조선계의 최상위층으로 정하자고 제안하면서, 아래에

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평안계 하위에 있는 모든 석회암층을 조선계에 포함

할 필요는 없다고 제안했다. 손치무의 생각대로라면 ‘행매층 상위의 석회

암’은 오르도비스기 이후에 퇴적된 지층일 수도 있었다.

조선계를 종래 양덕통과 대석회암통으로 이분(二分)하였으나 이는 조선계와 평안계로 

고생대를 이분하고 평안계 하위에 오는 모든 석회암층을 조선계에 속하는 것으로 생

각한 데서 온 명명이었으므로 조선계를 막동 석회암까지로 한정시킨다면 대석회암통

이란 명명은 오해를 사기 쉬우므로 이의 대치할 통명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320)

하지만 정선 지역의 석회암에서는 그동안 맨눈으로 검증이 가능한 대형화석

이 보고된 바가 없었기 때문에 이 지역의 시대를 결정하는 문제는 여전히 

쉽지 않아 보였다.

  이하영과 그의 제자 이종덕, 고인석은 1978년 6월부터 코노돈트 화석을 

이용하여 강원도 삼척군, 영월군 및 정선군 일대에 분포된 하부 고생대 지

층을 연구하고 있었다. 학술원의 지원을 받아 진행된 이 연구 프로젝트의 

책임자는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의 정창희였다. 이하영과 그의 제자들은 특히 

정선형 조선계 층서가 연구자에 따라 해석이 다르고 화석도 거의 보고된 바

가 없었다는 점에 주목했다.321)

320) 손치무, “韓國地質系統에 關한 諸問題”, (서울대학교 박사학위 논문, 1969), 1-7 중 
5. 손치무는 그동안 자신이 썼던 10개의 논문을 묶어서 학위논문으로 제출했는데, 이 
논문은 그중 하나다. 학위논문 제출은 1969년이었지만, 서문에 “일본지질학자의 견해에 
대한 검토와 동시에 그간 지질학과에서 조사된 자료 및 작년에 실시된 태백산지구지하
자원조사단에 의한 조사 결과를 종합하여 한국지질계통에 관한 필자의 견해를 개진코자 
한다.”라고 되어있는 것으로 보아 이 논문은 1962년경에 작성된 것으로 보인다.

321) 정창희·이하영·고인석·이종덕, “한국 하부 고생대층의 층서와 퇴적환경(특히 정선 지
역을 중심으로)”, 『학술원 논문집(자연과학편)』 제18집 (1979), 125-1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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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영 등은 먼저 암석상의 특징을 바탕으로 정선군 회동리 지역에 분포

한 조선계의 상부 층서를 정리하였다. 정밀 지질조사를 통해 행매층과 ‘행

매층 상위 석회암’의 암상을 분석한 결과, 이들은 손치무의 행매층이 정선 

석회암이나 ‘행매층 상위의 석회암’과는 다른 특징을 가지고 있다는 것을 

알았다. 회동리 지역의 ‘행매층 상위 석회암층’은 괴상 석회암이 우세한 

가운데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이 섞여 있는 약 200m 두께의 지층이었다.322)

  다음으로 이들은 삼척, 영월, 정선 지역의 조선계 지층에서 10개 단면을 

설정하여 표품(標品)을 채집하였다. 특히 정선 지역에서는 회동리 일대의 

‘행매층 상위 석회암층’에 중점을 두어 표품을 채취하였다. 이들은 직운

산 셰일에서 4개, 두위봉 석회암에서 27개, 회동리 일대의 석회암층에서 82

개, 정선 석회암층에서 41개, 영흥층에서 20개, 총 174개의 표품을 채취하였

고, 그중 84개의 표품에서 코노돈트 화석이 산출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확인

된 총 1,335개체 중 회동리 일대에서 발견된 코노돈트 개체 수는 765개체였

다. 분석 결과 삼척군 일대의 직운산층과 두위봉층, 정선 석회암층, 영흥층

에서는 기존의 연구와 특별한 차이점을 발견하지 못했다. 코노돈트는 이들

이 모두 중기 오르도비스기에 속하는 지층임을 확인해 주었다.323)

  문제는 회동리 지역에 있는 ‘행매층 상위 석회암층’에서 채취된 코노돈

트 화석이었다. 이 지역의 석회암층에서 채취된 765개의 코노돈트 개체 중 

222개체는 단순형 코노돈트였고, 나머지는 복합형 코노돈트였다. 그 이전까

지 정선 지역의 ‘행매층 상위 석회암층’은 조선계의 최상부, 즉 중기 오

르도비스기에 해당한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그런데 이하영과 이종덕 등이 

회동리 지역에서 발견한 코노돈트 화석은 당시까지 조선계에서 발견·기재

된 어떤 오르도비스기 코노돈트와도 달랐다. 그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의 오

르도비스기 화석과도 같지 않았다. 한마디로 회동리 지역의 ‘행매층 상위 

석회암층’에는 오르도비스기의 것이라고 특정할 만한 코노돈트 화석이 없

었다.324)

본 화석군은 이미 보고된 한국 내의 화석군과 비교할 때 현저한 차이점이 발견된다. 

322) 같은 논문, 134-135.
323) 같은 논문, 135-144.
324) 같은 논문, 144-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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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동리층의 코노돈트 화석군 중 위에 기술한 6종의 종 식별이 불가능한 단순형을 제

외하면 복합형 중에는 일종도 과거에 기재된 국내 오르도비스기의 코노돈트와 동일 

종이 없다. 더욱이 국외에서 보고된 어떤 층서의 오르도비스기 화석군과도 유사성을 

발견할 수 없고 오히려 실루리아계 코노돈트 화석군의 특징을 보인다.325)

  회동리 지역의 코노돈트 화석들은 모두 실루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코

노돈트 화석들이었다. 한국에서 처음으로 실루리아기 화석이 발견된 것이었

다. 실루리아기 화석이 발견되는 이 지층은 오르도비스기의 행매층 위에 부

정합으로 놓이며, 석탄기~트라이아스기의 평안계에 부정합으로 덮여있는 지

층이었다. 이하영 등은 행매층 위에 놓이는 이 실루리아기 석회암층에 회동

리층이라는 새로운 이름을 붙였고, 학술원 논문집에 실린 이 논문은 한국에

서 실루리아기 화석을 기재한 첫 논문이 되었다. 이하영 등에 따르면, 히사

코시와 고바야시의 상부 석회암은 바로 실루리아기에 퇴적된 회동리층이었

던 것이다.326)

정선석회암

회동리층

홍점층

행매층

그림 4-5. 회동리층의 위치. 정선군에 위치한 회동리층은 조선계의 최상위 지층인 행
매층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고, 평안계의 최하위 지층인 홍점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인다. 이하영은 이곳에서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화석을 발견했다. 정창희·이하영·
고인석·이종덕, “한국 하부 고생대층의 층서와 퇴적환경(특히 정선 지역을 중심으
로)”, 136.

325) 같은 논문, 145.
326) 같은 논문, 144-1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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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영은 이때의 자료에 새로운 표본들을 보충하여 1980년과 1982년에 연

이어 실루리아기 지층 발견을 알리는 논문을 발표했다. 이를 위해 이하영은 

당시에 전북대학교 조교수로 있던 제자 이종덕 등의 도움으로 회동리 지역

의 샘플을 추가해 나갔다. 그 결과 1980년의 논문에서 이하영은 실루리아기

의 복합형 코노돈트인 론코디나 왈리세리(Lonchodina walliseri), 네오프리오

니오두스 라티덴타투스(Neoprioniodus latidentatus), 오자코디나 메디아

(Ozarkodina medina), 신프리오니디나 실루리카(Synprionidina silurica), 트리

코노델라 인콘스탄스(Trichonodella inconstans), 디스토모두스 켄터기엔시스

(Distomodus kentuckyensis), 스파토그나토두스 라눌리포미스(Spathognathodus 

ranuliformis) 등을 찾아냈다.327)

그림 4-6. 회동리층에서 발견된 코노돈트 화석. 왼쪽 플레이트의 1, 2, 3, 5번이 오자코

디나 속, 10번이 트리코노델라 속, 그리고 오른쪽 플레이트의 5~8, 10~12번이 론코니나 

속이다.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화석이다. 李河榮, “韓國의 사일루

리안 코노돈트 발견”, 124-125.

327) 李河榮, “韓國의 사일루리안 코노돈트 발견”, 『지질학회지』 16:2 (1980. 6), 
114-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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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하영은 이어서 발표한 1982년 논문에서 회동리층의 코노돈트 화석을 북

미와 유럽에서 설정한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생층서대와 비교했다. 그는 단

순형 코노돈트 중에서 약 86.0%를 차지한 판데로두스(Panderodus) 속에서 

모두 4종을 식별하였는데, 그 중 판데로두스 심플렉스(Panderodus simplex)

와 판데로두스 유니코스타투스(Panderodus unicostatus)는 전형적인 실루리아

기 형태로서 하부 실루리아기로부터 상부 실루리아기에 걸쳐 분포하는 종이

었다. 복합형 코노돈트 중에서 회동리층의 하부에서 발견된 디스토모두스 

켄터기엔시스(Distomodus kentuckyensis)와 드레파노두스 아둔쿠스(Drepanodus 

aduncus) 등은 실루리아기 하부를 지시했고, 회동리층의 상부에서 발견된 프

테로스파토두스 셀로니(Pterospathodus celloni), 암발로두스 갈레구스(Ambalodus 

galerus), 디아델로그나투스 프리무스(Diadelognathus primus), 디스토모두스 

트리앙굴라리스(Distomodus triangularis) 등은 하부와 중기 실루리아기를 지

시했다. 이로써 회동리층은 하부와 중부 실루리아기에 퇴적된 지층이 확실

해졌다.328)

  이 발견의 의미는 명확했다. 그전까지 한국에서는 상부 오르도비스기와 

하부 석탄기 사이에 해당하는 암석층이 발견된 적이 없었고, 따라서 당시까

지도 한국에서는 이 시기에 대결층이 있다고 여겨지고 있었다. 이하영 등이 

한반도에서 실루리아기 지층을 발견함으로써 고바야시가 주장했던 대결층설

은 큰 타격을 입게 되었다. 이하영이 발견한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화석은 

일제강점기 이래 오랫동안 수용되던 대결층의 간격을 크게 좁혀 놓았다. 한

반도가 육화된 시기를 약 2,000만 년 정도 늦춰야 했기 때문이었다. 한반도

가 육화된 시기가 실루리아기와 데본기, 석탄기 전기까지라고 주장했던 고

바야시와는 달리, 이제 대결층은 실루리아기 후기부터 석탄기 전기까지로 

좁혀졌고, 조선계는 고생대 캄브리아기부터 실루리아기 중기까지 걸치는 것

으로 수정되어야 했다.329)

328) Ha-Young Lee, “Conodonts From the Hoedongri Formation(Silurian), Western 
Jeongseon Area, Kangwon-do, South Korea”, 『大韓民國 學術院論文集』 第21輯 
(1982), 43-131.

329) 과학기술처에서 시행하고 한국자원연구소에서 실시한 『한반도의 조구조 종합연구
(Ⅰ)-선캄브리아기와 고생대』 126-127에서는 회동리가 있는 정선 분지가 오르도비스기 
중기 이후 육화(陸化)되었다가 실루리아기 초에 다시 천해분지화(淺海盆地化)하였고 이 
새 분지에 회동리층이 퇴적되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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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3 회동리층의 국제적 검증

한국의 실루리아기 지층에 대한 검증은 여러 코노돈트 전문가들의 확인을 

통해 이루어졌다. 이하영은 20세기 후반에 코노돈트 연구가 활발하게 이루

어지고 있던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미국지질조사소, 본대학교, 영국 노팅엄대

학교(University of Nottingham) 등의 고생물학자들과 만나면서 회동리층 코

노돈트를 검증해 나갔다.

  회동리층 논문을 마무리하기 위해 먼저 이하영은 1980년 초에 오하이오주

립대학교 지질·광물학과에 2개월 동안 방문과학자(Visiting Scientist)로 머물

렀다. 당시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는 코노돈트 연구 권위자인 월터 스위트

(Walter C. Sweet, 1927–2015)와 스티그 베리스트룀(Stig M. Bergström, 1935-  

)이 교수로 재직 중이었다. 스위트와 베리스트룀은 오늘날 주로 이용되는 분

류방법인 복합형 분류방법(Multi-element classification)을 개발해 코노돈트 

분류의 새로운 장을 연 것으로 유명하다. 복합형 분류방법은 외형을 달리하

는 각각의 코노돈트 요소가 코노돈트 생물을 대표하는 것이 아니라, 형태가 

다른 몇 개의 요소들이 모여 하나의 코노돈트 종(form species)을 이룬다는 

가정하에 이루어지는 분류법으로서 1960년대 말 이후 많은 코노돈트 전문가

들이 채용하던 분류방법이다.330) 이들은 이하영을 초대해 당시 오하이오주립

대학교에 보관되어 있던 코노돈트 표본과 회동리층에서 산출된 코노돈트 화

석의 연대를 비교할 수 있도록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SEM을 사용할 수 있

도록 허가해 주었다.331)

  스위트와 베리스트룀과의 만남을 통해 이하영은 미국 코노돈트 연구의 중

심지와 긴밀한 협조 관계를 유지할 수 있었다. 미국의 고생물학자 스위트332)

는 아이오와대학교에서 밀러로부터 박사학위를 받은 후 1954년부터 오하이

330) Walter C. Sweet and Philip C. J. Donoghue, 앞 논문, 1175.
331) 이하영, “Conodonts From the Hoedongri Formation(Silurian), Western 

Jeongseon Area, Kangwon-do, South Korea”, 45.
332) 스위트에 대해서는 미국지질학회(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의 추모글 

“Memorial to Walter C. Sweet”, 
    https://www.geosociety.org/documents/gsa/memorials/v45/Sweet-WC.pdf 참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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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주립대학교에서 연구 생활을 하고 있었다. 스위트의 초기 연구 주제는 두

족류였지만, 1955년부터는 연구 주제를 코노돈트로 바꾸어 오르도비스기 코

노돈트 생층서를 연구하기 시작했고, 1960년대 이후로는 자신의 제자이면서 

같은 과 동료이던 베리스트룀 교수와 함께 파키스탄, 카슈미르, 이란, 이탈

리아, 그린란드 등지에서 중생대 트라이아스기와 후기 고생대의 페름기 코

노돈트 연구를 해오고 있었다. 스웨덴계 미국 고생물학자 베리스트룀333)은 

스웨덴의 룬드대학교를 졸업했는데, 그의 스승은 코노돈트 연구의 선구자로

서 룬드대학교를 코노돈트 연구의 중심지로 만들었던 린드스트롬이었다. 졸

업 후 베리스트룀은 1968년부터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코노돈트 화석 등

을 이용해 전 지구적인 하부 고생대 생층서를 연구하고 있었다.

  이하영의 1982년 논문에 의하면 그는 미국에 머무는 동안 미국 지질조사

소 소속의 지질학자들과도 긴밀한 관계를 유지했던 것으로 보인다. 인디애

나 지질조사소(Geological Survey of Indiana)의 칼 렉스로드(Carl B. Rexroad, 

1925–2016)와 미국 지질조사소(U.S. Geological Survey)의 아니타 해리스

(Anita G. Harris)는 이하영이 회동리층 코노돈트의 시대를 결정하는 데 도움

을 주었다. 아이오와대학교 출신의 렉스로드는 1964년에 실루리아기 코노돈

트 조합(natural assemblage)을 발견하여 복합형 코노돈트 분류법이 탄생하

는 데 공헌한 고생물학자이다.334)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월터 스위트의 제

자였던 아니타 해리스는 코노돈트 화석의 색깔과 코노돈트가 암석 속에 묻

힌 깊이, 즉 코노돈트가 노출된 온도 사이에 상관관계가 있다는 것을 알아

낸 지질학자이다.335) 이후 이하영의 제자 이종덕이 박사후연구원으로 렉스로

드와 함께 연구하게 되면서 이들의 학문적 연결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 되

었다.336)

333) 베리스트룀에 대해서는 오하이오주립대학교 홈페이지 참조 
    https://oaa.osu.edu/bergstrom-stig
334) Carl B. Rexroad and Robert Nicoll, “A Silurian Conodont with Tetanus?”, 

Journal of Paleontology (1964), 771-773.
335) Simon J. Knell, 앞 책, 210-212.
336) 이하영에 의하면 영국 노팅엄대학교의 리처드 앨드리지(Richard J. Aldridge, 

1945-2014)도 이하영이 코노돈트 생층서대를 대비하는 데 도움을 주었다. 앨드리지는 
1982년에 유안 클락슨(Euan Clarkson, 1937- ), 데렉 브릭스(Derek Briggs, 1950- )
와 함께 스코틀랜드에서 완벽한 코노돈트 화석을 발견‧기재하여 코노돈트가 뱀장어와 
비슷하게 생긴 척삭동물이라는 것을 알아내고, 코노돈타(Conodonta)라는 독립된 문(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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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하이오주립대학교에서 방문과학자로 연구를 마친 이하영은 훔볼트 재단 

초청을 받아 본 대학교에 객원 연구원(1980.03.-1981.01.)으로 갔다. 본대학교

에서는 뮐러가 여전히 활발하게 활동하고 있었다. 약 25년간 코노돈트를 연

구하면서 캄브리아기 코노돈트 전문가로 인정받던 뮐러는 50세가 되던 1975

년부터 스웨덴의 오스텐(Orsten) 화석으로 연구 주제를 전환하여 새로운 연

구 그룹을 형성하고 있었다. 하지만 오스텐 화석에 관해 연구하고 논문들을 

발표하는 동안에도 뮐러는 코노돈트에 대한 관심을 계속 유지하고 있었

다.337)

  회동리층에서 발견한 코노돈트 화석 계통분류를 하는 동안 이하영은 본대

학교에 머물면서, 특히 뮐러가 보관하고 있던 유럽의 표준 실루리아기 지층

인 셀로니 구역(celloni zone)338)에서 직접 채취한 원지모식표본(topo type)을 

회동리 코노돈트와 대비해볼 수 있었다. 뮐러는 회동리 화석에 대한 조언을 

해주었을 뿐만 아니라 SEM 촬영을 위한 재료 및 준비와 같은 물질적 지원

을 베풀었다. 이처럼 1979년에 처음 회동리층을 발견한 이후 이하영은 미국 

오하이오주립대학교, 미국지질조사소, 독일 본대학교 등 당시 코노돈트 연구

를 선도하던 연구팀들과의 연결과 협력을 통해 자신의 발견을 검증할 수 있

었다.339)

  이하영은 1982년에 스웨덴 룬드에서 개최된 유럽 코노돈트 심포지엄

(European Conodont Symposium, ECOS)에 참가·발표하여 회동리층을 보다 

공식적으로 인정받았다. 유럽 코노돈트 심포지엄은 세계 각지의 코노돈트 

전문연구자들이 유럽의 도시에 모여 코노돈트 분류법, 진화 계통, 유연관계, 

분포상황 등을 토론하는 국제심포지엄으로, 제1회 심포지엄(ECOS Ⅰ)은 

1971년에 마르부르크에서, 제2회(ECOS Ⅱ)는 1980년에 비엔나-프라하에서 

phylum)으로 분류할 것을 제안한 코노돈트 전문가였다. 이하영이 정확히 언제 앨드리
지를 만났는지를 기록으로 남아있지 않다. 앨드리지가 브릭스, 클락슨과 함께 쓴 
Derek E. G. Briggs, Euan N. K. S. Clarkson and Richard J. Aldridge, “The 
Conodont Animal”, Lethaia v. 16 (1983.1), 1-14은 코노돈트의 실제 모습을 발견·
기재한 획기적인 논문으로 평가된다.

337) R. J. Aldridge, M. A. Purnell and A. Thomas, 앞 논문, 1.
338) 셀로니 구역은 유럽의 하부 실루리아기 코노돈트 생층서대 중 최하부에 위치안 베라

이히 1(Bereich 1)과 파툴라(patula) 사이에 해당하는 구역이다.
339) 이하영, “Conodonts from the Hoedongri Formation(Silurian), Western 

Jeongseon Area, Kangwon-do, South Korea,”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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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최되었다. 이하영이 참가한 1982년의 제3회 코노돈트 심포지엄(ECOS Ⅲ)

에는 유럽, 미국, 캐나다, 태즈메이니아, 아르헨티나, 일본, 한국, 중국 등에

서 약 50명의 코노돈트 전문가가 참가했는데, 그중에는 이하영이 미국에 갔

을 때 도움을 주었던 미국 지질조사소의 아니타 해리스와 오하이오주립대학

교의 스티그 베리스트룀 등도 있었다.340)

  회동리층의 발견에 대해 고바야시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이하영의 

제자였던 이종덕에 의하면, 고바야시는 이하영에게 회동리층 발견을 축하하

면서 축전을 보냈다고 한다. 이종덕은 자신이 고바야시의 전보를 직접 봤다

고 말했지만, 현재로서는 전보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341) 대신 고바야시가 

1986년에 쓴 논문과 1989년에 쓴 논문을 통해 회동리층에 대한 고바야시의 

생각을 알아볼 수 있다.342)

 

중국‧조선 지괴는 오르도비스기 후기에서 석탄기 중기까지 육지화되었다. 캄브리아기‧
오르도비스기 양계에서 조선계 상에는 평행부정합으로 석탄기 후기 내지는 삼첩기의 

평안계가 덮이고, 그 기저에는 풍화토충이 보이는 곳도 있다. (중략) 옥천습곡대의 동

북부에 펼쳐지는 강원도 석회암 대지에서도 조선, 평안 양계 사이에는 실루리아기 전

기의 추치류(코노돈트를 의미)를 낳는 회동리층이 있는 것을 최근에 알게 되었다. 일

본 측에서 해수가 일시 침입한 것 같다.343)

고바야시는 일본 쪽에서 해수가 침입하여 회동리층이 형성되었다고 해석했

는데, 그 이유는 일본에는 실루리아기에 퇴적된 지층이 있기 때문이었다. 이

처럼 고바야시 자신이 회동리층을 인정했음에도 불구하고, 이후에 몇몇 연

구자들이 문제를 제기하여 회동리층에 대한 전반적인 재검토가 이루어지기

도 했다. 하지만 실루리아기 회동리층에 대한 결정적인 반박 증거는 아직 

나오지 않고 있다.

340) Stefan Bengstson eds., “Taxonomy, Ecology and Identity of Conodonts: 
Proceedings of ECOS Ⅲ, Lund, 1982”, Fossils and Strata 15 
(Universitetsforlaget·Oslo, 1983), 3; 이하영, “지질학에서 코노돈트 연구로-화석 연
구의 외길”, 131.

341) 이종덕과의 인터뷰(2020년 1월 22일 실시)
342) 小林貞一, “東亞地質硏究史考-前篇”, 『地學雜誌』 95-3 (1986), 32-44 중 38; 小林

貞一, “古生代の亞細亞生物地理”, 『化石』 47 (1989), 47-49.
343) 같은 논문, 4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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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 국제 지층 구분 지침 도입을 통한 하부 고생대 층서

명의 체계화와 국제화

4.4.1 조선계의 명명과 수용

앞서 살펴본 대로 1970년대~1980년대 초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생층서학적 

방법을 이용해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층서 연구에서 의미 있는 변화를 

끌어내고 있었다. 이 시기에는 한국 지질학 연구에서는 중요한 또 하나의 

변화가 나타났는데, 이는 일제강점기에 명명된 지층명을 국제 지층 구분 기

준과 단위에 맞춰 통일하는 것이었다.

  해방 이후에도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일본 지질학자들이 만

든 지층 단위를 그대로 사용하고 있었다. 그 대표적인 지층 단위가 계(系, 

System)와 통(統, Series)이었다. 태백산 분지의 하부 고생대 지층에 처음으로 

‘조선층’이라는 이름을 붙인 지질학자는 이노우에였는데, 1907년 그가 명

명한 조선층은 오늘날의 조선누층군과 상원계(祥原系)를 합친 암석층이었다. 

이노우에가 명명한 조선층을 세부적으로 다시 나눈 지질학자는 나카무라였

다. 나카무라는 1927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조선층을 조선계와 상원계로 나

누었다.(3장 참조)

  아래 그림에서와같이 나카무라는 원생대의 사당우통과 직현통은 상원계로 

분류하였고,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의 양덕층 상부와 대석회암층은 조

선계로 분류하였다. 그림 4-7은 나카무라의 논문에 등장하는 “조선지질계

통도(朝鮮地質系統圖)”의 일부이다.344)

344) 中村新太郞, “朝鮮地質構造論序說-日本學術協會報告,” 『地球』 8:5 (1927), 327-335; 
小林貞一, “東亞地質硏究史考-前篇”, 『地學雜誌』 95:3 (1986), 32-44 중 37; 山田直
利, “中村新太郞-20世紀前半日本と朝鮮半島で活躍したフイールド·ジオロジストー”, 『地
球科學』 70 (2016), 109-117 중 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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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나카무라의 “조선지질계통도”의 일부. 나카무라는 1927년에 조선층을 
상부의 조선계(대석회암층+양덕층 상부)와 하부의 상원계로 구분하였다. 中村新太郞, 
“朝鮮地質構造論序說”, 334.

  나카무라의 논문 이후 ‘통’과 ‘계’는 ‘층(層, Formation)’과 함께 

혼용되었다. 시라기는 1926년부터 1928년까지 실시했던 삼척 무연탄전 조사

보고서를 1940년에 제출하면서 조선계를 아래 설명과 같이 양덕통과 대석회

암통으로 나누었다.

본 계(조선계를 의미)는 하부의 태백산통을 부정합으로 덮고 상부의 평안계에 속하는 

지층에 의해 부정합의 덮인, 조선의 있어서 고생대 전반(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을 대

표하는 지층으로, 하부는 주로 규암, 천매암질 혈암으로 되고, 상부는 석회암, 이회암

을 주로 한다. 이상과 같이 상하 암질의 특색으로 나누어 양덕통과 대석회암통의 양 

통으로 구분하여...345)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층을 의미하는 조선계, 양덕통, 대석회암통이라는 

용어는 해방 이후에도 계속 사용되었다. 예를 들어 고바야시는 1927년부터 

약 20년간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진행했던 연구를 모아 1953년에 강원도 지

역의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과 동물상을 정리한 논문을 발표했는데, 

영어로 출판한 이 논문에서 그는 각각 “Chosen System(조선계)”, “Yotoku 

Series(양덕통)”, “Great Limestone Series(대석회암통)”라는 용어를 사용했

345) 素木卓二, 『朝鮮炭田調査報告, 14号 三陟無煙炭炭田』, 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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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346) 다테이와 이와오도 1960년에 출판한 논문에서 “Chôsen System”, 

“Yôtoku Series”, “Great Limestone Series”라는 용어를 이용하여 한반도

의 지질을 개괄하였다.347)

그림 4-8. 김봉균의 “한국산식물화석 목록(1959)”에 실린 지질연대표. 조선계가 

대석회암통과 양덕통으로 나누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김봉균, “한국산 식물

화석목록”, 26.

