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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Chronosσatigraphy of most volcanic rocks in the Ryeongnam Massif have 
been undefin어 or mis-classified in different g∞logical maps due to total 
absence of reported isoto야 ages. 1ψenty-four new isotope ages are given 
for age-undefin어 volcanic units and some related ign∞us bodies. Most of 
volcanic rocks show high [La!Yb]n ratios and LREE emichments which 
are characteristics of subduction-rela때 high-K calc-alkali volcanic rocks 
O띠끄-ed in the active continental __ margin. PreliminaryJesults on carbon and 
oxygen stable isoto야 ratios( õL

.lC=-1. 7 - -6.2%0; õ LOO=_ 21.6 - - 24. 79i“) of 
druse- or phenocryst-c머cites from 뻐desi디c and basaltic rocks in the 
southem coastal region indicate a magmatic origin. Based on new K - Ar 
whole-rock ages, chronological guidelines are establisned as follows: 
i)Gayasan 뻐desite(78:i:4Ma)-Gurye andesitic tuff(81 :i: 4Ma); ii)Gurye 
andesite (68 :i:4Ma)-Suncheon andesitic tuff(67 :i:3Ma) - Yeosu basaltic 
andesite(67 :i:3Ma)-Narodo 없desite(70 :i: 3Ma); iii)Taebaeg Baegbyeongsan 
basaltic andesite(62 :i:3Ma)-Gurye Obongsan andesite(64 :i: 3Ma)-Yeosu 
dacite(63 :i: 3Ma) - Dolsando 뻐desite(62 :i: 3Ma) - Jangheung Buyongsan 
andesite(65 :i: 3Ma); iv)Suncheon Joryedong andesite(55 :i: 2Ma) - Goheung 
andesite(56 :i: 3Ma); v)Taebaeg Baegbyeonsan basaltic andesite(48 :i:2Ma)
Yeosu bas머t(51 :i:3Ma). Resettf죄 age(49 :i: 2Ma) of an intrusive rhyolite 
implies the timing of thermal alteration in the Wondong Fe-Mine of the 
Taebaegsan Mineralized Belt. K - Ar hornblende ages of two homblendite 
stocl‘s in the southem Jangsu suggests apparent emplacement-ages of 
late TriassiC<210 :i:9Ma) and early Permian(274 :i: lOMa), inde야ndent1y. 
K - Ar homblende age(10잃:i: 37Ma) of the Ogbang amphibolite implies a 
reduction of original age due to later thermal effect probably attribut어 m 
either later intrusion or regional metamorph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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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우리나라 국토 전역에는 고생대부터 신생대에 이르는 오랜 지질시대 동 

안 일어난 火山活動으로 생긴 화산암이 도처에 분포되어 있다. 이러한 화 

산암들의 생성연대는 방사성 동위원소의 붕괴원리를 이용하여 정량적으로 

측정할 수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실시해 온 동위원소 연대 규명작업은 기 

반암인 선캠브리아기 변성암과 중생대 심성암에 치중하였으며， 화산암에 대 

한 연대규명은 매우 미홉하였다. 이로 인하여 한반도의 화산암의 층서와 

지질계통은 아직도 많은 문제점을 내포하고 있올 뿐 아니라， 최근에는 단층 

활동 둥에 수반된 지진의 발생원인 규명과 예측을 위하여 古期 화산활동의 

발생연대를 규명해야 할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는 실정이다. 

이 연구과제의 목적은 전국토를 地體構造 單位別로 구분하여(그림 1), 생 

성연대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화산암 가운데， 대표적인 충서단위에 대한 

동위원소 연대를 규명하여 塵·學·陽에 새로운 자료를 제공하는 것이다. 특 

히， 영남육괴 내에는 다양한 화산암이 도처에 분포함에도 불구하고， 지금까 

지 보고된 동위원소 연대자료가 거의 全無한 상태이었으나(신성천과 진명식， 

1앉}5)， 이번 연구를 통해 처음으로 고기 화산활동 시기가 확실하게 판명되게 

되었다. 국토 기본연구의 성격을 띠는 이 연구과제의 필요성을 인정하고 

연구비를 지훤해 준 통상산업부 관계관들에게 감사드린다. 

2. 연구대상 

2-1. 연구져역 

한반도의 남쪽 절반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롤 조구조적으로 구분하면， 북 

• 



쪽부터 京蠻陸塊(Gyeonggi Massiü, tÆJl I帶(Ogcheon Belt), 複南陸塊

(Ryeongnam Massif) 및 慶尙효地(Gyeongsang Basin) 둥으로 크게 나누어 

진다(그립 1). 금년도의 주 연구대상은 영남육괴 내에 분포하는 화산암이 

며， 옥천대와 경상분지와의 경계부에 분포하는 年代不明의 화산암들도 포함 

된다(그림 1). 

금년도의 주 연구대상 지역인 영남육괴는 북쪽의 태백지역에서 소백산

지리산을 거쳐 전라남도의 남해안까지 연결되며， 전반적으로 NE-SW 방향 

으로 분포한다. 북서쪽에는 옥천대와 접하며 남동쪽에서는 백악기 경상분 

지와 접한다. 영남육괴의 전역에는 始生代와 庫生代의 변성암 복합체가 넓 

게 노출되어 있으며， 북쪽과 남쪽에는 비교척 큰 규모의 원생대 심성암류가 

분포되어 있으며， 도처에 중생대의 화강암질암이 관입해 있다(I용， 1않7; 한 

국자원연구소， 1앉}5). 

연구대상인 화산암은 영남육괴의 북쪽인 옥천대 경계부인 太白-훨珍지역 

과 중앙부인 龜尾， 빼椰山， 求禮지역에서는 분산되어 산출되지만， 남쪽의 경 

상분지 경계부인 麗水半島(順天-光陽-麗水-突山)， 寶城-會훌지역， 훗賽山-長 

興지역， 高興半옮와 羅老島·홈島 둥지에서는 비교적 넓게 분포되어 있다(그 

림 1). 

2-2. 시료 

영남육괴 내에 분포하는 화산암의 岩相은 安山岩， 玄武岩質 安山岩， 流救

岩， 흉쫓1ff<岩 둥 매우 다양하며， 그돌의 생성연대는 지금까지 동위원소 연대자 

료가 없어 여러 지질도에서 대부분 時代未詳으로 분류되었거나 막연하게 白

뿔紀로 추정될 뿐이다. 한편 영남육괴 내에 분포하는 일부 엠피볼라이트 

(amphibolite) Y- 角閒岩(hornblendite) 가운데， 개정판 1:100만 한국지질도(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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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L Index map showing dis마bution of volcanic rocks in the 
Ryeongnam Massif and 않 margin. For detailed g∞logy and isotope 
ages, see following maps for εlCh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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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자원연구소， 1앉6)에서 각각 원생대와 고생대 화산암으로 분류되어 있는 

옥방 텅스텐광산과 전북 장수지역의 角閒質岩들도 검증을 하기 위하여 연구 

대상에 포함시켰다. 

표 1에는 연구대상 시료의 암상기재와 위치에 관한 정보률 수록하였으 

며， 시료별 분석방법(연대측정; 주· 미량원소분석; 안정동위원소분석)도 명시 

하였다. 연대불명인 화산암들은 야외조사를 통해 지역별로 층서설정에 중 

요한 길잡이가 되는 대표적인 암체를 대상시료로 선정하였다. 

화산암에서 산출되는 탄산염 광물들은 대부분 後生鍵物로 알려지고 있지 

만， 이번 연구에서는 화산암 내의 방해석의 기원을 밝히기 위하여 탄소 및 

산소 安定同位元素(stable isotφe) 比를 측정하였다. 시료는 지표노두에서 

짧옮(phenocryst)으로 산출되거나 옮洞(따use)을 채우고 있는 方解石(ca1cite)

을 대상으로 하였다. 방해석 시료는 연구지역의 남쪽인 순천-고홍-보성지 

역에서 산출되는 투명하거나 優白質인 結옮이다. 

Table L Sample description 뻐d location infonnation. 

SaNinop.Le Sheet Nat’ l 
LAOANTGO(E‘)) Rem-Area Rock (1 :50,000) Grid Locality arks' ffi-N) 

1'2 Altered Imgye 195.7- 128- 57-20 WWSaO밍nmI퍼jkbmmgMg껴gg-. Fh Ke-a HMI1agkjwaξmIg11-dny〕 mI， K Rhyolite 418.8 m - 16-(l) 

Basal디C 

T6 Andesite Jang- 204.7- 129- 03- 20 WKala땅mW1gmg1o-ld， o TmgIi, T없maeg， KEI 
(SBanaeg Vboylcaamnigc-) seong 4æ.9 경7-09-40 

Taebaeg 
Ba잃ltic 

T ‘8 Andesite Jang- 205.7- 129- 04- 00 HSaaIcmhohn∞， g G,u Ksam-1hg,w Do앵n-Ydeo-파l KE 
(SBanaeg Vboylceamnigc-) seong 409.1 m - IQ-50 

T13 Basic Dyke Jang- 218.9- 129- 12- 58 TSaanI1g때go@gg-h， K, Gaa땅gWogm-m-dyoon， K 
앙~~ 4æ.6 β7-08-&) 

Kl Andesitic Tuff Seonsan 150.6- 128- 27-20 BG&lm용ig，맹 Kyim, GuguswaI∞gblk --ddomg, fζE 
286.6 /36- 04- 30 

Gumi 
150.1- 128- 26- 58 SCg비lnggoggo， g K-Iyio,n Sgα잃lnngab1ugk--mdyoon， K2 Andesitic Tuff Seonsan 28>.9 β6-04-07 

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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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ontinu어). 

Sheet Nat’ l 
LAO‘ANTG((NE)) Locality Area SampJe Rock Grid No. (1:50,000) (E-N) 

GCl Andesite Hab 117.8 128-05-40 S∞nggi-ri， Gaya-myon, Gayasan cheon 246.6 /35- 42-45 Habcheon, Kyongsangnam-do 

Andesite 247.2- 127-31-20 Gew찌eong-ri， Muncheog-KRl (Obong잃n Hadong 187.1 /35-10-46 myon, Gwye, ChoJlanam-do Fm.) 

Guηe KR2 Andesitic Tuff Gurye 244.4 127- 29-20 Hm@yoInY,on Sgu-nhch,@ Hnw，Canhg。Jll∞man-m-do178.1 /35-05-51 

KR6 An띠de양Slte Gurye 236.7- 127- 24-15 MSetu.Bnagrjua-1gu,p, G Suunnja대ng@， n， 
172.6 /35- 02- 55 ChoJlanam-do 

Andesite Gwang- 249.0 127- 32- 22 SSaunngdb1∞l， n H,a CeIhYomlliagIl-ammy-odno, YS2 UAonrdyeesdioten)g yang 162.1 / 34- 57- 15 

YS3 Andesite Gwang- 249.3 127- 32- 35 JCohIYolela-ndaonrg,do Sund1eon shi, 
Breccia Y~ 163.6 /34- 58-02 

Andesitic Tuff Gwang- 251.1- 127-33- 50 Deogsan, Gw와19yang-up， 

YS4 (Ungbangsan Gwangy떠)g- shi， 

Andesite) yang 163.1 /34- 57-50 ChoJlanam-do 
Yeo잉 

YS7 Andesitic Tuff Dolsan 273.4- 127-48- 10 SYoa뼈~h∞ Ibn-lS믿amn-，u Cph, ollanam d。122.9 /34-35- 50 
Peninsula 

271.8 127-47-10 ]앵Po， DolSan-uCbh,ol YS8 Andesite Dolsan 127.8 /34- 38- 31 Yeoch∞n-gun ， Chollanam-do 

YSI0 Dacite Yeosu 257.5- 127- 37-55 Anpo-ri, Hwayang-myon, 
128.6 /34-39-00 Yeocheon 밍m， Chollanam-do 

YSll Basa1t Gwang 264.0 127- 42- 10 JY∞agx1iYleamngl -sdhoin, g C,honanam do 
YaIIS! 149.3 재4-50- 13 

YS13 Basa1tic Gwang 254.5 127- 35-58 Bongdu-ri, Sora-myon, 
Andesite Y~ 143.6 /34- 47-10 Yeoch∞n-밍m， Chollanam-do 

GHl Andesite Goheung 242.2 127- 27-45 YYaenmgghnwx&n-Ymmylogns,a-GnO,hemg, 
121.7 β4-35-21 Chollanam-do Goheung 

239.8 127-26-10 Naen4IOdous-),C Dhoonllgaijl-m my-odIoL GH4 Andesite 
Goh~ 113.6 β4-30-59 Goheung- gun, Chollanam-Peninsula 

Andesite Goheung 236.8 127- 24-20 JGaonhgenllangn--ngu, I 」L∞Cmhomlrlanmamyo-nd,o GH13 123.2 β4-36-10 
Basa1t 21 l.5 127- 07-41 Hw히ug-ri， Hα~heon-myon， Boseong GH9 (Buyongsan Hot화leon 136.0 /37- 43- 09 Boseong-gun, Chollanam-do 

Exσusive) 

]ang Andesite ]ang- 193.7- 126- 56- 02 Hageum-ri, Yongsan-myon, 
JHl (Buyong잃n heung 124.8 /34- 37- 07 ]angheung-gun, Chollanam-do heung Exσusive) 

1S1 Homblendite Hamyang 256.2 127- 37- 20 EN매mni-wno， n A-ygemm,g Ch 11o1%llanb，따‘-d。 226.0 /35- 31-45 ]angsu 
244.9- 127- 29-56 Gyod。ng-n， BCehm。llmabn따-mγydo。nl 1S2 Homblendite Imsil 231.5 β5-34-46 ]angsu-gun, 

212.8- 129- 08- 48 Ogbang W-Mine, Ogbang, 
T17 Amphibolite Socheon S∞heon-myon，Bonghwa-gun， Ogbang 379.2 /36- 54- 41 Kyonllsangbuk-do 

* Analysis: K=K-Ar age dating; E =Element an머ysis(major and trace); 

S =Stable isotope analysis(1)13C 떼d 1)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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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a. Major element compositions of volcanic rocks. 
~. -------

Gaya- P Geonhinelslungla Taebaeg Gumi Gurye Yeosu Peninsula Bo- h J없eulgng-san seong 
T6 T8 K1 K2 GC1 KR1 KR2 KR6 YS2 YS7 YS8 YS lO YSll YS13 GH1 GH4 GH9 JH1 

Si02 52.82 54.71 62.15 62.29 59.09 62.87 56.03 57.12 60.28 56.08 56.72 68.84 47.93 55.20 57.23 61.78 48.69 59.51 
Ti02 l.07 0.61 0.77 0.68 0.94 0.56 0.90 0.93 0.65 1.05 0.'2:7 0.49 1.32 0.89 1.06 0.65 1.02 1.60 
Ah03 17.86 14.39 15.66 16.63 16.03 16.21 18.10 17.19 16.23 15.98 18.76 14.73 19.01 16.86 15.27. 15.62 15.않 16.41 

Fe(total) 8.35 6.98 6.18 6.54 6.29 6.77 8.29 8.49 7.23 7.96 7.92 3.88 10.03 8.36 8.56 6.61 9.43 6.63 
FeO 3.55 0.38 2.04 3.32 4.08 2.72 2.42 2.27 2.34 4.15 3.63 1.36 3.78 3.47 4.46 3.02 4.76 3.17 

o Fe203 4.40 6.56 3.91 2.85 1.76 3.75 5.60 5.97 4.63 3.35 3.89 2.37 5.83 4.50 3.60 3.25 4.14 3.11 
MnO 0.1 8 0.09 0.1 1 0.15 0.10 0.14 0.12 0.09 0.1 1 0.13 0.14 0.09 0.16 0.14 0.16 0.10 0.16 0.08 
MgO 3.98 4.22 2.24 2.75 2.36 1.00 2.64 2.64 2.29 2.여 2.64 0.43 5.28 2.78 2.16 2.76 6.07 2.27 
CaO 6.19 6.59 4.31 3.85 5.66 4.16 8.18 6.96 5.58 6.96 4.95 1.87 8.76 7.69 4.33 5.88 8.93 5.59 
Na20 3.37 2.98 3.19 2.48 3.76 4.11 3.26 3.76 2.97 2.92 3.94 4.35 3.54 2Jr7 4.60 2.72 2.50 2.78 
K20 3.29 2.17 3.64 3.07 3.59 2.19 1.03 l.01 2.27 1.71 3.17 3.68 0.84 1.63 2.20 2.42 1.00 3.27 
P20S 0.42 0.13 0.26 0.22 0.42 0‘25 0‘23 0.39 0.19 0.39 0.15 0.12 0.42 O.껑 0.33 0.11 O 앓 0.31 
lhO- 0.55 0.76 0.32 0.22 0.18 0.33 0.24 0.15 0.36 0.1 2 0.13 0.24 0.36 0.15 0.30 0.38 0.36 0.44 

Ig.Loss 2.02 6.75 1.09 0.98 1.37 1.39 0.88 0.93 1.74 4.50 0.50 1.02 2.36 2.98 3.66 1.80 6.06 1.67 
Total 100.09 100.38 99.92 99.86 99.79 99.98 99.90 99.66 99.90 99.84 99.74 99.74 100.01 99.78 99.86 100‘33 100.07 100.02 

Unìt ìn weìght per cent; Analyzed by XRF. 