  ‘계’와 ‘통’이라는 용어는 일본인 지질학자들뿐만 아니라 한국인 지

질학자들도 오랫동안 그대로 사용하였다. 1959년에 발표한 김봉균의 논문 

“한국산 식물화석 목록”에는 한반도의 지질연대표가 들어있는데, 그림 

4-8을 보면 조선계가 양덕통과 대석회암통으로 나뉘어져 있는 것을 볼 수 

있다.348) 김봉균뿐만 아니라 손치무나 정창희도 1970년대 말까지 ‘계’와 

‘통’이라는 용어를 사용했다. 정창희가 1958년에 처음 출판하고 이후 

1970년에 개정판을 낸 『신지질학개론(新地質學槪論)』을 보면 한국의 하부 

고생대 층서에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있으며349), 평창-정선 일대의 지

질 구조를 규명한 손치무의 1977년 논문에서도 이 용어가 그대로 사용되고 

346)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184-193.
347) Tateiwa Iwao, “Outline of the Geology of Korea,” International Geology 

Review 2:12 (1960), 1053-1070 중 1067.
348) 김봉균, “한국산 식물화석목록”, 식물학회지 2:1 (1959), 22-44.
349) 정창희, 『新地質學槪論』 (博英社, 1970), 374-38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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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350) 이처럼 해방 이후 오랫동안 일본인 지질학자들과 한국인 지질학자

들은 조선계, 양덕통, 대석회암통 등의 용어를 사용하고 있었다.351)

4.4.2 국제 지층 구분 지침 제정과 도입

1976년 국제지질연맹(International Union of Geological Sciences, IUGS) 산하 

국제 층서 위원회(International Commission on Stratigraphy, ICS) 소속 국제 지

층 구분 소위원회(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ISSC)(이하 소위원회)352)는 “지층 구분의 원칙에 관한 국제적 합의를 촉진하

고 국제적으로 통용 가능한 층서학적 용어와 지층 구분 절차의 원칙을 제

시”하여 층서 작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데 도움이 되고자 『국제 

지층 구분 지침서(International Stratigraphic Guide)』(이하 『지침서』)를 출

판했다. 국제 지층 구분 소위원회는 1952년에 창설되었는데, 『지침서』를 

출판할 당시 회원은 개인 회원 55명과 당연직 회원 35명, 그리고 33개국에 

달하는 단체 회원으로 구성되어 있었다. 한국에서는 1960년 전후에 김옥준

이 개인 회원 자격으로 소위원회에 참여했으며, 1972년 이래 대한지질학회

가 단체 회원으로 참가하고 있었다.353)

  『지침서』 편찬에 주도적인 역할을 담당한 것은 소위원회의 창설자이자 

초대 의장으로서 20년 이상(1952-1976) 소위원회를 이끌었던 홀리스 헤드버

그(Hollis D. Hedberg, 1903– 1988)였다. 헤드버그는 고생물학, 층서학, 퇴적

학, 석유지질학, 지질학사 등의 분야에서 활약한 미국의 지질학자인데, 『지

침서』 편집과 출판을 통해 층서학적 용어를 통일하여 전 세계적으로 지질

350) 손치무, “平昌-旌善一帶의 地質構造 糾明”, 『광산지질』 10:4 (1977), 165-176 중 
165.

351) 대한지질학회, 『(국립지질조사소)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보고서: 석탄편』, 
(1962.3), 1-95; 대한지질학회, 『(국립지질조사소)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보고서: 석
회석편』, (1962.3), 1-63; 한국동력자원연구소, 『한국의지질: 1:1,000,000 대한지질도 
설명서』, 1982, 42-49 등

352) 국제 지층 구분 소위원회는 1952년에 알제리에서 개최된 19차 국제 지질학 총회에서 
창설되었다.

353)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IUGS 
Commission on Stratigraphy(Hollis D. Hedberg eds.), International 
Stratigraphic Guide, (John Wiley & Sons, Inc, 1976), 1. 단체 회원에 참가한 단체
는 각국의 지층 구분 관련 위원회나 지질학회, 지질조사소 등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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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자들 사이의 소통을 원활하게 한 일은 그의 가장 큰 업적 중 하나로 꼽히

고 있다. 『지침서』가 제시한 층서 구분 기준은 오늘날 대다수 국가의 층

서학자들에 의해 수용되고 있다.354)

  이 『지침서』가 법칙(law)이 아닌 일종의 안내서(guide)임을 표방했음에도 

불구하고 국제 지질학 커뮤니티가 이를 수용할 수 있었던 이유는 헤드버그

가 『지침서』를 편찬한 과정에서 찾아볼 수 있을 것이다. 『지침서』를 만

드는 과정에서 헤드버그는 서면 질의서와 응답지, 토의, 결론으로 이어지는 

절차를 통해 층서 구분에 관한 지질학자들의 의견을 모아나갔다. 그는 47회

에 달하는 회람(circular)과 소위원회 보고서 등을 통해 국제적으로 저명한 

층서학자들과 아이디어를 효과적으로 교환하고 토론하고 수정하면서 합의점

을 도출하고자 했고, 이를 통해 층서학의 원칙과 용어의 표준화에 관한 전 

세계 지질학자들의 관심을 견인해 내고자 했다. 『지침서』의 내용뿐만 아

니라 출판 여부도 회원들의 투표를 통해 결정되었다. 소위원회에서는 1974

년에 『지침서』 초안을 작성한 후, 이를 소위원회 전체 회원 125명에게 넘

겨 초안을 출판할지를 결정하였다. 그 결과 찬성 85대 반대 3으로 발간 계

획이 승인되었다. 한국에서는 대한지질학회를 대표하여 지질학자 장기홍이 

투표하였는데, 그 역시 『지침서』 출판에 대해 찬성표를 던졌다.355)

  『지침서』가 한국의 지질학자들에게 수용되는 데 큰 역할을 했던 지질학

자는 『지침서』를 편집한 헤드버그의 제자였던 장기홍(章基弘, 1934- )이었

다. 1957년에 서울대학교 지질학과에 입학한 장기홍은 졸업 후 미국 프린스

턴대학교(Princeton University)에서 이학박사학위를 받았으며, 경북대학교 자

연과학대학 초대학장을 역임했다. 헤드버그는 1959년부터 1972년까지 프린

스턴대학교에서 층서학을 가르치며 『지침서』 편집 작업을 계속했는데, 당

시 프린스턴에서 박사과정을 밟던 장기홍은 헤드버그의 편집 과정을 직접 

목격하면서 진행 상황을 잘 알 수 있었다.356) 따라서 장기홍은 『지침서』가 

354) Salvador, Amos, eds., 백인성 옮김, 『국제 지층구분 지침서: 지층의 구분과 그 절
차 및 용어에 관하여』 (민음사, 1997), ⅵ. 살바도르가 편집한 책은 1976년에 출판된 
『국제 지층구분 지침서』의 개정판이다. 살바도르는 1976년의 초판 편집에 참여한 바 
있다.

355)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IUGS 
Commission on Stratigraphy(Hollis D. Hedberg eds.), 앞 책, 2-6.

356) 헤드버그는 장기홍의 박사 논문 지도를 위해 1973년에 한국을 방문했다. 한국 방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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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판되기 이전에 이미 한국의 『지질학회지』를 통해 『지침서』에서 제시

할 다원적 분류방법의 장점 및 편집 과정을 상세하게 안내할 수 있었다.357) 

장기홍은 『지침서』가 출판된 뒤인 1977년에도 이 책이 헤드버그와 위원들

의 약 20여 년에 걸친 노력의 결실임을 강조하면서 『지침서』 각 장의 주

요 내용을 소개하는 글을 『지질학회지』에 실었다. 장기홍은 『지침서』가 

“층서학 교재 또는 원서강독교재로서 적절할 뿐 아니라 모든 지질 관계자

들의 필수 참고서”라고 강조했다.358)

  장기홍은 『지침서』가 국내에서 수용되는 데 힘썼을 뿐만 아니라 국제적

으로 확산하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당시에 UNESCO와 국제지질과학연

맹은 국제지질대비프로그램(國際地質對比計劃, IGCP)을 공동으로 추진하고 

있었는데, 그 과제 중 하나가 “ESCAP(아시아 태평양 경제 사회 위원회) 지

역 퇴적분지 간 지층 대비(Stratigraphic Correlation between Sedimentary 

Basins of the ESCAP Region)”사업(1974-1982)이었다. 1974년에 착수된 이 

사업을 위해 1975년 12월 1~6일간 ESCAP 본부가 있던 태국 방콕에서 지역

위원회 겸 실무자 회의가 열렸다. 이 회의에는 ESCAP 위원국 가운데 버마, 

인도, 인도네시아, 이란, 한국, 말레이시아, 네팔, 필리핀, 태국, 소련 및 영

국을 대표하는 24명의 층서학 전문가가 참석했는데, 한국 대표로는 장기홍

이 참여하였다. 이 회의는 층서 도폭(Stratigraphic Atlas) 작성, ESCAP 지역 

모식지표품(模式地標品, topotype) 저장소 마련 등 여러 의제를 토론했는데, 

그중 하나가 국제 지층 분류 지침 사용에 관한 것이었다. 회의에 참여한 위

원들은 『지침서』를 ESCAP 지역 퇴적분지 지층대비에 적용하는 문제를 주

제로 토론하였고, 이를 위해 장기홍은 국제지층분류지침의 요점을 위원들에

게 설명하였다. 그 결과 회의 참가국들은 만장일치로 『지침서』를 적용할 

것을 결의하였다.359)

중에 헤드버그는 연세대에서 강연을 했는데, 정확한 강연 주제에 관한 기록은 남아 있
지 않다. 장기홍과의 인터뷰(2020.9.7.-10.6. 실시(이메일 인터뷰))

357) 章基弘, “多元的 地層分類와 國際地層分類指針 編纂現況”, 『지질학회지』 9:2 
(1973.06), 123-125.

358) 장기홍, “국제지층분류지침(International Stratigraphic Guide)”, 『지질학회지』 
13:2 (1977.6), 108-109.

359) 章基弘, “아세아 太平洋地域 地層對比計劃 1975年度 實務者會議 參加報告”, 『지질
학회지』 12:1 (1976.3), 61-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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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4.3 하부 고생대 층서명의 체계화와 국제화

『지침서』의 기본적인 문제의식은 화석을 바탕으로 한 시간층서적 분류를 

가장 우선시했던 고전적 분류방법을 따를 경우, 세계 각 지역의 암석층서적 

특성을 제대로 반영할 수 없다는 지질학자들의 경험에서 비롯되었다. 1948

년에 헤드버그는 “일찍 시작했다는 이점과 주창자들의 권위에 힘입어, 유

럽에서 처음 명명된 계와 통은 대부분 표준으로 받아들여졌고, 기존의 지층 

구분 틀을 다른 대륙에 억지로 끼워 맞추려고 해왔다.”라고 지적한 바 있

다.360) 장기홍도 1967년의 논문에서 계라는 단위가 등장하게 된 역사적 배경

에 대해 “초기 (서구의) 연구가들이 지질시대의 일정 기간에 퇴적된, 세계

적으로 인정될만한 규모의 지층에 대하여 계라는 단위를 붙이게 되었고, 어

느 계가 퇴적된 시기에 대하여는 紀(Period)라는 지질시대 단위를 사용하였

다.”라고 설명하였다. 그런데 아래 인용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그는 석탄

계, 백악계와 같은 계가 서구의 지층에만 국지적으로 해당하는 특징을 바탕

으로 지어진 이름임에도 불구하고 이를 전 세계의 지층에 보편적으로 적용

하려 했기 때문에 각 지역 지층의 다양한 특성을 반영하지 못한다고 지적했

다.361)

각 계(系)의 상대적 시대순과는 관계없이 서구에 산재(散在)한 지층에서 먼저 연구되어 

계로 등장한 선착순으로 편성되었다는 점이다. 이렇게 편집된 층서주(Stratigraphic 

column)에 근거하여 구분된 지질시대는 어떤 점으로는 마치 세계사를 춘추전국시대, 

고려시대, 명치시대 등으로 구분하는 것 같은 부조리(不條理)를 면할 수 없다. (중략) 

서구에서 자연적인 것이라고 보이던 지층구분은 타 대륙의 많은 지역에서는 결코 잘 

적용되지 않는다는 것, 서구에서 각 계에 특징적이라고 생각되던 다수의 화석계열은 

지역에서는 인정되는 않는다는 것이 명백해졌다.362)

360) Hollis D. Hedberg, “Time-S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Sedimentary Rock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59:5 (1948), 453.

361) 장기홍, “地層分類論槪觀: 韓國地層分類改定과 關聯하여”, 『볼캐노』 1 (1967.10.), 
8-9.

362) 같은 논문,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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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따라서 『지침서』의 기본 아이디어는 암질, 화석, 지자기, 화학적 조성 

등 암석이 가지는 특성이 다양하므로, 암석층이 가진 다양한 특성들을 명료

하게 표현하기 위해서는 다양한 종류의 지층 구분 유형을 독립적으로 사용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었다. 이를 반영하여 『지침서』에서는 암석학적 특

성을 바탕으로 지층을 구분하는 암석층서(Lithostratigraphy), 화석을 기준으

로 지층을 구분하는 생층서(Biostratigraphy), 지층의 생성 연대를 바탕으로 

지층을 구분하는 시간층서(Chronostratigraphy)를 다원적으로 사용함으로써 

지층 단위가 무엇에 근거하여 규정된 것인지를 명확하게 알 수 있도록 하였

다.363) 암석층서 단위와 시간층서 단위를 정확하게 구분하여 사용하도록 

『지침서』에서는 “통명(統名)이 층군(層群)에 해당하는 암석층서 지층명으

로 종종 사용되고 있으나, 이러한 사용은 중지되어야 한다.”라고 권고하고 

있다.364)

  1976년에 발표된 국제 층서 구분 기준에 의하면, 조선계와 양덕통, 대석회

암통은 각 지층의 특성을 정확하게 반영하지 못하는 지층명이라고 할 수 있

다. 『지침서』의 기준에 따르면, 표 5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층(Formation), 

층군(Group), 누층군(Supergroup)은 암석층서 단위에 해당하고, 계(System)와 

통(Series)은 시간층서 단위에 해당한다.365) 나카무라가 조선계를 양덕통과 

대석회암통으로 나누었을 때 그가 기준으로 삼았던 것은 두 통의 암석학적 

구성이었다. 나카무라는 규암과 천매암질 셰일로 된 아랫부분은 양덕통으로 

구분하고, 그 상부의 석회암 지대를 대석회암통으로 불렀었다. 이후 고바야

시에 의해 양덕통은 아래로부터 장산층과 묘봉층으로 세분되었고, 대석회암

통은 아래로부터 대기층, 세송 셰일, 화절층, 동점 규암, 두무골 셰일, 막골 

363) 章基弘, “多元的 地層分類와 國際地層分類指針 編纂現況”, 『지질학회지』 9:2 
(1973.06), 123-125; 한국자원연구소, “지층 층서단위 설정에 대한 연구”, (과학기술처, 
1992), 1-114 중 16-19, 41-46, 73-83;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IUGS Commission on Stratigraphy(Hollis D. 
Hedberg eds.), 앞 책, 7-11.

364)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IUGS 
Commission on Stratigraphy(Hollis D. Hedberg eds.), 앞 책, 73.

365) 암석층서 단위에서 층은 기본 지층 단위로서 퇴적암, 화성암, 변성암 각 암석으로 구
분되거나 둘 이상의 암석 유형으로 구성되며, 이러한 층이 두 개 이상 모이면 층군, 층
군이 두 개 이상 모이면 누층군(Supergroup)이 된다. 반면 시간층서 단위에 해당하는 
계와 통은 지질시대를 통하여 특정한 기간에 형성된 암층을 의미한다. 즉, 계는 기(紀, 
period) 동안에, 통은 세(世, Epoch) 동안에 쌓인 지층을 의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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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 등으로 세분되었다. 한마디로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지층을 분류할 

때는 암석층서에 따라 분류하고, 지층명을 붙일 때는 시간층서 단위를 붙였

던 것이다. 하지만 『지침서』가 등장하기 이전까지만 해도 계와 통과 같은 

단위가 일정한 규칙이 없이 사용되고 있었기 때문에. 일본인 지질학자들과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조선계라는 명칭을 오랫동안 사용해 온 것을 오류라고 

비판할 수는 없을 것이다.366)

지층구분 유형 주요 구분 단위 용어

암석층서

Group(층군)

  Formation(층)

    Member(층원)

      Bed(소층)

생층서

생물대(Biozones)

  Assemblage-zones(군집대)

  Range-zones(분포대)

  Acme-zones(전성대)

  Interval-zones(구간대)

  기타 생물대 지질연대 단위

시간층서

Eonothem(누대층)

  Erathem(대층)

    System(계)

      Series(통)

        Stage(조)

          Chronozone(시간대)

Eon(누대)

  Era(대)

    Period(기)

      Epoch(세)

        Age(절)

          Chron(시간)

기타 층서 유형
(광물, 환경, 

지진, 자기 등)

각 유형에 해당하는 접두어를 
붙인 대(-zone)

표 4-2. 『지침서』에 실린 지층 구분 유형과 각 구분 단위 용어. 추가적으로 구분해
야 할 필요가 있을 경우에는 아(Sub)와 누(Super)와 같은 접두어를 붙일 수 있다고 설
명되어 있다.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 of IUGS 
Commission on Stratigraphy(Hollis D. Hedberg eds.), 10.

  조선계라는 명칭이 가진 문제는 그것이 지역적 지층 단위라는 점이었다. 

즉, 조선계는 한반도라는 특정한 지역에서만 적용되는 지층 단위였다. 계가 

366) 정창희, 『地質學槪論』 全訂版 (博英社, 1986), 4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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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간층서 단위라는 개념이 정립되기 이전에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한반도 태

백산 분지에 형성된 일련의 두꺼운 지층을 지칭하기 위해 조선계라는 이름

을 붙였다. 따라서 조선계는 세계적인 시간층서 단위와 맞지 않는다. 표 4-2

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기에 퇴적된 암석층이 계라고 한다면, 캄브리

아기에 퇴적된 지층도 조선계가 되고, 오르도비스기에 퇴적된 지층도 조선

계가 되는 셈이다. 왜냐하면, 조선계는 세계에서 공통으로 사용되는 시간층

서인 캄브리아계와 오르도비스계가 합쳐진 계이기 때문이다.367)

일본 지질학자들이 조선계, 평안계 등으로 '계'라는 지층 단위명을 썼던 것은 지층발

달의 양상을 있는 그대로 보고 독자적으로 분류, 명명했던 것으로 일리가 있었던 것입

니다. 그 후의 연구결과를 종합하면 그들의 '계'는 북중국-한반도에서는 매우 정확했

던 것입니다. 지질학에서는 지역 지질학(regional geology)이라는 개념이 있는데 '계'는 

그런 공간 범위의 (그런 공간 범위 특유의) 지층 단위인 셈입니다. 지역적 층서 단위

(Regional Stratigraphic Unit) 입니다. 한중지역 특유의 지층 단위인데 그것을 세계적 

지질시간표에 놓았을 때는, 예컨대 조선계는 그 시기가 Cambrian-Lower Ordovician에 

해당하는 것입니다.368)

이에 대해 손치무는 이미 1957년의 논문에서 지질시대를 달리하는 캄브리아

계와 오르도비스계를 조선계로 통합한 것은 불합리하다고 지적한 바 있었

다.369) 장기홍도 조선계나 평안계와 같은 명칭은 세계 각지에서 층이나 층군 

혹은 여러 계에 해당하는 지층에 계라는 용어를 남발하던 구시대의 유물이

라고 생각했다.370)

  조선계라는 지역적 명칭을 세계적인 시간층서 단위와 일치시킴과 동시에 

최초의 분류 기준이었던 암석층서 단위를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은 계라는 단

위 명을 포기하고, 대신에 누층군(SuperGroup)이라는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었다. 1975년에 출판된 영문판 The Geology of Korea는 한국에서 최초로 누

층군 개념을 적용한 책이다. 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전신인 국립지질조사

소는 1971년에 영국 지질과학연구소(Institute of Geological Sciences, 현 

367) 같은 책, 436.
368) 장기홍과의 인터뷰(2020년 9월 7일 실시)
369) 손치무, “우리나라 地質系統에 관하여”, 46-51.
370) 장기홍, “地層分類論槪觀: 韓國地層分類改定과 關聯하여”, 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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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ritish Geological Survey)와 공동으로 지하자원 공동탐사 계획을 세웠고, 이

를 위해 영국의 지질학자 4명이 한국에 파견되어 약 2년 반 동안 충청북도

의 황강리 지역 광물 탐사를 시행하였다. Geology of Korea는 이 탐사에 참

여했던 영국 구조지질학자 안토니 리드만(Anthony J. Reedman)과 국립지질

조사소의 엄상호가 당시까지 연구된 자료들을 정리하여 공동출판한 책이다. 

이 책에서 리드만과 엄상호는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에 대해 처음으

로 조선누층군(Joseon Supergroup)이라는 명칭을 사용하였다.371)

  이후 조선누층군이라는 명칭은 점점 널리 사용되었다. 1982년에 연세대학

교 지질학과 동문회에서는 김옥준의 정년퇴임 기념으로 523쪽에 달하는 

『한국의 지질과 광물자원』을 출판하였는데, 정창희, 김옥준, 이하영, 김봉

균 등을 포함, 35명의 한국 지질학자가 집필에 참여한 이 책에는 한국의 지

질과 광물자원에 관한 연구가 집대성되어 있다. 따라서 이 책에서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사용한 용어를 보면 하부 고생대 지층에 새로운 명명법이 지

질학자들 사이에서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다.

본 절에서는 현 국제 층서명 규약에 따라 조선계를 조선누층군으로, 양덕통과 대석회

암통을 각각 양덕층군과 대석회암층군으로 개정하기로 하며 남한에 발달된 조선누층

군만을 대상으로 하여 기술한다.372)

대한지질학회에서 지질학회 창립 40주년 기념사업으로 출판한 Geology of 

Korea에서도 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1975년의 The Geology of Korea와 비

교했을 때 이 책은 김봉균, 김옥준, 정창희, 이하영, 장기홍 등 집필자 16명

이 모두 한국인 지질학자들이었고, 그 양도 1975년 책보다 방대했다. 연세대

학교 지질학과 교수였던 이대성이 편집을 맡았던 이 책에는 1885년부터 

1980년 중엽까지의 한국의 지질 연구결과가 종합되어 있다. 이 책에서도 

『한국의 지질과 광물자원』에서처럼 “계나 통과 같은 시간층서 단위를 국

제 지층 분류 코드에 따라 누층군과 층군으로 대체하겠다”라고 밝히면서 

371) Anthony John Reedman and Sang Ho Um, Geology of Korea: An Account of 
the Geological Development of the Republic of Korea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1975), 32-46.

372) 金玉準敎授停年退任記念誌編輯委員會, 『韓國의 地質과 鑛物資源』 (도서출판 춘광, 
1982), 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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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산 분지 캄브리아-오르도비스기 지층을 Chosŏn Supergroup(조선누층군)

이라고 부르고 있다.373) 이처럼 1980년대 들어서는 『지침서』의 지층 구분 

기준이 광범위하게 적용되었다는 것을 볼 수 있다.374) 

  지금까지 알아본 것처럼, 『국제 지층 구분 지침서』의 도입은 한국인 지

질학자들이 그동안 사용하던 조선계에 국제적 기준에 맞는 새로운 단위를 

부여함으로써 한반도의 지층 분류를 체계화함과 동시에 지역적 지층 분류 

단위로서의 조선계를 국제적인 시간층서와 암석층서 기준에 부합해 나갈 수 

있도록 했다.

4.5 소결

이 장에서는 하부 고생대 조선계 세부 층서 정립과 층서명 체계화를 통해 

조선계에 관한 총체적인 이해가 증진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일제강점기 

지식에 수정을 가하고 조선계에 관한 지식을 생산하는 데는 코노돈트라는 

새로운 연구 재료의 도입과 국제 지층 구분 지침의 도입이 중요한 계기로 

작용했다.

  먼저, 1960년대 말~1970년대 초 코노돈트라는 새로운 연구 재료의 도입은 

하부 고생대 세부 층서 문제를 새로운 각도에서 접근할 수 있게 해주었다. 

한반도 하부 고생대에 관한 고바야시의 층서 연구는 매우 광범위하고 정확

했기 때문에 해방 이후로도 오랫동안 한국인 지질학자들에게 수용되고 있었

다.375) 이것이 가능했던 것은 그가 삼엽충이라는 화석을 이용해 조선계의 생

373) Geological Society of Korea, Geology of Korea, (교학사, 1987), 14, 49-81.
374) 모든 지질학자가 조선누층군이라는 용어를 사용한 것은 아니다. 예를 들어 장기홍은 

지침서가 보완과 개정을 거듭해야 한다고 생각했다. 그는 층군이나 누층군은 암질(岩質)
에 기초한 단위이지만, 조선누층군은 실제로 암질이 복합적이어서 층군 개념 적용에 타
당성이 없다고 생각했다. 그는 한국에서만 쓰고 있는 여러 「계」들은 상하에 대부정합이 
있는 지층 단위 즉, 구조층서학적 단위로서, 암석층서, 생층서, 혹은 시간층서 단위와 
뚜렷이 다른 지층 단위라고 생각했다. 이를 위해 그는 속(束, Synthem)이라는 새로운 
단위를 제안했다. 『지침서』의 1976년 초판에는 속이라는 단위가 들어가 있지 않지만, 
1997년의 개정판에는 속이라는 단위가 부정합층서로 제시되어 있다. 현재 한국의 지질
학자들이 속 단위를 사용하지는 않는다. 章基弘, “多元的 地層分類와 國際地層分類指
針 編纂現況”, 125.

375) 본 연구를 위해 인터뷰한 지질학자 정창희, 이종덕, 최덕근 등은 모두 해방 이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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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서를 확립해 놓았기 때문이었다. 삼엽충과 달리 코노돈트는 녹여서 실체

를 볼 수 있는 유일한 화석이며, 진화 속도가 빨라서 세분된 생층서대 확립

이 가능한 재료였다. 이하영과 그의 제자들은 삼엽충보다 세부적인 층서 확

립에 유리한 재료를 손에 넣음으로써 고바야시가 세운 하부 고생대 층서에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이하영이 코노돈트 화석을 이용해 조선계 층서에 수정을 가하고 있던 시

기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지층명을 정비하는 작업을 진행했다. 그 배경에

는 암석층서 단위와 시간층서 단위를 독립적으로 구분한 국제 지층 구분 지

침이 자리하고 있었다.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에 태백산 분지 하

부 고생대 지층에 붙인 조선계, 양덕통, 대석회암통과 같은 지층명을 국제 

지층구분 기준에 맞게 조선누층군, 양덕층군, 대석회암층군 등으로 수정하여 

사용함으로써 조선계에 대한 이해를 체계화시킬 수 있었다.

  이하영 등의 한국 지질학자들이 코노돈트를 이용해 조선계 세부 층서를 

수정하고 조선계 각 층서명을 체계화하는 작업에는 국제적인 연구 네트워크

와의 결합이 중요하게 작용했다. 이하영과 그의 제자들은 코노돈트를 매개

로 자신들을 일제강점기와는 다른 새로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에 연결할 

수 있었고, 이를 적극적으로 활용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생성해낼 수 있었다. 

앞 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960년대까지는 미국에서 박사학위를 받았던 

김옥준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

았고, 대외학술 교류는 대부분 일본 학계와만 연결되어 있었다. 단선적인 연

결 속에서 지리적으로 격리되었던 1960년대의 지질학자들과 달리, 1960년대 

말~1970년대가 되면서 이하영은 조선계 생층서대 확립이라는 연구 목표 속

에서 코노돈트를 중심으로 형성되어 있었던 국제적 연결망에 자신을 다양한 

방식으로 연결해 나갔다.

  뮐러는 코노돈트 세계 지도를 만들고자 하는 목표 속에서 이하영과 노가

미 등을 자신의 연구 네트워크 안으로 끌어들였고, 뮐러를 중심으로 구축된 

본대학교 연구 그룹 속에서 이하영은 연구자로서 자신의 역량을 키워나갔

다. 본 연구 그룹 속에서 노가미와 이하영은 연구 재료를 공유했으며, 뮐러

반도 하부 고생대 연구에서 고바야시가 인용되지 않은 논문이 없었으며, 고바야시의 틀
린 부분을 찾기가 상당히 어렵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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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이하영의 발견들을 지지해주거나 정당화해주는 역할을 했다. 뮐러와의 

관계에서 지지와 확인을 받았던 이하영은 이후 국내에서 자신을 중심으로 

하는 새로운 연구팀을 구성했고, 그 속에서 한국의 코노돈트 연구자들은 빠

른 속도로 연구 역량을 성장시켜 나갔다. 이하영을 중심으로 형성된 연구팀

은 한국의 하부 고생대 세부 층서를 확립하거나 대결층의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발견을 했고, 이하영은 뮐러 이외에도 미국과 영국의 여러 연

구자와 협력 관계를 유지하면서 새로운 지식을 검증받았다. 이하영의 논문

은 많은 지질학자에 의해 인용되었는데, 이는 그가 새로운 코노돈트 연구 

네트워크에서 주변부에만 머물지 않았음을 의미했다. 

  조선계의 층서명을 체계화하는 작업도 이와 비슷한 과정을 통해 이루어졌

다. 『국제 지층 구분 지침서』는 1976년 국제지질연맹 산하 국제 층서 위

원회 소속 국제 지층 구분 소위원회에서 대다수 국가 층서학자들 사이의 합

의를 통해 출판되었다. 한국 지질학회는 『국제 지층 구분 지침서』 발간 

결정의 과정에 직접 참여했을 뿐만 아니라, 『지침서』의 지층 분류 기준을 

적극적으로 홍보하고 도입함으로써 국제적 기준에 맞게 층서명을 개정할 수 

있었다. 한국에서만 적용되던 지역적 지층 분류 단위였던 조선계를 조선누

층군으로 개칭한 과정은 한국 지질학자들이 지층 구분 표준 제정을 둘러싸

고 형성된 국제 연구 네트워크와 적극적으로 연결되는 과정이었다.

  이처럼 1970년대와 1980년대를 거치면서 이하영과 같은 한국인 지질학자

들은 코노돈트를 매개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결합하면서 식민지 시기에 

일본 지질학자들이 형성한 지식을 수정할 수 있었으며, 지층명을 국제적 기

준에 맞추는 과정들을 통해 조선누층군에 대한 지식을 심화시켜 나갈 수 있

었다. 하지만 1970년대 이후 한국에 판구조론이 도입되면서 한국 지질학자

들은 전혀 새로운 관점에서 한반도의 지층을 설명해야 할 과제를 안게 되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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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판구조론의 등장과 한반도 고지리 및 

형성과정 연구

5.1 서론

1960년대 초의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사업을 계기로 한국인 지질학자들

은 점차 지질학 연구 기반을 확대해 나갔고, 1970년대 이후에는 코노돈트 

화석을 이용해 일제강점기에 정립된 하부 고생대 지층에 의미 있는 수정을 

가할 수 있었다. 코노돈트 화석은 고생대 전기에 퇴적된 캄브리아기와 오르

도비스기 지층의 지질계통을 세부적으로 명확히 밝히는 데 중요한 역할을 

했고, 오르도비스기와 석탄기 사이의 대결층 범위를 크게 줄여주었다. 태백

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에 관한 지식이 수정되는 과정에서 한국인 지질학

자들은 코노돈트를 중심으로 형성된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 속에 자신들을 

편입시켰고, 이러한 네트워크는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새로이 발견한 지식을 

정당화하고 지지하는 역할을 했다.

  한국에서 이러한 변화가 일어나는 동안 세계 지질학계에서는 혁명적인 사

건이 일어나고 있었다. 바로 판구조론의 등장이었다. ‘시간에 따른 대륙의 

수평 이동’을 전제로 하는 판구조론의 등장은 지질학자들에게 지구의 역사

를 이해할 완전히 새로운 틀을 제시했다. 그동안 대륙의 수직 이동 개념을 

바탕으로 지각변화를 설명하던 지질학자들은 이제 ‘대륙이 언제, 어느 위

치에 있다가, 어떤 과정을 거쳐서 현재의 위치로 오게 되었는가’를 설명해

야 했다. 판구조론을 통해 대륙들이 시간에 따라 공간적으로 어떻게 이동·

재배치되었는지 알게 되면서 지질학자들은 그동안 개별적으로 이해되던 지

체구조, 습곡과 산(맥)의 형성, 화석의 분포, 단층의 방향과 구조선, 지진 발

생의 원인 등을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이론 아래 통합적으로 설명할 수 있

게 되었다.

  판구조론은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고지리와 한반도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

는 데도 중요한 역할을 했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고생대 전기의 한반도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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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금의 한반도와 위치, 모양, 환경 등이 모두 달랐을 것이기 때문이었다. 지

질학자들은 현재의 한반도가 보여주는 암석, 화석, 습곡, 단층 등의 증거를 

이용해 과거 한반도의 위치나 모양, 환경 등을 역추적해서 설명해야 했다. 

이를 위해서는 전 지구적 시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 형성의 역사를 

이해해야 했다. 따라서 대륙이 수직적인 변화만 할 뿐 수평적으로는 고정되

어 있다는 가정 아래 만들어진 고바야시의 동아시아 지체구조론과 지각변동 

이론은 전 지구적인 판의 이동과 충돌이라는 개념 속에서 재해석되어야만 

했다.

  본 장에서는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판구조론을 바탕으로 고바야시의 한반

도 및 동아시아 지체구조론을 재구성하고, 고생대 전기 한반도 고지리와 한

반도 형성의 역사를 정립해 나가는 과정을 살펴보고자 한다. 이를 통해 일

제강점기 전후에 고바야시가 만든 지식이 한편에서는 한반도 형성사 연구의 

재료로 이용되면서 다른 한편에서는 재구성의 대상으로 기능하는 양상을 볼 

수 있을 것이다.

  이를 위해 본 장에서는 지질학자 최덕근(崔德根, 1949- )을 중심으로 논의

를 전개하고자 한다. 판구조론을 이용하는 연구에는 고지자기, 고기후, 구조

지질 연구 등 여러 분야가 있지만, 최덕근은 고바야시와 이하영 이후 처음

으로 하부 고생대 연구에 고생물학적 방법으로 접근한 지질학자이기 때문이

다. 특히 최덕근이 선택한 연구 재료는 고바야시와 똑같은 태백산 분지 하

부 고생대 삼엽충 화석이었다. 최덕근은 30년에 걸친 삼엽충 연구를 바탕으

로 고생대 전기 한반도 고지리도(古地理圖)를 완성하고 한반도 형성사를 정

립하고자 했다.

  그 과정에서 최덕근은 판구조론의 등장과 도입으로 변화된 국내·외 지적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첫째, 1970년대 이후 판구조론이 한국에 도입

되면서 한국에는 고지자기학과 구조지질학을 전공한 지질학자들이 등장하기 

시작했다. 이들의 연구는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위치와 한반도의 이동 및 

충돌에 관한 고지자기학 및 구조지질학적 지식을 제공했다. 둘째, 1980년대 

들어 고생대 전기 고지리 연구에서 중국 지질학자들의 고지자기 연구가 본

격적으로 등장하기 시작했다는 점이다. 중국의 지질학자들이 밝혀낸 고생대 

전기 중국의 위치와 이동 경로는, 중국과 같은 판으로 연결되어 있던 한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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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 고지리에 대한 이해를 가능하게 했다. 셋째, 판구조론의 등장으로 대륙은 

시간에 따라 위치가 달라지는 대상이 되었기 때문에 한반도의 지체구조 형

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생대 전기의 한반도가 당시 곤드와나를 구성

하고 있던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와 맺는 관계를 파악하는 일이 중요해졌

다. 최덕근은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중국 연구자들과 적극적인 협력 관계

를 형성했고, 그들의 연구결과를 한반도 고지리 이해에 적극적으로 이용했

다. 최덕근은 이처럼 변화된 지적 지형 속에서 얻어진 고생대 전기 한반도

의 위치, 한반도가 현재의 위치로 오기까지의 이동 경로, 그 과정에서 이루

어진 판과 판의 충돌 과정, 판의 충돌이 낳은 태백산 분지 지층 구조 변화, 

고생물학적 증거 등을 종합하여 한반도 형성사를 정립해 나갔다.

  전 지구적 판의 수평 이동 및 각 판의 상호 관계 속에서 한반도 형성사를 

정립하는 과정은 이처럼 고바야시의 ‘동아’ 범위를 뛰어넘는 사고의 틀을 

요구하는 일이었다. 최덕근과 같은 한국의 지질학자들은 고바야시의 지체구

조론과 지각변동 이론의 기본 개념을 수용하면서도, 이를 전 지구적 대륙이

동의 틀 속에서 재해석함으로써 일제강점기에 일본을 중심으로 형성된 동아

지질의 지역적 한계를 뛰어넘을 수 있었다. 한반도의 고생대 고지리와 한반

도 형성 역사를 이해하기 위해서 중요한 것은 전 지구에 분포된 각 대륙 간 

상호 관계의 변화이기 때문이었다.

5.2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

5.2.1 고토 분지로의 한반도 지형 연구

지체구조론이란 지각을 이루는 암석들의 구조적 특징과 그 상호 관계를 연

구하는 이론으로, 서로 독립적으로 존재하는 땅덩어리들(地體) 사이의 관계

를 설명하는 이론이다. 이런 땅덩어리들은 육괴(陸塊), 지괴(地塊), 강괴(剛
塊), 또는 랜드(Land)라고 부른다.376) 한반도의 지체구조를 이해하기 위해서

376) 영어로는 massif, block 또는 craton이라고 불린다. 지질학자마다 육괴, 강괴, 랜드 
등을 서로 혼용하여 사용하므로, 본 장에서는 massif와 block은 육괴로, craton은 판
(plate)과 같은 의미로 사용되는 랜드로 부르기로 한다.



- 172 -

는 한반도 각 땅덩어리의 역사와 이들 사이의 관계를 알아야 한다.

  지체구조론에 의하면 한반도는 단일한 땅덩어리가 아니라 서로 다른 특성

을 가진 여러 개의 땅덩어리로 구성되어 있다. 한반도의 지체구조구는 크게 

5개로 나눌 수 있으며, 큰 구조구는 다시 2~4개의 작은 구조로 나누어진다. 

한반도는 기본적으로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3개의 육괴로 이루어져 있는

데, 북쪽으로부터 각각 낭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 순서대로 나타난다. 이 

세 육괴는 단층이나 습곡으로 구분된 안정된 땅덩어리이다. 그림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낭림육괴와 경기육괴 사이에는 함북 습곡대(평남 분지+

임진강대)가 있으며,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는 옥천대(충청 분지+태백

산 분지)가 위치한다. 본 연구가 대상으로 하는 태백산 분지는 옥천대에 속

한다. 오랫동안 옥천지향사(沃川地向斜)라고 불렸던 옥천대는 군산·목포 해

안에서 강릉·원덕 해안 사이에 있으며, 북동-남서 방향으로 길게 연장되어 

있다. 옥천대는 제천-문경선을 경계로 남서부는 변성 옥천대(變性沃川帶), 

북동부는 비변성 옥천대(非變性沃川帶)로 불린다. 비변성 옥천대는 비변성 

퇴적암으로 되어있는데, 조선누층군과 평안누층군으로 이루어진 태백산 분

지가 바로 비변성 옥천대에 해당한다. 변성 옥천대는 태백산 분지 서남쪽에 

자리하며, 오늘날 이곳은 충청 분지로 불린다.377)

  한반도의 지질을 최초로 지체 구조적 관점에서 접근한 지질학자는 고토 

분지로였다. 메이지 시대 일본을 대표하는 지질학자이자 지리학자인 고토 

분지로는 도쿄제국대학 이학부 지질학･채광야금학과의 1879년도 제1회 졸업

생이자 유일한 졸업생이었다. 그의 스승은 당시 도쿄제국대학에 초빙되어 

지질학을 가르치던 독일인 지질학자 하인리히 나우만(Heinrich E. Naumann, 

1854–1927)이었다. 대학 졸업 후 고토는 문부성으로부터 독일로 유학하라는 

명령을 받아 이후 약 3년 동안 라이프치히 대학(Universität Leipzig)과 뮌헨 

대학(Ludwig-Maximilians-Universität München)에서 유학한 후 1884년에 귀국

했다. 도쿄제국대학 지질학·채광야금학과의 마지막 독일인 교수였던 곳체

가 독일로 떠난 이후, 그의 뒤를 이어 1886년에 도쿄제국대학의 지질학･암
석학 교수가 된 고토 분지로는 일본의 초기 지리학·지질학 연구를 이끌었

다.378)

377)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프레스, 1999), 323-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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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반도 지질에 대한 고토의 본격적인 연구는 1900년부터 1902년까지 총 2

차례에 걸쳐 이루어졌다. 총 14개월에 걸쳐 이루어진 조사였다. 고토와 그의 

도쿄제국대학 제자 야베 히사카츠, 그리고 고토의 제자로서 졸업 후 일본지

질조사소에 배치되어 있던 이노우에 기노스케를 포함한 7명은 한반도 전역 

거의 22만㎢에 이르는 지역을 조사했다. 1900년의 1차 조사 때는 경상도, 전

라도, 충청도, 경기도, 강원도를 조사했는데, 그는 이 조사를 위해 한반도 남

부 지역을 동서로 3번 횡단하면서 겉으로 드러난 노두를 관찰하여 지형, 지

질, 암석, 지체구조 등을 분석했다. 이어서 1901년에 이루어진 2차 조사 때

는 함경도, 평안도, 황해도 지역을 조사했다. 아랫글을 보면 고토와 그의 대

원들의 조사 목표가 한반도 지형과 지질에 대한 개괄적 지식을 얻는 데 있

었음을 알 수 있다.

최근 나는 이곳에서 1900~1901년 그리고 1901~1902년 두 차례에 걸쳐 겨울 여행을 하

면서 14개월을 보냈다. 나는 6명의 대원과 4마리의 조랑말로 이루어진 원정대를 이끌

고 266일을 여행했는데, 하루에 거의 20km를 이동하면서 총 6,300km, 1,575리를 돌아

다녔다. 첨부된 지도에서 보듯이, 조선 반도를 가로질러 서쪽 해안에서 동쪽 해안으로 

다시 동쪽 해안에서 서쪽 해안으로 거의 같은 거리를 이동했다. 그 결과 이 나라의 일

반적인 지형과 지질에 대해 알게 되었다. 이는 나의 두 번에 걸친 여행의 주요 관심사

였다.379)

이 탐사의 결과는 한반도의 지질･지형에 관한 3편의 논문, 지명 사전, 그리

고 지도 1편의 발표로 이어졌다. 고토는 한반도에 관한 논문 3편을 모두 영

문으로 『도쿄제국대학이과대학기요』를 통해 발표했다.

  먼저 고토는 1903년에 “조선산악론(朝鮮山岳論,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을 발표했는데, 이 논문은 한반도를 지체구조 관점에서 접근했다는 

점에서 중요한 논문으로 평가받는다.380) 이 논문에서 고토는 한반도를 개마

378) 失島道子, “小藤文次郞-日本の地質學·岩石學の父”, 『地球科學』 61 (2007), 155-159 
중 155.

379) Koto Bunjiro, “An Orographic Sketch of Korea”, The Journal of the College 
of Science, Imperial University of Tokyo, Japan 19 (1903), 1-61; 고토 분지로 지
음, 손일 옮김, 『朝鮮기행록』 (푸른길, 2010), 338-339.

380) “조선산맥론”혹은 “조선지질구조론”으로도 많이 불리고 있다. 고토가 1900년대 초반
에 확립한 조선의 산맥론은 일제강점기를 거쳐 해방 이후에까지 수용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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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蓋馬臺地, Kaima Plateau), 고조선(古朝鮮, Palaeo-Chosen), 한지(韓地, 

Han-land) 총 3개의 지체로 나누었다. 이 중 개마대지는 편마암을 기반으로 

하는 평안북도, 함경북도, 함경남도 지역의 고지대를 의미하고, 고조선은 개

마대지 남쪽에 위치하는 평안남도, 황해도, 함경남도 일부 지역을 의미한다. 

특히 고조선 지역은 일제강점기 내내 일본인들의 큰 관심을 끌었는데, 그 

이유는 이 지역이 원생대의 상원계, 하부 고생대 지층인 조선계, 그리고 상

부 고생대 지층인 평안계 등으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이었다. 이는 고조선 

지역의 조선계 지층에는 석회암, 그리고 후기 고생대 지층에는 무연탄이 다

량 함유되어 있을 것임을 의미했다. 고토는 추가령구조곡(楸哥嶺構造谷)의 

아래쪽인 경기도, 강원도, 충청도, 전라도, 경상도 등에 걸친 지역에는 한지

라는 명칭을 붙였다.381)

  고토의 “조선산악론”은 현재 한국에서 사용하고 있는 산맥 체계를 제공

한 논문이기도 하다. 이 논문에서 고토는 한국의 산맥을 동북동-서남서 방

향(혹은 동서 방향)으로 달리는 요동계(遼東系) 산맥과 북북동-남남서 방향

(혹은 중국 방향)으로 달리는 중국계(支那系) 산맥, 그리고 한반도의 동해를 

따라 남북으로 달리는 한국계(韓國系) 산맥으로 구분했다. 고토는 요동계 산

맥은 암석학적인 관점에서 편마암계(片麻巖系)의 단열(斷裂)이나 습곡에 의

한 것이고, 중국계 산맥은 고기암층(古期岩層)의 습곡에서 유래된 것으로 생

각하였다. 또 고토는 한국계에 속하는 태백산맥이 중생대 쥐라기 이후 일본 

본토와 동시대에 형성되었다고 생각했다.382)

  고토의 산맥론은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의 중요한 기반이 되었다. 한반도

에서 동서 방향의 요동계 산맥은 북한 쪽에 분포하고, 북북동-남남서 방향

의 중국계 산맥은 남한 쪽에 분포한다. 이는 북한 쪽과 남한 쪽의 지질구조

가 서로 다르다는 것을 뜻한다. 지질구조가 서로 다른 두 지역을 구분하는 

선을 구조선(構造線, trend)이라고 하는데, 고토 분지로에 의하면 한반도에는 

요동 구조선(Liaotung trend), 중국 구조선(Sinian trend), 한국 구조선(Korean 

trend) 모두 세 개의 구조선이 있는 셈이었다.383)

381) 고토 분지로 지음, 손일 옮김, “조선산맥론”, 『朝鮮기행록』, 337-409.
382) 같은 책, 401-409
383) 같은 책, 401-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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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고바야시의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체구조구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체구조 연구는 고토 분지로의 한반도 산맥 연구에서 

출발했다. 1933년의 논문에서 한반도의 지질학적 역사를 지체구조 관점에서 

규명하겠다고 밝힌 고바야시는, 자신의 스승 고토 분지로의 한반도 구조론

을 한 단계 발전시켜 오늘날과 거의 비슷한 형태의 한반도 지체구조구를 설

정했다. 고토 분지로는 한반도를 3개의 지질 단위―개마대지, 고조선, 한지

―로 나누자고 제안했던 반면, 고바야시는 고토의 고조선과 한지를 다섯 개

의 요소로 세분할 것을 제안하였다. “연구에 더 편리할 것”이라는 게 그 

이유였다.384)  고바야시의 지체 요소는 개마대지(오늘날의 낭림육괴 포함), 

평남 지향사(Heinan Depression or Geosyncline), 경기육괴(Keiki Positive 

Element), 옥천 지향사(Yokusen Depresson or Geosyncline), 영남육괴(Reinan 

Positive Element), 그리고 대마 분지(Tsushima Basin, 오늘날의 경상분지)였

다.385) 고바야시는 평남 지향사는 평안북도와 경기육괴 사이에, 옥천 지향사

는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 있으며, 지향사에는 원생대에서 오르도비스

기, 석탄기에서 트라이아스기에 이르는 두꺼운 퇴적층이 놓여있다고 생각했

다. 여기에는 한반도에는 실루리아기와 데본기 퇴적층이 없다는 자신의 대

결층설이 반영되어 있었다.386)

  이후 고바야시는 1953년의 논문 “남한의 지질”에서 충주-문경을 경계로 

옥천 지향사를 북동쪽과 남서쪽으로 나누어서, 북동쪽(태백산 분지)은 비변

성(非變性, non-metamorphosed) 옥천대, 남서쪽은 변성(metamorphosed) 옥

천대라고 명명하였다. 고바야시가 설정한 한반도의 지체구조는 그림 5-1에

서 보는 것과 같이 이후 한반도 지체구조구의 기초가 되었다.387)

384)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88-589.
385) 판구조론의 등장 이후 지향사라는 용어는 쓰지 않는다. 오늘날에는 평남지향사 대신

에 평남분지, 옥천지향사 대신에 옥천대로 부른다.
386)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89.
387)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180-193. 대한지질학회, 『한국의 지질』, (시그마
프레스, 1999), 325에 같은 내용이 소개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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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1. (왼쪽) 고바야시가 1933년에 설정한 한반도 지체구조구. 고바야시는 오
늘날 받아들여지는 것과 거의 비슷한 구조구를 설정하였다. 주요 지체구조는 
KP(개마대지), HD(평남지향사), KL(경기육괴), YD(옥천지향사), RL(영남육괴), TB
(대마분지)이다.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87. (오른
쪽) 최덕근이 제안한 한반도 지체구조구. 최덕근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 
위치하는 옥천대를 태백산 분지와 충청 분지로 나눌 것을 제안했다. 최덕근, 
『시간을 찾아서: 5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 (서울대학교출판부, 2004), 167.

  고바야시의 동아시아 지체구조는 한반도의 지체구조와 밀접하게 연결되어 

있다. 고바야시는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 중기까지 태백·북한·남만

주·북중국의 삼엽충 화석과 영월·중남부 중국의 삼엽충 화석이 서로 달랐

다는 사실을 반영하여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정립했다(2장 참조). 따라서 

고바야시의 동아시아 지체구조구에는 태백과 영월이 완전히 분리된 서로 다

른 땅덩어리로 설정되어 있다. 그는 중국을 중심으로 동아시아 지체구조를 

황하동물구, 천전동물구, 강남동물구로 나누었는데, 그 중 황하동물구는 태

백·북중국·만주·북한을 포함하는 지역으로 주로 얕은 바다에 살았던 토

착성 삼엽충이 발견되는 지역이며, 강남동물구는 영월·남중국을 아우르는 

지역으로 이곳에서 발견된 원양성 삼엽충은 전 세계적으로 분포한다. 이것

을 훗날의 판구조론적인 입장에서 해석하면 한반도의 북한과 태백은 북중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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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 연결되어 중한랜드(Sino-Korean Land)를 구성하고 있고, 한반도의 영월은 

남중국과 연결되어 남중랜드(South China Land)를 구성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388)

5.2.3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각변동 연구-구조지질학적 접근

한반도가 형성된 역사를 알기 위해서는 한반도의 지체구조구와 각 지체 사

이에서 일어난 지각변동의 역사를 알아야 한다. 이를 위해서는 한반도를 구

조지질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연구할 필요가 있다. 구조지질학이란 단층이

나 습곡과 같은 암석변형 과정을 연구하는 지질학의 한 분야로, 오랜 지질

시대에 걸쳐 지각이 변형되어온 역사를 복원해내는 것을 목표로 하는 학문

이다.

  한반도를 구조지질학적 관점에서 접근하여 한반도 지각변동의 역사를 알

아내려는 연구는 일제강점기에 일본인 지질학자들로부터 시작되었다. 한반

도와 동아시아 지체구조에 대한 일본 지질학자들의 구조지질학적 관심은 일

본의 지각변동 연구와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었다. 일본과 한반도, 중국을 연

결하는 지각변동 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동아시아 지체구조에 대한 이해

가 선행되어야 했기 때문이었다. 특히 일제강점기에 나카무라나 고바야시는 

중생대에 한반도에서 일어난 조산운동에 큰 관심을 가졌는데, 그 이유는 일

련의 지각 운동으로 일본의 기본 지형이 만들어진 시기가 바로 중생대였기 

때문이었다(2장 참조). 이들은 한반도에서 중생대 쥐라기 중엽에 있었던 대

변동이 일본의 지질구조를 이해하는 열쇠라고 생각했다.

  한반도 지각변동에 관한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초기 연구는 조선총독부 지

질조사소와 연료선광연구소에서 실시한 도폭조사와 자원·탄전 조사 과정에

서 독특한 지질구조들이 관찰되면서 시작되었다. 한반도 지각변동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야마나리 후지마로의 “강원도의 인편구조(江原道の鱗片構造, 

1926)”였다. 야마나리는 1923년부터 1926년까지 총 4회 117일에 걸쳐 정선, 

평창, 영월, 삼척을 야외조사한 결과, 그림 5-2와 같이 중생대 지층인 반송

388) 중한랜드의 중국 쪽 부분을 북중국판이라고 부른다. 중한랜드와 북중국판은 거의 구
분 없이 혼용된다. 남중랜드는 양즈판(Yangtze Craton)이라고도 부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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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盤松層) 위로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지층이 겹겹이 올라와 있는 구조를 발

견했다.

그림 5-2. 강원도의 인편구조. 중생대 반송층(m)이 쌓인 다음, 쥐라기 말의 
조산운동에 의해 단층과 습곡이 일어나 후기 고생대 평안계(b)가 반송층 위
로 올라가면서 인편상 구조가 형성된 모습. 山成不二麿, “江原道の鱗片構
造”, 687.

이처럼 스러스트 단층들이 중첩된 구조를 인편상 구조(鱗片狀 構造, 

imbricate structure)라고 한다. 이 발견에 대해 야마나리는 다음과 같이 적

고 있다.

조선총독부의 명을 받아 고생층이 발육하는 남부 강원도의 땅을 여러 번 여행할 기회

를 얻어 야외조사를 마치고 지질도를 제작하려 하니, 본 지역에서는, 반송층389)이라 

불리는 고기 중세층(전기 중생대) 위에 더욱더 오랜 지질시대의 오르도비스기 석회암

이 빈번히 올라와, 이들의 충상선(衝上線)은 마치 어린(魚鱗)이 중첩하는 것과 같이 보

이게 했다. 이와 같은 추곡운동이 어떠한 지질시대에 어떠한 상태 아래에서 만들어졌

는지 여기에 그 개요를 소개하려 한다. (중략) 본문의 주제인 인편구조는 고기 중생층 

상에 혹은 평안계 암층 상에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이 어떠한 양식을 가지고 충돌하느

냐를 설명하기 위함이다.390)

  야마나리는 쥐라기 말에 일어난 대조산운동(大造山運動)391) 시기에, 옥천 

389) 반송층(혹은 반송층군)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에서 쥐라기에 걸쳐 한반도에 형성
된 육성층의 하나로 정선-영월-단양 사이에 존재한다.

390) 山成不二麿, “江原道の鱗片構造”, 573-57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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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향사의 장축을 따라 남동 방향으로 작용한 횡압력에 의해 형성된 단층과 

습곡 때문에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층이 반송층 위로 정연하게 중첩되었다

고 생각했다. 그는 이러한 형태의 인편구조가 전 조선에 걸쳐 나타난다는 

점을 들어 쥐라기 말의 조산운동이 매우 광범위하게 일어났을 것으로 생각

했다.392)

  다음 해인 1927년에 나카무라 신타로도 “조선지질구조론”에서 시·원생

대, 고생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를 거칠 때까지 한반도에는 조산운동이 일

어나지 않았지만, 쥐라기 중엽 이후에 대변동이 일어날 때 북서쪽에서 작용

한 횡압력에 의해 지층이 북에서 남으로 밀리는 현상이 나타났다고 보았다. 