Table 2b. Trace element compositions of volcanic rocks. 
,.----

Tacbaeg Gumi Gaya- Gu:rye Yeosu Peninsula P G@Oh1ingslung1a 130- 뼈 Jmmgg-
san seorut 

T6 T8 Kl K2 GCl KRl KR2 KR6 YS2 YS7 YS8 YS lO YSll YS13 GHl GH4 GH9 JHl 
La 31.1 27.4 34.9 33.8 48.7 ~.8 21.2 25.1 24.3 28.8 12.6 36.3 26.6 æ .8 21.3 16.5 18.4 44.3 
〔농 64.8 48.1 õ1.3 64.9 gs.9 65.3 44.9 55.3 51.7 63.6 26.5 77.4 57.4 43.6 46.5 35.4 39.2 00.3 
pr 8.00 5.63 7.∞ 7.19 11.3 7.00 5.47 7.여 6.16 7.'õ1 3.38 9.41 7.18 5.39 5.00 4.35 5.14 11 .1 
Nd 32.2 .24.0 28.7 25.8 40.7 ~.5 21.8 29.0 23.5 31.1 13.3 36.4 28.9 21.7 24.6 17.1 æ.7 41.6 
Sm 6.49 3.74 5.24 4.56 6.75 5.98 4.53 6.00 4.53 6.53 2.00 7.25 5.84 4.40 5.39 3.61 4.37 7.60 
Eu 1.64 1.00 1.22 1.(η 1.많 1.60 1.23 1.58 1.01 1.41 0.94 1.딩 1.54 1.19 1.44 0.75 1.23 1.73 
Gd 5.47 2.g) 4.50 3.70 5.00 5.æ 4JJl 5.40 3.ffi 5.00 2.62 6.33 4.ffi 3.88 4.89 3.25 3.ffi 6.12 
Th 0.77 0.37 0.61 0.47 0.62 0.76 0.59 0.77 O.또 0.00 0.45 0.98 0.69 0.57 0.76 0.51 0.56 0.83 
Dy 4.28 2.13 3.õ1 2.81 3.00 4.00 3.59 4.æ 3.35 5.2l 2.35 5.89 3.00 3.3) 4.63 3.00 3.16 4.40 
H。 0.85 0.41 0.74 0.56 0.fJ7 0.97 0.71 0.94 0.õ7 1.00 0.51 1.24 0.74 0.68 0.00 0.64 0‘64 0‘ffi 
E 2.41 1.æ 2.24 1.61 1.없 2.94 2.06 2.70 1.없 3.æ 1.40 3.ffi 2JJ7 1.92 2.78 1.00 1.79 2.35 
Tm 0.34 0.17 0.31 0.24 0.21 0.43 0.28 0.38 0.28 0.45 0.23 0.54 0.29 0.27 0.41 0.27 0.26 0‘33 
yb 2.24 1.10 2.25 1.60 1.35 3.01 1.00 2.49 1.00 3.æ 1.41 3.58 1.82 1.00 2.62 1.78 1.00 2.C6 
μl 0.35 0.18 0.34 0‘24 o.æ 0.46 0.26 0.34 0.28 0.45 0.21 0.55 0.27 0.27 0.40 0.27 0.25 0‘32 
J3a 678 882 없6 탓:0 똥혔 õ12 427 EOO 517 딩3 윈5 없5 435 442 531 않~ 478 æ5 
OJ 2 194 æ 13 13 a 7.2 18 16 13 18 18 7.8 28 22 18 17 g 18 
cr 261 41 00 64 28 30 27 38 18 39 38 42 57 g 49 188 40 
cu 22 15 13 21 57 9.4 12 9.9 14 46 51 12 9.9 g 15 35 31 11 
F이b 21 13 17 16 25 16 18 19 16 21 12 16 23 18 18 13 19 25 
M <1 73 <1 <1 11 <1 <1 <1 <1 <1 <1 1.9 8.8 3.5 <1 6.3 Eδ 1.8 
sc 19 16 12 10 11- 5.6 18 15 12 17 a 13 18 23 22 17 a 15 
Sr 않4 354 410 375 929 쪼ì5 4æ 429 370 406 2J3 212 003 493 465 328 당~ 567 
Th 7.93 4.00 6.ffi 7.32 11.4 5.C6 3.C6 3.22 5.'õ1 7.33 2‘'õ1 9.64 4.06 4.07 2.94 7.1 2.15 10.9 
U 1.’ 0.00 1.웠 1.25 1.견 0.00 0.52 0.48 1.00 1.98 0‘68 2.32 O.ffi O잃 oη 1.63 0.42 1.89 
V 188 111 110 81 139 11 147 98 97 139 179 27 22J aJ2 113 137 19) 145 
Y 25.1 13.0 24.1 16.5 16.8 30.6 22.3 28.9 21.1 33.7 13.7 36.2 21.2 19.6 27.7 19.1 18.4 25.1 
Zn 68 55 ffi 70 74 57 48 37 61 76 75 68 81 77 &3 58 g 74 
Zr lfXì 92 155 42 113 183 61 62 147 100 47 191 75 93 136 42 ffi 239 

1 Jnit in Jlpm; ltalit:κ. by ICP-A l!S ; Roman: by ICP-MS 



3. 질험 및 결과 

3-1. 동위원소 연대측정 

화산암의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K-Ar 법에 의하여 실시하였으며， 현무암， 

현무암질 안산암， 안산암 둥의 경우에는 全岩(whole-rock) 연대를， 그리고 

앵피볼라이트나 각섬암은 분리한 각섬석을 대상으로 측정하였다. 연대측정 

용 시료는 굵은 반정이나 암편을 미리 제거하고 -60과 +80 메쉬 (mesh) 사 

이인 똥0-2CJ7 11m 크기의 입자를 택하였다. 시료를 파쇄·시빙할 때에는 철 

저하게 오염방지에 주력하였으며， 시료는 二重 脫이온水를 사용하여 초음파 

세척기로 잘 세척하여 불순물 제거와 單體 분리에 유의하였다- 磁鐵石 동 

끓磁性 광물은 영구자석으로 먼저 제거시키고 電磁力 선별기 Gsodynamic 

separator)를 이용하여 석영·장석과 불순물을 완전히 제거하였다. 위와 같 

이 똑 같은 조건으로 精製한 전암이나 광물시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 각 

각 K파 Ar 분석용으로 사용된다. Ar은 한국자원연구소의 NUCLIDE SGA 

6"-60 0 鍵型單收束 질량분석기로 정량하였는데 이 장비는 1996년 하반기부 

터 기존 시스템의 기능을 대폭 향상시켰다(신성천 외 1앉}6). K은 원자흡광 

분석 법 (atomic absorption spectrometry: AAS)으로 분석 하였다. 

3-2. 암석지구화학 

3-2-1. 주원소와 마 량원소 

화산암의 마그마 기원과 생성환경을 규명하기 위하여 지역별로 선정한 

’ 
ι
 



18개 대표시료에 대하여 主元素(표 2a) 및 微量元素·홉土類元素(표 2b)를 분 

석하였다 SiÛ2， Ti'α Ah03. F，ε!Û3， FeO, MnO, MgO, CaO, N없0， K씨， 

P용 둥 주산화물은 액스선 형 광분석 (X -ray fluorescence spectrometry: 

XRF), La, Ce, Pr, Nd, Sm, Eu, Gd, Th, Dy, Ho, Er, Tm, Yb, Lu 둥 희토 

류원소와 Y, Sc, U, Th 둥은 유도프라스마 질 량분석 (inductively coupled 

plasma-mass s야￡σometry: ICP-MS), 그리 고 Cr, Co, Ni, . Cu, Zn, Sr, Zr, 

Nb, Ba, V 동은 유도프라스마 원자분광분석 Gnductively coupled plasma

atomic emission specσometry: ICP-AES)에 의 해 각각 실시 하였다. 

3-2-2. 안정동위원소 벼 

화산암의 기원규명을 위하여 안산암과 현무암질 안산암의 정동 내에 존 

재하거나 반정으로 산출되는 방해석을 채취하여 탄소(Õ 13C)와 산소(Õ180) 안 

정동위원소 비를 측정하였다. 질량분석에 필요한 C02 가스의 추출은 l차년 

도에 자체 제작한 고진공 가스포집장치(신성천 외， 1996, 그림 3)를 이용하 

였다. 반웅용기에 방해석 시료 15 mg과 100% 인산 1ml를 따로 넣어 진 

공(1xlO-3 toπ)시킨 후에 반응용기를 25 0C 의 항온조에 넣어 방해석이 완전 

히 용해될 때까지 반웅시켰다. 이 때의 화학 반응식은 다음과 같다. 

3CaCÛ3 + 2lliP04 • C링(P04h+ 3C02 + 3lliO 

이 반웅으로 생성된 COz 가스는 고진공 가스포집장치에서 온도자동조절 

(-190 "C -+30 "C) 냉각트랩을 이용하여 순수한 C02 가스만 분리·포집하였다. 

방해석과 반웅시킨 1000Ai 인산을 채조하기 위하여 MERCK(UNl805) 재품 

고체형 인산(99%)을 진공에서 24 시간 이상 가열(>160"C)시켜 수분올 채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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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켰다. 수분제거에 따라 비중이 달라지는데 100% 인산을 만들기 위하여 

인산의 비중을 1.92- 1.94로 맞추었다. 포집된 CÛ2 가스는‘ 한국자원연구소 

동위원소 실험실의 가스-질량분석기 (Finnigan MA T 252)를 이용하여 측정 

하였으며， 측정된 탄소(ÕI3C)와 산소(ÕI80) 안정동위원소 비는 PDB 표준시료 

와 비교·정량하였다. 측정오차는 탄소의 경우 :tO.07%o 이하이며， 산소의 

경우 :tO.1%o 이하이다. 

4. 화산암의 분류와 생성환경 

각 지역별 화산암의 주원소(표 2a)와 미량원소(표 2b)에 대한 분석치에 

근거하여 연구지역 내에 분포하는 화산암을 지구화학적으로 분류하고 그 생 

성환경올 해석한다. 

4-1. 화산암의 1:1 i::! 
""i'!:""Tr 

화산암류의 SiÛ2 함량은 암상의 차이에 따라 48-69%로 변화폭이 비교 

적 넓은 편이다. 주원소 함량은 SiÛ2의 증가에 따라 K2Ü와 Na2Û는 증가하 

고， TiÛ2, FeO, CaO, MgO 둥은 푸렷하게 감소하는 경 향이 있다(그림 2). 

SiÛ2와 K씨 함량에 따라 연구지 역 의 화산암을 분류하면(Ew;따t， 1979), 

그림 3과 같다. 대부분 화산암은 K 함량이 높은(high-K) 현무암질 안산암 

또는 안산암， 또는 칼크-알카리(떠1c-머k머ine) 현무암질 안산암 또는 안산암 

영역에 圖示되며， 일부 시료는 고-카리 대사이트， 칼크-알카리 현무암이나 

쇼쇼나이트<shoshonite)로 분류되는 것도 있다. 연구대상 화산암 시료를 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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쪽으로부터 지 역 별로 분류하면 표 3파 같다. 

이들 가운데 현무암질암의 SiÛ2와 알차리 (Na20 十K20)의 상관관계 

(MacDona1d and Katsura, 1964; Le Matire et aL, 1989)를 보면， 여수반도 

(YSU)와 보성지역 (G田)의 것은 알카리 현무암， 그리고 태백지역의 백병산 

복합체(T6)의 것은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에 해당한다. 

Table 3. Classi:fication of volcanic rocks from the study area. 

Area Sample No. Classification 

Nortern Taebaeg 
10 shoshorute 

P따t 1'8 high-K basaltic andesite 

Middle Gumi K1; K2 비gh-K andesite 
P따t Gayasan GCl high-K andesite 

Gurye KRl; KR2; KR6 calc-alkaline Andesite 
YSll calc-alkaline basalt 
YS13 calc-alkaline basaltic andesite 

Yeosu YS7 calc-andesite Peninsula 
Southem YS2; YS8 high-K andesite 
P따t 

YS lO 비gh-K dacite 

PGeO띠hn밍$njga GHl; GH4 비따}-K andesite 

Bo앙3띠~ GH9 calc-alkaline basalt 
I없~h밍IlR: JHl 비.gh-K andesite 

4-2. 화산암의 쟁생환경 

연구대상 화산암 가운데 현무암질암의 TiOz-MnOxlO-P2ûsxlO 관계 

(M띠len， 1983)를 고찰하면， 이들의 造構造的 생성환경은 대륙의 알카리 현 

무암(continenta1 alkali basa1t)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표 4에는 주요 미량원소 간의 함량비와 콘드라이트 값(Evensen et al.,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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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정상화시킨 회토류원소 비를 비교하였다. 지역별 시료 간에는 일부 불 

호정 원소(incompatible element)와 Nb의 비 가 차별성 을 보여 준다. 즉， 태 

백지역 (T6， T8)과 여수반도(YS7， YSI3)의 현무암질 안산암의 Nb/Zr 비는 

각각 0.135-0.14 및 0.11-0.18인데， 이 값은 擾入帶(subduction ∞ne)의 칼 

크-알차리 현무암(예: 경기육괴 全各지역의 백악기 현무암; 신성천 외， 1앉}6) 

의 값(0.13)과 매우 유사하다. 이와는 달리 구례지역의 안산암(KR2， KR6; 

Nb/Zr=0.30-0.31)파 보성지역의 현무암(GH9; Nb/Zr=O.31)은 비교적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생성환경이 달랐을 가능성을 시사한다. 

Y찌b 비는 대부분 1-1.5 사이에 더/Nb 비는 대부분 1-1.3 사이에 각 

각 밀집된다. 이 값들은 섭입대의 칼크-알카리 현무암으로 해석되는 전곡 

지역의 백악기 현무암의 값(Y/Nb=1.0; 않/Nb=1.æ， 신성천 외， 1앉뻐)과 유사 

하며， 板內部 환경의 알차리 현무암으로 해석되는 경기육괴의 第四紀 전폭 

현무암(Y/Nb=0.4 -0.5; LψNb=02)이 나 마이오세 牙山현무암(Y/Nb=O.2; 

싫찌b=O.5-0.7)에 비해서는 훨씬 높은 값을 가짐으로써 조구조적 생성환경 

이 다름을 지시한다. 

화산암의 회토류원소 함량을 콘드라이 트 값(Evensen et al., 1978)으로 

정상화시킨 패턴(그림 4; 표 4)올 보면 [La]n 값은 52 -199, [Yb]n 값은 7-

22의 범위를 가지며， [싫lYb]n 값은 대부분 1.2-15 간이다- 장홍(JHl)파 

가야산(GCl) 지 역 의 안산암은 각각 15와 24의 높은 [L리Yb]n 값을 가지 며， 

La, Ce, Pr, Nd, Sm 둥 가벼운 희토류원소(LREE)의 富化현상이 뚜렷하게 

나타난다. 

그림 5는 미 량원소의 함량올 中央海鎭 현무암(Mid-Oceanic Ridge Basalt: 

MORB)의 값(p.얹rce. 1앓2)으로 정상화시킨 패턴이다. 연구대상 화산암은 

Nb, P, Ti의 負(- ) 異常과 ce의 표(+ ) 異常이 선명하게 나타나는 지구화 

학적 특성을 잘 보여줌으로써， 대륙연변부의 섭입작용과 관련된 고-카리의 

칼크-알차리암(Pearce， 1982)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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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ondrite-nonnalized rare earth element ratios and some σace element ratios of volcanic rocks. 