중국에서 조선을 거쳐 일본 열도까지 이어지면서 영향을 끼친 횡압력의 결

과로 조선의 지층이 북북동-남남서의 주향(走向)을 가지게 되었다는 것이

다.393)

  고바야시도 1933년에 발표한 “한국 지질의 개요”에서 야마나리와 나카

무라의 견해를 받아들여, 고생대와 중생대 사이에는 한반도에서 조산운동이 

일어나지 않았으나 중생대에 접어들면서 많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고 주장

했다. 고바야시에 의하면 중생대에 일어난 대규모 조산운동에 의해 한반도

의 지향사가 습곡 되면서 평남 지향사에는 요동 방향 구조선이 나타났고, 

옥천 지향사에는 중국 방향 구조선이 나타났다. 중생대의 조산운동에 의해 

고토 분지로가 말한 한반도의 기본 구조가 완성됐다는 것이다. 고바야시는 

평양 인근의 평안누층군과 태백산 분지의 조선누층군이 뒤틀리면서 나타난 

습곡, 스러스트 단층, 인편상 구조를 그 증거로 들었다. 고바야시도 이러한 

변형을 낳은 주요 압력이 북쪽 혹은 북서쪽에서, 다시 말해 중국 대륙의 안

쪽에서 바깥쪽으로 가해졌다고 보았다.394)

  그로부터 20년이 지난 1953년의 논문 “남한의 지질”에서 고바야시는 중

생대 한반도에 조산운동이 한 번만 일어났다고 본 이전의 견해를 수정하여, 

391) 조산운동은 습곡(褶曲), 스러스트 단층(혹은 충상단층(衝上斷層), Thrust Fault), 변성
작용(變成作用), 화산활동 등을 동반하며, 조산운동의 결과 이전 시기의 지층은 복잡하
게 변형된다. 김정환, “우리나라 구조지질학 발전의 발자취: 고찰”, 8-9. 

392) 山成不二麿, 앞 논문, 560, 576, 590.
393) 中村新太郞, “朝鮮地質構造論序說 ― 日本學術協會報告,” 『地球』 8:5 (1927), 

327-335.
394)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9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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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번의 지각변동, 즉 초기 중생대의 송림운동((松林運動)과 후기 중생대의 

대보운동(大寶運動)이 일어나 한반도의 지질학적 틀을 형성했다고 주장했다. 

고바야시는 그 근거로 습곡과 단층작용을 통해 남동 방향 경사(傾斜, dip)를 

가지게 된 오르도비스기 석회암 위에 북동 방향 경사를 가지는 중생대 대동

누층군이 부정합 관계로 놓여있는 점을 들었다.395) 이 경사부정합(傾斜不整
合, clino-unconformity)이 발견된 곳이 평양 남쪽의 송림이었기 때문에 고바

야시는 이 초기 중생대 한반도 지각변동을 송림조산운동이라고 불렀다. 고

바야시에 의하면 송림운동을 통해 한차례 변형된 지향사는 이후 대보운동을 

통해 다시 한번 변형되면서 오버스러스트를 만들었다.396)

  고바야시는 송림운동과 대보운동을 통해 태백산 분지 영월에서 일어난 단

층, 습곡, 스러스트 등을 그림 5-3과 같이 기재하였다.

A

B

C

D

영월 

평창 

정선

그림 5-3. 태백산 분지 서부 영월 인근 지질도. 왼쪽 그림은 지질도이고, 오른쪽 위의 
그림은 단면 AB, 오른쪽 아래 그림은 단면 CD를 보여주는 그림이다. 오른쪽 그림에서 
짙은 검은색 선은 조선누층군 중 오르도비스기 지층을 의미하고, 그 하부는 캄브리아기 
지층, 그 상부는 평안누층군이다. 습곡, 단층, 오버스러스트가 복잡하게 일어난 것을 볼 
수 있고, 지층이 북서쪽에서 남동쪽으로 압축되었음을 볼 수 있다. 붉은 선으로 표시된 
부분은 인편상 구조를 보여준다.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202, 
217. 

그림 5-3을 보면 송림운동을 통해 단층이 형성된 후, 스러스트 시트(thrust 

395) 한반도의 중생대층은 전기 중생대 지층인 대동 누층군과 후기 중생대 지층인 경상 누
층군으로 나뉜다.

396) Kobayashi Teiichi, “Geology of South Korea with Special Reference to the 
Limestone Plateau of Kogendo: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the 
Faunas of South Chosen Part Ⅳ”, 162. 2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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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eet)가 겹쳐지면서 인편상 구조가 형성된 것을 볼 수 있다.397)

  이처럼 고바야시는 한반도의 지체구조를 정립하면서 3개의 육괴 사이에 

평남지향사와 옥천지향사를 설정했고, 중생대 송림운동과 대보운동의 결과 

옥천지향사의 태백산 분지에 북동 방향의 단층, 습곡, 스러스트가 생겼다고 

해석했다.

5.2.4 고바야시의 지향사 이론

고바야시가 한반도 지체구조로 평남 지향사와 옥천 지향사를 설정했다는 것

은 그가 지향사 이론(地向斜理論, Geosyncline Theory)을 수용했음을 의미한

다. 지향사는 오랜 시간 동안 많은 양의 퇴적물이 쌓인 후, 지반이 침강하여 

습곡산맥을 형성한 퇴적분지를 말한다. 지향사 개념은 1857년에 미국의 지

질학자 제임스 홀(James Hall Jr., 1811–1898)이 애팔래치아 산맥의 형성과정

을 설명하기 위해 처음 도입했으며, 이후 미국의 지질학자이자 광물학자 제

임스 드와이트 다나(James Dwight Dana, 1813–1895)가 이러한 형태의 지형

을 지향사라 명명하고 이론을 발전시켰다. 지향사 이론에 따라 태백산 분지

의 형성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경기육괴와 영남육괴에서 침식

되어 흘러온 흙과 모래가 오랜 시간 동안 계속 퇴적되어 지향사를 형성한

다. 두꺼워진 지향사는 조산기를 거치게 되는데, 이 기간에 지향사는 양쪽에

서 큰 횡압력을 받아 지층이 습곡 되고, 심할 경우 충상단층이 생기거나 마

그마가 관입하기도 한다. 이후 습곡을 형성할 때 밑으로 가라앉았던 퇴적암

층이 융기하면서 산맥이 형성된다.398)

  조산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등장했던 지향사 이론은 지구수축설(地球收縮
說, Contraction Theory)에 기반을 두고 있었다. 지구수축설은 마치 사과가 

점차로 마르면서 표면에 주름이 생기는 것처럼, 뜨겁던 지구가 점차로 냉각

397) 같은 논문, 258-259; Kobayashi Teiichi, et al., “18. Geologic Structure of the 
Western Part of the Limestone Plateau in South Kogen-do”, 92.

398) 정창희, 『新地質學槪論』 (博英社, 1970), 220-226; Adolph Knopf, “The 
Geosynclinal  Theory(Address as Retiring President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59 (1948), 
649-670; James Dwight Dana, “Observations on the Origin of Some of the 
Earth's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Science s2-42:125 (1866.9), 205-211.



- 182 -

되면서 수축하여 대륙 분지와 해양분지를 형성하고 산을 만들었다는 이론이

다. 한마디로 지구수축설은 지각의 수직 운동을 강조하는 이론이었다. 지구

수축설을 받아들인 지질학자로는 고바야시가 1931년에 미국에 갔을 때 가깝

게 교류했던 미국의 고생물학자이자 고지리학자 찰스 슈처트(Charles 

Schuchert, 1858–1942)를 들 수 있다. 지향사 이론을 처음으로 제안했던 제

임스 홀의 조수로 일하면서 홀 이론의 영향을 받았던 슈처트는 “지표면에

서 일어나는 주기적 변화의 원인은 지각 내 장력과 탄력성에서 찾아져야 한

다. 이는 방사상의 수축 혹은 수축 에너지에 의해 나타난다.”라며 지구수축

설을 지지했다.399)

  지구수축설과 지향사 이론을 결합한 다나의 이론은 1960년대에 판구조론

이 등장하기 이전까지 매우 영향력 있는 이론이었다. 다나에 의하면 조산운

동은 “두꺼운 퇴적층이 쌓이면 지구의 열 수축 때문에 퇴적층이 아래로 가

라앉으면서 휘어져 지향사가 형성되는데, 이 지향사가 횡압력에 의해 찌그

러지고, 찌그러진 부분이 이후 융기하여 산을 형성하면서 대륙에 연결된

다.”라고 설명할 수 있었다. 그의 이론은 미국의 지질학자들이 1915년에 처

음 등장했던 대륙이동설을 수용하기 어렵게 만든 이유가 되었다.400)

  고바야시도 지향사 이론을 수용하면서 지구수축설을 받아들였을 가능성이 

매우 커 보인다. 이는 그가 사용한 용어를 통해 유추해볼 수 있다. 첫째, 고

바야시는 지향사를 표현할 때 Geosyncline이라는 용어와 더불어 함몰(陷沒, 

depression)이라는 용어를 자주 사용했다.401) Depression은 제임스 홀이 지구

의 수축으로 지향사가 가라앉는 과정을 설명할 때 사용한 용어이다.402) 둘

째, 대륙과 해양의 변환이라는 개념으로 지구수축을 설명하고자 했던 오스

트리아의 지질학자 에두아르트 쥐스(Eduard Suess, 1831-1914)처럼, 지각에 

399) Charles Schuchert, “Sites and Nature of the North American Geosyncline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34.2 (1923), 151-229 중 153.

400) Robert Dott, “James Dwight Dana's Old Tectonics-Global Contraction under 
Divine Direction”, American Journal of Science 297:3 (1997), 283-311 중 283; 
James Dwight Dana, On American geological history (Ezekiel Hayes, 1856). 
35-37

401)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587.
402) James Dwight Dana, “ART. XXX.--Observations on the Origin of Some of 

the Earth's Features”, American Journal of Science and Arts 42.125 (1866), 
205-211 중 2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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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해지는 압력의 근원이 대륙 내부에서 나온다고 설명한 점도 고바야시가 

지구수축설을 수용했음을 짐작하게 하는 근거가 된다.403)

그림 5-4. 지구의 수축에 의해 대륙 주변부에서 산맥이 형성되는 과
정. 두꺼운 퇴적물이 쌓인 다음, 이것이 지구 수축에 의해 아래로 
가라앉으면서 휘어져 지향사가 형성된다. 지각이 더 이상 휘어질 수 
없게 되면 지향사는 찌그러지면서 융기하여 산이 되고 대륙의 일부
로 합쳐진다. 고바야시는 지향사 이론을 도입해 옥천대와 평남분지
의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Robert Dott, “James Dwight Dana's Old 
Tectonics--Global Contraction under Divine Direction”, 299.

  고바야시는 한반도 지체구조뿐만 아니라 일본의 조산운동을 설명할 때도 

지향사 이론을 도입했다. 2장에서 설명했던 것처럼 고바야시는 일본의 지각 

운동을 설명하면서 중기 고생대에 생성된 지향사가 지각변동을 받아서 일본 

열도의 중축(中軸) 부분이 생성되었으며, 중국 쪽에서 태평양 쪽으로 조산운

동이 진행됨에 따라 일본 열도 외측에 지향사가 계속 새롭게 만들어졌다고 

하는 ‘지향사 이동 가설’을 제시했다. 고바야시는 당시에 미국의 애팔래

치아 산맥과 유럽의 알프스산맥 형성과정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되었던 지향

사 이론을 수용하여, 일본에는 지향사가 여러 개 형성되었다고 하는 독창적 

조산운동 이론을 만들어냈다.404)

403)  Kobayashi Teiichi, “A Sketch of Korean Geology”, 601.
404)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 (その 2) 科學的業績”, N40-N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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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지만 20세기 초까지 대륙과 해양의 형성을 설명하는 강력한 이론이었던 

지구수축설은 지각평형설(地殼平衡說, Isostasy)의 등장, 충상단층의 발견, 방

사성 원소 붕괴 메커니즘의 발견 등으로 점차 설득력을 잃어가고 있었다. 

지각평형설에 의하면, 퇴적이 일어나 무거워진 지각은 아래로 가라앉고, 반

대로 침식이 일어나 가벼워진 지각은 위로 융기하면서 지각이 평형을 회복

하게 된다. 따라서 이 이론은 지구의 냉각에 의한 수축 메커니즘으로 지각 

운동을 설명하려는 지구수축설과 양립하기 어렵다. 지구수축이론의 설득력

을 약화한 또 다른 이유는 알프스 충상단층의 발견이었다. 알프스 충상단층

은 오래된 지층이 젊은 지층 위로 약 1,000km 이상 이동하여 형성되었음이 

밝혀졌는데, 대륙의 수직 이동에 기반을 둔 지구수축설로는 이를 설명하기 

어려웠다. 1930년대 말 들어 핵분열을 통해 다량의 열이 지구 내부에서 발

생한다는 사실이 알려진 것도 지구가 계속 냉각되고 있다는 지구수축설의 

기본 가정을 위태롭게 하고 있었다.405)

5.3 판구조론의 탄생과 수용

5.3.1 판구조론의 탄생과 지구역사에 대한 새로운 인식

1970년대의 지구과학계는 혁명을 맞이했다. 판구조론은 지각변화의 역사를 

설명하는 혁명적인 이론이었다. 판구조론은 지구의 표면이 두께 약 100km의 

여러 판(plate)으로 나누어져 있으며, 7개의 큰 판과 7~8개의 작은 판들이 서

로 상대적으로 계속 움직이고 있다고 설명하는 이론이다. 판구조론에 의하

면, 각 판의 경계는 해령(海嶺, Oceanic Ridge), 해구(海溝, Oceanic Trench), 

습곡산맥, 변환단층(變換單層, Transform Fault)을 이룬다. 

  판구조론의 근거가 되는 대륙이동설(대륙표이설(大陸漂移說), Continental 

405) 지각평형설의 초기 역사에 관해서는 Anthony Brian Watts, Isostasy and Flexure 
of the Lithosphere (Cambridge: Cambridge University Press, 2001), 9-17, 알프
스 충상단층에 대해서는 Giorgio V. Dal Piaz, “History of Tectonic Interpretations 
of the Alps”, Journal of geodynamics 32:1-2 (2001), 99-114, 방사성 붕괴와 열에 
관해서는 Niels Bohr and John Archibald Wheeler, “The Mechanism of Nuclear 
Fission”, Physical Review 56:5 (1939), 426-450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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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rift Theory)은 독일의 기상학자이자 지구물리학자, 극지 연구가였던 앨프

레드 로타르 베게너(Alfred Lothar Wegener, 1880-1930)가 1915년에 『대륙

과 해양의 기원(Die Entstehung der Kontinente und Ozeane)』에서 이미 주

장했지만, 고바야시가 미국, 영국, 독일 등지에서 연구 생활을 한 1930년대 

초반에는 지질학자 대부분이 대륙이동설을 받아들이지 않고 있었다. 1930년

대와 1940년대를 통해 지질학자들 사이에서 간헐적으로 대륙이동에 관한 논

의가 있기는 했지만, 1950년대가 될 때까지 대륙이동은 진지하게 고려되지 

못하였고, ‘동화’ 같은 이야기라고 저평가되고 있었다.406) 판구조론이 공

식적으로 인정받게 된 것은 1968년 뉴욕에서 개최된 미국지구물리학회(AGU, 

American Geophysical Union) 총회를 통해서였다.

  지질학자들은 판구조론에서 그동안 수집했던 지질학적 데이터들을 하나의 

틀로 설명할 가능성을 발견했고, 1970년대 들어 판구조론은 지질학자들 사

이에 급속도로 전파되기 시작했다.407) 이에 따라 판구조론의 성격을 둘러싼 

철학적 논의가 과학철학자들 사이에서뿐만 아니라 지질학자들 사이에서도 

활발하게 전개되기도 했다. 예를 들어 판구조론 확립에 크게 공헌한 캐나다 

출신의 지구물리학자 존 투조 윌슨(John Tuzo Wilson, 1908-1993)은 과학혁

명의 핵심은 사고(idea)와 믿음의 전환에 있으므로 판구조론을 바탕으로 일

어난 변화들이야말로 ‘쿤’적인 의미에서 매우 중요한 과학혁명(Kuhnian 

Revolution)이라고 주장했다.408) 이에 반해 미국의 지질학자 데이비드 키츠

406) Naomi Oreskes, “American Geological Practice: Participation and 
Examination: Part 2 The Rejection of Continental Drift”, (PhD Dissertation, 
Stanford University, 1990), 200-209.

407) Antony J. Reedman, “A British Geologist in Korea in the 1970s: Memories of 
a Vanishing World”, 『지질학회지』 44:5 (2008.10), 694-695; Michael Ruse, “What 
Kind of Revolution Occurred in Geology?”, PSA: Proceedings of the Biennial 
Meeting of the Philosophy of Science Association 2 (1978), 240-273; Arthur 
Hallam, Great Geological Controversies 2nd ed. (Oxford University Press, 
1989), 176; 정창희, “韓半島의 古地理”, 『한국학보』 2권 2호 (1976.6), 2195 등에서 
당시 지질학자들이 판구조론에 어떻게 반응했는지 더 살펴볼 수 있다.

408) John Tuzo Wilson, “Static or Mobile Earth: The Current Scientific 
Revolution”, Proceedings of the American Philosophical Society, 112:5 (1968), 
309-320. 투조 윌슨처럼 판구조론이 토마스 쿤의 ‘과학혁명’ 개념에 부합한다고 생각했
던 지질학자로는 Ursula Marvin, Continental Drift: The Evolution of a Concept 
(Smithsonian Institution Press, 1973); Allan Cox eds., Plate Tectonics and 
Geomagnetic Reversals (San Francisco: Freeman, 1973); Arthur Hallam, A 
Revolution in the Earth Sciences; From Continental Drift to Plate Tectonic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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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avid Kitts)는 지질학자들은 전반적으로 물리학 이론에 의존하고 있고 판구

조론의 이론적 설득력도 물리학 이론 아래에서만 가능하므로, 지질학에서는 

‘쿤’적인 의미의 인식론적 혁명은 일어날 수 없다고 주장했다.409) 이러한 

논쟁들은 판구조론에 대한 지질학자들의 관심을 간접적으로 증명하는 것이

었다.

  판구조론이 한국에 처음 소개된 때는 1970년대 초반이었다. 고생물학자 

양승영은 판구조론이 19세기의 진화론과 20세기 초의 상대성이론에 비교할 

수 있을 만큼 영향력이 큰 혁명이라고 생각했고, 지질학자 장기홍은 “해저

갱신(海底更新)과 지판조구(地板造構)란 두 마디로 요약되는 일련의 설명을 

가지고 대륙이동, 지각변동(地殼變動), 화성활동 등 수많은 현상을 한꺼번에 

해석할 수” 있게 되면서 지질학도들 가운데 “막대한 인구”가 판구조론의 

원리를 응용한 연구에 참여하기 시작하는 등, 판구조론이 지질학에 새로운 

활력을 불어넣었다고 보았다.410) 최덕근의 표현을 빌리자면, “20세기 마지

막 30년은 새로운 지구 이론인 판구조론을 바탕으로 지구를 연구했던 시

기”라고 할 수 있었다.411)

5.3.2 판구조론 도입에 따른 지향사 이론의 재해석

판구조론의 등장은 지질학자들이 이전 세대와는 다른 관점으로 지구의 역사 

해석에 접근해야 함을 의미했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조산운동은 판과 판이 

만나면서 일어나므로, 고전적 지향사 이론에서 필수 조건이었던 두꺼운 퇴

적층이 꼭 형성될 필요가 없었다. 지구수축설이나 지향사 이론이 고정된 지

각의 수직적 이동을 연구 대상으로 했다면, 판구조론은 지각이 오랜 시간 

동안 수평 방향으로 이동했다는 생각에 바탕을 둔 이론이었다. 따라서 판구

조론에 따르면 산(맥)을 형성할 때 이미 판은 먼 거리를 수평으로 이동하여 

(Oxford: Clarendon Press, 1973)이 있다.
409) David B. Kitts, “Continental Drift and Scientific Revolution”, The American 

Association of Petroleum Geologists Bulletin 58:12 (1974.12), 2490-2496.
410) 양승영, 『玩山文集: 한 고생물학자의 글 모음』 (2006), 333-334; 章基弘, 『地質學, 

地球史 그리고 人類: 어느 地質學 入門』, (電波科學社, 1978), 189.
411) 최덕근, “과학기술, 그 뿌리와 현주소-지질학편 (하)”, 『과학과 기술』 32:8 (1999), 

24-27 중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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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 것이므로, 하나의 조산대는 서로 다른 지역에서 서로 다른 시대에 퇴적

된 후 수평 방향으로 운반되어온 퇴적층들이 서로 충돌한 결과로 이해되어

야 했다.412)

  따라서 고바야시가 조산운동을 설명하기 위해 도입했던 지향사 이론은 판

구조론의 관점에서 수정되어야만 했다. 지향사 이론에서는 산맥의 형성을 

퇴적, 지향사 형성, 횡압력에 의한 습곡과 단층 형성, 융기라는 단선적인 과

정으로 설명했지만, 판구조론의 도입으로 산맥들이 형성되는 방식이 그보다 

다양하다는 것이 밝혀졌기 때문이었다. 판구조론을 수용한 지질학자들은 지

향사 이론 대신에 판의 이동과 충돌을 통해 조산운동을 설명하고자 했다. 

예를 들어 해저확장설을 통해 판구조론 확립에 이바지한 미국의 지구물리학

자이자 해양학자 로버트 디에츠(Robert S. Dietz)는 해양지각이 대륙지각 아

래로 밀려 들어가면서 생긴 습곡과 단층에 의해 애팔래치아 산맥이 만들어

졌다고 설명했다.413) 또 히말라야 산맥은 지향사가 형성되지 않은 상태에서 

대륙지각 간의 일련의 충돌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설명되었다. 이러한 설명

은 모두 지향사 이론에 대한 반례로 기능했다.414)

  정창희는 한국인 지질학자가 쓴 최초의 지질학 개론서인 『지질학 개론』 

초판을 1958년에 출판한 이후 1970년, 1986년, 2006년 모두 3차에 걸쳐 개정

했는데, 이 네 가지 판본의 내용을 비교해 보면 지향사 이론에 대한 그의 

생각이 어떻게 변화했는지 알아볼 수 있다. 먼저 1958년과 1970년의 책에서 

정창희는 지향사의 개념과 세계적 분포, 지향사의 퇴적물, 지향사의 일생 등

을 자세하게 소개하고 있다. 하지만 1986년의 책에서 정창희는 지향사 이론

에 대해 아래와 같이 설명했다.

최근에 지향사설(地向斜說)은 고색창연한 학설이고 이미 그 존재 가치는 없는 것으로 

412) 柳煥琇 編著, 『地質學 및 海洋學 入門書』 (전남대학교 출판부, 1996), 146.
413) Robert S. Dietz, “Geosynclines Mountains and Continent-Building”, Scientific 

American 226.3 (1972), 30-39.
414) C. Mca Powell and P. J. Conaghan, “Plate Tectonics and the Himalayas”,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20.1 (1973), 1-12; Peter J. Coney, “The 
Geotectonic Cycle and the New Global Tectonic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81:3 (1970), 739-748; Chaucer S. Wang, “Geosynclines in the 
New Global Tectonics”, Geological Society of America Bulletin 83:7 (1972), 
2105-2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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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겨지기에 이르렀다. 1950년대까지 학자들은 두꺼운 퇴적암층이 쌓여 습곡산맥이 된 

곳을 지향사라고 부르면서 지향사를 자세히 분류하였지만, 현재의 지향사가 어디에 있

는지 확실하게 지적하지 못하고 습곡산맥을 형성한 퇴적암의 퇴적장소에 대하여서만 

논의를 거듭하였다. (중략) 아직도 지향사의 개념을 수정하여 현대적인 용어로 쓰는 

것이 좋을 것으로 생각하는 학자도 있으나 지향사설이 해결하지 못한 문제들을 근본

적으로 해결할 수 있는 새로운 설(판구조론)이 탄생하였으므로 지향사설을 고집할 필

요는 없어지고 말았다.415)

윗글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판구조론을 수용한 정창희는 지향사설을 폐기

하고 판구조론을 이용해 조산운동을 설명하자고 제안하고 있다.

  일본에서도 고바야시의 지향사 이론 폐기를 판구조론 도입에 따른 당연한 

결과로 생각했던 것으로 보인다. 고바야시의 과학적 업적을 다룬 한 논문에 

등장하는 아래의 글을 통해 지향사 이론의 폐기에 대한 일본 지질학자들의 

생각을 엿볼 수 있다.

1960년대 말에 등장한 판구조론은 세계적으로 지향사-조산운동이라는 생각을 매장했

고, 고바야시 이론도 소멸의 운명에 이르지 않을 수 없었다. 고바야시는 이 판구조론

을 완전히 무시한 것은 아니고 말년의 회고록에는 판구조론과 섭입대(subduction)라는 

단어를 사용하고 있는 것도 있다. 그가 완전히 그 참뜻을 이해하고자 했는지는 의심스

럽지만, 그것은 말년의 그로서는 어쩔 수 없었다고 하지 않을 수 없다.416)

이 글에 따르면 고바야시 자신도 지향사 이론을 폐기하고 판구조론을 도입

하고자 했음을 알 수 있다.417)

  시간이 지나면서 판구조론은 지향사 이론의 수정에서 나아가 한반도 형성

의 역사에 관한 보다 정합적인 해답을 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었다. 판구

조론이 도입되면서 일제강점기에 시작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체구조 연

구 및 지각변동 연구는 시간에 따른 지구 전체 판의 상호 관계와 움직임, 

415) 정창희, 『地質學槪論』 全訂版 (博英社, 1986), 368, 378
416) 佐藤正 외, “地学ニュース (回顧録 No. 11) 地質学者小林貞一 (1901-1996)の生涯と

仕事を振り返って (その 2) 科學的業績”, N42.
417) 고바야시가 1980년대 이후 발표한 小林貞一, “東亞地質硏究史考-前篇”, 『地學雜誌』 

95-3 (1986), 32-44이나 小林貞一, “古生代の亞細亞生物地理”, 『化石』 47 (1989), 
47-49 등에 판구조론을 도입한 흔적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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즉 판들의 이동과 충돌의 역사 속에서 재해석되어야 했다. 한반도의 지체가 

3개의 육괴로 나누어져 있다는 것은 한반도를 이루는 육괴가 한때는 서로 

다른 판(혹은 땅덩어리)과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했다. 또 북한·만주·북

중국과 남한·남중국의 화석이 서로 다르다는 것은 이들이 특정 지질시대 

동안 서로 다른 퇴적 환경에 있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한반도 형성사를 

알기 위해서는 지구 전체의 역사 속에서 한반도를 형성했던 땅들이 언제 어

디에 있었고, 어떤 과정을 거쳐 서로 만나게 되었는지, 그리고 더 크게는 한

반도와 한반도가 속한 판들의 관계는 서로 어떻게 변화했는지를 알아야 했

다. 그러기 위해서는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위치와 한반도의 이동 경로를 

알 수 있는 보다 구체적이고 다양한 분야의 자료가 필요했다.

5.4 판구조론을 이용한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고지리와 

형성사 연구

5.4.1 판구조론의 도입과 한국 지질학 연구 지형의 변화

한국의 삼엽충 연구는 고바야시 이후 약 30년 동안 크게 침체해 있었다. 최

덕근은 2004년에 한국 고생물학 연구 역사 100년을 정리하는 일련의 논문을 

발표했는데, 그의 분석에 의하면 1960년대 말~1980년대 사이에 국제학술지

에 실린 한국 고생물학자들의 논문은 두족류, 코노돈트, 유공충, 식물화석에 

관한 논문들이 대부분이었고, 삼엽충에 관한 논문은 30년 동안 겨우 7편의 

짧은 논문만이 출판되었다.418)

  삼엽충 연구가 침체했던 이 시기 동안 한국 고생물학계에는 두 가지 큰 

변화가 나타났다. 첫째는 1970년대 이후 새로운 연구 주제가 부상했다는 점

이다. 1970년대 이후 한국 고생물학계에 등장한 새로운 연구 주제 중 하나

는 코노돈트 연구였고, 다른 하나는 공룡 연구였다. 4장에서 살펴본 것처럼, 

이하영이 코노돈트를 국내에 처음 도입한 이후 한국에서는 많은 고생물학자

418) 최덕근, “삼엽충–20세기 연구활동을 중심으로-,” 한국고생물학회 창립 20주년 기념 
『한국 고생물』 (2004), 265-284 중 2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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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코노돈트 연구에 뛰어들었다.419) 이하영의 제자로는 이종덕(전북대), 서광

수(공주대), 이병수(이화여대) 등이 있는데, 이들은 이하영과 함께 한국의 초

기 코노돈트 연구를 이끌면서 거대한 코노돈트 연구 커뮤니티를 형성했

다.420) 코노돈트 연구 커뮤니티의 활발한 활동은 이 시기에 출판된 논문의 

수로 확인해 볼 수 있다. 최덕근은 지난 100년간 발표된 고생물학 논문을 

화석 종류에 따라 분류했는데, 그중 미화석이 249편으로 가장 많았으며, 미

화석 중에서도 특히 코노돈트(65편)와 유공충(64편) 화석에 관한 논문이 가

장 많았다. 또 1983년 이후 발표된 하부 고생대 논문(123편) 중 1980년대에 

가장 많은 수를 차지한 논문도 코노돈트에 관한 논문이었다.421)

  코노돈트 연구와 더불어 1970년대에는 공룡 화석의 발견으로 인해 고생물

학 연구 동향에 큰 변화가 나타났다. 한반도에서 공룡 화석이 발견될 가능

성은 오래전부터 제기되어 왔었다. 공룡의 생존이 가능했던 중생대 육성층

이 경상도의 경상분지, 평안도와 충청남도의 남포 분지, 전라남도 해남의 황

산 분지, 충청북도의 영동 분지 등에 퍼져있었기 때문이었다.422) 1973년 1

월, 당시 박사학위 논문을 준비하고 있던 김항묵(부산대, 2009년 정년퇴임)

이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경상북도 의성군에서 대형공룡 용각류의 앞다리 뼈

를 발견하면서 많은 고생물학자가 공룡 연구에 관심을 두게 되었다. 당시까

지 한국인 중에는 공룡 연구자가 없었기 때문에 지도교수였던 정창희는 김

항묵에게 공룡 연구를 해 볼 것을 권유했고, 이때부터 김항묵은 본격적으로 

공룡 연구에 뛰어들었다. 드디어 한반도도 “몽고, 미주(美洲), 북구, 일본과 

더불어 공룡의 세계 분포권(分布圈)에 한몫 끼게 된” 것이다.423) 이어서 많

419) 양승영 편저, 『지질학 사전』 (교학연구사, 1998), 594. 
420) 2세대 고생물학자들 중 정창희의 제자로는 이하영(연세대, 전기고생대 코노돈트 연

구), 박수인(강원대, 중기석탄기 코노돈트 연구), 백인성(부경대, 중생대 공룡 연구), 이
창진(충북대, 후기고생대 유공충 연구), 김주용(전남대, 포항 신생대 제3기 초미화석 연
구), 김항묵(부산대, 중생대 공룡 연구) 등이 있고, 김봉균의 제자로는 유환수(전남대, 
포항 신생대 제3기), 윤 선(부산대, 신생대 연체동물 연구), 양승영(경북대, 중생대 공룡 
연구), 최덕근(서울대, 전기 고생대 코노돈트 연구), 이영길(경북대, 중생대 규조 연구), 
장순근(해양연구소, 유공충 연구), 고영구(전남대, 포항 신생대 제3기 초미화석 연구) 등
이 있다. 

421) 최덕근, 황현아, “한국 고생물학 100년(1903~2003)”, 『고생물학회지』 20(2) 
(2004.12), 59-70.

422) 윤철수, 『한국의 화석』 (시그마프레스, 2005), 144-145.
423) “여적란(餘滴欄)”, 『경향신문』 (1977. 8. 26), 3면



- 191 -

은 고생물학자가 공룡 연구에 뛰어들면서 1990년대 초까지 후기 중생대 백

악기를 다룬 논문의 수는 급격하게 늘어났다.

  1960년대 말~1980년대 사이에 한국 고생물학계에 나타난 두 번째 변화는 

인적 구성에서 찾아볼 수 있다. 2장에서 살펴보았던 것처럼 1세대 지질학자

들은 김옥준을 제외하고 모두 일본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었지만, 1970년대 

초 이하영이 독일에서 박사학위를 받은 이후, 한국인 고생물학자들 중에는 

외국, 특히 미국에서 학위를 받는 이들이 크게 늘었다. 예를 들어 1세대 지

질학자 김봉균의 제자였던 최덕근은 미국 펜실베이니아주립대학(Pennsylvania 

State University)에서 박사학위를 받았으며, 이하영의 제자였던 이융남은 미

국 댈러스 남부 감리대학(Southern Methodist University) 지질학과에서 박사

학위를 받았다.424) 1970년대 이후에 미국에서 유학하고 돌아온 이들은 당시 

최신의 이론이었던 판구조론을 접하고 한국으로 돌아왔고, 자신들이 공부한 

판구조론에 근거해 한반도 지체구조를 해석하고자 했다.425)

424) 2019년 현재 활동 중인 국내 고생물학계의 인적 자원을 살펴보면, 지질학과(대부분이 
1990년대 이후 지구환경과학과로 이름을 바꾸었다.)가 설치된 14개의 대학((서울대
(1947~), 부산대(1953~1961, 1964~), 경북대(1961~), 연세대(1965~), 고려대(1969~), 충
남대(1979~), 강원대(1980~), 전남대(1980~), 부산수산대(부경대, 1982~), 전북대
(1984~), 안동대(1988~), 경상대(1989~), 공주대(1990~), 충북대(1991~))의 조교수 이상 
지질학자(2019.06.22. 현재) 200명(명예교수 포함) 중 고생물학 전공자의 수는 14명이
다. 이는 전체 지질학자의 7% 정도에 해당하는 수치이다. 여기에 지구과학교육과가 설
치된 8개 대학(서울대(1959~), 경북대(1963~), 공주대(1968~), 조선대(1968~), 부산대
(1969~), 이화여대(1972~), 전북대(1973~), 전남대(1975~)의 총 지질학 교수 55명 중 
고생물학 전공자가 2명(3.6%)뿐이라는 사실을 고려한다면, 전체 지질학자의 수 중 고생
물 전공자가 차지하는 비율은 더 낮아진다. 지질학과가 설치된 대학 중에는 고생물학 
전공 교수가 없는 곳도 적지 않다.(연세대, 고려대, 강원대, 경상대, 충북대) 특히 연세
대학교의 경우 1970년대~1990년대에 국내 코노돈트 연구를 이끌었지만, 현재는 고생물
학 교수가 한 명도 없는 상태이다. 각 대학과 연구 기관의 고생물학자(박사학위 소지자)
들의 전공별 분포를 살펴보면 미화석 전공자가 23명, 거화석 전공자가 16명이다. 대학
별 홈페이지 참조(2019.6.25. 검색)

425) 1973년부터 손치무, 이하영, 김옥준, 이상만, 장기홍, 박병권, 소칠섭, 도일규, 정봉
일, 박정서, 이기화 등이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한국의 지질을 연구하기 시작했다. 김정
환, “Ⅳ. 구조지질학”, 『한국의 학술연구:지질과학(자연과학편 제7집)』, 332-333. 미국
에서 직접 판구조론을 접하고 돌아오는 경향 이외에도 지질학자들은 다양한 경로를 통
해 판구조론을 접했다. 예를 들면 최덕근은 대학을 졸업한 이후에 도쿄대학의 지구물리
학자 우에다 세이야(上田誠也, 1929~ )가 쓴 『새로운 지구관(新しい地球観)』(岩波新書, 
1971)이라는 책을 통해 판구조론을 처음 접했다고 한다. 우에다는 1952년에 도쿄대학 
이학부 지구물리학과를 졸업한 이후 고지자기 분야 연구를 계속했고, 이를 바탕으로 일
본에 판구조론을 널리 전파한 것으로 유명한 지질학자이다. 최덕근, 『시간을 찾아서: 5
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 (서울대학교 출판부, 2004), 159-16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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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판구조론의 도입은 일제강점기 이후 이전 세대에까지 영향을 미쳤던 지질

연구 학풍에 변화가 생길 것이며, 고생물학계뿐만 아니라 한국 지질학계 전

반적으로 판구조론과 관련된 새로운 학문 분야를 연구하는 지질학자의 수가 

증가할 것임을 예고했다. 판구조론의 도입으로 새로운 연구 그룹이 형성된 

분야 중 하나는 고지자기 분야였다. 고지자기란 마그마가 냉각되어 암석으

로 굳어질 때 자성(磁性)을 띤 광물이 지구자기장 방향으로 자화(磁化)되어 

오늘날까지 그대로 잔류한 것을 말한다. 이는 어떤 암석의 자성을 측정하면 

암석이 생성될 당시의 지구자기장 방향을 정확히 알 수 있음을 의미한다. 

고지자기학은 판구조론의 도입과 확립에 결정적인 역할을 했으며, 전 지구

적 규모에서 고지리를 정량적으로 복원할 수 있도록 해주었다.426) 실제로 지

질학자들은 암석이 지시하는 고지자기를 측정하여 시간에 따라 실제로 대륙

의 위치가 변해왔다는 사실을 알아내고 있었다.427)

  한국에서는 1980년대부터 연세대학교의 민경덕, 전북대학교의 김광호, 부

산대학교의 김인수 등이 본격적으로 고지자기 연구를 주도했다.428) 이들에 

의한 한반도 고지자기 연구는 1980년대 말부터 시작되었는데, 대부분 태백

산 분지를 대상으로 했다. 예를 들어 부산대학교의 김인수는 1989년에 영월

-마차리-정선 일대의 고생대 지층에 관한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한반도 남

부가 하부 고생대 기간에 남·북위 10° 내외의 저위도 지역에 자리 잡고 

있었음을 알아냈다.429) 이후 김인수는 임아연과 함께 태백시 인근 지층들의 

잔류자기 성분을 분석한 결과 태백 지역이 캄브리아기에 북위 8.5° 인근에 

있었다는 것을 밝혔다.430) 연세대학교의 민경덕 등도 1993년에 태백산 및 영

월 지역에 분포하는 두위봉형 및 영월형 조선누층군에서 채취한 암석 시료

426) 지난 40년간의 고지자기 연구 수행 결과 각 대륙의 위자극이동곡선이 거의 정립되었
다. 석동우, 이윤수, “한국의 고지자기학 연구”, 『자원환경지질』 39 (2006), 385-402.

427) Patrick M. S. Blackett, J. A. Clegg and P. H. S. Stubbs, “An Analysis of 
Rock Magnetic Data”, Proceeding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A. 
Mathematical and Physical Sciences 256:1286 (1960), 291-322.

428) 한국의 고지자기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이기화, “Ⅵ. 지구물리학”, 『한국의 학술연구:
지질과학(자연과학편 제7집)』 (대한민국학술원, 2006), 355-371.

429) 김인수, “영월-마차리-정선일대의 캄브리아-페름기 퇴적암에 대한 고자기 연구”, 『지
질학회지』 25:4 (1989.12), 413-428.

430) 김인수, 임아연, “태백 지역의 캄브리아-트라이아스기 퇴적암에 대한 고자기 연구”, 
『지질학회지』 29:5 (1993), 415-4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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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잔류자기를 측정하여 초기 오르도비스기에 태백산 분지가 위도 12.6°에 

있었으며, 당시의 곤드와나 대륙의 북단부에 속했다고 보았다.431) 한국 지질

학자들의 고지자기 연구결과는 동아시아를 이루고 있는 여러 판이 캄브리아

기 동안에 곤드와나의 오스트레일리아 인근 적도 근처에 있었다는 1980년대 

중국이나 오스트레일리아 지질학자들의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이들 한국의 초기 고지자기 연구자들은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위치를 알

아내는 데서 나아가 고지자기의 변화를 추적해 한반도의 이동 경로를 알아

내고자 했다. 그 결과 김인수는 전기 고생대 동안 적도 근처의 저위도 지역

에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인접해 있던 영월-정선 지역은 데본기 또는 석탄기 

초에 이르러서 북상을 시작했고, 이후 페름기 말 혹은 트라이아스기 중엽에 

이르러 한반도 북부를 이루는 육괴에 충돌하게 되었다고 설명했다. 또 그는 

태백 지역의 시대별 자극의 위치를 중국과 비교한 결과, 태백 지역의 페름

기 자극과 트라이아스기 자극이 남중랜드의 동시대 자극과 잘 일치되며, 반

대로 고생대 초의 자극은 중한랜드의 동시대 자극과 가까운 것을 알아냈다. 

이는 태백 지역이 초기 고생대 동안에는 중한랜드에 근접해 있었으나, 페름

기에 와서 남중랜드에 접근 혹은 충돌했음을 의미했다.432)

  고지자기학과 더불어 1980년대에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새롭게 배출된 분

야는 구조지질학 분야였다. 1970년대 초까지 한국에는 구조지질학을 전공한 

지질학자가 없었다. 해방 이후 한국에 구조지질학 연구를 처음으로 소개해 

준 지질학자는 한국과 영국의 지하자원 공동탐사 계획을 위해 내한했던 영

국 지질과학연구소 소속 지질학자 안토니 리드만과 구조지질학자 플레처(C. 

J. N. Fletcher)였다. 1970년대 중반, 국립지질조사소(이후 서울대학교로 옮

김)의 김정환이 영국 리즈대학(University of Leeds)에서 구조지질학 전공으

431) 민경덕, 이윤수, 황석연, “옥천대 북동부에 분포하는 하부 고생대층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 『자원환경지질』 26 (1993), 395-401.

432) 고생대에 영월-정선 지역이 남중랜드의 일부였거나 남중랜드에 근접해 있었다고 생각
하는 지질학자들도 있다. 김인수, “영월-마차리-정선일대의 캄브리아-페름기 퇴적암에 
대한 고자기 연구”, 413-428; 김인수, 임아연, “태백 지역의 캄브리아-트라이아스기 퇴
적암에 대한 고자기 연구”, 415-436. 이 외에 김광호도 한반도와 시베리아의 자극을 
분석하여, 시베리아와 한반도가 쥐라기 이후에는 자극의 위치가 서로 비슷하지만, 그 
이전 시대 자극의 위치는 상당히 다르다는 것을 알아냈다. 이는 전기 고생대에 적도 근
처에 있던 한반도가 쥐라기 때 현재의 위치에 도달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김광호, 
“古地磁氣와 韓半島의 移動”, 『한국지구과학회지』 11:1 (1990), 67-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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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박사학위를 받고 돌아오면서 한국의 구조지질학계는 활기를 띠게 되었

다. 판구조론에 기반한 한국인의 구조지질학 연구는 1981년부터 시작되었

다.433)

  태백산 분지 일대의 지질을 구조적으로 세밀하게 분석한 결과 김정환과 

같은 한국 구조지질학자들은 한반도의 남부에 송림조산운동과 대보조산운동

이 활발하게 일어났으며 그 결과 태백산 분지 일대에 북동-남서 방향의 지

질구조들과 단층이 형성되었다는 고바야시의 연구결과를 확인했다. 이들은 

야마나리와 고바야시의 해석을 확인하는 데서 나아가, 송림조산운동이 북한

에는 강하게 작용했지만 남부지역에는 미미한 습곡작용만 있었다는 통설을 

깨고, 한반도 남부에도 송림조산운동과 관련된 스러스트 운동과 습곡과 단

층 운동이 있었다는 사실을 규명하였으며, 그 변화 과정을 판구조론에 근거

해 해석하고자 했다.434)

  이처럼 판구조론이 도입되면서 한국 지질학계에는 고지자기학이나 구조지

질학을 연구하는 지질학자들이 많아졌고, 이들의 연구는 이후 한반도 고지

리와 형성사 연구에 적극적으로 활용되었다.

5.4.2 중국 고지자기학의 발달과 아시아 고생대 고지리 연구

판구조론의 등장은 고바야시가 설정한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체구조를 시

간과 공간의 변화 속에서 재검토할 것을 요구했다. 즉, 동아시아 지체구조 

형성의 역사를 이해하려면 동아시아를 구성하는 땅덩어리들을 전기 고생대 

당시의 공간 속에 재배치하여야만 했다.435) 판구조론 연구자들이 밝힌 바에 

따르면, 약 5억 5천만 년 전인 신원생대(新原生代)로부터 고생대 전 시기 동

안 지구 표면을 덮고 있던 대륙은 곤드와나, 시베리아, 로렌시아, 발티카 4

개였다. 그중 가장 큰 초대륙 곤드와나는 오늘날의 남아메리카, 아프리카,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남극 대륙으로 구성된 대륙으로, 지구 전체 표면의 

약 20%를 차지하고 있었다.436) 따라서 고생대 한반도의 정확한 위치를 알기 

433) 한국의 구조지질학 연구 동향에 대해서는 김정환, “Ⅳ. 구조지질학”, 326-344.
434) 김정환, “우리나라 구조지질학 발전의 발자취”, 5-7.
435) 朴炳權, “韓半島, Gondwanaland 및 Pangaea에 관한 소고”, 『한국지질학회지』 

13:2 (1977.6), 91-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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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해서는 중국이 당시의 초대륙 곤드와나에서 차지하던 상대적 위치를 알아

내는 것이 중요했다. 고바야시가 삼엽충 화석을 증거로 알아낸 바에 의하면 

한반도와 중국은 땅덩어리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한반도보다 상

대적으로 크기가 큰 중국의 위치를 알아내면 한반도의 위치도 찾기 쉬울 것

이었다. 이를 위해서는 고지자기학 증거가 필요했다.

  하지만 초기 고지자기 연구에서는 곤드와나에서 중국이 차지하는 위치가 

정확히 밝혀지지 못했다. 1970년에 멕엘히니(M. W. McElhinny, 1933-  )와 

럭(G. R. Luck)은 고지자기를 이용해 현재 남반구를 구성하고 있는 인디아, 

오스트레일리아,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남극이 합쳐져 있는 곤드와나 지도

를 만들었다. 하지만 이들이 재구성한 전기 고생대 곤드와나에는 한국과 중

국의 위치에 대한 정보가 전혀 들어있지 않았다.437) 곧이어 세계적인 삼엽충 

연구가인 해리 휘팅턴(Harry Whittington, 1916–2010)과 크리스 휴즈(Chris 

Hughes)는 멕엘히니와 럭이 재구성한 곤드와나를 바탕으로 삼엽충 화석 사

이의 상호 관계를 분석하여 전기 오르도비스기 세계 지도를 만들었다. 하지

만 이들의 지도에서도 한반도의 위치에 대한 정보는 여전히 찾을 수 없었

다.438)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고바야시의 동아시아 지체구조 이론을 수용해, 고

생대 전기 중국의 위치를 제시한 지질학자는 오스트레일리아 태즈메이니아

(Tasmania) 출신으로서 태즈메이니아대학교(University of Tasmania)에서 지

질학을 가르치던 클리브 버렛(Clive F. Burret, 1944~ )이었다. 1973년에 버렛

은 삼엽충 화석을 바탕으로 아시아 대륙을 카자흐스탄(Kazakhstan)판, 시베

리아판(Siberian Platform), 남아시아(South Asian)판, 북중국(Northern China)

판, 인디아(India)판, 야노-콜리미안(Jano-Kolymian block)판439)으로 나누었다. 

436) 시베리아 대륙은 우랄산맥 동쪽의 시베리아와 카자흐스탄을 말하며, 발티카 대륙은 
스칸디나비아반도를 포함한 북유럽을 말한다. 로렌시아대륙은 현재의 북아메리카 대부
분과 아일랜드 북부, 스코틀랜드, 그리고 노르웨이의 일부를 포함한다. 곤드와나는 이후 
석탄기에 유럽-아메리카 대륙과 합쳐져서 판게아(Pangaea)를 형성한다.

437) M. W. McElhinny and G. R. Luck, “Paleomagnetism and Gondwanaland”, 
Science New Series 168:3933 (1970.5), 830-832.

438) Harry Blackmore Whittington and Christopher Paul Hughes, “Ordovician 
Geography and Faunal Provinces Deduced from Trilobite Distribution”,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Series B, 
Biological Sciences, 263:850 (1972.1), 235-2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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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논문에서 버렛은 오르도비스기에 중국의 북쪽과 남쪽을 나눈 장벽은 하

부 고생대 바다인 친링해가 닫히면서 생겼다는 가설을 세웠다.440) 버렛은 친

링대를 기준으로 남중국과 북중국의 동물상에 뚜렷한 차이가 나타난다는 점

을 강조했는데, 이는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오랜 시간 떨어져 있었음을 의

미했다.441)

  고생대 전기 중국의 정확한 위치는 1980년대 이후 중국 지질학자들에 의

해 명확히 밝혀졌다. 1980년대 초에 당시까지의 고지자기 및 지질구조 연구

를 종합하여 시·원생대로부터 신생대에 이르기까지 고지리를 시기별로 복

원한 책 Earth History and Plate Tectonics: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Geology에서 인용한 당시까지의 판구조론 관련 연구 자료들을 보면, 중국인 

학자에 의해 수행된 연구는 찾아볼 수 없고, 중국판의 이동에 관한 연구도 

찾아볼 수 없다. 판구조론과 지향사 이론을 접합하여 시·원생대로부터 신

생대에 이르는 각 대륙별 지각변동의 역사를 기술한 이 책에 중국의 지자기

에 관한 연구가 인용되지 못했다는 것은 당시까지도 중국 지자기학 분야가 

미발달 상태에 있었음을 의미한다.442) 하지만 1980년대 들면서 중국의 지질

학자들은 고지자기학을 도입하여, 판의 이동에 따라 극이 달라지는 경로를 

추적해 곤드와나를 재구성해 냈고, 중국과 곤드와나 대륙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자 했다.

  1980년대 중국의 고생대 고지리 연구를 선도한 대표적인 지질학자로는 진

루 린(Jin-lu Lin)을 들 수 있다. 1985년에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고지자기 

연구결과를 발표한 그는 중국과학원(中国科学院, Academia Sinica)443) 지질학

439) 러시아의 동쪽 끝에 있는 콜리마강 인근 지역. 오늘날에는 북아메리카판으로 분류된
다.

440) 고바야시는 오르도비스기에 남조선과 북조선·만주 지방의 동물상이 뚜렷하게 구분된
다는 사실을 설명하기 위해 1930년에 친링(秦嶺)-경성 라인(Tsinling-Keijo line)이라는 
장벽이 있을 것이라고 제안했다(2장 참조).

441) Clive Burrett, “Ordovician Biogeography and Continental Drift”, 
Palaeogeography, Palaeoclimatology, Palaeoecology, 13 (1973), 161-201 중 161, 
172-194.

442)  Karl K. Seyfert and Leslie A. Sirkin, Earth History and Plate Tectonics: An 
Introduction to Historical Geology 2nd ed, 양승영 번역, 『지사학: 판구조론의 입장
에서 본 지구역사』 (대학교재출판사, 1984).

443) 진루 린의 논문에는 중국 베이징에 있는 Academia Sinica 소속으로 기재되어 있지
만, 일반적으로 Academia Sinica는 대만 중앙연구원으로 더 잘 알려져 있다. 중국과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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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소 소속이었다. 1949년에 설립된 중국과학원은 개원 이후 핵물리, 컴퓨

터, 무선통신, 반도체 등의 분야에서 큰 성과를 내고 있었지만, 1966년부터 

시작된 문화혁명의 영향으로 연구소가 분산되면서 규모가 축소되었다. 하지

만 1978년부터 개혁개방 정책에 따라 중국 정부가 중국 경제 발전을 위한 

기초 과학의 중요성을 강조하고 과학기술 성과의 대외 개방을 중시하면서 

중국과학원은 기능을 다시 회복하고 있었다. 진루 린의 고지자기 연구는 이

러한 개혁개방의 분위기 속에서 중국과학원과 미국 국립과학아카데미(US 

National Academy), 미국 국립과학재단(National Science Foundation, NSF)의 

공동 지원을 받아 당시 캘리포니아대학(University of California, Santa 

Barbara)에서 활동하던 영국 지질학자 마이클 풀러(Michael D. Fuller, 1934-)

와 공동으로 수행되었다.444)

  진루 린은 ‘겉보기 극이동 경로(Apprent Polar Wander Paths, APWP)’

를 추적한 결과 중국의 고생대 전기 고지리에 관한 중요한 정보를 얻을 수 

있었다. 먼저 그는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고생대에 모두 곤드와나의 일부

분을 구성하고 있었다는 것을 확인했다. 또 그는 캄브리아기 중한랜드와 남

중랜드의 고지자극(古地磁極, palaeopole)이 상당히 달랐다는 사실로부터 두 

판이 캄브리아기 동안 서로 상당히 떨어져 있었다는 것도 알아냈다. 남중랜

드가 적도 인근 오스트레일리아에 인접해 있었다면, 중한랜드는 남위 35° 

근처에서 티벳, 북인디아, 이란과 인접해 있었다는 것이다. 진루 린은 이러

한 판 배치가 캄브리아기 남중국과 오스트레일리아의 삼엽충 화석이 비슷한 

현상이나 퇴적상이 비슷한 현상을 잘 설명할 수 있다고 보았다.445) 2000년에 

중국과학원 소속의 황 바오춘(Huang Baochun)은 고지자기 연구와 삼엽충 

연구를 통해 캄브리아기 동안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서로 떨어져 있었으

며, 중한랜드는 곤드와나의 남극-오스트레일리아의 동쪽 근처에, 남중랜드는 

남극-오스트레일리아의 서쪽 근처에 자리해 있었음을 확인했다.446) 이들 중

원도 처음에는 Academia Sinica라는 이름을 사용했지만, 혼돈을 피하려고 영문 이름
을 Chinese Academy of Sciences로 바꾸었다.

444) 홍성범, 이춘근, 『중국의 과학기술체제와 정책』 (科學技術政策硏究院, 2000), 8-26; 
Jin-lu Lin, M. D. Fuller and Wen-you Zhang, “Preliminary Phanerozoic Polar 
Wander Paths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Blocks”, Nature 313:7 (1985.2), 
449.

445) 같은 논문, 444-4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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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지질학자들의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캄브리아기와 오르도비스기 중국의 

위치는 점점 명확해졌다.