Taebaeg Gumi Gaya- Gurye Yeosu Peninsula P Geonhinelslnugla Bo- h I뻐eIlgng-san seoIlR 

T6 T8 Kl K2 GCl KRl KR2 KR6 YS2 YS7 YS8 YSI0 YSll YS13 GHl GH4 GH9 ]Hl 
BalLa 21.80 32.19 24.24 19.정 20.31 21.82 20.14 20.28 21.28 18.85 29.76 23.28 16.35 21.25 24.93 24.00 25.98 19.98 
L잉'Ce 0.48 0.57 0.52 0.52 0.51 0.47 0.47 0.45 0.47 0.45 0.48 0.47 0.46 0.48 0.46 0.47 0.47 0.49 
Nb/Zr 0.13 0.14 0.11 0.38 0.22 0.087 0.30 0.31 0.11 0.11 0.26 0.0없 0.31 0.18 0.13 0.31 0.22 0.10 
Y!Nb 1.20 1.00 1.42 1.03 0.67 1.91 1.24 1.52 1.32 1.60 1.14 2.26 0.92 1.09 1.54 1.47 0.97 1.00 

、p

La!Nb 1.48 2.11 2.05 2.11 1.95 1.93 1.18 1.32 1.52 1.37 1.05 2Z1 1.16 1.16 1.18 1.27 0.97 1.77 
[Laln 127.15 112.02 142.68 138.18 199.10 125.92. 86.67 102.62 99.35 117.74 51.51 148.41 108.75 85.04 87.08 67.46 75.22 

[Ybln 13.57 6.66 13.63 9.69 8.18 18.23 11.51 15.08 11.87 18.35 8.54 21.68 11.02 10.90 15.87 10.78 10.05 12.42 
[LalYbln 9.37 16.81 10.47 14.26 24.35 6.91 7.53 6.80 8.37 6.42 6.03 6.84 9.87 7.80 5.49 6.26 7.48 14.59 
[LalSm)n 3.02 4.61 4.19 4.67 4.54 3.24 2.95 2.59 3.38 2.78 2.65 3.15 2.87 2.98 2.49 2.88 2.65 3.67 
[Sm/Ybln 3.11 3.65 2.50 3.06 5.36 2.13 2.56 2.62 2.48 2.31 2.2:7 2.17 3.44 2.62 2.21 2.17 2.82 3.97 

]n denotes chondrite-nonnalizedCEvensen et al., 1978) valu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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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3. 화산암 내 방해석의 기원 

일부 화산암에 수반되는 방해석의 탄소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값에 근 

거하여 방해석의 기원에 관하여 고찰한다. 방헤석 시료는 @순천에서 북동 

쪽으로 약 5km 떨어진 지역에 분포된 안산암(그림 11a의 YS3) 내에 나타 

나는 옮洞(長쩔 <3 cm)의 內뿔에 성장하고 있는 석영결정 위에 피복되어 

있거나， 정동을 채우고 있는 것 (5-5절의 사진 4b) , (2)보성에서 남동쪽으로 

약 7km에 위치한 현무암(그림 12b의 GH9) 내에 E앞옮 ( <lcm)으로 산출되는 

것 (5-6절의 사진 6c), 그리고 @고홍반도의 동부에 분포된 안산암(그림 12a 

의 GH13) 내에 정동을 채우며 불규칙한 網狀의 細服으로 산출되는 것이다. 

Table 5. Carbon and oxygen isotope ratios of calcites from volcanic 

rocks. 

SaNmop.le Area δUc (~) 1)1110 (~) Description 

YS3 Suncheon -6.2 -21.6 Druse ca1cite in andesite 

GH9 Boseong -1.7 -21.9 Phenocryst calcite in basalt 

GH13 Goheung -4.5 -24.7 Vein calcite in andesite 

화산암의 정동 내에 존재하거나 반정으로 산출되는 방해석에 대하여 실 

시 한 안정 동위 원소 비 의 측정 결과(표 5) 탄소 동위 원소 비 ( Ô 13C)는 -1.7-

-6.2%0 로 비교적 큰 폭의 변화를 나타내고 있으며 산소 몽위원소 비 (Õ180) 

는 -21.6%。 과 -24.7%0 사이 의 좁은 변화를 보여 준다. 

δ13C과 δ 180의 관계를 나타낸 그림 6은 탄산염광물의 탄소에 대한 海

깅
 



水(그림에서 0%0의 점선) 및 맨틀(II13J띠e) 기원의 영역을 보여준다. 맨틀영 

역은 분화구의 분출가스 둥 자료를 이용하여 Nelson et 띠.(1988)이 추정한 

영역이다. 국내 熱水 석영맥 내에서 산출되는 방해석의 안정동위원소 값은 

이들 두 영역 사이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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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8 13C 뻐d δ 180 compositions of calcites occured in volcanic 
ro마‘s from the Suncheon, Goheong and Boseong areas compared to 
inferred mantle field(Nelson et al., 1앉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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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순천(그림 11a의 YS3 지점)과 고홍지역(그림 12a의 GH13 지점)의 화 

이러한 사실은 근접한다. 산출되는 방해석은 맨틀기원의 영역에 산암에서 

이 지역 화산암의 방해석 내의 탄소가 마그마 기원임올 입증해 준다. 

보성지역의 방해석(그림 12b의 GH9 지점)은 맨틀영역을 크게 

δ13C 값은 해수기원의 값(0%0: 그림 6의 점선)에 근접함으 

ü) 반면에 

벗어나며， 오히려 

로써， 생성 후에 지질학적 작용에 의한 分別作用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두 시료는 마그마 즉， 보성지역의 시료를 제외하면， 순천파 고홍지역의 

기원에 근접한 a 13C 값을 보이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번 연구에서는 시 

료의 수가 적어서 이들 방해석의 기원에 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릴 수 없지 

예비결과는 국내 화산암내 방해석의 기원이 다양함을 암시함으 만， 이번의 

로써 앞으로 많은 시료를 대상으로 체계적인 안정동위원소 연구를 수행한다 

면 화산암의 생성환경과 기원을 규명하는 데에 중요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 

을 것으로 판단된다. 

참고로， 다양한 값올 가지는 다양한 시료얘 대한 안정동위원소 값을 고찰하 

면 다음과 같다. 지각 내의 탄소의 명균 CQz의 a13c 값은 -7%0이다(Fuex 

대기 중의 CQz의 펑균값도 -7%0이며， 대기와 접해 있는 

6 퍼C 값은 약 2%0이며， 심부로 갈수록 

δ 13C 값은 감소하여 약 1%0 

and Baker, 1973). 

북대서양의 혜수 표층 내 HC(h-의 

퇴적물내 유기물의 생물학적 요인으로 인하여 

호상열도의 화산분화구에서 유출되는 

현무암질 마그마의 

에 근접 한다(Kroop띠.ck et 띠.， 1972). 

δ13C 값은 약 -1--11%0이고， 중앙해령 지역의 

CQz는 -4--8%0의 범위를 가진다(V머ley et 띠.， 1986). 

δ 13C 값은 -1--5%o(Craig, 1963)이 며 , Sa1ton 

Sea의 지 열수 내 CÜ2는 3.5%0의 값(Lang， 1959)을 가진다. 그 밖에 가벼 운 

δ13C 값(-12--7%o)을 보이는 지열수의 자료도 미국과 뉴질랜드 둥에서 많 

C(강의 

미국의 지열대의 지 

CÜ2의 있는 들어 열수에 

이 보고되 어 있다(e.g. ， Cr려g， 1963; Lyon, 1974b). 

δ13C 값은 -2--8%0의 범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Conway and Taylor, 

火成起源의 탄산염 광물 

4 

의 



1969; Ga1imov et aI., H175). 

화산지역과 지열대의 지열수의 CQz 가스의 δ13C 값은 해수기원의 석회 

암의 값(-4-3 %0)과 일부 중복되므로， 탄소동위원소 값만으로 탄소의 기원 

을 규명하기란 쉽지 않다. 그러나 많은 지열수 자료(Craig， 1963; Hu1ston 

and Maccabe, 196싫， b; Lyon and Hu1ston, 1970; Lyon, 1974a; Panichi et 

aI., 1977)에 따르면， 고온 지열수 내의 C(가의 기원은 대체로 마그마 기원에 

속하며， 일부는 혜수기원의 석회암으로부터 유래된다. 

5. 시대며상 화산암의 연대규명 

연구대상인 화산암은 지금까지는 동위원소 연대가 측정된 적이 없으므 

로， 이 미 발간된 지 질도(1:5만， 1:25만， 1:100만 등)나 연구논문 둥에 서 지 질 

시대와 층서의 설정이 조사연구자의 주관에 따라 서로 다르게 설정되어 있 

거나， 잘 못 분류된 경우가 허다하다. 그러나 시대미상인 모든 화산암들의 

동위원소 연대를 빠짐 없이 측정하는 것은 불가능하므로， 이번 연구에서는 

지역별로 화산암 분포지역의 지질·충서를 자세하게 검토하고 층서설정에 있 

어서의 문제점을 도출한 후에 연대층서 확립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대표적 

인 암체를 선정한 후에 동위원소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이 장에서는 지역별로 생성연대가 전혀 알려져 있지 않은 화산암체의 동 

위원소 연대를 제시하고， 그 지역의 연대층서의 잘못을 수정·제안한다. 

표 6은 지역별로 대표시료로 선정된 시대불명 화산암 20게를 위시하여， 

體基性 岩服 1개， 각섬질암 3개에 대한 K-Ar 연대측정 분석치이다. 측정된 

화산암의 전암연대는 후기 白훨紀(8100 만년: 81 Ma)부터 古第三紀(37 Ma) 

까지의 범위로 나타났다. 한편 장수지역 각섬암의 각섬석연대는 274 Ma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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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0 Ma이며， 옥방지역의 앵피볼라이트의 연대는 1023 Ma이다. 연대측정 

결과에 대한 자세한 토의와 지질학적 해석을 지역별로 구분하여 실시한다. 

Table 6. K - Ar analytical data. 

Area 
Sam띠e 

Rock Materi떠. K 
No. (%) 

1'2 Altered WR 4.02 Rhvolite 

T6 Basaltic WR 2.77 
Taebaeg Andesite 

T8 Ba잃ltic WR 1.61 Andesite 
T13 Basic Dyke WR 1.41 

K1 Andesitic WR 3.19 Tuff Gumi 
Andesitic K2 Tuff WR 1.70 

Gayasan GCl Andesite WR 3.00 
KRl Andesite WR 1.77 

Gurye KR2 Andesitic WR 0.86 Tuff 
KR6 Andesite WR 0.85 
YS2 Andesite WR 2.05 

YS4 Andesitic WR 2.06 Tuff 

YS7 Andesi디C WR 1.32 
Yeosu Tuff 

PelÙnsula YS8 Andesite WR 2.54 
YSI0 Dacite WR 2.94 
YSll Basalt WR 0.66 

YS13 Ba잃l디c WR 1.34 Andesite 

jP Geonhienmsulgla 
GHl Andesite WR 1.78 
GH4 Andesite WR 2.58 

Boseong GH9 Basalt WR 0.75 

]angheung JHl Andesite WR 2.83 

]angsu 1S1 Homblendite Hbl 0.49 
1S2 Homblendite Hbl 0.29 

O~ban~ T17 Amphibolite Hbl 0.73 
* Materials dated: WR=Whole-rock; Hbl=Hornblende 
** UlÙt of age=m퍼ion y，잃rs(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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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OAr，뼈 4OAr，뼈 Age •• 
(IO-9moVg) (%) (Ma. :t lø) 

0.347 92.4 492土2.3

0.302 75.7 61.8 :t2.9 

0.135 85.1 47.7 :t1.9 

0.102 57.4 41.1 :t1.9 

o.짧7 90.7 68.6士2.6

0.216 95.7 71.8 :t3.6 

0.415 95.3 78.1 :t3.0 

0.213 70.8 68.1土3.7

0.124 80.4 81.3:t3 .8 

0.010 76.1 64.1 :t2.9 

0.197 85.2 54.5:t2 .3 

0.245 92.1 õl.4土2.6

0.138 71.7 59.1 :t2.3 

0.279 90.3 622士2.9

0.3:;졌 93.8 632土2.7 I 
0.059 70.6 5O.5:t 2.6 

0.159 82.7 õl.O:t3 .3 

0.175 84.5 55.7士2.8

0.318 86.3 69.8:t3 .3 
o.α)5 60.3 36.7土1.8

0.327 86.3 65.4:t2.7 
0.189 77.2 210 :t9 
0.149 83.0 274 :t l0 
1.744 98.5 1023 :t37 



5-1. 태빽-울전져역의 화잔암 복합체 

5-1-1. 져질 맞 층셔 분류장의 문제점 

강원도 태백시 북쪽의 院洞鍵山(삼척동양철산)에서 연화산-백병산-복두 

산-중봉산을 거쳐 경상북도 울진군 서부에 이르는 지역에능 백악기로 기재 

된 반심성암류와 함께 화산암류가 분포하고 있다(그림 7). 이 지역은 위치 

상 영남육괴와 인접한 옥천대에 속하지만， 영남육괴 북부와 옥천대 북동부 

의 경계부에서의 화산활동 시기를 규명하는 데에 매우 중요하다. 이 지역 

은 1:5만 지질도 호명， 고사리， 서벽리， 계산촌(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 

1962), 장성(윤석규， 1967), 죽변(이종혁 외， 1993)의 일부에 해당한다. 

이 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편암 복합체， 캠브리아기의 錯峰層

(陽德統)과 원생대의 洪濟츄화강암이 기반암으로 넓게 분포하고 있다. 기반 

암 위에는 캠브리아기-오오도비스기의 朝解累層群파 고생대 平安累層群이 

퇴적되어 있으며， 그 상부에는 백악기의 쇄절성 퇴적암($角里層)과 화산쇄 

절암과 웅회암(興田層; 東活里層)이 부정합적으로 덮혀 있다. 지역 전반에 

걸쳐 백악기로 분류되어 있는 반암류와 화산암류가 연화산， 백병산， 복두산， 

중봉산 둥을 중심으로 동서방향으로 관입해 있다. 

이 지역의 화산암류는 다양한 암상으로 구성되어 있올 뿐 아니라， 산출 

상태와 충서도 복잡하여 각종 축척의 지질도에서 서로 다르게 분류되어 있 

다. 즉，(1)오래 전에 조사된 1:5만 고사리-계산촌도폭(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단， 1962)과 장성도폭(윤석규， 1967), 1:25만 지질도(삼척 : 국립지질광물 

연구소， 1973)에서는 거의 흉岩類로 기재되어 있으며， (2)1:5만 죽변도폭(이 

종혁 외， 1993)과 신판 1:100만 지질도에서는 훌훌性火山岩으로 기재되어 있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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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logical map of the Taebaeg-Ulj in 와'ea(modified after Geological Investigation Corps of Taebaegsan 
Region, 1962; Yun, 1967; Lee et al., 1993). 1=metamorphic rocks(Precambrian); 2=Hongjesa Granite(Proterozoic); 3= 
Yangdeog Series(Cambrian); 4=Joseon Supergroup(Cambro-Ordovician); 5=Pyeongan Supergroup(Upper 
Carboniferous-Triassic); 6a=Cretaceous sediments (Jeoggagri Fm./Dongwhalri Fm.); 6b=Cretaceous vo1canics 
(Heungjeon Fm.); 7=vo1canics and porphYrY(Cretaceous-Paleogene). Sample site and isotope age(K-Ar whole-rock 
age): e (Roman)= dated in this study; O(Italics)=previous dat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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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시대의 분류도 조사년도에 따라 백악기 ?(1962년 1967년)→빽악기 

(1973년; 1993년)→古第三紀(1005년)로 바뀌는 둥 일정 하지 않으며 , 각 지 질 

도마다 지질시대 분류와 명칭에 차이를 보여준다(표 7). 

Table 1. Stratigraphy of volcanic rocks in the Taebaeg-Uljin 않ea. 

G쁨yIggs網액ncl협hga뼈웰 G@@홈Ii， J體置~ Jugbyeon Samch∞g Geological Map 
(1:50，α)()) 

C(h1u:2n50c，hαgm)Il ofα Klo0r.αema) 
(1:1.α)()，αm 

(Lee et 띠， 
(GMlK, 1973) (KIGAM， 1잊}5) (Yun, 1967) 1993) 

Ter- PAokI피따Li 
tiary Granite 

Basic Ðike(Bd) 
￡짧L 

B잃ic 
Dike(Bd) 

41 ±2Ma(T13d)) A띠dic 
A디d. Dike(Ad wn 

Dike(Ad) . 
p QOIupahIytzIy Qtz POIl>h.(Qp) Porhyry (Py) V Aoclciadnicic Gr. PoJi>h.(Gp) 

48:!: 2Ma(T8) (Kav) 
(Kp(q)) 

P a1eo P a1eogene 
49:!: 2Ma(T2) Cret. 49Í1Ma Cret. -gene Volcanic (P) ? 45Í2Ma Granite 

Cret. 56Í3Ma Cret. 52Í7Ma POIl>hyry 
? 57Í1Ma 62:!: 3Ma(T6) 51Í2Ma (Kp(g)) 

63호lMa 

61Í2Ma 

Heung-
HerellnoI11ng.-

Gyeong 뽑믿 
G샘y짧G@(Kim째깅원Sp)a)n￡잉 Cret. 되sgS옆iuel효as) 

(Kh) Cret. Silla (Kh) 
? Series 

않짧E 
Cret 

Jeog-
CRL S(離Ksa)h앓股) ( FKInd) 

Trias Trias. Trias. 
S Puyge:ornggnaunp 

Trias. 
PyG@ronugpaI1 

짧. fg옆짧1 6잃 PSY∞ysn&gmaI1 6잃. 혜$ 

Great Ordo. Ordo. Great I..ime-Ordo. lime-
Su JlxoSr@grnoup stYonaGe1rgo Gdugmp써lg피P α00.-

Jos‘~n System Joseon System Cænb 
C허nb. nan stone Camb. Camb. Camb. Grol피p 

Leuco PaL∞zoic cratic P혀∞-
( GPrAaLUgtre) Age Granite ZOIC 

unkno {tgr} 

Age 짧교 HGor(nGagnhjig)tea 
wn Hongjesa Jura- Gneissose Prote- Gr많짧뚫r) Cheolæn Granite 

G(ImhagInm1url)te G(r Igannglte) unkno (Gc) SSIC roZOIC wn wn 

Bunch∞n 
Buncheon Buncheon Gr. 