  중국 지질학자들은 고생대 전기 중국의 위치를 알아내는 데 그치지 않고, 

중국 및 동아시아를 구

성하는 두 중요 판인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고지자극을 추적해 두 

판의 상대적 위치 변화

와 시간에 따른 이동 

경로, 두 판의 충돌 시

기 등을 알아냈다.447) 

먼저 이들은 두 판의 

자극이 캄브리아기 동

안에는 상당히 달랐지

만, 중기 쥐라기에는 거

의 같아졌다는 사실을 

발견했다.448) 진루 린 등은 이후 ‘겉보기 극이동 경로’를 더 정교하게 분

석하여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병합이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쥐라

기 초에 완료되었음을 알아냈다.449) 계속되는 연구를 통해 중국 지질학자들

446) Huang Baochun, Zhu Rixiang, Y. Otofuji and Yang Zhenyu,“The Early 
Paleozoic Paleogeography of the North China Block and the Other Major 
Blocks of China”, Chinese Science Bulletin 45:12 (2000), 1057-1065.

447) 1988년에 스위스 지질연구소 소속의 중국인 지질학자 케네스 징화 쉬(Kenneth 
Jinghwa Hsü, 1929- )는 양쯔육괴에서 습곡과 단층, 오버 스러스트 뿐만 아니라, 대륙 
충돌과 판의 섭입으로 생기는 오피올라이트(ophiolite, 오피(誤皮))와 멜란지(melange)
가 발견된다는 것을 확인했다. 그는 원생대 말에 일어난 조산운동, 즉 양쯔육괴와 카타
이시아육괴(화난(Huanan)육괴+동남아(Dongnanya)육괴)의 충돌에 의해 남중랜드가 형
성되었다고 주장했다. Kenneth J. Hsü et al., “Mesozoic Overthrust Tectonics in 
South China”, GEOLOGY, 16 (1988.5), 418-421: Kenneth J. Hsü et al., 
“Tectonics of South China: Key to Understanding West Pacific Geology”, 
Tectonophysics 183:1–4 (1990, 11), 9-39.

448) Jin-lu Lin et al., “Preliminary Phanerozoic Polar Wander Paths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Blocks”, 446-447.

449) Jin-Lu Lin and M. D. Fuller, “Palaeomagnetism, North China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Tan-Lu fault”, Philosophical Transactions of the 
Royal Society of London A 331 (1990), 589-598

그림 5-5. 진루 린이 그린 캄브리아기 곤드와나. 북중국판
(NCB)은 인디아(IN) 근처에, 남중국판(SCB)는 오스트레일리
아(AUS) 근처에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in-lu Lin et al., 
"Preliminary Phanerozoic Polar Wander Paths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Blocks", 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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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중기 오르도비스기에 중한랜드가 곤드와나로부터 떨어져나와 북아메리카

와 시베리아 근처로 이동해 갔으며, 고생대 데본기에는 남중랜드가 곤드와

나로부터 분리되어 나와 곧바로 중한랜드 쪽으로 향했다는 것을 알아냈

다.450)

  중국 지질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고기후학적 연구결과는 진루 린 등의 

고지자기 연구에 대한 신뢰도를 높여 주었다. 시카고대학교의 니에 상여우

는 고기후학적인 연구를 통해 진루 린의 연구를 지지하는 결과를 얻었다. 

그는 퇴적 환경에 민감한 5종류의 퇴적물-석탄, 증발잔류암(evaporites), 암

초(reef), 석회암, 돌로마이트(dolomites)-을 이용해 퇴적이 이루어진 시기의 

기온, 습도, 해심, 위도 등을 추적함으로써 고생대 중국의 위치와 이동 경로

를 알아냈고, 이를 고지자기 연구결과와 비교해 보았다. 그 결과 그는 남중

랜드가 고생대 전체 기간에 적도 근처에 머물러 있었으며, 중한랜드는 고생

대 전기와 후기에 위도가 낮은 곳에 있다가 석탄기 이후 북쪽으로 이동했음

을 밝혀냈다. 이는 고지자기 연구결과와 일치했다. 이러한 연구를 통해 1990

년대가 되면 지질학자들 대부분은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고생대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고 중생대에 서로 만나 충돌했다고 생각하게 되었다.451)

  하지만 중국을 구성하는 중한랜드·남중랜드와의 관계 속에서 고생대 한

반도의 위치를 정확하게 찾아내는 일은 여전히 과제로 남아있었다. 중한랜

드의 범위를 규정할 때, 그림 5-6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어떤 지질학자는 

한반도를 남북으로 나누어 북쪽은 중한랜드에, 남쪽은 남중랜드에 포함했고, 

또 어떤 지질학자는 한반도 전체가 중한랜드에 속한다고 보기도 했다. 따라

서 전기 고생대 한반도 고지리를 정확하게 알기 위해서는 태백산 분지와 중

한랜드·남중랜드의 관계 및 곤드와나에서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디아와의 관

계를 정확히 알아야 했다.452)

450) Huang Baochun et al, 앞 논문, 1057-1064; Ian Metcalfe, “Gondwana 
Dispersion and Asian Accretion: Tectonic and Palaeogeographic Evolution of 
Eastern Tethys”,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66 (2013), 1-33 중 21-26.

451) Shangyou Nie, “Paleoclimatic and Paleomagnetic Constraints on the 
Paleozoic Reconstructions of South China, North China and Tarim”, 
Tectonophysics 196:3 (1991), 279-308.

452) 최덕근, “태백산 분지 삼엽충 화석군과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 복원에
서 그들의 중요성”,Journal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25:2 (2009), 
129-149 중 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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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6. (왼쪽) 멕엘히니는 1981년에 유라시아 대륙이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를 포함한 
여러 개의 판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알아냈는데, 이 그림에서는 한반도 전체가 중한
랜드에 속하는 것으로 표시되어 있다. M. W. McElhinny, “Fragmentation of Asia in the 
Permian”, Nature 293 (1981), 212-216 중 213. (오른쪽)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아시아 
대륙의 형성과정 이해에 크게 기여한 진루 린이 그린 중국과 동아시아 지체구조. 한반도 
지체가 남북으로 나뉘어 있는 것을 볼 수 있다. Jin-Lu Lin and M. D. Fuller, 
“Palaeomagnetism, North China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Tan-Lu fault”, 590.

5.4.3 삼엽충 연구의 부활 - 고생대 지층 세분화

최덕근이 미국에서 공부하고 돌아온 때는 한국 지질학계에 고지자기 연구와 

구조지질학 연구가 태동하고 있을 때였으며, 중국의 지질학자들이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고생대 중국의 위치와 이동 경로를 알아내고 있을 때였다. 최

덕근은 이처럼 판구조론을 중심으로 한국과 중국 지질학계의 연구 지형이 

크게 바뀌던 1980년대 말에 고바야시 이후 약 30년 동안 거의 불모지로 남

아있었던 고생대 전기의 삼엽충 화석연구에 뛰어들었다. 삼엽충 연구를 계

속하면서 최덕근과 그의 제자들은 고바야시가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삼엽

충 화석들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고바야시가 정립한 태백산 분지 조선

누층군의 층서를 세분화하고 수정해 나가면서 고생대 한반도 고지리에 대한 

이해를 점차 증진해 나갔다.

  최덕근은 1967년에 서울대학교 문리과대학 지질학과에 입학했는데, 당시

는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사업’이 끝난 지 얼마 되지 않아 입학 경쟁

률이 8:1이 될 정도로 지질학과의 인기가 높을 때였다. 이후 1983년 미국 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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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베이니아주립대학에서 중생대 백악기 꽃가루 화석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은 

최덕근은 1986년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가 되었고, 28년 후인 2014년 8

월에 정년으로 퇴임했다. 현재는 서울대학교 지구환경과학부 명예교수로서 

판구조론적인 관점에서 삼엽충, 한반도 고지리 및 한반도 형성사 연구를 계

속하고 있다. 특히 그는 학술 논문이나 학술 서적 이외에도 다양한 대중 서

적 출판이나 대중 강연 등을 통해 자신이 정립한 한반도 고지리 및 형성사

를 널리 알리고 있다.453)

  최덕근이 처음부터 삼엽충 연구에 관심을 가졌던 것은 아니었다. 대학을 

졸업한 이후 개형충, 꽃가루 화석 등을 연구하던 최덕근은 1986년 자신의 

지도교수였던 김봉균이 정년퇴직하면서 서울대학교 지질학과 교수로 임명되

었다.454) 퇴직 전에 김봉균은 교육부의 지원을 받아 5년 계획으로 태백산 지

역을 연구하고 있었는데, 최덕근은 김봉균의 연구 과제였던 ‘태백산 분지

의 층서와 고생물’ 연구를 그대로 이어받았다. 김봉균이 태백산 분지 북쪽

과 동쪽 지역을 이미 연구했기에, 최덕근은 태백산 분지 남동쪽 끝에 있는 

태백시 동점(銅店)지역을 주목했다. 동점은 고바야시가 처음으로 한반도 지

질 연구를 시작한 곳이었다. 조선누층군 중 태백층군(두위봉형 조선누층군)

에 해당하는 동점에는 석회암, 사암, 셰일로 이루어진 캄브리아기와 오르도

비스기 암석이 분포하고 있는데, 이는 이 지역의 암석이 약 5억 년 전에 형

성되었음을 의미했다. 따라서 이 지역은 고생대 시기 한반도의 위치를 알 

수 있는 가장 오래된 암석들을 보유하고 있는 셈이었다.455)

  최덕근이 동점지역에서 삼엽충 화석을 발견한 것은 우연이었지만 이후 삼

엽충은 그의 평생 연구 주제가 되었다. 동점지역에서 최덕근이 처음 관심을 

가졌던 것은 플랑크톤 화석이었다. 1986년 가을, 식물성 플랑크톤 화석을 찾

아 떠난 야외조사에서 최덕근은 생각지도 않았던 삼엽충 화석을 발견하게 

되었다. 일본인 지질학자가 삼엽충을 연구했었다는 사실 정도만을 막연하게 

453) 한국과학기술한림원 http://kast.or.kr/kr/member/member_view.php?idx=3854 
홈페이지 참조

454) Duck Keun Choi, “Spores and Pollen from the Gyeongsang Supergroup, 
Southeastern Korea and Their Chronologic and Paleoeologic Implications”, 
Journal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1:1 (1985), 33-50.

455) 최덕근의 초기 경력에 대해서는 최덕근, 『시간을 찾아서: 5억 년 전으로 시간여행』, 
153-194.

http://kast.or.kr/kr/member/member_view.php?idx=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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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고 있던 최덕근은 그동안의 삼엽충 연구 자료를 조사하여, 고바야시가 

1920년대 후반에서 1940년대 초까지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을 연구

했으며, 그 결과를 1934년부터 약 30년에 걸쳐서 발표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 최덕근은 점점 흥미를 잃어가던 꽃가루와 플랑크톤 연구를 그만두

고, 대신 삼엽충 연구를 시작했다. 최덕근이 본격적으로 전기 고생대 삼엽충 

연구에 돌입하면서 삼엽충을 전공으로 하는 학생들도 생기기 시작했다. 이

후 한국의 삼엽충 연구는 1990년대 이후 발표된 한국 화석 관련 연구 중 가

장 높은 비율을 차지할 만큼 부흥기를 맞는다.456)

  최덕근이 자신의 첫 삼엽충 연구결과를 『지질학회지』에 발표한 것은 2

년 뒤인 1988년이었다. 삼척 동점 구문소 부근에 분포하는 두무골층에서 산

출되는 무척추동물을 기재하여 발표한 이 논문에서 최덕근은 고바야시가 기

재한 것보다 더 다양한 12종의 화석을 기재했다. 12종 중 5종은 삼엽충 화

석이었다. 최덕근은 두무골층의 삼엽충 화석 산출구간이 아사펠루스

(Asaphellus) 대에 해당한다는 사실을 확인했는데, 아사펠루스는 고바야시가 

두무골층을 오르도비스기 최하부인 트레마독세로 결정지을 때 사용했던 화

석이었다. 이 논문에서 최덕근은 두무골층이 아레니그세를 지시한다는 이하

영의 연구보다는 두무골층을 트레마독세로 해석한 고바야시의 견해를 따랐

다. 하지만 이 논문에서 고바야시가 동정하지 못하고 남겨두었던 Asaphellus 

(?) sp.를 아사펠루스 코레아니쿠스(Asaphellus coreanicus)로 동정하여 기재

한 것은 이 논문의 큰 성과 중 하나였다.457)

  태백의 두무골층 삼엽충 연구결과를 발표한 최덕근과 그의 학생들은 태백

과 함께 삼엽충 화석이 가장 많이 산출되는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그동안 생

층서대가 잘 정립되어 있지 못했던 영월을 다음 연구지역으로 정했다. 야외

조사에 앞서 이들은 먼저 고바야시가 발표한 논문들을 검토했고, 영월 지역

의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과 태백 지역에서 발견되는 

삼엽충 화석의 종류가 완전히 다르다는 사실을 처음 인지했던 지질학자가 

고바야시였음을 알아냈다. 최덕근은 고바야시의 태백산 분지 연구가 한반도 

456) 최덕근, 황현아, “한국 고생물학 100년(1903~2003)”, 59-70.
457) 최덕근, 이용일, “동점지역 두무골층(하부 오르도비스계)의 무척추동물 화석”, 『지질

학회지』, 24:3 (1988.9), 289-3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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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계통 연구에 크게 기여했음도 알게 되었다.

 

고바야시 데이이치 교수가 우리나라의 지질학에 미친 영향은 무척 크다. 특히 그는 태

백산 분지의 고생대층과 백악기 지층에서 산출되는 여러 가지 화석을 연구하여 한반

도의 지질계통을 확립하는 데 크게 기여하였다. 한편으로는 일본인 학자를 높이 평가

하고 싶지 않은 마음이 들기도 하지만, 연구를 진행하면 할수록 그가 남긴 족적이 매

우 크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다.458)

  1990년, 영월군 북면 마차리 일대에서 야외조사를 하던 최덕근 연구팀은 

그 이전까지 한국에서는 발견하지 못했던 새로운 삼엽충 화석을 찾아냈다. 

마차리층에서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Glyptagnostus stolidotus) Öpik, 

1961 화석을 발견한 것이다. 아그노스티다(Agnostida) 목(目) 글립타그노스투

스 속(属)에 속하는 삼엽충은 두 종이 있는데, 하나는 글립타그노스투스 스

톨리도투스이고, 다른 하나는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Glyptagnostus 

reticulatus) Angelin, 1851이다.459) 마차리층에서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

투스를 처음 발견하여 기재한 사람은 고바야시였다. 최덕근 연구팀은 한국 

최초의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 발견 결과를 『한국고생물학회지』

(1994)와 미국 『고생물학회지』(1995)를 통해 발표했다.460)

  영월 마차리층에서 글립타그노스 스톨리도투스 화석을 발견한 것은 세 가

458) 최덕근,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지질학자, 기록이 없는 시대의 한반도를 찾다』, 
53.

459) 이 논문에서 최덕근은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와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
투스를 구분하는 새로운 견해를 제시했다. 캄브리아기 삼엽충 연구의 권위자였던 미국
의 고생물학자 앨리슨 파머(Allison Ralph Palmer, 1927~  )는 1982년 논문에서 꼬리
부의 마디 길이 비율을 이용해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와 글립타그노스투스 레
티큘라투스를 구분할 수 있다고 주장했었고, 그의 의견은 이후 많은 연구자들이 따르고 
있는 상태였다. 최덕근 연구팀은 마차리층 삼엽충들의 마디 길이 비율을 측정한 결과 
마디 길이를 이용해 두 종을 구분하는 것은 적당한 방법이 아니라는 주장을 내세울 수 
있었다. 최덕근에 의하면 파머는 최덕근 팀의 의견을 수용했다고 한다.

460) Duck K. Choi and Jeong Gu Lee, “Occurrence of Glyptagnostus stolidotus Ӧ
pik, 1961 (Trilobita, Late Cambrian) in the Machari Formation of Korea”, 
Journal of Paleontology, 69:3, (1995.5), 590-594; 최덕근, “마차리층의 글립타그노스
투스대에서 산출되는 후기 캠브리아기 삼엽충,” 과학창의재단 KOSEF 921-0500-001-2, 
(1994), 1-58; Jeong Gu Lee and Duck Keun Choi, “Glyptagnostus and 
Associated Trilobite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eongweol, Korea”, 『한국고
생물학회지』 10:1, (1994.06), 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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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점에서 중요한 의미를 지니고 있었다. 첫째,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

투스 화석을 통해 최덕근은 고바야시가 정립한 마차리층의 층서에 문제가 

있음을 발견하고 생층서대를 수정할 수 있었다. 고바야시는 표 2에서처럼 

마차리층의 생층서를 아래로부터 통키넬라(Tonkinella), 에오츄앙기아

(Eochuangia), 코마스피스-이와야스피스(Komaspis-Iwayaspis), 올레누스-글립타

그노스투스(Olenus-Glyptagnostus)로 나누었고, 그 시기를 중기 캄브리아기로 

결정하였다. 하지만 최덕근은 후기 캄브리아기 초기(Early Late Cambrian)의 

표준화석인 글립타그노스투스를 함유하는 올레누스-글립타그노스투스대를 

에오츄앙기아와 코마스피스-이와야스피스보다 더 하부에 두어야 한다고 제

안했다. 최덕근의 제안은 오늘날 대부분 수용되고 있다.461)

그림 5-7. 최덕근 연구팀
이 영월 마차리층에서 발
견한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 화석. Duck 
K. Choi and Jeong Gu 
Lee, “Occurrence of 
Glyptagnostus stolidotus Ӧ
pik, 1961 (Trilobita, Late 
Cambrian) in the Machari 
Formation of Korea”, 
592.

  둘째,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의 발견은 마차리층의 생층서대를 

정교화하는 역할을 했다. 고바야시가 마차리층에서 글립타그노스투스 생층

서대로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대(zone)만을 설정했던 데 비해, 최

덕근은 글립타그노스투스 생층서대를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와 글

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두 개의 층서로 세분해야 하며, 글립타그노스

투스 스톨리도투스대를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대 하부에 놓아야 한

461) Jeong Gu Lee and Duck Keun Choi, “Glyptagnostus and Associated 
Trilobite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eongweol, Korea”, 117-1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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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고 제안했다. 글립타그노스투스 생층서대를 두 개로 세분함으로써 최덕근 

연구팀은 남중국, 타림(Tarim),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오스트레일리아에서 

확립된 후기 캄브리아기 초기(lower Upper Cambrian)의 대륙 간 생층서 대

비를 더욱 정확하게 할 수 있었다.462)

  셋째, 글립타그노스투스 생층서대의 세분화와 대륙 간 생층서 대비를 통

해 전기 고생대 한반도를 둘러싼 환경에 대한 중요한 정보를 알게 되었다는 

점이다. 후기 캄브리아기 초기에 살았던 부유성 삼엽충인 글립타그노스투스

는 남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카자흐스탄, 시베리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 

남극 등 거의 모든 대륙에서 발견되었고, 5억 100만 년 전~4억 9,800만 년 

전 사이의 짧은 기간 동안 살다가 갑자기 사라졌기 때문에, 이 화석이 발견

되는 지층들은 같은 시대에 퇴적되었다고 할 수 있다. 영월 지역에서 글립

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이외에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가 발견

되었다는 것은 한반도가 캄브리아기 말에 남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시베리

아, 유럽, 북아메리카 대륙, 남극 대륙과 연결되어 있었다는 것을 의미했

다.463) 이는 한반도가 고생대 전기에 중한랜드·남중랜드에 연결된 채 곤드

와나의 오스트레일리아·인디아와 접해 있었다는 당시까지의 고지자기 연구

결과를 더욱 강화하는 발견이었다.

  이후 최덕근은 약 20년 이상 자신의 제자들과 함께 영월형 조선누층군과 

태백층군(두위봉형 조선누층군)에서 새로운 삼엽충 화석을 발견했고, 이를 

바탕으로 캄브리아기 생층서대를 정교하게 세분해나갔다.464) 예를 들어 제자 

이정구와 함께 1995년에 발표한 논문에서 최덕근은 마차리층에서 발견한 새

로운 삼엽충 3종을 기재하였고, 2005년에는 태백 지역의 캄브리아기 지층인 

세송층과 화절층에서 새로운 삼엽충 화석을 발견하여 기재하였다. 이를 바

탕으로 그는 고바야시가 설정한 생층서대를 세분하여 중국, 카자흐스탄, 오

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카의 동시대 층서대와의 대비를 크게 증진할 수 있

었다.465)

462) 같은 논문, 120-122.
463) 글립타그노스투스(Glyptagnostus) 속의 화석이 발견된 장소에 대해서는 고생물학 데

이터베이스 http://fossilworks.org/?a=taxonInfo&taxon_no=19230 참조.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지질학자, 기록이 없는 시대의 한반도를 찾다』, 78-79.

464) 현재 태백층군에는 23개, 영월층군에는 17개 이상의 생층서대가 설정되어 있다.
465) Jeong Gu Lee and Duck Keun Choi, “Late Cambirian Trilobites from the 

http://fossilworks.org/?a=taxonInfo&taxon_no=19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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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4 오스트레일리아, 북중국, 인디아 연구자들과의 협력을 통한 

한반도 고지리 연구

영월과 태백 지역의 삼엽충 화석을 연구하면서 최덕근은 새로운 종 기재를 

통해 층서를 세분화하였고, 세분한 지층을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북아메리

카 등의 층서와 비교하면서 한반도와 이들 지역이 고생대 전기에 맺었던 관

계를 알아나갔다. 그 과정에서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인디아를 연구하는 지

질학자들과의 협력과 교류는 최덕근이 삼엽충의 세계적 분포와 태백산 분지 

삼엽충과의 관계를 명확히 하고 고생대 전기 한반도 고지리를 정확히 파악

하는 데 중요한 재료가 되었다.

  그 중 대표적인 것이 영국 출신의 오스트레일리아 지질학자 존 셔골드

(John Shergold, 1938-2006)와의 협력이었다.466) 1958년에 더럼대학교(Durham 

University) 킹스 칼리지에서 지질학을 공부하기 시작한 셔골드는 오스트레

일리아 지질조사소에서 주로 캄브리아기 삼엽충인 아그노스티다(Agnostida)

를 연구하여 오스트레일리아 후기 캄브리아 생층서대 확립에 공헌한 지질학

자였다. 셔골드는 캄브리아기에서 오르도비스기로 넘어가는 시기에 발견된 

전 세계 삼엽충 연구를 종합한 결과, 북중국과 남·동중국 모두 캄브리아기

에 기온이 따뜻한 지역에 분포하고 있었음을 알아낸 바 있다. 특히 최덕근

이 연구했던 영월 지역의 삼엽충은 오스트레일리아의 삼엽충과 같은 종류가 

많았기 때문에 영월 지역 삼엽충 연구를 위해서는 오스트레일리아 삼엽충 

연구 정보가 중요했다.467) 셔골드는 2007년 오스트레일리아 서부 해안에서 

Machari Formation, Yeongweol-Machari Area, Korea”, 『고생물학회지』 11:1 
(1995.06), 1-46. 새로 발견한 삼엽충은 Irvingella prisca, Proceratopyge elongata, 
Proceratopyge praelonga이다. 2005년의 논문은 손장원, 최덕근, “태백층군 세송층과 
화절층의 후기 캄브리아기 삼엽충 생층서대 재정립”, 『고생물학회지』 21:2 (2005.12), 
195-200이다.

466) 셔골드와의 교류에 대해서는 최덕근,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지질학자, 기록이 
없는 시대의 한반도를 찾다』, 78-79. 셔골드는 1980년대 말-1990년대 초에는 클라우
스 밀러와 인산염 화석(phosphatic fossil)에 관한 연구를 함께 진행하기도 했다.

467) 셔골드에 대해서는 J. H. Shergold, “Review of Trilobite Biofacies Distributions 
at the Cambrian-Ordovician Boundary”, Geological Magazine 125 (4) (1988), 
363-380; John R. Laurie, “John Helsby Shergold 1938-2006”, Memoir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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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동안 한반도와 북중국에서만 산출되던 요시무라스피스(Yosimuraspis)를 발

견함으로써 오르도비스기 초에 오스트레일리아와 중한랜드가 지리적으로 가

까웠음을 보여주었다.468)

  또 최덕근은 캄브리아기 지층이 잘 드러나 있어 북중국 캄브리아계 표식

지층으로 알려진 중국 산둥성 루시(魯西, Luxi) 지구의 삼엽충 화석군을 조

사함으로써 북중국과 태백산 분지의 관계 및 전기 고생대에 한반도에서 일

어난 지질학적 진화과정을 밝히고자 했다. 고바야시의 연구를 통해 캄브리

아기 당시에 태백 지역이 북중국과 같은 지체를 형성하고 있었다는 것이 이

미 알려져 있었기 때문에, 전기 고생대 한반도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위해

서는 북중국의 캄브리아기 지층을 직접 조사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었다. 

2003년에 산둥반도 태산 지역 사전 답사로 시작된 이 연구는 산둥과학기술

대학의 한쭈오전(韓作振)과의 협력으로 약 2년간 진행되었다.469)

  이 조사를 통해 최덕근은 산둥반도의 캄브리아기 삼엽충 산출 양상을 알

아냈고, 이를 분석하여 고바야시의 북중국 캄브리아기 삼엽충 연구 내용이 

옳았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루시 지구의 캄브리아기 지층은 하부로부터 리

구안층(李官層, Liguan Fm), 주샤동층(朱砂洞層, Jushadong Fm), 만터우층(饅
頭層, Mantou Fm), 장샤층(張夏層, Zhangxia Fm), 구샨층(崮山層, Gushan 

Fm), 그리고 차오미디엔층(炒米店層, Chaomidian Fm)으로 구성되는데, 최덕

근 연구팀은 이를 영월형 조선누층군 중 캄브리아기 지층인 장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층, 동점층 최하부와 암석층서적으로 대비하였다. 이를 

통해 21개의 생층서대로 구성된 루시 지구와 14개의 생층서대로 구성된 영

월형 조선누층군에서는 삼엽충 레들리키아(Redlichia), 바일리엘라(Bailiella), 

드레파누라(Drepanura), 츄앙기아(Chuangia), 카올리샤니아(Kaolishiania)가 공

통적으로 산출된다는 사실을 다시 한번 확인하였다.470)

Association of Australian Palaeotologists 34 (2007.12), 1-16 참조.
468) John H. Shergold, John R. Laurie and Judy E. Shergold, “Cambrian and 

Early Ordovician Trilobite Taxonomy and Biostratigraphy, Bonaparte Basin, 
Western Australia”, Memoirs of the Association of Australasian 
Palaeontologists 34 (2007), 17-86 중 17.

469) 최덕근, 『10억 년 전으로의 시간여행: 지질학자, 기록이 없는 시대의 한반도를 찾다』, 
92-95.