Yulri Series Gr. Gn. Pre- Taebaegsan Pre- Pre- Gr. Gn. Pre- Prc- Yulri Group 
camb. Series camb. Wonnam Series camb. camb. Wonnam camb. 

Gneisses Group Gr. Gneiss 

Abbreviations 띠 paren야1~ are . shown in each . g~logical map. Isotope age: 
Roman=dated in tlús study(Sample Nos. in parenthesis);-Italiës=previoüs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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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백-울진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에 대하여 이마 발표된 K-Ar 전암연대 

와 일부 개인정보를 종합하여 연대 순으로 정리하면 표 8과 같다. 

즉 K-Ar 전암연대는 67 Ma(백악기-제삼기 경계)부터 45 Ma(제삼기 중 

기 에오신)까지의 범위에 한정되며 백악기(67Ma 이상) 또는 더 오래된 연 

대는 보고된 것이 없다. 기존의 연대자료는 안산암 하나가 67 Ma로 그 중 

오랜 연대률 나타낼 뿐， 그 밖에는 모두 유문암질암이다. 유문암의 연대는 

그 중 오래된 것이 없 Ma일 뿐， 대부분 56 Ma부터 50 Ma 사이에 집중된 

다. 유문암질암의 동위원소 연대를 시료의 변질·변성·풍화 상태나 측정질 

험과 관련된 조건을 고려하지 않고，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면서 각 화산암체 

단위별로 살펴보면， 연화산 화산암체는 56:t3 Ma(그림 7의 4), 복두산 화산 

암체는 49 :t 1 Ma(그립 7의 7) 중봉산 화산암체는 63 :t l Ma와 52 :t7 Ma 

(그림 7의 2; 5), 울진-원덕 화산암체는 51 :t2 Ma와 45 :t2 Ma(그림 7의 6; 

8)이다. 

그러나， 이러한 전체적인 윤곽에도 불구하고， 이 지역의 화산암은 대부분 

지금까지 백악기로 편견되어 분류되어 왔을 뿐 아니라， 실제로 각 단위 화 

산암체 내에서는 물론 다른 화산암체들 간에도 생성연대의 先後를 셜정하 

기가 매우 어렵기 때문이다. 그리고 태백에서 울진에 이르는 지역에셔는 

화산암이 다양한 정도로 변질받은 곳이 도처에서 확인되므로， K-Ar 전암연 

대를 화산암의 생성연대로 단정하는 데에는 상당한 위험이 따를 수도 있다-

이 지역에서 동위원소 연대자료에 근거를 두고 연대층서를 절정하는 데 

에는， 반드시 다음 사항을 유념해야 할 것이다. 1) 첫째， 이미 연대측정된 

유문암질암 가운데 많은 시료가 연화광산이나 울진광산을 위시한 금속광화 

대 내에 위치함으로써 Ar 손실 둥으로 인한 동위원소 값에 교란이 생겨 원 

래 연대를 지시하지 않을 수도 있다. 2) 둘째， 유문암 둥 싼성 화산암의 연 

대를 K-Ar 전암법으로 측정할 경우에는 시료처리 방법에 따라 측정결과에 

큰 차이를 보이거나 재현성이 나쁜 경우가 있으므로 신선한 시료를 엄선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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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前處理에 유의하여야 한다. 그리고 훌이나 岩片을 많이 함유하여 不형 

質한 岩相을 가지는 웅회암 둥의 경우에는， 이틀을 철저히 제거하고 균질한 

부분만을 태하여 全岩시료를 조제하여야만 좋은 결과를 기대할 수 있다. 3) 

셋째， 전혀 변질작용을 받지 않고 풍화되지 않은 신선한 안산암이나 현무암 

동 염기성암을 대상으로， 새로운 연대측정 자료를 추가로 구하여 기존 자료 

를 재검증할 필요가 있다. 

Table 8. Previous isotope age data in the Taebaeg-Uljin 따ea. 

Area Rock 
K-Ar Age 

Reference (Ma, :t lo) 

8 
Jeo]gol, Bug-myon, 

Rhyolite 45.1 :t2.3 K피1 & Lee(1983) 
Uliin-gun 
Bogdusan 

7 Volcanic Complex Rhyolite 49.4:t0.8 Won et al.( l994) 
(uppermost) 

6 
Uljin Mine 

Rhyodacite 
49.3:1: 2.3 Yun & Silbennan(1979) 

(Deog밍J-ri) 50.8 :1: 2.。 recalculat어(Jin et al.,l989) 

5 
Jungbongsan Rhyolitic 

51.7 :1: 6.6 J띠 et al.(1989) Volcanic Complex Tuff 

4 
Yeonhwa잃n 

Volcanic αmplex Rhyolite 56.0土 2.5 Won et 띠.(1994) 
(low얹most) 

3 near y，∞nhwa-1 Mine 
Quartz 

57.3:1: 0.9 
Park, H.Upers. commun.; 

Porphπy .Jin et al.. 1989) 

2 
Jungbongsan 

Rhyolite 62.7 :1:1.2 Jin et al.(1989) 
Volcanic Complex 
Baegby∞n잃n 

1 Volcanic Complex Andesite 66.9 :t2.1 Won et al.( l994) 
(on basalt) 

* Whole-rock age; Sample Nos. and age data are shown in Figure 7. 

--



5-1-2. 새로운 연대측정 컬과와 해석 

가- 백병산 화산암책(남부) 

시료명 l현무암질 안산암 (시료 T6) 
기존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61.8 :t 2.9 Ma (고제삼기의 후기 팔레오세: Selandian 
연대 해석 |생성연대 

태백시 통리 윗통골 계곡에 분포하는 현무암질 안산암(시료 T6)은 백병 

산 화산암복합체의 남부 암체에 해당하며 Ewart(1979)의 분류(그림 3)에 의 

하면 쇼쇼나이트로 분류된다. 야외조사 결과 Ar 손실을 초래하거나 K-Ar 

동위원소계를 교란 시킬만한 변질작용 둥의 후기 사건은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 번에 측정된 K-Ar 전암연대(62 :t 3 Ma)는 감소 또는 리셋팅 

(reset피19)되지 않은 원래의 생성연대로 해석된다. 

이 현무암질 안산암은 동쪽 약 1.5 km 지점에서 현무암의 상위에 산출되 

는 휘석 안산암(67 :t 2 Ma: 원종관 외 l잃4; 그림 7의 위치 1)보다 약간 후 

기에 생성된 것으로 볼 수 있으나 오차범위를 감안하면 이들은 서로 비슷 

한 시기인 고제삼기의 팔레오세에 생성되었다고 할 수 있다- 이 안산암 

(T6)은 Jin et 띠.(1989)의 중몽산 유문암(63 :t l Ma)의 생성연대와 일치한다. 

나- 백병산 화산암체(북부) 

시료명 |현무암질 안산암 (시료 '1'8) 
기존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47.7 :t1.9 Ma (고제삼기의 중기 에오신: Lutetian) 
연대 해석 l관입연대 

삼척군 도계읍 구사리 하촌의 계곡에 산출되는 백병산 화산암복합체의 

북부에 해당하는 흑자색의 현무암질 안산암(시료 T8)의 새로 측정된 K-Ar 

전암연대는 48 :t2 Ma이다. 이 연대는 백병산 남부 암체의 현무암질 안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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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T6: 62::!::3 Ma)에 비해 예상 밖으로 젊은 값이다. 이와 같이 예상 밖의 

젊은 연대가 얻어질 가능성으로는， 첫째 실제로 생성연대가 젊은 경우， 둘째 

로 후기의 지질학적 사건으로 인하여 부분감소되었거나 완전히 리셋팅된 경 

우가 있으므로 유의해서 해석해야 한다. 이 지역 뿐 아니라 주변에서는 국 

부적인 변질작용이 흔히 인지되지만 이 시료는 전혀 변질되지 않고 신선하 

므로 연대의 리셋탱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K-Ar 전암연대(48 ::t 2 

Ma)는 백병산 화산활동의 최후기인 중기 에오신(Lute디an)에 국부적으로 관 

입한 현무암의 생성연대로 해석된다. 

이 현무암질 안산암은 남쪽의 통리 윗통골 계곡에 분포하는 백병산 화산 

암체의 중앙부에 산출되는 현무암질 안산암(T6: 62 ::t3 Ma)이나 휘석 안산 

암(67 ::t 2 Ma: 원종관 외 1994; 그림 7의 위 치 1)에 비 해 훨씬 후기 의 塵物

로 밝혀졌다. 이 火山活動期(48 ::t 2 Ma)는 英陽효地의 현무암질 암맥(46 ::t 2 

Ma)과 五十峰 현무암(45 ::t 2 Ma)의 생성시기(μ~， 1989)와 거의 같으며， 복 

두산 화산암체의 유문암(49 ::t 1 Ma: 원종관 외， 1994), 울진광산 부근의 유문 

암질 대사이트(51 ::t 2 Ma: Yun 뻐d Silberman, 1979; Jin et al., 1989)둥의 

생성시기에 비교된다. 

다. 원동광산 주변 

시료명 |판업 유문암 (시료 T2) 
기존 문제점 |연대불명 

K-Ar 전암연대 149.2 ::t 2.3 Ma (고제삼기 중기 에오세 초: early Lutetian) 
연대 해석 |열수변질작용을 받은 시기 

강원도 삼척군 하장면 원동리 원동철산의 북서쪽 연작골 계곡에는 지질 

도 상에 기재되어 있지 않으나 작은 규모(100 x 200 m)의 유문암이 암주상으 

로 관입해 있다. 이 유문암체는 전반적으로 특징적인 柱狀節理(columnar

joint)를 잘 보여 주며(사진 1a), 표면에는 직경 5 mm 이하의 정동들이 발달 

되어 있다(사진 1b). 정동들은 방향성을 띄며 그 안에는 형석이나 방해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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퉁이 채워져 있는 곳이 많다. 이 유문암체는 전반적으로 담백색을 띠며 심 

하게 변질되어 알바이트화 및 견운모화된 부분도 인지된다. 불순물이 적은 

연작골의 노두는 도자기의 재료(즉 關石)으로 개발중이다(사진 1a). 

그러므로 이번에 측정된 유문암(1강)의 K-Ar 전암연대(49 i: 2 Ma)는 이 

암체의 관입시기를 지시하지 못하며， 변질작용을 받았을 때에 심한 Ar 휩失 

로 인하여 리셋팅된 연대로 해석된다. 이 유문암의 관입연대는 적어도 

4900만년(중기 에오세 초 early Lutetian) 보다는 前期이어야 한다. 이 유 

문암(49 i: 2 Ma)은 이미 보고된 복두산 화산암체의 유문암(49 i: 1 Ma: 원종 

관 외， 1994)과 울진광산의 유문암질 대사이트(51 i: 1 Ma: Yun 때d 

Silbennan, 1979) 둥과 거의 유사한 K-Ar 전암연대를 보여준다. 

Photo 1. A1tered intrusive rhyolite near the Wondong Fe-Mine. 
(a)Columnar joints from developed quarry for the use of ceramic 
material. (b )The near view of Sample T2(K - Ar whole-rock age=49.2 i: 2.3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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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중봉산 화산암체 

시료명 |염기생 암핵 (시료 T13) 
문제점 l연대불명 

K-Ar 전암연대 141.1 :t 1.9 Ma (고재삼기의 중기 에오세: Bartonian) 
연대 해석 |관입연대 

태백-울진지역에는 반암류를 후기에 관입한 훌훌基性 岩眼이 도처에 분포 

해 있으나 지질도 상에는 기재되어 있지 않다. 이들 암맥의 관입시기를 규 

명하기 위하여 강원도 삼척군 가곡면 탕곡리 대촌(그림 7의 T13)에 분포하 

는 암회색의 반암을 후기에 관입한 암록회색의 염기성 암맥을 대표시료로 

선정하여 연대측정을 질시하였다_ K-Ar 전암연대는 41::!::2 Ma로 고제삼기 

의 중기 에오세(B따tonian)에 해당한다. 

이 암맥의 관입시기는 태백-울진지역의 유문암 가운데에서 가장 나중에 

생성된 유문암(45::!::2 Ma: 김용준과 이대성， 1983)보다 더 후기로써， 이 지역 

에서 화산활동이 종료된 후에 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5-1-3. 태백-울전지역 화싼암의 연대층서 

기존 자료와 새로 측정된 동위원소 연대를 종합하여， 태백-울진지역의 

화산암의 연대충서를 절정하면 표 9와 같다. 태백-울진지역의 화산활동은 

백악기말(Maas미chtian)과 채삼기초(Danian)의 경계인 67 Ma 경에 백병산 

화산암체의 안산암의 생성에서 비롯하였으며 제삼기 중기 에오세 (Lute디an) 

인 49 Ma 경에 복두산-중봉산 유문암과 백병산 현무암질 안산암의 산출로 

종료되었다. 

이 지역의 초기 화산활동(안산암: 51 Ma)은 경상분지의 훌훌峰현무암(68::!:: 

3 Ma: ütofuji et 띠_， 1앉r2)의 생성 기 에 해 당한다. 종료기 의 화산활동(유문 

암: 52-49 Ma)은 포항북부의 曲江洞유문암(피션트랙 져어콘연대=52::!::2 Ma: 

4 



Shin, 1992; K - Ar 전암연대=49 :t 1 Ma: 이현구 외， 1992)와 일치하며， 백병산 현 

무암질 안산암(49:t 2 Ma)은 영양분지의 현무암질 암맥 (46 :t 2 Ma)과 오십봉현 

무암(45 :t 2 Ma)의 火山活動期(Lee， 1989)와 같은 시기의 산물이다. 

Table 9. Chronosíratigraphy of volcanic rocks from the Taebaeg-Uljin 

area. 

Period Epoch Age Ma Cbronosíratigraphy 

36.5 
L 

Priabonian e Basic Dyke(41 :i:2Ma): T13 
40.0 

B따m띠an 

43.6 OUljin Rhyolite(45 :i:2Ma) 
M eBae훌:byeoug얼n Ba얼ltic Andesite(48:i:2Ma)π'8 

Lutetian 08<기Ildusan Rhyolite(49 ::1: 1Ma) 
&χene OUljin Mine Rhy여acite(49 ::I:2Ma) 

P외.eo- eWondcog Mine Rhy이ite(49 :i:퍼t.fa): T2 
gene 

52.0 OJUI핑bong잃n Rhyolitic Tuff(52 ::1:’7Ma) 

E Ypresian OYeonhwasan Rhyolite(56 ::1: 3Ma) 

57.8 OYeonhwa Mine Quarα Porphyry(57 ::1: 1Ma) 

P려eo- L Selandian .Baegbyeougsan Sho웰0피te(62 :i: 3 Ma}: T6 

cene 63.6 OJUI따bor찌앓n Rhyolite(63 ::1: lMa) 

E D뼈an 
66.4 

OBaegbyeonsan A때esite(67 ::1:2Ma) 

Creta- Maastri-
Late chtian ’ ceous 

74.5 

ecIated in this study; ()previous rep아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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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 구미져역의 안잔암 

5-2-1. 져질 및 층세 분류짱의 문제점 

구미지역은 영남육괴의 중앙부와 경상분지의 서쪽 가장자리가 만나는 경계 

부이며， 지역 전반에 걸쳐 선캠브리아기 변성암 복합체가 기반암으로 넓게 자리 

하며， 그 위에 백악기의 퇴적암류가 부정합적으로 덮혀 있다(그림 8). 화산암의 

분포와 충서는 매우 간단하여， 서쪽의 구미도폭(김정환파 임주환， 1974)에서는 

금오산올 중심으로 분출 및 관입상의 화산암체(이하 금오산 화산암)가 산출되 

며， 동쪽의 경상분지 내에서는 봉두암산-유학산 일대에 안산암질 웅회암(이하 

유학산 웅희암)이 부정합적으로 피복되어 있다. 그리고， 지역의 중앙파 동남부 

에는 백악기의 화강섬록암이 암주상으로 관입해 있다. 

다
따
 때떤
聊
 [
딩
 
口

360 20’ 

5 km 

Fig. 8. Map showing geology and sample sites of the Gurni area. Geology 
af따 Kim & Lim(1974) and Kim et 띠. (1981). 1 =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2=Cretaceous s어삐ents(Sindong Group); 3=Cretaceωs Geumo앓n 

Volcanics; 4=Cretaα잉us tuffs; 5=Cretac∞us Seonsan Gran여iorite. Isotope 
age: K-Ar whole-rock age dated in this study. 

낌
 



i) 금오산 화싼암은 백악기 신동충군올 관입했거나 그 위에 분출한 안산암， 

유문암과 안산암질 유문암으로 구성된 화산암 복합체이다， ü) 유학산 웅희암 

은 신동충군 상부에 부정합적으로 덮혀 있는 안산암질 래피리 응회암과 안산암 

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1:5만 龜尾도폭(김정환과 임주환， 1974)과 언접한 大票도 

폭(김봉균 외， 1981)에서 각각 백악기의 션라충군과 신라아충군으로 분류하였 

다. 이들은 1:25만 지질도에서는 백악기의 중성화싼암으로， 1:100만 지질도에서 

는 백악기의 유천충군으로 함께 묶어 분류되어 있다(표 10), 

즉， 이 지역의 화산암은 지질도의 종류에 관계 없이 모두 백악기로 분류되어 

있으나， 아직까지 전혀 동위원소 연대가 보고된 적이 없어， 생성띤대는 전혀 알 

려져 있지 않은 실정이므로， 새로운 생성연대를 제시한다. 