470) 최덕근, 이승배, 이현석, 강임성, 우주선, 문상준, 박태윤, 韓作振, 陳吉濤, “중국 샨
동(山東)지역 루씨지구(魯西地區: Luxi Block) 캄브리아계 층서 소개”, 『고생물학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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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셔골드의 연구와 중국 루시 지구 연구는 태백산 분지가 중한랜드 일부로

서 오스트레일리아에 인접해 있었음을 잘 보여주었지만, 당시 곤드와나에서 

오스트레일리아의 남쪽에 위치하던 인디아와의 관계에 대해서는 답을 주지 

못했다. 태백산 분지가 곤드와나 대륙에 연결된 방식에 대한 또 다른 답은 

영국 브리스톨 대학 출신으로 캘리포니아대학교(University of California, 

Riverside)의 고생물학 교수로 있던 나이젤 휴즈(Nigel Hughes)의 히말라야 

삼엽충 연구로부터 얻어졌다. 2,000년부터 히말라야 지역에서 캄브리아기 삼

엽충을 연구하던 휴즈는 2011년 부탄 블랙산(Black Mountain)의 후기 캄브리

아기 규암층에서 삼엽충 카올리샤니아 그라눌로사(Kaolishania granulosa)와 

타이바키아 글라브라(Taipaikia glabra)를 찾아냈다. 타이바키아는 ‘태백’의 

일본어 발음이다. 타이바키아 글라브라는 북중국 요동, 허베이, 산둥의 장산

층과 남한의 태백산 분지에서만 발견된 삼엽충이다. 또, 카올리샤니아 그라

눌로사는 후기 캄브리아기의 적색 사암과 석회암에서 발견되는 삼엽충으로, 

1933년에 고바야시가 중국의 요동 반도와 태백산 분지 세송층에서 발견하여 

기재했던 삼엽충이었다.471) 태백의 삼엽충이 한반도에서 멀리 떨어진 히말라

야 산속에서 발견된 것을 보고 휴즈 연구팀은 태백산 분지가 5억 년 전에 

인디아 대륙과 얕은 바다로 연결되어 있었으며, 그 거리가 생각보다 가까웠

을 것이라고 결론 내렸다.472)

5억 년 전 태백은 지금의 서해처럼 얕은 바다였으며 오스트레일리아뿐 아니라 히말라

야에서 발견되는 것과 비슷한 삼엽충이 살았다. 지금은 태백이 영월보다 50㎞ 동해에 

가깝지만, 당시엔 영월이 깊은 바다였고, 태백은 얕은 바다였다. 출토되는 화석의 종류

에서 그런 사실이 밝혀졌다.473)

21:2 (2005.12.), 177-194.
471) Kobayashi Teiichi, “The Cambro-Ordovician Formations and Faunas of 

South Korea, Part Ⅲ, Palaeontology 3. Cambrian Faunas of South Chosen 
with a Special Study on the Cambrian Trilobite Genera and Families”, 
175-177. 고바야시는 태백산 지역에서 발견한 이 화석을 미국 국립박물관에 가져가서 
월컷의 화석과 대비했었다(2장 참조).

472) Nigel C. Hughes et al., “Cambrian Rocks and Faunas of the Wachi La, 
Black Mountains, Bhutan”, Geological Magazine 148:3 (2011), 351-379 중 
358-365. 370-371; 최덕근, “캄브리아기 삼엽충 동물군과 지르콘 연대 자료가 지시하
는 중한지괴와 히말라야 동부지역의 고지리적 연관성”, 『고생물학회지』 27:2 (2011), 
2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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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후 최덕근은 라이언 맥켄지(Ryan Mckenzie), 휴즈와 함께 북중국판 주변

부의 쇄설성(碎屑性) 광물과 삼엽충을 연구한 결과 캄브리아기에 북중국이 

인디아와 매우 가깝게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했다.474)

  최덕근은 태백산 분지와 곤드와나대륙의 관계를 명확하게 알기 위해 태

백, 영월, 산둥, 오스트레일리아, 부탄 등지에서 그동안 발견된 삼엽충 화석

들을 종합적으로 비교 분석해 보았다. 그는 캄브리아기 삼엽충 카올리샤니

아(Kaolishania), 하마샤니아(Hamashania), 창샤니아(Changshania), 그리고 오

르도비스기 삼엽충 요시무라스피스(Yosimuraspis)와 코라입시스(Koraipsis)를 

선정했다. 이 5속의 삼엽충은 모두 태백산 분지에서 보고된 토착 삼엽충들

이었다. 분석 결과 카올리샤니아는 태백, 산둥, 오스트레일리아, 부탄에서 발

견되고, 하마샤니아는 태백, 산둥, 오스트레일리아에서, 창샤니아는 영월과 

산둥에서 보고되었으며, 요시무라스피스와 코라입시스는 태백, 영월, 산둥,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모두 보고되었음을 알게 되었다. 이는 전기 고생대 동

안에 태백산 분지와 오스트레일리아, 그리고 인디아가 서로 얕은 바다를 통

해 모두 가깝게 연결되어 있었음을 의미했다.475)

5.4.5 고지자기학과 고생물학의 결합으로 밝혀낸 한반도 고지리

21세기 들어 그동안 축적된 고지자기 연구결과는 층서학, 퇴적학, 구조지질

학 등 다양한 분야에서의 연구와 결합하여 고지리도 작성에 이용되기 시작

했다.476) 캄브리아기에 한반도는 곤드와나 대륙에 정확히 어떤 방식으로 연

결되어 있었는가?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최덕근은 2007년부터 본격적으

로 고지리 연구를 시작했다. 그 시작은 2007년에 한국고생물학회에서 선보

인 “영월층군 마차리층에서 중한지괴 토착종 삼엽충 산출과 그 층서 고지

473) 조홍섭 기자, “한반도는 애초 둘로 나뉜 땅이었다(최덕근 인터뷰)”, 한겨레신문 
(2016. 3. 3),

474) N. Ryan. Mckenzie, Nigel C. Hughes, Paul M. Myrow, Duck K. Choi and 
Tae-Yoon Park, “Trilobites and Zircons Link North China with the Eastern 
Himalaya during the Cambrian”, Geology l:39(6) (2011.6), 591-594.

475) 최덕근, 『한반도 형성사』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4), 114-115.
476) 이기화, “Ⅵ. 지구물리학”, 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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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적 의미”라는 발표였다. 이 발표를 시작으로 최덕근은 태백산 분지 삼엽

충 화석을 통해 본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에 관한 일련의 논

문을 출판하였다.

  고생대 전기 한반도 고지리 연구에서 핵심적인 부분은 태백산 분지 내에

서 태백과 영월이 중한랜드와 연결된 방식에 관한 것이었다. 앞에서 설명한 

것처럼 태백 지역에서는 얕은 바다에 사는 다양한 북중국 토착 삼엽충들이 

발견되고, 영월 지역에서는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원양성의 삼엽충들이 발견

된다. 표 5-1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고바야시가 태백과 영월에서 기재한 

츄앙기아, 드레파누라,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화석은 영월과 태백

이 서로 분리된 땅덩어리라는 고바야시의 주장을 확인시켜주고 있었고, 최

덕근이 영월에서 찾은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의 세계적 분포 양상

은 고바야시의 견해를 강화하고 있는 것처럼 보였다. 표 5-1은 최덕근의 

2008년 논문 일부를 옮긴 것이다.

시
대

한반도
북중국 남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영월 태백

후
기
캄
브
리
아

츄앙기아

(Chuangia)

츄앙기아

(Chuangia)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글립타그노스투스

레티큘라투스

중
기
캄
브
리
아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

드레파누라

(Drepanura)

드레파누라

(Drepanura)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

글립타그노스투스

스톨리도투스

표 5-1. 캄브리아기 영월, 태백, 북중국, 남중국, 호주의 삼엽충 화석을 비교한 표. 캄브

리아기에는 영월·남중국·오스트레일리아의 화석과 태백·북중국 화석에 뚜렷한 차이

가 나는 것을 볼 수 있다. 태백과 영월의 삼엽충 화석은 오르도비스기 후기에 서로 비

슷해진다. Duck K. Choi et al., “Upper Cambrian Polymerid Trilobite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ongwol, Korea”, 186.

  이 표를 보면 글립타그노스투스의 분포 상이 지역별로 뚜렷한 차이를 보

이는 것을 알 수 있다. 표에 의하면 캄브리아기 동안 영월의 삼엽충은 남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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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오스트레일리아와 종류가 같고, 태백의 삼엽충은 북중국과 종류가 같다. 

이는 고생대 캄브리아기에 영월·남중국·오스트레일리아가 서로 연결되어 

있었고, 태백은 북중국과 서로 연결되어 있었음을 잘 보여준다. 또 이는 북

중국이 속한 중한랜드와 남중국이 속한 남중랜드가 캄브리아기 동안 서로 

떨어져 있었다는 고지자기 연구결과를 지지하는 것으로 보였다.477)

  영월과 태백이 서로 분리된 땅덩어리에 속했다는 고바야시의 연구를 지지

한 사람은 프랑스의 구조지질학자 도미니크 클루젤(Dominique Cluzel, 1950~)

이었다. 1885년부터 5년간 진행된 한국에너지자원연구소(Korea Institute of 

Energy and Resources, KIER)와 프랑스의 오를레앙대학(Université Orléans), 
파리6대학(Université Paris-Ⅵ)의 협력 프로그램에 참여했던 클루젤은 한국

에너지자원연구소 소속 지질학자들로부터 옥천대를 소개받아 1985년부터 이 

지역을 직접 조사한 결과, 태백은 중한랜드에, 영월은 남중랜드에 속한다고 

판단했다. 이는 태백산 분지가 근원이 다른 두 개의 땅덩어리로 이루어졌음

을 의미했다. 특히 영월과 바로 옆에 붙어있는 정선에서 발견된 실루리아기 

코노돈트는 영월이 남중랜드에 연결되어 있었다는 주장에 힘을 실어주었다. 

중한랜드에는 실루리아기 퇴적물이 없는 반면 남중랜드에서 실루리아기 퇴

적물이 발견되기 때문이었다.478)

  하지만 최덕근은 영월과 태백이 같은 땅덩어리에 속했어야만 한다고 생각

했다. 영월과 태백이 같은 땅덩어리에 속했다고 생각한 근거는 그의 약 20

년에 걸친 삼엽충 화석연구에 있었다. 최덕근은 1998년에 영월층군(영월형 

조선누층군)에 해당하는 단양지역의 초기 오르도비스기 지층에서 삼엽충 카

이세라스피스(Kayseraspis) 화석을 발견했는데, 카이세라스피스는 그동안 태

477) Duck K. Choi, Eun-Young Kim and Jeong Gu Lee, “Upper Cambrian 
Polymerid Trilobite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ongwol, Korea”, Geobios 
41 (2008), 183-204.

478) Dominique Cluzel, Jean-Paul Cadet and Henriette Lapierre, “Geodynamics of 
the Ogcheon Belt (South Korea)”, Tectonophysics 183:1–4, (1990.11), 4-46. 클
루젤은 이 논문을 발표한 이후 이어서 “The Ogcheon Belt(Republic of Korea): 
Tectonics and Geodynamics of a Polycyclic Intraplate Domain”, 『지질학회지』 
27:5 (1991), 515-519; D. Cluzel, B. J. Lee and J. P. Cadet, “Indosinian Dextral 
Ductile Fault System and Synkinematic Plutonism in the Southwest of the 
Ogcheon Belt(South Korea): Reply”, Tectophysics 230 (1994), 138-140 등을 발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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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의 두무골층에서만 보고되던 삼엽충이었다. 이때부터 최덕근은 캄브리아

기에 영월과 태백의 삼엽충 화석이 서로 다른 것은 맞지만, 오르도비스기로 

갈수록 두 지역에서 같은 종류의 삼엽충이 발견되고 이들 화석이 모두 북중

국 삼엽충 화석의 특징을 띠기 때문에, 태백과 영월이 전기 고생대 시기에 

모두 중한랜드에 속해 있었다고 주장하기 시작했다.479)

  2000년의 논문에서도 최덕근은 태백과 영월의 동물상이 다른 이유를 두 

지역이 다른 땅덩어리에 속했었기 때문이 아니라, 두 지역이 같은 퇴적분지

에 속해 있으면서 바다 깊이에 따른 퇴적 환경이 달랐던 데서 찾으려고 시

도했다. 캄브리아기에 태백 지역은 얕았고 영월 지역은 깊었기 때문에 두 

지역에 살았던 삼엽충 화석이 서로 달랐지만, 캄브리아기 말엽에 영월 지역

이 얕아지면서 두 지역의 오르도비스기 삼엽충이 비슷해질 수 있었다고 주

장한 것이다.480)

  더욱 중요한 것은 최덕근이 영월의 마차리층에서 고바야시가 찾아내지 못

했던 북중국의 토착 삼엽충들을 찾아냈다는 사실이었다. 최덕근은 영월 마

차리층에서 한국에서는 최초로 삼엽충 창샤니아(Changshania)를 발견하여 

2006년에 발표한 논문에 기재했다. 창샤니아(Changshania)는 북중국의 후기 

캄브리아 지층인 푸롱층(Furongian strata)에서 발견되는 토착 삼엽충 화석이

다. 이를 통해 최덕근은 영월 마차리층이 캄브리아 시기에 중한랜드를 둘러

싼 앞바다에서 퇴적되었다고 주장했다.481)

이 연구에서 우리는 한국에서 최초로 영월층군의 마차리층에서 창샤니아의 발견을 보

고한다. 영월층군에서의 창샤니아 발견은 캄브리아기 중한랜드의 생층서대와 세계 다

른 지역과의 대비를 정교화하는 데도 중요하지만,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대륙 분포에 

479) Duck K. Choi, “An Early Ordovician Trilobite Faunule from the Choson 
Supergroup, Maepo, Tanyang area, Korea”, Geosciences Journal 2.4 (1998), 
235-242 중 237.

480) S. K. Chough, S. T. Kwon, J. H. Ree and D. K. Choi, “Tectonic and 
Sedimentary Ev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Review and New View”, 
Earth-Science Reviews 52.1-3 (2000), 199, 215

481) Duck K. Choi and Eun Young Kim, “Occurrence of Changshania (Trilobita, 
Cambrian) in the Taebaeksan Basin, Korea and its Stratigraphic and 
Paleogeographic Significance”, Palaeogeography, Palaeocliatology, 
Palaeoecology 242 (2006), 343-3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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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중요한 증거를 제공한다.482)

최덕근과 그의 제자들은 2008년에 영월의 마차리층에서 또 다른 북중국 토

착 삼엽충인 디켈로세팔리테스 플라벨리포르미스(Dikelocephalites flabelliformis)

를 기재함으로써 영월과 태백이 같은 땅덩어리에 속한다는 자신의 주장을 

강화하였다.483)

  한반도 고지리도를 완성하는 데는 최덕근의 직관적 통찰도 작용했다. 한

반도 고지리도를 완성하는 데 있어 최후까지 해결하지 못한 문제는 태백과 

영월에서는 대륙사면(continental slope, 大陸斜面)에서 퇴적된 지층이 발견되

지 않는다는 점이었다. 만약 태백산 분지가 중한랜드의 먼바다 쪽 가장자리

에 있었다면, 태백이나 영월에는 대륙사면에서 퇴적된 지층이 있어야 했다.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오랫동안 고민하던 최덕근은 그림 5-8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태백산 분지가 곤드와나 대륙 안쪽으로 향하도록 중한랜드의 

방향을 돌려놓았다. 중한랜드와 남중랜드를 모두 곤드와나 대륙의 가장자리

에 위치시키고, 중한랜드와 곤드와나 대륙 사이에 바다를 그려 넣었던 것이

다.484) 당시 태백산 분지가 곤드와나 대륙에서 흘러나온 퇴적물이 쌓인, 깊

이가 얕은 내륙해(內陸海)였다고 생각한 최덕근은 그 바다에 ‘조선해(朝鮮
海)’라는 이름을 붙였다. 조선해는 전기 고생대 동안 태백산 분지에 조선누

층군이 퇴적된 장소가 되는 셈이다.485)

  이 새로운 고지리도는 태백산 분지의 캄브리아기 지층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과 같은 시기 오스트레일리아에서 발견된 삼엽충 화석이 같다는 셔골드

의 연구결과를 잘 설명해주었다. 태백산 분지와 오스트레일리아가 내륙해로 

연결되어 있었다면 얕은 바다를 통해 삼엽충이 이동할 수 있을 것이기 때문

이었다. 또 태백산 분지가 중한랜드의 한 부분으로서, 태백이 더 중한랜드의 

중심부와 가깝고 영월이 바다 쪽에 있었다고 생각하면, 이는 태백과 영월이 

같은 중한랜드에 속해 있었다는 자신의 주장을 지지할 뿐만 아니라 태백의 

482) 같은 논문, 345.
483) Duck K. Choi, Eun-Young Kim, and Jeong Gu Lee, “Upper Cambrian 

Polymerid Trilobites from the Machari Formation, Yongwol, Korea”, 185-187.
484) 최덕근, 『판구조론, 지질학자들이 밝혀낸 지구의 움직임: 내가 사랑한 지구』 

(Humanist, 2015), 235.
485) 최덕근, 『한반도 형성사』, 116-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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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엽충들이 북중국과 비슷한 이유나 영월의 삼엽충들이 전 세계적인 분포를 

그리는 이유도 잘 설명해주었다. 이후 시간이 지나 퇴적물이 쌓이는 과정에

서 태백과 영월은 수심이 얕아졌고, 오르도비스기에 이르면 태백과 영월 지

역 모두 같은 종류의 삼엽충이 살게 되었다는 것이다.486) 이처럼 최덕근은 5

억 년 전 중한랜드의 위치를 인디아에 가깝게 이동시키고, 그사이에 길게 

뻗은 내륙해를 설정한 후, 태백산 분지가 오스트레일리아 쪽을 향하도록 중

한랜드를 돌려놓는 방식으로 고생대 전기 고지리도를 수정해 나갔다.

중한랜드

그림 5-8. 최덕근이 제시한 한반도 하부 고생대 고지리도. (왼쪽 그림) 중한랜드의 태백
(그림의 T)과 영월(그림의 Y), 산둥(그림의 S)의 관계를 보여주는 그림. 이러한 배치는 캄
브리아기에 태백산 분지, 산둥, 오스트레일리아의 삼엽충들이 서로 비슷한 이유 및 태백
보다 영월에서 더 깊은 바다의 삼엽충이 발견되는 이유를 잘 설명한다. 최덕근은 중한랜
드와 오스트레일리아 사이의 얕은 바다에 조선해라는 이름을 붙였다. (오른쪽 그림) 후기 
캄브리아기의 곤드와나 지도. 중한랜드(SK)과 남중랜드(SC)가 오스트레일리아(AU)와 인디
아(IN) 가까이에 붙어있으며, 그 사이에는 내륙해가 있는 모습이다. 중한랜드는 좁고 깊
은 바다에 의해 남중랜드로부터 격리되어 있다. (왼쪽 그림) 최덕근, 『한반도 형성사』, 
117. (오른쪽 그림) 최덕근, “태백산 분지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에 관한 새로운 
견해”, 8.

  지금까지 살펴본 것처럼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고지리도를 완성하는 과정

에는 여러 가지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했다. 최덕근은 중국과 만주, 한반

도의 지체가 서로 연결되어 있다는 고바야시의 동아시아 지체구조론을 출발

점으로 하여, 여기에 자신의 삼엽충 연구결과, 그리고 판구조론의 등장으로 

변화한 동아시아의 지적 지형 속에서 새롭게 생성된 지식을 결합하여 한반

도 고지리를 완성해 나갔다. 판구조론의 도입과 함께 등장한 한국과 중국의 

486) 최덕근, “태백산 분지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에 관한 새로운 견해,” Journal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27:1 (2011), 1-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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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지자기 연구자들은 고생대 전기 중국과 한반도의 위치가 적도 인근 곤드

와나 오스트레일리아 인근이었음을 알려주었다. 최덕근과 오스트레일리아, 

중국, 북아메리카 삼엽충 연구자들과의 협력 관계는 한반도가 곤드와나의 

오스트레일리아·인도와 맺는 관계에 관한 정보를 제공해 주었다. 삼엽충을 

이용한 고생태 분석은 태백산 분지 영월과 태백의 퇴적 환경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알려주었다. 이처럼 최덕근은 고지자기 연구, 고생물학 및 고생태학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위치를 알아내고 한반도 고지리

도를 완성해 나갈 수 있었다.

5.4.6 판구조론을 통해 해석한 한반도 형성사

판의 이동과 충돌을 통해 한반도 지각 형성의 역사를 정립하려는 노력은 판

구조론이 처음 도입된 1970년대 초부터 이미 시작되었다. 판구조론의 관점

에서 한반도의 생성과정과 지각변동을 연구한 지질학자 박병권은 1973년 방

사성 동위원소를 이용해 한반도에 분포한 중생대 화강암 저반(batholith)의 

연대를 측정한 결과를 해석한 논문에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판의 

이동 가능성에 대해 아래와 같이 언급하였다.

신 지구 구조론(판구조론)에 의하면 지각을 구성하는 여러 개의 판은 상호 이동한다. 

따라서 한반도를 포함한 동북아시아 대륙도 중생대 기간에 이동하였을 가능성이 존재

한다. 특히 중생대 기간은 전 세계적으로 지각 운동이 활발했던 기간이다. 대륙 표이

설에 의하면 곤드와나 대륙이 분리되기 시작하여 여러 대륙이 표이(漂移) 중에 있던 

시대인 것이다.487)

이 논문에서 박병권 등은 한반도를 포함한 판의 이동 속도, 이동 방향, 화강

암 관입 원인뿐만 아니라 요동 방향과 중국 방향의 축이 각각 트라이아스기

와 쥐라기에 형성되었음을 알아냈다.

  하지만 1975년 국립지질광물연구소의 엄상호와 안토니 리드만(Antony J 

Reedman)이 공동으로 출판한 『한국의 지질(The Geology of Korea)』에서

487) 박병권, 도일규, “韓半島에 分布된 中生代 花崗岩質 底盤의 新 地球 構造論的 考
察”, 『지질학회지』 9:3 (1973), 149-160 중 156-1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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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한국의 중생대 지각변동 연구의 진전을 위해서는 서로 다른 판의 충돌에 

의해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체구조가 형성되었음을 보여주는 증거가 필요하

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일부 지질학자들은 (송림운동과 대보조산운동으로) 만들어진 습곡대가 중생대에 작은 

대륙판(micro-plate)들이 충돌·병합하여 중한랜드(North China-Korea Platform)를 형성

한 결과로 해석하고 싶은 유혹을 받을지도 모른다. 하지만 육괴들 사이에 해양지각이 

있었음을 보여주는 오피오라이트(Ophiolite)의 존재와 같은, 일반적으로 수용할만한 증

거는 없다는 점이 강조되어야만 한다.488)

  1980년대 후반 중국에서는 대륙 충돌의 증거가 발견되기 시작했다. 다비-

술루 지역에서 대륙이 충돌할 때 생기는 초고압 상태에서 만들어지는 다이

아몬드와 에클로자이트가 발견됨으로써, 이 지역을 경계로 남중랜드와 중한

랜드가 충돌해 오늘날의 중국이 만들어졌다는 이론이 확립되고 있었던 것이

다.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충돌한 지점은 초고압 변성대인 친링-다비에-술

루 조산대(아래 그림 5-9의 QB-DB-SB)로 알려지게 되었다.489)

  1990년대에는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충돌한 봉합대(縫合帶, suture zone)

인 친링-다비에-술루 조산대가 한반도에까지 연장이 되는지, 만약 연장된다

면 연장대는 한반도의 어디쯤일지가 국내외 학계의 관심 대상으로 떠오르기 

시작했다.490) 클루젤은 같은 태백산 분지 안에서도 태백과 영월의 캄브리아

기 삼엽충 화석이 서로 다르다는 고바야시의 연구를 수용하여, 친링-다비에

-술루 조산대의 연장선이 태백산 분지 안, 즉 영월과 태백 사이를 지난다고 

주장했다. 반면 1973년 친링-다비에-술루 조산대가 한국까지 연장된다는 주

488) Anthony John Reedman and Sang Ho Um, 앞 책, 4-5.
489) 이와 관련된 연구로는 Xiaomin Wang, J. G. Liou and H. K. Mao, 

“Coesite-bearing Eclogites from the Dabie Mountains in Central China”, 
Journal of Geology 17:2 (1989), 1085-1088: Shuguang Li et al., “Collision of 
the North China and Yangtze Blocks and Formation of Coesite-bearing 
Eclogites: Timing and Processes”, Chemical Geology 109:1-4 (1993), 89-111: 
Zhai Mingguo and Liu Wenjin, “The Boundary Between Sino-Korea Craton 
and Yangtze Craton and Its Extension to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7:1 (1998), 15-26. 등이 있다.

490) 한국자원연구소, 『한반도의 조구조 종합연구(Ⅰ)-선캄브리아기 및 고생대-』 (과학기술
처, 1996), 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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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을 처음으로 내세웠던 지질학자 클리브 버렛은 중한랜드와 남중랜드 충돌

의 연장선이 충청 분지와 태백산 분지 사이를 지난다고 주장했다. 이는 태

백과 영월이 같은 땅덩어리에 속한다는 주장이었다.491)

  이처럼 중한랜드와 남중랜드 충돌의 연장선에 관한 두 주장이 서로 대립

하고 있는 상황에서, 최덕근은 한반도 고지리도를 완성할 때 그랬던 것처럼 

다양한 분야의 자료를 종합하여 한반도의 골격이 완성되는 과정을 이해하고

자 했다. 그는 일제강점기에 야마나리·나카무라·고바야시가 단층과 습곡 

관찰을 통해 알아낸 태백산 분지의 중생대 지각변동 증거, 판구조론의 입장

에서 알아낸 캄브리아기 한반도와 곤드와나의 분포 및 시간에 따른 한반도

의 위치 변화, 한반도를 구성하는 선캄브리아기 육괴 중 경기육괴는 남중랜

드에 속하고 낭림육괴와 영남육괴는 중한랜드에 속하며, 한반도는 중한랜드

와 남중랜드의 이동과 충돌의 결과로 형성되었다는 구조지질학적 증거와 고

지자기 연구결과 등을 종합하여 한반도가 형성된 역사를 정립하려고 했

다.492) 한반도 형성의 역사에 관한 최덕근의 연구는 그가 2014년에 출판한 

『한반도 형성사』에 집대성되어 있다.

  이 책에서 최덕근은 고생대 전기 캄브리아기에 지표면을 구성하고 있던 

대륙들의 상호 이동과 결합 과정을 통해 한반도 형성사, 특히 태백산 분지 

형성과정을 설명했다. 최덕근의 설명에 의하면, 원생대 말엽에 형성된 로디

니아 초대륙이 곤드와나, 로렌시아, 시베리아, 발티카 네 개의 대륙으로 갈

라지면서 전기 캄브리아 말엽에 전 세계적으로 해수면 상승이 일어났고, 그 

결과 태백산 분지를 포함한 중한랜드에 바다가 침범한 후, 넓은 지역에 걸

491) Dominique Cluzel, Jean-Paul Cadet and Henriette Lapierre, “Geodynamics of 
the Ogcheon Belt (South Korea)”, 42; Clive Burrett, “Ordovician Biogeography 
and Continental Drift”, 176-177; 최덕근, “태백산 분지 삼엽충 화석군과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 복원에서 그들의 중요성”, Journal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25:2 (2009), 129-149 중 131.

492) D. Cluzel, L. Jolivet and J. P. Cadet, “Early Middle Paleozoic Intraplate 
Orogeny in the Ogcheon Belt (South Korea): A New Insight on the Paleozoic 
Buildup of East Asia”, Tectonics 10 (1991), 1130-1151; An Yin and Shangyou 
Nie, “An Indentation Model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an-Lu and Honam Fault Systems, Eastern Asia”, 
Tectonics 12:4 (1993.8.), 801-813, J. H. Ree, M. Cho, S. T. Kwon, E. 
Nakamura, “Possible Eastward Extension of Chinese Collision Belt in South 
Korea: The Imjingang Belt”, Geology 24 (1996), 1071-1074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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쳐 퇴적이 일어나 조선누층군이 형성되었다.493) 고지자기 연구에 의하면 중

한랜드는 후기 오르도비스기에, 남중랜드는 데본기에 각각 곤드와나 가장자

리로부터 떨어져 나와 북쪽으로 수평 이동을 시작했는데, 최덕근은 이 기간

에 태백산 분지에 약 1억 년에 달하는 결층이 형성되었다고 설명했다. 그는 

북쪽으로 이동하던 중한랜드가 석탄기 중엽에 이르러 고도가 낮아져 가장자

리에 다시 퇴적이 시작되었고, 그 결과 조선누층군 위에 부정합의 평안누층

군이 퇴적될 수 있었다고 해석했다.