Table 10. Comparison of sσ-at핑raphic sequence of andesites in the Gumi 

area, 

Gumi ( D1:a50e，y아uml) ( A1:양ndi9o，αnmg) l(}옮g(lG:1A맴aMM짧lω잊)ga) (1:50，1α)()) 

(K피1 & Lirn, 1974) (Kim et 띠" 1981) (GMIK, 1973) 
seon앓n 

P외goorK:맹mr G)m미te aG때m1피lgtsea BG띠r밍뻐lgi￠sa 
Gr.킹뼈iorite 

(Ksgφ (Kb") (Kw) 
TuHs (Kst) 

Cret. Silla Tuff 
InuVnolkIlaen에iicate Silla 7 629土±43lMlaa((KK21)) Sul며P'OUP (Kwt) Yu야.eon 

Group 
Geumo융n 

Rocks G(IKa3l)P 
V띠.canics 

(Kiv) 
(~) Cret. Cret. Cret. 

Nag-

DRmIUng.mm UyjKue)nmj)lg 

Lower HGa(mKYa2un)pg 
dong Nagdong 

S Nuaig핑dIoDnugp 섣펌?짧 NGa(Kgmd띠umD)g ]ura. Fm. 
Onn) Group 

YF∞(mN따a.g1 (WdKm때Ingmk)I)g SGi(nmKdolun)pg 

Pre- pre- Early 
Gneisses Gn잉S앉S Arch- Gneisses cam. cam. ean 

Abbreviations in parentheses are shown 띠 each g∞logical map. Isotope ages: d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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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2-2. 새로운 연대측정 결콰와 혜석 

연대측정은 두 화산암체에 대해 모두 실시할 예정이었으나， 서쪽의 금오 

산 암체는 적합한 시료를 구하지 못해 동쪽의 암체에 대해서만 실시하였다. 

금오산 화산암체는 김천시 남면 부상리(그림 8의 K3 지점) 일대에서는 심한 

열변질을 받아 매우 견고하며， 재결정된 0.5-3.0 cm 크기의 암편들로 인하 

여 매우 불균질한 암상을 보이며 남면 월명리(그림 8의 K4 지점) 일대에서 

도 담갈색 규장질 웅회암이 심하게 파쇄되어 있을 뿐 아니라 이 암체는 전 

반적으로 풍화와 변질되지 않은 신선한 시료의 산출이 드물다. 

따라서， 이번 연구에서는 구미시의 동부에서 영남육괴와 인접한 경상분 

지 내의 봉두암산-유학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안산암질 웅회암의 생성연대 

를 규명하기 위하여 대표시료를 2개 지점에서 채취하여 K-Ar 전암연대를 

측정하였다. 

가- 유학산 웅회암-1 

시료명 |안산암질 웅희암 (시료 Kl)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68.6:!: 2.6 Ma (후기 백악기 Maas미chtian) 
연대 해석 |생성연대 

구미시 구평동 백곡지 계곡의 안산암질 웅회암(Kl)은 암흡청색을 띠며 

장석 반정을 특정적으로 함유한다. 연대측정 용 시료는 변질작용 둥 Ar 손 

실 동의 교란을 초래할 만한 증거가 전혀 인지되지 않는 안산암질 부분에서 

채취하였다. 시료 채취지점에서 약간 떨어진 주변 지역에서는 미세한 균열 

을 따라 국부적으로 황록색의 변질대가 형성되어 있거나 견고한 부분도 인 

지되므로， 시료채취 시에 유의하였다. 그러므로， 이번에 측정한 K-Ar 전암 

연대 (69:!:3 Ma)는 교란되지 않은 원래의 생성연대로 볼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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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 유학산 웅희암-2 

시료명 |안산암질 웅희암 (시료 K2)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71.8 :1: 3.6 Ma (후기 백악기 :C때맹nian - Maastrichtian) 
연대 해석 |생성연대 

한편， 시료 K1의 약 1.5 km 서남쪽인 철곡군 석적면 성곡리에 분포하는 

암회색 안산암질 웅회암(K2)은 매우 신선하며 반정도 시료 K1에 비해 훨씬 

미약하다- 이번에 측정된 K-Ar 전암연대는 72 :1:4 Ma로써 후기 백악기의 

Carn맹띠an - Maastrichtian에 해 당한다. 

이 연대는 시료 K-1(69 :1: 3 Ma)에 비하여 약간 후기로 보이지만， 두 시 

료는 평균 70 :1:3 Ma의 값을 가지며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중복된다. 그러 

나， 시료 K1의 주변에 변질작용의 증거가 인지되는 점을 감안하면， 전혀 연 

대의 후기 교란요인이 없는 시료 K2의 연대(72 :1: 3 Ma)를 구미지역의 안산 

암질 응회암의 생성연대로 제안한다. 

5-3. 가야산져 역 의 안산암 

5-3-1. 져질 및 층셔 푼류장의 문제점 

경남 거창군과 합천군의 경계부 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기반암(편마 

암)을 底盤狀의 화강암체가 관입해 있으며， 비계산과 두무산올 중심으로 백 

악기 퇴적암류와 안산암류가 분포한다(그림 9). 

연구대상인 화산암은 북쪽부터 비계산， 두무산과 오도산의 정상부를 중 

심으로 각각 따로 떨어져 분포하는데， 이들의 지질시대는 야외층서에 근거 

를 두고 백악기로만 분류되어 있을 뿐， 아직까지 전혀 동위원소 연대 자료 

가 보고된 적이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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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1은 각 지질도에서 다르게 분류되어 있는 이 지역의 화산암과 주변 

암의 층서분류표이다. 화산암은 1:5만 구정도폭(최숭오와 권영일， 1970)에서 

는 백악기 홈道山層(신라통)을 덮고 있는 안산암류로 그리고 1:25만 지질도 

(전주도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3)에서는 하부 신라충군올 덮고 있는 중 

성 화산암류로 각각 분류되어 있다. 한편， 1:100만 지질도(한국자원연구소， 

1995)에서는 백악기의 유천충군으로 분류되어 있는데， 비계산과 두무산의 

짧面에 분포하는 오도산충도 함께 포함시켰다. 

이 안산암은 모두 백악기로 분류되어 있으나， 동위원소 연대가 전혀 보 

고된 적이 없어 생성연대를 확정짖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Table 11. Stratigraphic sequence of andesite in the Gayasan 따ea. 

G띠eong Jeonju Geological Map of Korea 
(1 :50,000) (1:250~α)()) (1 :1 ，α)()，아)()) 

(Choi & Kwon, 1970) (GMIK, 1973) (KIGAM. 1995) 
Hornblende 

Bul- Granite 
B띠gugsa Granite Bulgugsa Granite gugsa (Gh) 

Series Bi따ite Gra피te 
(Kbg) (Kgr) 

(~) 

Creta- Andesites Creta-
I야~때iate 

Creta-
ceous (Cca) ceous Volcanic Rocks ceous Yucheon Group 

Silla (Kiv) (K3) 
78土3Ma(GCl)

Series 
O념osan Fm. Lower Hayang Group Silla Group {Co} 

(Ksl) (K2) 

Age Haeinsa Granite Jurassic Da앙)() Granite Jurassic Daebo Granite 
unknown (Gh.ae) (.Jg) (.Jgr) 

Pre- pre- ‘ Gn잉sses Gneisses Archean Gneisses cam. camb. 

Abbreviations 띠 αn앙ltheses are shown in each g∞logical map. Isotope age: daù영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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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 결과와 혜석 5-3-2. 새로운 

가- 비계산 안산암 

시료명 |안산암 (시료 GCl)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78.1 :1: 3.0 Ma (후기 백악기 :C때때ni뻐) 
연대 해석 |분출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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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Map showing geology of the Gayasan area. Geol，맹y after Choi & 
Kwon(1970). l=ban(때 and grani않 gneisses; 2=porphyroblastic gneiss; 
3=Haeinsa Granite; 4=Odosan Formation; 5=biotite granite; 6=hornblende 
gr.때te; 7=andesi않s; 8=acidic dy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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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측정을 위해 선정된 시료(GCl)는 비계산의 남쪽 사면에 새로 확장 

된 거창-합천간 도로변에서 채취한 암흑청색의 결정질 안산암이며(사진 2), 

塊狀의 溶流(Iava flow)상태로 산출된다. 연대측정용 시료는 새로 깎아 낸 

노두 가운데에서 열영향올 받은 흔적이 전혀 없는 부분에서 채취하였다. 

그러나， 시료에서 약간 떨어진 주변 지역에서는 안산암 내에 국부적이나마 미 

약한 유화광물의 밀집현상이 눈에 띄며， 주변의 석회질암 노두에도 약한 열 

변질 증거가 인지되는 곳도 있다. 

이번에 처음으로 확인된 안산암의 K-Ar 전암연대는 78.1 :t 3.0 Ma로써 후 

기 백악기의 Camp없uan에 해당된다. 이 연대는 비계산-두무산-오도산 일대의 

화산암체의 용암분출 시기를 대표할 수 있올 것으로 판단된다. 

Photo. 2. Andesite lava flow(GC l) at Mt. Bigye near Geochang. K-Ar 
whole-rock age=78.1 ::t 3.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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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 구례지역의 안산암 

5-4-1. 져질 및 층서 분류상의 문채점 

전라남도의 구례-괴목-승주에 이르는 넓은 지역에는 선캠브라아기의 古期

변성암이 넓게 분포하며 백악기의 퇴적암과 응희암， 그리고 후기에 분출 또는 

관입한 안산암과 유문암이 분포한다(그림 10). 응회암과 화산암은 구례와 괴목 

일대에 각각 밀집되어 분포 한다. 

표 12는 각 지질도에서 분류한 이 지역의 층서계통을 비교한 표이다. 연구 

대상언 @응화암파 @화산암의 분류는 1:25만 지질도(전주도폭: 국립지질광물연 

구소， 1973)에서 는 @능주층군(Kne)과 @중성 화산암(Kiv)으로 각각 구분되 었 

으나， 한참 후에 조사된 1:5만 지질도(괴목도폭: 유환수 외， 1993)에서는 @백악 

가 의 퇴 적 암에 협 재되는 응희 암(Ktf)과 @퇴 적 암을 관입 한 안싼암(Kan)과 ￠’ 

퇴적암 위에 분출하였거나 안산암올 관입한 유문암(Krh) 둥으로 세분하였다(그 

림 10; 표 12). 구례 남쪽의 화산암체는 127" 3σ 파 350 10' 를 기준으로 求

禮-花開-河東-塊木 둥 4개의 1:5만 지질도에 걸쳐 분포한다. 

웅희암과 화산암의 지질시대는 모든 지질도에서 백악기로 분류되어 있올 뿐， 

동위원소 연대는 전혀 보고된 적이 없어 이번에 그들의 분출 및 관업활동의 연 

대를 측정하였다. 

5-4-2. 새로운 연대측정 컬과와 해석 

가. 구례 화산암책의 안산암 

시료명 오봉산 안산암 (시료 KRl)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68.1 ::t3.7 Ma 
(백악기 말~제삼기 초의 경계: Maastrichtian - Danian) 

」 연대 해석 관입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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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 남쪽 오봉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화산암체는 화개도폭(손치무 외， 

1964)에서는 안산암， 유문암， 웅회암， 火山짧層岩(화산각력암과 래피리 웅회 

암 둥) 둥을 모두 합께 오봉산층으로 묶어 쇄설성 퇴적암류인 金內里層의 

상위에 정합적으로 퇴적된 백악기 퇴적암으로 분류하였다. 그러나， 인접한 

지질도인 구례(홍숭호와 황상구， 1984), 괴목(유환수 외， 1없3) ， 하동(남기상 

외， 1989)에서는 웅회암， 안산암과 유문암을 각각 따로 분류하여 기재하였다 

(표 12). 

문척면 금정리 오용산 밑에서 백악기의 저색 Dt質岩을 관입한 암흑회색 

의 안산암(KRl)은 매우 신선하며 변질작용을 받은 징후는 전혀 보이지 않 

는다. 이 안산암은 전반적으로 주상 절리가 매우 뚜렷하게 발달되어 있다 

(사진 3a). 이번에 새로 측정한 K-Ar 전암연대는 68.1 :t3.7 Ma로써 이 안 

산암은 백악기 말에서 제삼기 초의 경계(Maas며chtian - Danian)에 일어난 

화산활동 시에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堆積期中에 분출한 웅회암 

(KR2: 81 :t 4 Ma) 보다는 훨씬 後期 훌物이다. 

나. 괴목 화산암책의 웅희암 

시료명 |안싼암질 웅희암 (시료 KR2)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 Ar 전암연대 181.3 :t 3.8 Ma (후기 백악기: Santo띠an-C때pan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연대측정을 실시한 시료(1않2)는 괴목 동쪽의 회룡리 일대의 백악기의 

사암-셰일의 上位와 역암의 下位에 협재된 암흑회색 안산암질 웅회암이다. 

이 웅회암 노두는 전체적으로 잘게 부서진 절리가 잘 발달되어 있으며(사진 

3b), 변질작용을 받은 징후는 전혀 인지되지 않는다. 

이번에 새로 측정한 K-Ar 전암연대는 81 :t4 Ma로， 역암이 퇴적되기 전 

인 후기 백악기 (Santn띠an-C때따uan)에 화산분출이 있었음올 지시한다. 

이 웅회암은 역암이 퇴적된 후에 분출 또는 관입한 안산암보다는 먼저 생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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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것이 분명하며， 괴목지역의 화산암체 중에서는 가장 오래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ble 12. Stratigraphic sequence of volcanic ro다‘s in the Gurye-Goemog 

area. 

G(lo:5e0I,@nOmE H(1a:5d0，oα~， H(1w:5oa,gma)e ( Gl:5u0I，αyme) ( j1:e2O50피，αIml) 
GMeoabpg oicfal 

Korea 

(You et al., 1993) 
(Nam et 띠.， (Son et al., (Hong & (GMllι 1973) (1(:K1l，IαgG@}A5，)αMm，) j } 

l앉휠) 1앉)4) Hwang, 1004) 

Quartz 
Po(IKIjq매P)Iy 

BG띠agmlgtsea Gneissose D.“lbo 
Jwa. aUmmMjgt)e Cret. Granite 

(Kgr) (jgr) 

Rh(Kyorhli)te Rh(Kyrohli)te 
Obong- I이1υAsKi‘ntld n”nt‘a•gm / 

Interme-
An때I띠desite diate Yucheon san 

V여canic G(IKm3)p 
Cret. 

(Kan) Andesite Fm. Rocks 
64:t3Ma(KR6l (Kan) (Meo) (Kiv) 
68:t4Ma(KR!l 

Conl(KmcIg)I·따e Cret. Cret. Cret. Cret. Cπt. HGaIYmanpg 

S어imen Geum-
NFe짧uqju 

(K2) 
Tuff 

R aαwks naen Shale 

8l t4(MKga()KR2) Fm. (K압j 
Y마heon 

(Ks) (M양) 
G(rKo3u)p 

Sha1e & SS 
(Ks) ‘ 

Amgke-I Leucocratic &aj‘m낀에jItsea Daebo 
Granite Cret Jtrra. Granite 

own (IJU) (Kbl{) (JI{T) 

Pre- ~;: I Gneisses 1=~IGneissesl ~ I Gneisses I!:.:;: I Gneisses I_~;: camb Gneisses I ~b.1 Gneis앙~ l~oIGneissesl~.1 Gn업S앙S αunb. G1Rigs Camb. GRiS앙~ 
wn 

Abbreviations in 맹renth않es are shown in 않.ch geological map. Isotope age: d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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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Map showing g∞logy of volcanic rocks in the Gurye area. Geol，앵Y 

mostly after You et al. (1993) and partly from Son et al.(1964), Hong & 

Hwang(1984) and Nam et 띠.(1얹웠). 1 =Precambrian gneiss complex; 

2= Leucocratic gra띠te(Jurassic?); 3=Cretaceous s어iments; 4=Cretaceous 

volcanics(a=tuff; b=andesite; c=rhyolite); 5=Cretac∞us gra피te; 6=Cretaceous 

quartz porphy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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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괴목 화산암체의 안산암 

시료명 |안산암 (시료 KR6)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64.1 i:2.9 Ma (제삼기 팔레오세 Danian-S리andian) 
연대 해석 j관입연대 

승주 북쪽 바랑산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암흑록색의 안산암(KR6)은 매우 

신선하며 변질작용의 증거를 전혀 나타내지 않는다. 암상은 치밀하고 균질 

하며 반정을 보이지 않는다. 