  태백산 분지에서 야마나리·나카무라·고바야시가 관찰했던 단층이나 습

곡도 이동하는 대륙들의 충돌 결과로 설명할 수 있었다. 고지자기 연구에 

의하면 북상하던 중한랜드는 먼저 시베리아와 충돌하여 오늘날의 유라시아 

대륙을 형성했고, 중한랜드와 시베리아 두 판이 합쳐지면서 이동 속도가 느

려진 사이에 중한랜드를 따라 북상하던 남중랜드가 중생대 트라이아스기 말

에 중한랜드와 충돌하여 두 판이 합쳐지면서 한반도와 동아시아 대륙의 골

격이 만들어졌다.494) 두 판의 충돌 결과 경기육괴가 영남육괴(와 태백산 분

지) 위로 올라가면서 격렬한 조산운동이 일어나, 조선누층군, 평안누층군과 

같은 고생대 퇴적층은 수축변형을 받았고, 그 결과 야마나리와 고바야시가 

관찰했던 오버 스러스트, 습곡, 인편상 구조 등이 만들어졌으며, 한반도에는 

요동 방향 구조선과 중국 방향 구조선이 형성되었다. 트라이아스기에 일어

난 이 조산운동을 한반도에서는 송림조산운동이라고 부르고, 중국에서는 인

도시니안(Indosinian) 조산운동이라고 부른다.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충돌하

는 과정에서 한반도에는 낭림육괴와 경기육괴 사이에 임진강대가 형성되었

고, 경기육괴와 영남육괴 사이에 옥천대(충주 분지 + 태백산 분지)가 만들어

지게 되었다.495)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 방식을 설명하기 위해 최덕근은 그림 5-9와 

같이 만입 모델(Indentation Model)을 받아들였다. 남중랜드의 북동쪽 튀어나

온 부분이 중한랜드 사이를 마치 쐐기처럼 만입해 들어가서 한반도 지체구

493) 최덕근, “태백산 분지 삼엽충 화석군과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 복원에
서 그들의 중요성”, 142.

494) 최덕근, “도산별곡(도산별곡): 한반도 땅덩어리의 역사를 찾아서”, 『서울대학교 명예
교수회보』 제13호 (2017), 83-91 중 91.

495)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 과정에 대해서는 같은 논문 143; 최덕근, 『한반도 형성
사』, 140-1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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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가 형성되었다고 생각한 것이다. 이 모델을 설명하면서 최덕근은 고바야

시와 달리 옥천대를 태백산 분지와 충주 분지로 나누자고 제안했는데, 이를 

통해 태백과 영월이 모두 중한랜드에 속한다는 자신의 주장과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대가 태백산 분지와 충주 분지 사이로 연장된다는 주장을 

모두 만족시킬 수 있었다. 이 모델은 송림운동을 일으킨 힘이 대륙의 안쪽

에서 바깥쪽으로 가해졌다고 본 고바야시의 해석도 지지해 주었다. 즉, 운동

을 일으킨 원인은 남중랜드가 북부지괴와 남부지괴496) 사이로 끼어들면서 

남동쪽으로 밀어내는 횡압력이 작용했기 때문이었다고 할 수 있을 것이

다.497)

  고바야시에 의하면 송림조산운동이 일어난 이후 쥐라기에 한반도에는 대

보조산운동이 일어났는데, 이 운동 역시 판의 움직임과 충돌을 통해 재해석

할 수 있었다. 판구조론에 의하면 대보조산운동은 북서 방향으로 이동하던 

고-태평양판(Paleo-Pacific Plate 혹은 Izanagi Plate)이 새롭게 형성된 동아시

아 대륙판 아래로 섭입한 결과로 일어난다. 해양판이 대륙판 아래로 내려가

면서 습곡과 변성이 일어났는데, 이 조산운동의 결과로 한반도의 남쪽에 중

496) 최덕근은 한반도를 낭림육괴, 경기육괴, 영남육괴로 나눈 고바야시나 클루젤 등과 달
리 한반도를 북부지괴, 중부지괴, 남부지괴로 나누었다.

497) 최덕근, “태백산 분지 삼엽충 화석군과 한반도의 전기 고생대 고지리・고환경 복원에
서 그들의 중요성”,Journal of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25:2 (2009), 
129-149 중 133.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충돌한 방식에 관해서도 많은 연구가 이루어
졌다. 남중랜드가 북중국판에 만입해 들어갔다고 주장하는 연구로는 An Yin and 
Shangyou Nie, “An Indentation Model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an-Lu and Honam Fault Systems, 
Eastern Asia”, Tectonics 12:4 (1993.8.), 801-813; S. K. Chough, S. T. Kwon, J. 
H. Ree and D. K. Choi, “Tectonic and Sedimentary Evolution of the Korean 
Peninsula: a Review and New View”, Earth-Science Reviews 52.1-3 (2000), 
175-235; Edmund Z. Chang, “Collisional Orogene between North and South 
China and its Eastern Extension in the Korean Peninsula”, Journal of 
Southeast Asian Earth Sciences 13:3-5 (1996), 261-211; Mingguo Zhai and 
Wenjin Liu, “The Boundary Between Sino-Korea Craton and Yangtze Craton 
and Its Extension to the Korean Peninsula”, 15-26 등이 있다. 이 외에도 중한랜
드와 남중랜드의 충돌 방식을 설명하는 모델로는 친링-다비에-술루 조산대가 한반도의 
가운데를 가로질러 일본과 러시아까지 연결된다고 보는 충돌대 모델이 있다. C. W. Oh 
et al., “First Finding of Eclogite Facies Metamorphic Event in South Korea 
and its Correlation with the Dabie-Sulu Collision Belt in China”, The Journal 
of Geology 113:2 (2005), 226-232. 충돌대모델을 지지하는 전북대학교 오창환 교수 
연구팀은 경기육괴 남서부 홍성지역에서 초고압 광물인 에클로자이트를 찾아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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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 방향 산맥이 만들어지게 되었다고 할 수 있다.498) 이처럼 고바야시가 

1953년에 명명했던 송림조산운동과 대보조산운동의 원인은 바로 대륙판과 

대륙판 혹은 대륙판과 해양판의 충돌, 그리고 그 충돌에 따른 조산운동의 

결과로 재해석되었다.

  

남중랜드

중한랜드 한반도

그림 5-9. 최덕근이 만입모델로 재구성한 동아시아 지체구조. (왼쪽) 남중랜드의 오른
쪽 위 튀어나온 부분이 중한랜드와 부딪히는 모습. 마치 쐐기처럼 중한랜드를 파고들
기 때문에 만입쐐기모델이라고 부른다. (오른쪽) 만입모델로 재구성한 동아시아 지체
구조. 낭림육괴(N)와 태백산분지·영남육괴(S)는 중한랜드에, 경기육괴(C)는 남중랜드
에 속한다. 중한랜드와 남중랜드 충돌대인 칠링-술루-다비에 조산대가 임진강대(IB)까
지 연결되어 있다. 왼쪽 그림: An Yin and Shangyou Nie, “An Indentation Model for 
the North and South China Collision and the Development of the Tan-Lu and 
Honam Fault Systems, Eastern Asia”, 810. 오른쪽 그림: Duck K. Choi, “Evolution 
of the Taebaeksan Basin, Korea: I, Early Paleozoic Sedimentation in an Epeiric Sea 
and Break-up of the Sino-Korean Craton from Gondwana”, Island Arc 28:1 (2019), 
p.n/a(15)

  지질학자 칼 세이퍼트는 『지사학: 판구조론의 입장에서 본 지구역사』에

서 “어느 대륙도 격리된 상태로 그 역사를 다룰 수는 없다. 왜냐하면, 특정 

대륙의 역사는 다른 대륙과 영향을 주고받아왔기 때문이다. 어느 대륙을 연

구 대상으로 삼더라도 조산운동을 낳은 힘의 근원은 그 대륙의 범위를 벗어

나는 일이 흔하다.”라고 말한 바 있다.499) 고바야시는 중생대 한반도에서 

두 중요한 조산운동이 일어났음을 밝혔지만, 판구조론은 고바야시가 그렸던 

498) S. Maruyama, Y. Isozaki, G. Kimura and M. Terabayashi, “Paleogeographic 
Maps of the Japanese Islands: Plate Tectonic Synthesis from 750 Ma to the 
Present”, Island arc 6:1 (1997), 121-142 중 125, 131.

499) Karl K. Seyfert and Leslie A. Sirkin, 양승영 번역, 『지사학: 판구조론의 입장에서 
본 지구역사』 (대학교재출판사, 1990), 저자서언 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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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반도 지각변동의 역사를 전 지구적 규모에서 일어난 판의 움직임과 충돌

이라는 새로운 틀에 따라 재구성하도록 했다. 판구조론을 수용한 최덕근 등

은 일제강점기 고바야시가 제시한 ‘동아’의 시선을 전 지구적으로 확장하

여, 대륙의 이동과 충돌이라는 대륙 상호 관계의 변화 속에서 한반도와 동

아시아의 지체구조와 지각변동 역사를 새롭게 이해하고 있었다.

5.5 소결

본 장에서는 ‘시간에 따라 수평적으로 움직이는 대륙’이라는 판구조론의 

기본 개념을 바탕으로 고바야시의 지체구조론과 지각변동 이론이 서로 연결

되어 하나의 설명 체계로 통합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를 위해 먼저 고

바야시의 지체구조 이론과 지각변동 연구를 알아보았다. 고바야시는 한반도

를 개마대지, 평남 지향사, 경기육괴, 옥천 지향사, 영남육괴, 대마 분지로 

나누었다. 또 그는 캄브리아기에 태백과 영월의 삼엽충 화석이 서로 완전히 

다르다는 점을 바탕으로 동아시아 지역을 황하동물구(태백·북중국·만주·

북한), 강남동물구(영월·남중국), 천전동물구로 나누었다. 또 고바야시는 중

생대에 중국 쪽에서 남동 방향으로 가해진 횡압력에 의해 태백산 분지에 습

곡과 단층이 생겼다고 보고, 이를 송림조산운동과 대보조산운동이라고 명명

했다. 고바야시의 한반도 연구는 이처럼 층서, 지체구조, 지각변동을 포함하

며 광범위하게 이루어졌다.

  그뿐만 아니라 고바야시의 한반도 지질 연구는 최덕근과 같은 한국 지질

학자들이 오랫동안 인용할 정도로 정확성을 가지고 있었다. 고바야시가 

1967년에 발표했던 동아시아 지체구조는 오늘날의 동아시아 지체구조와 크

게 다르지 않다. 판구조론의 관점에서 보면 고바야시의 황하동물구와 강남

동물구는 각각 오늘날의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에 해당한다. 또 고바야시의 

지각변동 연구는 1980년대 이후 한국의 구조지질학자들에 의해 일부 수정되

기는 했지만, 중생대 조산운동과 그에 따른 단층과 습곡의 결과를 잘 설명

하고 있었다.

  하지만 1960년대 말에 판구조론이 확립되면서 많은 지질학자는 당시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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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려진 지질학적 지식을 판구조론이라는 하나의 프레임으로 재조명하고 재

해석하고자 했다. 판구조론은 지각변동이나 지진 활동, 대륙이동과 충돌, 지

체구조론 등의 지질 현상을 하나의 이론으로 설명할 수 있도록 해주었고, 

지질학 데이터들 사이의 관계를 명확하게 보여주었다. 그 과정에서 지향사 

이론처럼 고정된 지구의 수직 방향 운동을 가정한 이론들은 폐기되거나 수

정되어야 했다.

  판구조론의 도입은 고생대 전기 한반도 고지리와 한반도 형성의 역사에 

관해서 정합적이고 논리적인 설명이 가능하게 했다. 최덕근은 고바야시 이

후 거의 연구되지 않았던 삼엽충을 연구 재료로 삼아, 이를 캄브리아기 층

서를 수정하고 세분화하여 다른 대륙 동시대 지층과의 대비를 정확히 하는 

데 이용했다. 특히 최덕근은 태백과 영월의 삼엽충 화석을 분석해 태백과 

영월이 같은 땅덩어리에 속해 있었다는 자신의 믿음을 반영하면서도 곤드와

나와 맺는 관계를 정확하게 반영한 고지리도를 만들 수 있었으며, 판구조론

적인 관점에서 한반도 형성사를 밝혀낼 수 있었다.

  판구조론의 등장과 도입은 한국 지질학계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질학의 연

구 지형을 변화시켰고, 최덕근은 한반도 고지리를 정립하고 한반도 형성사

를 밝히는 과정에서 변화된 연구 지형을 적극적으로 활용했다. 첫째, 그는 

1970년대 이후 판구조론을 매개로 한국에 새롭게 등장한 고지자기학과 구조

지질학의 연구 성과들을 자신의 삼엽충 연구와 적극적으로 결합했다. 그 자

신이 고생물학자였음에도 불구하고 최덕근은 고지자기 연구, 구조지질학적 

연구, 고생태학적 연구 등을 모두 끌어들여 고생대 고지리, 고생대로부터 중

생대에 이르기까지 한반도의 위치와 이동 경로, 그리고 한반도가 속한 판의 

충돌 과정을 해석해낼 수 있었다. 둘째,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위치를 이해

하기 위해서는 일본과의 관계가 아니라 오스트레일리아나 인디아, 부탄 등

과의 관계가 더욱 중요해졌는데, 최덕근은 한반도 고지리를 그리는 과정에

서 오스트레일리아와 인디아 등지에서 이루어진 연구결과를 적극적으로 활

용했고, 이들 지역 연구자들과 적극적으로 협력 관계를 맺어나갔다. 셋째, 

한반도의 고지리와 형성사 연구에는 고지자기 연구에서 새로운 중심으로 진

입하고 있던 중국지질학자들의 연구결과가 중요한 역할을 했다. 1980년대 

이후 중국 지질학자들의 고지자기 연구결과는 최덕근이 한반도의 위치를 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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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하게 알아내고 중한랜드와 남중랜드의 충돌 과정을 해석할 수 있도록 했

다.

  판구조론에 따르면 한반도와 동아시아의 지체구조는 곤드와나 대륙으로부

터 떨어져 나온 중한랜드와 남중랜드가 오늘날의 위도 근처에서 서로 충돌

하면서 형성되었고, 두 판의 충돌로 생기는 횡압력에 의해 중국과 한반도에

는 중생대 지각변동이 일어났다. 판구조론은 동아시아의 지체 형성과 지각

변동 역사를 전 지구적인 대륙의 상호 움직임을 통해 이해하기를 요구했고, 

고바야시의 ‘동아’ 질서는 지구를 구성하는 전 대륙의 시간에 따른 상호 

관계 변화라는 새로운 질서 속에 편입되었다. 고생대 전기 한반도의 지질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고생물학, 고지자기학, 구조지질학 등 다양한 학문 분야

와 중국, 오스트레일리아, 인디아 등 다양한 지역을 대상으로 생산된 지식을 

체계적으로 통합해야만 하는 새로운 학문 구도 속에서, 일본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지식이 생산되던 일제강점기 지적 구도를 극복하고자 했던 해방 

직후 한국 지질학자들의 목표는 전혀 뜻하지 않았던 방향으로 실현되고 있

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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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론

본 연구는 한반도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의 층서 및 형성사라는 특

정한 문제를 중심으로 일제강점기로부터 현재에 이르기까지 한국 지질학 지

식의 생성과 재구성 과정을 고생물학 연구를 중심으로 살펴보았다. 이 연구

는 일제강점기 전후 태백산 분지 하부 고생대 지층에 관한 지식의 변화과정

을 연속과 단절의 공존 관점에서 접근하면서, 동시에 공존의 양상이 지질학

자들을 둘러싼 사회·정치적 환경과 학문적 환경의 변화에 따라 어떻게 달

라지는지에 주목하고자 하였다. 일본 제국주의 확장과 식민지배, 해방, 한국

전쟁, 경제 개발, 지구화와 같은 일련의 사회·정치적 변화들이 지질학에서 

일어난 학문적 변화와 맞물리면서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식민지 시기의 지질

학을 계승 또는 극복하는 양상이 달라진다는 전제하에, 이 연구는 주로 지

식 생산의 중심부 이동이라는 측면에서 연속과 단절의 변화 양상을 알아보

았다.

  해방 이후 지질학 지식의 변화과정을 보이기 위해 이 연구는 먼저 일제강

점기 일본인 지질학자들에 의해 이루어진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층 연구의 

내용과 성격을 분석하는 것으로 시작하였다. 이 연구의 2장에서는 일제강점

기 전후 일본인 지질학자들의 한반도 및 동아시아 지질계통 연구를 고바야

시 데이이치를 중심으로 분석하여, 일본 지질학자들의 지질계통 연구가 일

본 제국의 식민지 확장 정책 속에서 이루어진 것임을 보여주었다. 러일전쟁

을 전후로 본격적으로 한반도에 진출한 일본인 지질학자들은 일본 정부 주

도의 지질·자원·광상 조사사업에 참여했고, 그 과정에서 얻은 화석이나 

암석 자료들은 지질계통 연구에 이용되었다. 고바야시는 한반도 하부 고생

대 층서에 관한 연구를 시작으로 연구 대상을 만주와 중국, 동남아시아로 

확대해 나갔는데, 이러한 과정에서 ‘동아’와 ‘대동아’와 같은 제국 일

본의 정치적 이념들은 그의 세계지질 구도에 그대로 투영되었다. 고바야시

는 1960년대 동남아시아 지질·고생물학 연구프로젝트를 주도했는데, 이는 

일본(한반도 포함)의 향토 지질로부터 시작해 동아·대동아 지역의 지질연구

를 이끌고 나아가 세계지질학 발전을 견인하겠다는 고바야시의 학문적 구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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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탈식민 이후에도 계속되고 있었음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3장에서는 해방 이후부터 1960년대 초반까지 한국의 지질학자들이 일제강

점기 지질학을 극복하려고 노력하면서 지질학 연구의 기반을 다지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해방 직후 한국인 지질학자들에게 있어서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의 연속과 단절의 문제는 양가(兩價)의 의미를 지녔다. 이들은 모두 일본의 

제국대학에 학문적 뿌리를 두고 있었고 일제강점기의 지식을 학습하고 계승

했다는 점에서 인적·학문적으로 일제강점기와 뚜렷한 연속성을 보였지만, 

한국인이 주체가 되어 한반도 지질계통 연구를 하겠다는 학문적 목표를 정

하고 이를 실천하려는 노력을 통해 일제강점기 지질학과 자신들을 분리하고

자 했다. 한반도 지질연구에서의 주체성과 학문적 연구를 강조하는 이러한 

전략의 배경에는 일제강점기 동안 한반도에 관한 지식이 중심부 일본에서 

파견된 일본 지질학자들을 중심으로 생산되었고 그 과정에서 한국인은 배제

되어 있었다는 비판적 평가가 자리하고 있었다. 해방 직후 손치무와 같은 1

세대 한국인 지질학자들은 일제강점기 지질학이 가진 제국주의적 구도를 비

판하고, 학문 연구의 주체성 회복을 통해 일본 중심의 지적 구도를 극복하

고자 했다. 이 시기에 새로운 지질학 지식을 생산하거나 기존 지식을 크게 

수정하지는 못했지만, 경제 개발을 목표로 정부가 주도한 태백산지구 지하

자원조사사업을 통해 제도적·물적·지적 기반을 마련한 한국인 지질학자들

은 일제강점기의 지질학을 극복하고 한국인들에 의한 독자적인 지질학을 해

나가려는 시도를 계속했다.

  4장에서는 한국인 지질학자들이 1960년대 말~1980년대 초까지 코노돈트 

화석과 국제 지층 구분 기준을 매개로 새로운 국제적 연구 네트워크와 연결

되고 이를 통해 성장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새로운 지식을 생산하여 일제

강점기의 지식에 수정을 가하는 과정을 살펴보았다. 이하영과 같은 2세대 

지질학자들은 일본의 제국대학에서 학위를 받았던 이전 세대와 달리 독일에

서 공부했고, 그 과정에서 성장한 연구 역량을 바탕으로 일제강점기에 생산

된 한반도 하부 고생대 지식을 수정함으로써 인적·학문적으로 일본과 거리

를 둘 수 있었다. 또 한국 지질학자들은 국제 지층 구분 지침과 부합하도록 

조선계라는 지층명을 조선누층군으로 개칭했는데, 이는 1세대 지질학자들이 

식민지배 의도가 들어있다고 비판했던 지층명을 수정했다는 의미와 함께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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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계라는 명칭이 내포한 지역적 한계에서 벗어났음을 의미했다. 이 연구에

서는 1960년대 말에 등장한 새로운 세대의 지질학자들이 일제강점기 지식을 

수정할 수 있었던 데는 일본이 아닌 새로운 연구 중심과의 연결이 중요하게 

작용했음을 보였다. 2세대 지질학자들은 코노돈트를 매개로 독일을 중심으

로 형성되어 있던 연구 네트워크에 연결되었으며, 하부 고생대 층서명 개정

을 매개로 국제적인 지층명 제정을 위해 형성되었던 다국적 네트워크에 연

결되었다. 새로운 중심에 연결된 이들은 중심부의 지식 생산 과정에 일정 

정도 참여하면서 자신을 주변부에 두는 것도 허용하지 않았다.

  마지막으로 5장에서는 최덕근을 중심으로 1980년대 후반부터 현재에 이르

기까지 판구조론을 이용해 한반도 고지리와 형성사를 정립하는 과정을 살펴

보았다. 일제강점기 전후에 고바야시는 한반도와 동아시아 지체구조구를 정

립했고, 태백산 분지에서 중생대에 일어난 지각변동의 역사를 정리했다. 판

구조론이 등장하면서 지질학자들은 시간에 따라 수평 방향으로 움직이는 대

륙의 이동과 충돌을 통해 한반도 지체구조가 만들어진 과정과 태백산 분지

의 지각변동 역사를 설명해야 했다. 움직이지 않는 대륙을 가정하고 만들어

진 고바야시의 지체구조와 지각변동 이론은 판의 이동과 충돌, 즉 시간에 

따른 대륙 간 상호 관계의 변화라는 새로운 틀을 통해 재평가되고 재해석되

어야만 했다. 판구조론의 도입은 일본을 중심으로 한 식민지 시기 중심부-

주변부 구도를 극복하고 한국인에 의한 지질학 지식 생산의 중요성을 강조

했던 1세대 지질학자들의 학문적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는 보다 확장되고 

다각화된 연구 방식이 필요함을 의미했다. 판구조론은 한반도 지질을 이해

하기 위해서는 시간에 따른 대륙의 이동이라는 맥락 속에 한반도를 위치시

킨 다음, 고지자기학, 고생물학, 구조지질학, 고생태학 등 여러 분야에서 이

루어진 연구결과와 고생대에 한반도가 관계를 맺고 있던 여러 대륙을 대상

으로 다양한 국가의 지질학자들이 생산한 지식을 모두 통합하여만 했기 때

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지구화 시대에 다각적으로 형성된 인적·학문적·지역적 

연결망을 통해 지식이 생산되는 이러한 새로운 학문 구도 속에서, 일본인 

중심으로 이루어진 일본 지질학을 극복하려던 해방 직후 한국인 지질학자들

의 목표는 한반도 하부 고생대층에 관한 지식 생산에 있어서 중심이라는 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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념 자체를 무의미하게 만듦으로써 본래의 의도와는 다른 방식으로 실현되었

음을 보여주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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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onodont, Plate Tectonics and 
Reconstruction of Geological Knowledge 

in Postcolonial Korea

Junghyean Won

Program in History and Philosophy of Science,

College of Natural Sciences

The Graduate School

Seoul National University

The full-fledged geological study of the Korean peninsula started in 1905 

by the Japanese geologists and lasted until 1945. After Korea's liberation 

from Japan, Korean geologists emerged as the main agent in the study of 

Korean peninsula. By investigating the way postcolonial Korean geologists 

produced geological knowledge through active combining themselves with 

the world's geological research tendencies amidst their own changing 

sociopolitical circumstances, this dissertation aims to analyze the relationship 

between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of liberated Korean geologists with 

that of Japanese geologists. To study how Korean geologists succeeded or 

reconstructed the knowledge produced by Japanese geologists, this research 

diachronically examined the knowledge producing process from 1905 to the 

present, targeting on the Lower Palaeozoic strata of the Taebaek-san 

basin, Kangwon-do, South Korea. This research especially tries to consider 

the changing aspects of the knowledge producing process by focusing on 

the shift of the knowledge making centers with the advent of the new 

research materials and geological theory.

  For this, this research first attempted to define the characteristics of th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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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apanese geologists' research of the Korean peninsula. I argue that their 

study of the Korean geological system was byproducts of Japanese Imperial 

expansionism and mineral resources policies. Moreover, the conception of 

Greater East Asia Co-Prosperity Sphere of Imperial Japan was directly 

reflected in the geological world view of Japanese geologists. The fact that 

Japanese geologists considered geological research on Korean peninsula to 

be studying the national territory of Japan while excluding Korean 

geologists shows that the Japanese Imperialists' colonial rule doctrine was 

directly projected on the geological research.

  After analyzing Japanese geologists' study, this research investigates 

postcolonial Korean geologists' knowledge production process to reveal the 

apparent transitions through the passage of time. From 1945 to early 1960s, 

under the widespread social atmosphere of anti-Japanese nationalism, 

Korean geologists strongly advocated their faith of overcoming colonial 

geology by emphasizing academic subject-hood and criticizing errors 

embedded in the geological knowledge produced by Japanese geologists. In 

this period, however, Korea's 1st generation of geologists belonged to the 

research network which was still centered on the Japanese academic society. 

As a result, the Korean geologists' execution could not go far beyond the 

boundaries of colonial period and remained in its periphery.

  Unlike its predecessor, the 2nd generation of Korean geologists who 

emerged between the late 1960s~1970s with improved research competency 

attempted to outgrow themselves from the colonial academic topography by 

actively connecting themselves to the international conodont research 

networks which were expanding throughout European universities since the 

1950s. Also, the new generation of Korean geologists modified the strata 

names given by Japanese geologists in accordance with the international 

Stratigraphic Guide by joining in the International Subcommission on 

Stratigraphic Classification(ISSC). However, Korean geologists' research 

frame still remained at the level of correcting former knowledge.

  The fundamental topographical change in the Korean geological 



- 259 -

knowledge production was accompanied by the advent of the plate 

tectonics. Korean geologists who applied plate tectonics to their research 

after the 1980s went further from partial correction to total reconstruction 

of pre-established knowledge. To know the paleogeography and formation 

history of Korean peninsula, Korean geologists were required to cooperate 

with the Chinese geological sector which was emerging as the new 

paleomagnetic research center after the onset of China's Reforms and 

Opening-Up policy, along with researchers of Australia and India which 

were situated close to the Korean peninsula during the early Palaeozoic era. 

Under this new academic fabric in which Korean geologists should integrate 

sets of knowledge produced at diverse locations through multilaterally 

constructed international networks, the concept of a single center could not 

be meaningful anymore.

  Right after the liberation, Korean geologists aimed to overcome the 

imperialistic knowledge producing structure, craving to be the knowledge 

production center of the Korean peninsula. This research shows that, 

passing through the stage of breaking off from the Japanese-centered 

research topography by joining with the new international research 

networks, their goal was achieved in an unexpected manner by introducing 

plate tectonics which expanded and diversified knowledge making centers.

keywords : postcolonial, center-periphery, lower Paleozoic, Kobayashi 

Teiichi, research network, conodont, Joseon Supergroup, plate 

tectonics, paleogeograp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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