이번에 새로 측정한 K-Ar 전암연대는 64.1 i: 2.9 Ma로써 제삼기의 팔레 

오세 (Danian - Selandian)에 일어난 화산활동 시에 생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그러나， 괴목쪽(KR6: 64 i:3 Ma)과 구례쪽(KR1: 68 i: 4 Ma)의 두 안산암의 

연대를 각 화산암체의 안산암 생성시기로 볼 수도 있기만， 두 연대가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일치하므로 이들의 평균 값인 66 i:3 Ma를 두 화산암체의 

관입시기로 설정하는 것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본다. 

a b 
Photo. 3. (a)Andesite(KRl) from Mt. Obong, southem Gurye: K - Ar 

whole-rock age=68.1 i:3.7 Ma; (b}Andesitic tuff(KR2) from eastem 
Goemog: K-Ar whole-rock age=81.3 i:3.8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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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4-3. 구혜져역의 화싼암의 연대층서 

퇴적암의 중간에 산출되는 웅회암(KR2)의 분출시기는 81 :t4 Ma이다. 

구례암체의 안산암(KIU)은 68 :t4 Ma이며 괴목암체의 안산암(KR6)은 64 :t 

3 Ma로써 두 안산암의 관입시기는 평균 66:t3 Ma이다. 따라서 웅회암의 

下位에 놓이는 셰일 및 사암의 퇴적시기는 적어도 웅회암이 분출하기 이전 

(>81 Ma)이어야 한다. 한편 웅회암의 上位에 놓아는 역암의 퇴적시기는 

적어도 웅회암 분출되고 나서 안산암에 의하여 관입당하기 前인 8100만년에 

서 6600만년 前으로 한정된다. 지역 전반에 걸쳐 가장 후기에 작은 규모로 

관입 또는 분출한 유문암의 생성시기는 적어도 안산암의 생성시기 (66 Ma) 

以後임이 확실하다. 

5-5. 여 수반도의 화산암 

5-5-1. 져질 몇 층셔 분류장의 문채점 

여수반도는 영남육괴와 경상분지의 경계부에 해당하는데，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화산암이 산출하지만(그림 11a. 11b) 지금까지 보고된 동위원소 연대는 순 

천 부근의 안산암질암에 대한 K-Ar 전암연대 (80 :t 2 Ma: 민경덕 외. 1988) 하나 

뿐이며， 보고자료가 全無한 상태이다. 

여수반도에 분포하는 화산암류(그림 11a)는 북위 340 50’를 기준해서 북쪽의 

순천-광양지역은 1:5만 지질도 광양(박희인 외， 1989), 순천(이민성 외， 1잃9)， 남 

해(장기홍 외， 1않~) 도폭얘 그 충서가 잘 세분되어 있으며， 세 도폭의 조사 시 

점도 같아서 도폭꺼리 분류도 서로 잘 비교된다. 그러나， 북위 34’ 50’ 이남의 

여수반도와 돌산도 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그림 11b)는 아직도 1:5만 축척으 

로 발간되지 않은 채로 남아 있으며 1:25만 지질도(여수도폭: 국립지질광물연구 

-49-



소， 1973)에서 훌훌州層群과 산성 및 중성 화산암류로 크게 묶여져 있다. 

표 13에는 각 지질도폭끼리 화산암의 충서를 서로 비교하였다. 이번 연구에 

서는 이 광범위한 여수반도 전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화산암의 생성연대를 빠짐 

없이 체계적으로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교란되지 않은 생성연대를 지시할 수 있 

는 새로 노출된 신선한 시료 가운데에서 대표시료를 선택하여 연대측정올 실시 

하여， 연대총서의 기준올 제시하였다. 

Table 13. Stratigraphy of volcanic rocks in the Yeosu Penins띠a. 

Sm(l:l5c0.hαemm)l G찍짧歸Fng Namhae Yeosu Geologica1 Map 

(1:50，α:xl) (1:강iO，OOO) of Korea 

<Lee et aL, 1않웠) (Park et 따， 1잊휠) (Chana' et aL, 1않19) (GM표‘， 1973) (}Q (1G:1A.αMm- α ll앉9})5) 

Wol따앙i 

A(Kndweasnit)e 

Suamsan Suamsan Acidic Volcanic 
R(hj SoIhlit)e R(hKs oIlhitJe R(kaiVks) 

없W리l(lK hepdWw원t T)uaffI , I BM@edaehdwa Tgugn 
(KPwt) 

lAo(IIKy1&agsmimit)eg 
IAm(nky&eadsOitn)eg Intem뼈. Vol. 

Rα:ks (Kiv) 

55::!:: 2Ma(YS2l 59::!:: 2Ma (YS7l 

WCReh(lhKdeeoc odmRlis Tt)aiclnlIf 

62::!:: 3Ma (YS8l YGl(imcKh3uel)Don 
63土3‘Ia (YS10l 

Cret. 67::!:: 3Ma (YS13l 

Cret. Seon‘hKasgtrIi) Fm. 

se.魔Ksgg)Ii
Cπt. Cret. Cret. 

Neu總￡m뼈 

S피(SFK@mShn.)gh Sin(sFKemSohn.)gIi F SinnLs‘g (Kn혜!hl 
‘ 

U(nAKgIub1&mansνjglbtgae)n 
U(nAKgnu뼈daenns/galtgbe)n 

U맹A(nKb(utana혀ngt)gen 
51 ::!::3Ma(YSlll 
67::!::3Ma(YS4l 

Hasa(1&dmi1gj Fm 

Sill U(aKmsg2 m)·m Hqa월%빨Illl 

lAGWImerp N (얘“~ sUm(IKd11]mUlPNg

웰.1 Gneisses 
Pre- Gneisses 

pre-
Gneisses 

pre-
Gneisses camb. camb. camb. 

Abbreviations in parenth않es are shown in 않ch geological map. Isotope age: datc:영 in 
this study. 

-50-



VI 

340 50’ 

6 12 
1""""""""',',',1 

5 關짧總 11 짧 

4. 10 텔 

3 麗
~.'， .，~-~ 

9 ~.~.，~.~.~ 

v’!, -”,-, ’’*‘ 

2 題 8 

“ "'fT,.. “a~ 
1 텐평 7 

34 0 50’ 
1270 30’ 1270 45’ 

Fig. 11a. Map showing geology of volcanic rocks from the Suncheon-Gwangyang area , northern Yeosu Peninsula. 
Geology modified 'from Park et al.(1989), Lee et al.(1989) and Chang et al.(1989) . l=Prec없nbrian gneiss complex; 

2=Cretac∞us sediments(Hasandong Fm.); 3-9=Cretaceous volcanic rocks(3=Ungbangsan Andesite; 4=Sinseongri 

Fm.; 5=Seonhagri Tuff; 6=JOIyedong Andesite; 7=Bonghwasan Welded Tuff; 8=Suamsan Rhyolite; 9=Wolnaeri 

Andesite); lO=Cretaceous dioritelquartz diorite; 11 =acidic dyke; 12=alluvium. 



5-5-2. 새로운 연대측정 컬콰와 혜석 

가. 여수반도 북부(순천-광양지역) 

시료명 안산암질 웅희암(웅방산 안산암: 시료 YS4)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67.4:!: 2.6 Ma 
(백악기 말~제삼기 초의 경계: Maas띠chtian - Dan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소위 薦행山 안산암은 주로 웅방산올 중심으로 넓게 분포하며(그림 lla) 대 

부분 저색 (purple) ， 녹회색 또는 암회색 안산암이며， 관업 또는 분출상으로 산출 

된다. 부분적으로 안산암질 각력암과 웅희암으로 산출되는 경우도 흔하다. 시 

료 YS4는 웅방산의 남쪽 약 1 km 지점에 산출되는 녹회색의 안싼암질 웅희암 

인데， 안산암질 역올 많이 함유한다(사진 4a). 

웅방산 안산암은 지질충서상으로 가장 하위에 해당되므로， 그 연대는 이 지 

역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활동의 시기를 제시할 것으로 기대된다. 이번에 새로 

측정한 K-Ar 전암연대 (67:!:3 Ma)에 근거하면 순천지역에서 첫 안산암질 웅 

회암은 백악기 말파 제삼기 초의 경계(Maastrich피an-Danian)에 분출하였 

던 것으로 해석된다. 

시료명 |안산암(조례동 안산암: 시료 YS2)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54.5:!: 2.3 Ma (제삼기의 초기 에오세: Ypres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照훌洞 안산암은 순천에서 남쪽의 여수반도 쪽에 이르기까지 넓은 지역에 

걸쳐 지형적으로 비교적 높은 곳에 분포한다(그림 lla). 웅방산 안산암， 新城里

層， 仙題里 응회암올 嘴出狀으로 덮고 있다. 웅방산 안산암(YS4)의 생성연대가 

67 :!: 3 Ma인 점을 고려하면 이 조례동 안산암의 생성연대는 적어도 백악기 

이후인 제삼기로 예상된다. 

강
 



조례동 안산암의 대표시료(YS2)는 암자회색올 띠며 반정이 없으며 매우 균 

질하고 치밀한 암상올 가진다. 이번에 측정한 K-Ar 전암연대 (55 :t 2 Ma)는 

제삼기의 초기 에오서11 (Ypresian)에 해당한다. 이 연대는 예상 밖으로 젊은 

편이지만， 시료를 지반조성공사 중에 새로 노출된 매우 신선한 노두에서 채취 

하였으며(사진 4c) , 변질작용 등의 증거가 전혀 없는 점으로 보아 이 연대는 원 

래의 생성연대로 해석된다. 

Photo 4. Volcanic rocks from the Suncheon 때d northem Yeosu 
Peninsula. (a)Andesitic tuff(YS4) of the Ungbangsan Andesite: K - Ar 
whole-rock age=67.4:t 2.6 Ma; (b)Andesitic breccia(YS3) of the 
Ungbangsan Andesite: Stable isotope was analyzed for ch끄se-혜cite( ’'C" 

in photograph)(see analytical data in Table 5); (c)Joryedong Andesite 
(YS2): K-Ar whole-rock age=54.5 :t2.3 Ma; (d)Basalt(YSU) in 
Ungbangsan Andesite: K-Ar whole-rock age=50.5 :t2.6 Ma. 

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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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여수반도 동부 

시료명 |현무암 (시료 YSll) 
문채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50.5 ::!:::2.6 Ma (제삼기의 중기 에오세: 않rly Lutetian) 
연대 해석 !생성연대 

여수반도 동부인 여천시 적량동에 산출되는 현무암질암(YSll)은 웅방산 

안산암으로 기재되어 있는 지역에 위치한다(그림 lla). 이 현무암은 암청록 

색을 띠며 암편이나 반정이 전혀 없는 매우 균질하고 치밀한 괴상의 암체로 

서(사진 4{I), 30 m 이상의 분출상으로 산출된다. 새 로 측정된 K-Ar 전암 

연대는 51::!:::3 Ma로 예상 밖으로 젊은 값이다. 

이 시료의 주변에는 국부적으로 가늘게 주입된 석영맥을 따라 녹염석화 

(epidotization) 된 변질대가 형성되어 있는 곳도 있으나， 연대측정을 실시한 

시료는 변질부를 완전히 피해 신선한 부분에서 채취하였으므로 연대의 리셋 

팅 가능성은 거의 없다. 따라서， 이 연대는 칼크-알차리 현무암의 생성연대’ 

로 해석할 수 있다. 

다. 여수반도 남부 

시료명 |대사이 E (시료 YSI0) 
문채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63.2::!:::2.7 Ma (제삼기 초의 팔레오세 Danian-S리and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여수반도의 남쪽 끝에 산출되는(그림 llb) 암회색의 대사이트질암(YSlO)은 

약 1-2 mm 안팎의 균절한 크기의 장석반정올 가진다(사진 5ú 부분적으로 

반정이 없는 부분도 있으며 암석의 색깔이 녹회색 또는 암갈색으로 변한 곳도 

있다. 이 시료는 전혀 풍화받지 않은 새로운 노두이며 변질받지 않은 증거는 

일체 없다. 따라서， 이 대사이트는 제삼기 초의 팔레오세 (63::!:::3 Ma)의 화산 

활동의 塵物로 해석된다. 이 시기는 여수반도 북부의 웅방산 안산암(YS4: 

õl ::!::: 3 Ma)의 분출시기와 오차범위 안에서 유사하다. 

-54-



시료명 현무암질 안산암 (시료 YS13)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57.0 :t3.3 Ma K-Ar 전암연대 
(백악기 말~제삼기 초의 경계 Maas미chtian - Dan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여수반도에는 넓온 지역에 걸쳐 도처에 현무암질 안산암이 분포한다. 대표 

시료는 여천군 소라면에 분포하는(그림 llb) 암흑록색의 괴상 현무암질 안산암 

(YS13)언데， 암상은 반정이 없고 매우 균질하며 지밀하다(사진， 5b). 이번에 측 

정한 현무암질 안산암의 연대(67 :t 3 Ma)는 북쪽의 순천시 일대에 분포하는 

웅방산 안산암(YS4)의 분출연대(67 :t 3 Ma)와 같은 시기로 밝혀졌다. 그러 

므로， 백악기 말과 제삼기의 경계 (Maastrichtian - Danian)에는 여수반도의 

북쪽에서 납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 안산암질암이 분출되었음을 

알수 있다. 

라. 돌산도 지역 

시료명 |안산암질 웅희암 (시료 YS7)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59.1 :t 2.3 Ma (제삼기의 후기 팔레오세 Sel뻐d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톨산도(그림 llb)에는 전체적으로 매우 불균질하고 流動構造를 선명하게 

보여주며 크기가 매우 다양한 角傑을 함유하는 안산암질 짧岩流가 도처에 

산출한다. 이러한 각력질 안산암(사진 5c) 중에 각력과 암편이 없는 균질한 

녹회색의 안산암질 부분에서 채취한 안산암질 웅회암(YS7)의 K- Ar 전암연 

대는 59.1 :t2.3 Ma로 나타났다. 이 연대에 근거하면 돌산도의 안산암질 웅 

회암의 원래 분출시기는 백악기가 아닌 제삼기의 후기 팔레오세(S려andian) 

이었던 것으로 확인되었다.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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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llb. Simp따ied ge이ogy of the southern Yeosu Pe띠ns버a(after GMIK, 
1973). 1 =Cretaceous sediments; 2=Cretaceous intenn어iate volcanics; 
3=Cretaceous acidic volcanics; 4=Cretac∞us granì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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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5. Volcanic rocks from the southem Yeosu Peninsula and 
Dolsando 따ea. (a)Dacite(YS10): K-Ar whole-rock age=63.2 :t 2.7 Ma; (b) 
Basaltic andesite(YS13): K-Ar whole-rock age=67.0 :t3.3 Ma; (c)Andesitic 
tuff(YS7): K-Ar whole-rock age=59.1 :t2.3 Ma; (d)Andesite(YS8): K-Ar 

whole-rock age=62.2 :t 2.9 Ma. 

시료명 안산암 (시료 YS8)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62.2 :t 2.9 Ma 
(제삼기의 팔레오세 late Danian-얹rly Seland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시료 YS7의 북쪽 6km 지점에 분포하는(그림 llb) 안산암(YS8)은 전체 

적으로 암록회색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자회색을 띤다. 암상은 매우 균질하 

고 괴상이나 산출상태는 확실하지 않다. 주변에는 후기에 1-2 cm 폭의 석 

영맥의 관입이 확인되지만， 시료 YS8은 변질작용을 전혀 받지 않고 매우 균 

질하고 신선한 안산암이다(사진 5d). 이번에 측정한 K-Ar 전암연대(59.1 :t 

2.3 Ma)는 안산암의 원래 생성연대로 해석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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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4. Chronostratigraphy of volcanic rocks from the Yeosu

Goheung-Jangheung area. 

Period Epoch Age Ma Chronostratigraphy 

36.5 

L Priaborùan O Boseoug Bas퍼t(37 :t2Ma): GH9 

40.0 

B따m띠an 

43.6 

M 

Lutetian 
Eocene 

P려eo .Yeosu Bas퍼t(51 :t3Ma): YSll 
gene 52.0 

.Joryedoug Andesite(55:t2Ma): YS2 
E Ypresian QGoh앙mg Andesite(56土퍼\，Ia): GHl 

57.8 
.Dol융ndo Andesite(59:t2Ma): YS7 

Paleo- L Selandian .Dolsando Andesite(62:t3l1.1a): YS8 

cene 63.6 .Yeosu Ðacite(63:t3 Ma): YSIO 

E D때an OJaugheung Buyougsan Andesite(65 :t3ll.la): JHl 
66.4 

.Ungbang앓n Andesite(õl土3lI.Ia): YS4 

Maasσ1- .Yeosu Bas퍼tic Andesite(67 :t;lMa): YS13 

야ltian ONaenarodo Andesite(70:t3ll.la): GH4 
Creta-

Late ceous 
74.5 

Campa띠an 
84.0 

.Sunch∞n-Yeosu Peninsula; OG이leuIJg Penins버a-Boseong-]angheung. 

5-5-3. 여수반도의 화산암 연대층셔 

표 14에는 남해안의 여수반도(그림 11a, 11b)-고홍반도(그림 12a)-보성지 

역(그림 11b)-장흥지역(그림 12c) 일대에 분포하는 화산암에 대하여 이번 연 

구에서 측정한 연대를 함께 정리하였다. 여수반도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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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웅방산 안산암(시료 YS4)의 연대는 67 ::t3 Ma이며， 가장 젊은 연대는 동 

부의 여천시 적 량동에서 산출되는 현무암(YSll: 51 ::t 3 Ma)에서 주어진다. 

층서상으로 이들 두 上下限의 중간에 해당되는 조례동 안산암의 연대는 55 

::t2 Ma이다. 

따라서， 이틀 연대 측정치를 기준으로 삼고， 연대측정치가 없는 지질단위 

의 생성연대의 구간올 젤정하면 다음과 같다. 웅방산 안산암과 조례동 안 

산암의 사이에 놓이는 신성리충과 선학리 웅회암의 생성연대는 67 Ma와 55 

Ma 사이로 제한된다. 조례동 안산암보다 뒤에 생성되었고， 이 지역에서 가 

장 후기 산물인 현무암의 前期로 판단되는 峰火山 溶結蘇1iR.岩， 水岩山 유문 

암과 月內里 안산암 둥은 적어도 55 Ma와 51 Ma 칸으로 설정할 수 있다. 

여수반도의 북부인 順天-光陽지역의 웅방산 안산암(YS4: 67 ::t 3 Ma)과 

여수반도의 현무암질 안산암(YS13: 67 ::t3 Ma)은 동일 시대에 생성되었으며， 

高興지역의 內羅老島 안산암(GH4: 70 ::t 3 Ma)과 거의 유사한 시기의 산물이 

다. 突山島의 안산암(YS8: 62 ::t 3 Ma; YS7: 59 ::t 2 Ma)은 長興지 역 의 英春

山 분출암류의 안산암(JIU: 65 ::t3 Ma)보다는 약간 후기 산물로 밝혀졌다. 

순천지역의 조례동 안산암(YS2: 55 ::t 2 Ma)의 연대충서는 고홍반도의 안산 

암(GH1: 56 ::t3 Ma)에 잘 對比된다. 

5-6. 고흥반도 및 I효성-장흥지역의 화산암 

5-6-1. 지질 몇 층셔 분류장의 문제점 

전라남도의 남해안에는 영남육괴와 경상분지의 경계부를 따라 高興半島(그 

림 12a), 寶城-會훌지역(그림 12b) 및 長興지역(그림 12c) 일대의 광범위한 지역 

에 시대불명인 화산암이 매우 넓게 분포한다. 

m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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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1옳좋繼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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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a. S따lplified g∞logy of the Goheung Pe띠ns띠a(따ter GMIK, 1973). 
1=안'ecambrian gneisses; 2=Cretaceous s어iments; 3=Cretaceous 띠tenn어iate 

volcanics; 4=Cretaceous acidic volcanics; 5=Cretac∞us granite; 6=Cretaceous 
porphyry; 7=머luv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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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고홍반도에는 산성 화산암이 절대적으로 우세하게 산출되며(그림 12a), 

아직까지 1:5만 져철도가 발간되지 않아， 화산암은 1:25만 지질도(옥포 도폭: 국 

립지질광물연구소， 1973)에서 싼생화싼암과 중성화산암으로 크게 묶여져 있다. 

2) 보성져역에는 독렵적인 화산암 복합체가 형성되어 있는데(그림 12b), 1:5 

만 지질도(강진도폭: 황언전과 정창순， 1앉)8)에서는 lt所홉岩，It所層， 筆홉유 

문암， 客山里 용암， 五홉山 zt력철 응희암， 道村里 유문암， 美옳山 분출암류 

로 세분되어 었다. 

Table 15. Stra디graphic sequence of volcanic rocks ih the Goheung 
Peninsula and Boseong-Jangheung area. 

B(o1:s50tm，αmn)g 탠많없띤 Mogpo Geological Map of 

(1앙50，α)()) Korea (1 :1 ，αlO，α)()) 

(Hwang and Jong, 1앉었) (C따ng ar엄 Kim, 1967) (GMIK, 1973) (KIGAM， 1잊)5} 

AB디asCUicc D DyYkkee ( aBdd)) h AI@cnkkIxt DY mkeke (A (dId)) 

많얀 Gran여iorite (GD) Diorite (Kpl(dl) BG띠r밍anllgtesa Biotite Gra피te(BG} 
G AAalgmα@ga (MnnGlC) BuIgugUKsab Grailte 

g) (Kgr) 

BEuxyno1nlsgivseans 
Cret. 

(6C5b±,l3) 
Intermediate 

BEIcIaY@1lSgvgens Ma Volcanic Rocks 
(Cby) (JH1) (Kiv) 

(Cby2) 

(Cysl) Acidic Volcanic Yucheon 
Doclmn(ICid R)hyolite E Yxonn1gissimveis 

((CCyyss23)) 

Rocks (Kav) 
G(mK3u)p 

Cret. 
Cret 

Middle Brg Oxbiankgdsa TUB 
Neun(gKilnle G)mup 앙ì:!:3Ma 

Cret. (GHl) 
(Cob) 

70:!:3Ma 
Gaegsanri F10w In야rmediate (GH4) 

Volcanic Rocks (Cgd) (Kiv) 

n짧Y따& Acidic Volcanic 
Rocks (Kav) 

S∞nso Fm. (Csn) Neun(gKjune G)mup 

Se。ng C(C@$Ig)kmgaie 

Pre- Gneis앙잉S Gneisses Gn잉S앙!s 앓I~.I G뼈sses I camb. 

Abbreviations in 야표mthe흥!s 따e 양lOwn 피 &왜1 geological map. Isotope age: dated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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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장홍져역의 화산암류는 강진도폭(장기홍과 김기태 19(7)에 넓게 분포하 

는 龍핍里 및 훗餐山 분출암류가 대표적 이다(그림 12c>. 

표 15에는 고홍반도， 보성， 장흥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의 충서분류를 대비 

하였다. 화산암의 지질시대 분류는 단순히 백악기로 추정되어 있으며， 보성지 

역에서는 백악기 중부의 경상계로 분류되어 있올 뿐， 지금까지’동위원소 연대는 

일체 보고된 것이 없는 상태이다. 이번 연구에서 화산암의 생성연대를 빠짐 없 

이 규명하기는 어렵지만， 교란되지 않은 생성연대를 지시할 수 있는 신선한 시 

료 중에서 대표시료를 우선적으로 선돼하여 연대측정 결과를 제시하였다. 

5-6-2. 새로운 연대측정 컬콰와 혜석 

가-고홍반도 

시료명 |안산암 (시료 GHl)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55.7 1: 2.8 Ma (제삼기의 초기 에오세: 않rlv Ypresian) 
연대 해석 |용류(짧流) 시기 

고홍반도의 동부인 영남면 양사리에 짧流狀으로 산출되는 암록희색의 안산 

암(GHl)은 암편이나 반정올 전혀 함유하지 않는 균질환 암상올 보이며， 풍화작 

용이나 변질작용올 전혀 받지 않은 신선한 시료이다(사진 6a). ‘ 이 안산암 용암 

의 상위에는 산성 웅회암이 덮혀 있는데， 이 산성암온 열변질의 증거를 드러내 

고 있음에 유의하여야 한다. 이 안산암의 연대(56 1: 3 Ma)는 제삼기의 초기 

에오세(얹rly Ypresian)에 짧岩의 흐름의 시기를 지시한다. 

나.나로도 

시료명 |안산암 (시료 GH4)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169.8 1: 3.3 Ma (후기 백악기: Maas마chtian) 
연대 해석 |분출 시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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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홍반도의 남동 쪽에 있는 內羅老島에 慣出狀으로 산출되는 암록회색의 안 

산암(GH4)은 2 mm 안팎의 반정올 함유하는 균질한 암상올 가지는 결정질 안 

산암이다. 이 시료는 새로 절개된 노두로부터 채취한 변질작용올 전혀 받지 않 

은 신선한 시료이다(사진 6b). 이 안산암의 연대 (70 ::t 3 Ma)는 후기 백악기 

(Maasσichtian)에 일어난 화산분출의 시기를 지시한다. 

Photo 6. Volcanic rocks from the Goheung Peninsula and Bos∞ng

Jangheung area. (a)andesitic lava flow(GH l): K-Ar whole-rock age=55.7 
::t 2.8 Ma; (b)andesite(GH4): K-Ar whole-rock age=69.8::t 3.3 Ma; (c) 
basalt(GH9): K-Ar whole-rock age=36.7 ::t1.8 Ma; calcite phenocrysts was 
analyzed for stable isotope(see data in Table 5); (d)andesite(JHl): K-Ar 

whole-rock age=65.4::t 2.7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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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b. Geological map of the Boseong area(after Hwang and Jong, 1968). 
1=Precambrian gneisses; 2=Seonso Conglomerate; 3=Seonso Fm; 4=Pilbong 
Rhyolite; 5=Gaegsanri Flow; 6=Obongsan Brecciated Tuff; 7=Dochonri 
Rhyolite; 8= Buyongsan Exσusives; 9=biotite gr.때te; lO=basic dyke; l1=acidic 
dyke; 12=alluvium. 

다.보성져역 

시료명 현무암 (시료 GH9)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채삼기 에오세~올리고세 경계: Priabonian - Rupel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J 
보성지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는 하위로부터 훨봉유문암， 객산리 용암， 오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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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각력질 웅회암， 도촌리 유문암， 부용산 분출암류로 세분되어 있다(황인전과 

정창순， 1968). 시료 GH9는 회천면 화죽리에 분포하는 부용산 분출암류 내에 

관입상으로 산출되는 암록희색의 현무암이다. 암편이나 반정올 전혀 함유하지 

않아 균질하고 치밀한 암상올 보이며， 풍화작용이나 변질작용올 전혀 받지 않은 

신선한 시료이다(사진 6d. 

이 현무암 관업체의 연대(37 :t 2 Ma)는 후기 제삼기의 에오세와 올리고세 

의 경계에 해당한다. 시료의 신선함을 고려하면 이 연대는 원래의 생성연 

대로 해석되어야 마땅하지만， 예상 밖으로 젊은 값임에 유념헤야 할 필요가 

있다. 장홍지역에 분포하는 부용산 분출암류(JHl)의 분출연대가 65 :t3 Ma 

인 점을 감안하면， 이 현무암은 훨씬 후기에 岩服狀으로 관입하였던 것으로 

판단되나， 한반도에서 이 시기에 화산활동이 결여된 점(신성천파 진명식， 

1995)을 고려하면 그 결과의 재검증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라-장홍지역 

시료명 안산암 (시료 JH1) 
문제점 연대불명 (백악기로 추정) 

K-Ar 전암연대 65.4:t2.7 Ma 
(백악기 말 채삼기 초: Maastrichtian - Danian) 

연대 해석 분출연대 

장홍지역의 화산암류는 용소리 분출암류와 부용산 분출암류로 대표된다(장 

기홍과 김기태， 1967). 시료 JH1은 장홍군 용산면 하금리에 산출되는 부용산 

분출암류 가운데 암록희색 안산암으로서， 암편이나 반정올 합유하지 않으며， 풍 

화 및 변질작용의 징후를 보이지 않는 매우 신선한 시료이다(사진 6d). 이 안 

산암의 연대(65 :t 3 Ma)는 후기에 교란되지 않은 원래의 생성연대로 해석된 

다. 즉， 부용산 분출암류는 백악기 말과 제삼기 초에 일어난 화산분출의 산 

물로 밝혀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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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c. Geological map of the Jangheung area{따ter Chang and Kim, 1967). 
l=Precambrian gneisses; 2=Yongsori Extrusives{a=autoclastic rhyolitic 
breccia, tuff and flow; b=rhyolitic lapilli tuff and rhyolitic tuff; c=rhyolite); 
3=Buyongsan Extrusives{trachyandesitic lapilli tuff, welded tuff and flow); 
4=plutonic rocks{a=micrographic gra띠te; b=gran여iorite); 5=dykes{a=acidic; 

b=intermediate); 6=allu띠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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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6-3. 고홍반도 맞 보생-짱홍져역의 화산암 연대층셔 

고홍반도 및 보성-장홍지역에 분포하는 의 화산암 가운데， 이번 연구에 

서 규명된 동위원소 연대를 지질시대 순으로 정리하면 앞의 표 14와 같다

이 지역에서 가장 오래된 화산암의 연대는 고홍반도의 동남부에 위치한 內

羅老島의 안산암(시료 GH4)의 70 ::t3 Ma이며 가장 젊은 연대는 보성지역의 

부용산 분출암류 분포지역의 현무암(시료 GH9)의 37 ::t 2 Ma이다. 장흥지역 

의 부용산 분출암류의 안산암(JH1: 65 ::t 3 Ma)과 고홍반도의 안산암(GH1: 

56 ::t3 Ma)은 연대층서상으로 이들 두 上下限의 중간에 해당된다. 

내나로도의 안산암(GH4: 70 ::t 3 Ma)은 순천지 역 의 웅방산 안산암(YS4: 

67 ::t 3 Ma)이나 여수반도의 현무암질 안산암(YS13: 67 ::t 3 Ma)과 거의 같은 

시기에 생성되었으며， 장흥지역의 부용산 분출암류의 안산암(]H1: 65 ::t3 

Ma)이나 돌산도의 안산암(YS8: 62 ::t 3 Ma; YS7: 59:!: 2 Ma)보다는 약간 前

期의 산물이다. 고홍반도의 안산암(GH1: 56:!:3 Ma)의 연대층서는 순천지 

역의 조례동 안산암(YS2: 55 ::t 2 Ma)에 잘 대비된다. 

5-7. 장수지역의 각섬암 

5-1-1. 져질 및 문제점 

전북 長水都 장수읍의 남쪽에는 선캠브리아기 편마암과 이를 관입한 중 

생대 화강암류가 넓게 분포하는데， 영남육괴에서 옥천대 쪽을 향해서 NWW 

방향으로 3개의 각섬암(角閒岩， hornblendite)이 南原市 阿英面(]S1)， 장수군 

번암면(]S2)과 鎭安짧 白雲面(]S3)에 암주상으로 관입해 있다(그림 13). 

1:25만 지질도(전주도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3)에는 남원시 아영면의 

렌
 



4 

암체(JSl)만 빽악기 의 중성 빛 염 기성 심 성 암류(KpI)로 분류하여 반려 암 

(gabbro)으로 기재되어 있을 뿐이다. 이후 조사된 1:5만 지질도 오수도폭 

(김규봉 외， 1983)에서는 JS2와 JS3 두 암체는 모두 시대미상의 각섬암 

(hornblendite)으로 기재하였으며， 이들 중 옥천대와 경계부 쪽에 선캠브리아 

기의 편마암과 변성퇴적암과 접해 있는 가장 북서쪽 암체OS3)는 So et 

al.(1988}의 Rb-Sr 전암-각섬석 연대(228 :t 10 Ma)에 근거하면 트라이아스 

h4a:-:-:-:-:-:-: ‘:‘ 

3[3 

2~ 

1口

1270 30’ 12~35’ 

Fig. 13. Geological map showing distribution of hornblendites from 
southeast밍n Jangsu 따ea. G∞logy s따lplified af않 Kim et al.(1970} and 
Kim & Choi(1앉갱}. 1= Precan1brian gneisses; 2=metas어iments; 3=Meso∞ic 

granites; 4=hornblend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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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암체로 알려졌다. 그러나， 동경 127" 30’ 의 동쪽에 있는 암체(JSD는 

함양도폭(김규봉파 최위찬 1993)에서 쥬라기의 각섬암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러나， 1:100만 지질도(한국자원연구소， 1995)에는 JS1와 JS2 두 암체만 기 

재되어 있는데， 심성암이 아닌 고생대의 염기성 화산암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장수지역의 각섬암은 생성연대도 확실하지 않을 뿐 아니라， 

암석 분류 자체도 지질도에 따라 다르므로， 이번 연구에서 이들의 야외 산 

출상태를 확인하고 생성연대를 제시하여 충서상의 위치를 셜정하고자 한다. 

Table 16. Stratigraphy of amphibolite and hornblendite in the southern 

Jangsu 하ea. 

Osu 
(Km H1(1 &a3m0 CY.hαaomni， g) 1993) 

(1 J:잉eo0n，αjum) Geological Map of Korea 
(1 :50，α)()) K (I1G:1A，αMm，，α)()) 

(Kim et al., 1970) (GMIK, 1973) (KlGAM, 1995) 

Homblen-
Cret. Gabbro Age- dite 

(hb) (Kpl(g)) 
unkn 
own Foliau화 

Daebo 
Granite 

Gran여iorite 
Jura- Homblen-

Jura- (Jp;) Daebo Granite dite Jurassic 
Jura- Namwon SSIC (Jhb) SSlC Gneissose (Jgr) 
SSIC Granite Granite 

(Jgr) (Jgng) 

Foliated GD 
(TRfdi) 

Tria-
HG hJahRa(πT엉nn (yg쩌RITusahmRuny$gmg G g1안) G)RIdR) 

Triassic Granite 
SSIC (Tgr) 

Paleozoic Paleozoic 
(Ordovi- Basic 
Clan- Volcanic Rocks 

Devonian) (PALv) 

Age-
unkn 

Gneiss/ own Gneisses Pre Gneisses Pre- Precamb. Gneisses 
끊r camb. camb. Schist 

camb. 
Abbreviations in parentheses are shown in each geological map. Isotope age: dated in 
this study. GR =Granite; GD=Granodi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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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7-2. 새로운 연대측정 컬과와 해석 

가. 남원시 아영면 암체 

시료명 각섬암 (시료 JS l) 
문제점 연대불명 (쥬라기로 추정) 
K-Ar 21O ::!::9 Ma 

각섬석연대 (E 라이스기 말~쥬라기 초: Norian - Sinemurian) 
연대 해석 準관입 연대 (관입 직후 5OO"C 이하의 초기냉각 연대) 

이 암체(JSl)는 중생대의 저반상 화강암(함양 화강암)을 관입해 있는 심 

성암체이다. 각섬석은 中함質이며， 결정형이 불규칙적인 점이 특징적이다 

(사진 7a). 

이 각섬석 연대 (21O ::!::9 Ma)는 암체의 관입연대를 지시하지는 않으나， 관 

입·정치 후에 초기에 5OO 0C 等溫線 이하로 急쁨하였을 때부터 경과된 연대 

를 뜻한다. 이 암체는 변질작용을 전혀 받지 않은 것으로 보아， 이 연대는 

관입 후， 지금까지 K-Ar 각섬석 연대에 교란을 줄 정도의 ‘지질학적 사건은 

겸지 않은 것으로 해석된다. 이 암주는 규모가 매우 작아 초기 냉각속도가 

매우 빨랐을 것으로 가정되므로， 이 각섬석 연대는 거의 관입연대에 가까울 

것으로 판단된다. 그러나 엄격하게 말해서 실제 관입연대는 각섬석 연대 

(21O ::!::9 Ma) 보다는 약간 더 前期임인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말(예컨대 

Carnian 정도)로 추정 된다. 

이 암체(JSl)의 K-Ar 각섬석 연대와 진안군 백운면 암체US3)의 Rb-Sr 전 

암-각섬석 연대 (228::!:: 10 Ma: So et 띠.(1988)는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두 암 

체의 관입시기는 매우 근접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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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7. (a)Hornblendite(]S l) at Ayeong-myon, Namwon: K-Ar 

hornblende age=21O ::!::: 9 Ma; (b)Hornblendite(jS2) at Beonam-myon, 
]angsu-gun: K-Ar hornblende age=274 :t l0 Ma. 

나. 장수군 번암면 암체 

시료명 각섬암 (시료 1S2) 
문제점 연대불명 
K-Ar 274 :t1O Ma 

각섬석연대 (초기 페름기 :S와unarian-Aπinskian) 
연대 해석 준관입 연대 (관입 직후 밍O.C 이하의 초기냉각 연대) 

이 암체는 선캠브리아기의 흑운모 편마암과 엽리상 화강섬록암을 관입한 

암주상의 각섬암이다. 주로 조립질 또는 거정질(megacrystic)의 각섬석들과 

그 입자들 사이를 채우고 있는 등립상의 석영과 장석으로 구성된다. 시료 

]S2는 변질작용을 받지 않은 신선한 노두에서 채취하였다(사진 7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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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각섬석 연대 (274 :t 10 Ma)는 판입 후 500t의 초기 냉각연대롤 뜻한 

다. 판입연대는 이 보다는 약간 전키인 석탄기와 꽤륨기의 경계 청도로 추 

정된다. 그러므로， 이 암체(JS2)는 동남쭉외 남원시 아명면 암체(JSl)와 갈 

온 시기에 관입한 것이 아니라， 훨씬 먼저 판입한 고생대 말의 관입체로 입 

중되었다. 

5-8. 옥방지역의 앵펴볼라이트 

5-8-1. 지질 및 품쩨첨 

경북 奉化都 小川面 玉房 텅스텐 광산 일대에는 선캠브리아기의 遠南톰群 

변성암류와 앵피볼라이트， 그리고 이률 판입한 선캠브리아기(원생대 초기)의 % 

川 확강편마암과 이 보다 훨씬 후기(중쟁대)로 추정되는 페그마타이트 둥이 분 

포되어 었다(그림 14). 

이 앵피불라이트는 φ1:5만 지질도(三규里도폭: 김옥준 외， 1963)에서는 

앵 피 볼라이 트(amphibolite) ， 각섬 편 암(amp:피bole sc비st)과 화성 기 원 각섬 암 

(hornblendite)을 하나로 묶어 角閒質岩(따lphibole rock)드로 볼류하고 지 

질시대훌 분천화강편마암에 의해 판입당한 점에 착안하여 션캠브리아기로 

추정하였다. CID한편， 1:25만 지질도(안동도폭: 국립지질광물연구소， 1973)에 

서는 시대 미상의 화성암인 각샘암으로 기재되었다. 그러나，@최근에 발 

간된 1:100만 신판 지질도(한국자원연구소， 1995)에서는 후기 훨생대(late 

Proterozoic)의 염기성 화산암으로 분류하였다. 이와 같이 앵피볼라이트의 

생성연대는 각 지질도에서 달리 추정되어 있다. 

박회인 외 (1988)는 옥방광산에서 次重石올 수반하는 鷹服 내에 服石훌훌物 

로 산출되는 각섬석의 K-Ar 연대률 2007 :t29 Ma로 보고하였다(표 18). 그 

러나， 1:5만 지질도(삼근리 도폭: 김옥준 외， 1963)에서는 앵피볼라이트가 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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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도 후기 관업체인 분천 화강편마암보다는 먼저 생성된 것으로 기재되었는 

데， 이 점을 고려하면 뱀피볼라이트의 생성연대는 분천 화강편마암의 Rb-Sr 

전암 아이소크론 연대(2107 i: 3 Ma: 주승환과 김성재， 1985)보다는 오래되어 

야 한다. 따라서， 이와 같은 조건을 충족시키기 위해서는， 박희인 외(1앉)8) 

의 연대(2007 i: 29 Ma)도 생성연대로 해석하기에는 너무 젊다. 

129‘ 10’ 

6짧| 09ban9 

5댐 4 를쩔뭘Rrn 뼈Jlllll'l"T I I. IIII TIIIII.IIIIIIIIIIIIIIIIIY.' '. • 1--36 0 55’ 

40 
3 

2~꼈 

1 많돼 $ 
1 11m 

Fig. 14. G∞10밍calrr갱p of the Ogbang area(m<피ified after Kim et al., 1~). 
I=Wonnam Group(Precambrian); 2=Y띠ri Group(Precambrian); 3=amp비bolite 

(Precambrian); 4=BUI따leOn Gra띠te Gneiss(Proterozoic); 5=pegmatite-aplite 
(age-unknown); 6=ac펴ic dyke(age-unknown). Isotope age: K-Ar homblende 

a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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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Amphibolite(Sample T17) near the Ogbang W-Mine. K-Ar 

homblende age= 1023 ::t 37 Ma. 

엠피볼라이트의 생성연대는 후기 관입체인 분천 화강편마암보다는 먼저 

이므로(김옥준 외， 1963), 적어도 후자의 Rb-Sr 전암 아이소크론 연대(2107 

::t 3 Ma; 주숭환과 김성재 1985)보다는 오래되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박회인 

외(1988)의 각섬석의 연대 (201J7::t 29 Ma)는 오히려 약간 젊다. 그러므로， 이 

각섬석 연대 (2007 ::t 29 Ma)는 바로 인접한 분천 화강편마암(당시 화강암질 

심성암체)이 관입했을 시기(약 2100 Ma 경)에 완전히 리셋팅된 다음 50<)"C 

이하로 냉각되었을 때에 再現된 연대일 가능성이 높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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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7. Nomenclature and geologic age for the Ogbang amphibolite in 

different g∞logic maps. 

Samgeunri Andong Geological Map of Korea 
(1:!X>，α)()) (1 :250，α)()) (1 :1 ，α)()，α)()) 

(K따1 et al.. 1963) (GMIK. 1973 (KlGA1v1, 1995) 

Mesozoic Pegmatitic Dike 
Crl앙ace에IS 

B띠gugsa Granite 
(Pd) (Kbg) 

Buncheon Granite Pre- Banded Gneiss 
Proterozoic Buncheon Gra띠te 

Gneiss (Gnb) cambrian (pCbgn) (PRgr) 

Amphibole Rock Age- Hornblendite Late Proterozoic Basic 

Pre- (Am) 
U피mown 

(ba(h)) 
Proterozoic Volcanic Rocks 

C킹nbriau 
(PRv) 

Yulri Series Early Yulri Group(PRl) 
(pCy) Pre- ProteTozoic 

Wonnam Fm. cambrian 
Wonnam Group 

Early 
(pCw) 

(pCwo) 
Archean Gneisses(ARl) 

Abbreviations in parenthe않s are 하lown 띠 each geological map. 

5-8-2. 새로운 연대측정 컬콰와 혜석 

시료명 햄피볼라이트 (시료 T17) 
문제점 연대불명 (선캠브리아기로 추정) 
K-Ar 1023::!::37 Ma 

각섬석연대 (중기 원 생 대: middle Proterozoic) 
연대 해석 불확실 (후기 화성활동으로 인하여 감소된 연대) 

이번 연구에서는 옥방광산에서 남쪽으로 약 1 km 떨어진 확장된 도로변 

에 산출되는 새 노두로부터 葉理가 잘 발달된 앵피볼라이트(그림 14의 T17) 

를 채취하여 K-Ar 각섬석 연대를 측정한 결과， 1023 :t 37 Ma로 밝혀졌다. 

이 연대는 박회인 외(1앉혔)가 옥방광산의 통고抗에서 회중석 광맥 내에 산 

출되는 각섬석에 대하여 측정한 2007 :t29 Ma에 비하면 예상 밖으로 젊다. 

이번에 측정된 시료(TI7)와 박회인 외(1008)의 시료(SCM2H)의 K 및 방사 

성 40Ar올 비교하면， 전자는 각각 0.73%, 1.744 x 10-9 moVg이며， 후자는 각 

각 0.90%, 5.749X 10-9 moVg로 특히 Ar에 있어서 현저한 차이가 나타남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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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번에 연대측정한 물질은 박회인 외(1988)의 것과는 달리， 중석 

광화대에서 멀리 떨어진 지점(그림 14의 T17)의 엠피볼라이트 노두(사진 8) 

에서 분리해 낸 각섬석이다. 이 엠피볼라이트는 전혀 풍화작용을 받지 않 

은 새 노두이며， 후기에 원래연대를 완전히 리셋탕시키거나 일부 교란시켰 

을 가능성이 있는 심한 변질작용 둥은 인지되지 않는다. 그러나， 시료채취 

지점의 주변에는 후기 페그마타이트 암맥이 관입된 부분이 많으며， 지표의 

1 km 이내에는 큰 규모의 산성 암맥(그림 14의 범 례 6번)이 근접해 있다. 

그러므로， 이번에 측정된 앵피볼라이트의 각섬석 연대(1023 :t 37 Ma)는 

원래연대가 아니라， 후기에 관입한 페그마타이트질 암맥이나 산성 암맥의 

근접으로 인하여 교란된 연대일 가능성이 매우 높다- 그러나， 이 연대가 완 

전히 리셋탱된 것인지， 부분감소된 것인지는 동위원소 연대자료만으로는 단 

정하기 어렵다. 연대측정한 시료(T17)에서 분리된 각섬석들을 관찰하면 변 

질작용을 거의 받지 않은 상태로 미루어 연대감소를 초래한 사건은 열수작 

용 보다는 단순한 온도의 상승에 기인하였던 것으로 추정된다. 온도상숭의 

가능성이 있는 지질학적 사건으로는 폐그마타이트 및 산성 암액의 관입이나 

지역 전반에 걸친 광역변성작용 둥을 들 수 있다. 

페그마타이트의 관입시기는 김옥준 외(l'앉)3)에 따르면 분천 화강편마암 

보다는 후기였으며， 꽤그마타이트 자체가 전혀 변질받지 않은 점으로 미루 

어 춘양화강암의 관입시기와 거의 같거나 약간 후기일 것으로 보았다. 춘 

양화강암의 관입시기는 아직까지 확실하게 규명되지는 않았지만， K-Ar 백 

운모 연대(179-182 Ma: Lee. 1980)에 근거를 두면 초기 중생대로 해석되므 

로， 페그마타이트의 관입시기는 쥬라기로 추정된다. 

결론적으로， 앵피볼라이트는 분천 화강편마암(2100 Ma)보다 오래 전인， 

예컨대 원생대 최초기~시생대 말기에 생성되었으며， 예상 밖으로 젊은 

K-Ar 각섬석 연대(1023 :t 37 Ma)는 예컨대 쥬라기에 관입한 페그마타이트 

나 산성 암맥의 근접에 따른 열영향 또는 지역 전반에 걸친 광역변성작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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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8. Previous isotope age data in the Ogbang area. ‘ 

Sample Dating Method 
Isotope Age 

Reference (Ma. :t 10) 

K -Ar Biotite 248.5 :t3.7 Park et al.( l988) 

Gangue Mineral K -Ar Biotite 257 :t8 S비mazaki et 띠.(1987) 

in Ore Vein K -Ar Biotite 265.1 :t4.4 Moon(1986) 
from Ogbang Mine K -Ar Biotite 350.7土7.8 Kim(1987) 

K - Ar Hornblende alQ7:t29 Park et al.( l988) 
Buncheon Granite Rb-Sr Whole-rock 

2107 :t3 Choo & K피1(1985) 
Gneiss lsochron 

Hornblende in K - Ar Hornblende lO23:!:37 This study 
Amphibolite 

등으로 인한 Ar 손실된 결파로 대폭 감소된 연대로 보인다. 따라서， 옥방 

지역에 분포하는 앵피볼라이트의 동위원소 연대는 생성연대부터 후기 냉각 

연대까지 더 체계적인 연구를 통하여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동위원 

소 연대의 지질학적 해석은 체계적인 암석 및 광물지구화학적 연구가 수반 

되어야 더욱 확실해 질 것으로 판단된다. 

6. 결론 

영남육괴를 위시한 옥천대와 경상분지의 인접부에는 넓은 지역에 걸쳐 

산출되는 화산암류에 대하여 야외에서 실시한 地質·層序 조사， 암석 지구화 

학적 연구와 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를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 연구대상 화산암을 지구화학적으로 분류하면 대부분 칼크-알카리와 고 

-카리의 현무암질 안산암 또는 안산암으로 분류되며， 일부 화산암은 칼크

알카리 현무암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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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대부분 화산암은 높은 [뼈lYb]n 값을 가지며， 가벼운 회토류원소의 부 

화현상이 뚜렷한 대륙연변부의 섭입작용과 관련된 고-차리의 칼크-알카리암 

의 지구화학적 특징을 보여 준다. 

(다) 남해안에 분포하는 일부 화산암의 정동을 채우거나 반정으로 산출되는 

방해석의 탄소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각각 -1.7 - -6.2%0파 -21.6--24. 

7%0이다. 순천과 고홍지역의 방해석은 맨틀영역에 근접함으로써， 마그마 기 

원임을 입증한다. 보성지역의 방해석은 맨틀영역을 크게 벗어나며， 생성 후 

에 지질학적 작용으로 인하여 분별작용을 일으킨 것으로 해석된다. 

(라) 영남육괴를 위시한 그 경계부에 산출되는 화산암 복합체 또는 단일 화 

산암체， 그리고 퇴적암과 교호되는 웅회암층 가운데 지역별 총서설정에 중 

요한 대표암체를 선정하여 측정한 K-Ar 연대의 지질학적 의미를 부여하고 

자세하게 혜석하였다. 야외에서 조사한 지질·충서자료와 종합하여 모든 연 

대자료를 <D관입·분출·폭발 둥 화산활동 시기 자체를 지시하는 원래 생성연 

대，(î)화산활동 이후에 일어난 후기 화성활동이나 열수변질작용 둥 지질학 

적 사건으로 언하여 완전히 리셋탕된 연대，(3)완전히 리셋팅되지는 않았지 

만 일부 교란되어 Ar 손실로 인하여 부분적으로 감소된 연대인 경우 둥으 

로 구분하여 지질학적 해석을 실시하였다. 

(마) 대부분 화산암의 지질시대는 각종 지질도(1:5만， 1:25만， 1:100만)에서 

백악기로 추정되었거나 일부는 시대불명인 상태로 분류되어 있으나， 이번에 

측정한 화산암의 생성연대 가운데 가장 오래된 것은 후기 백악기 (81 Ma)이 

며， 가장 젊은 것은 古第三紀의 중기 에오세 (48 Ma)로 밝혀였다. 

@후기 백악기의 Campanian(84-74.5 Ma)에는 구례의 괴목 화산암체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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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9. Chronostratigraphy of volcanic rocks from the Ryeongnam Massif and its margin. 

Chronostratigraphy of Volcanic Rocks 

Period Epoch Age Ma 
Taebaeg-UJjin G Gauymasia-n Gurye ye§핍1않훌핍꾀a 

36.6 
L Priaboni하1 

40.0 
eBasic Dyke(Tl3): 

Bartonian Baegby∞ngsan Vol. 41:!:2Ma 

43.6 Om451l±m2uMtea- Je。lg。I， Uljln 
TERTI- M 

ARY 
Eoc윈le Lutetian eBasaltic Andesite(T8): 

。BRa1eyg。buytee:mBg。sgamrisvan。l. 48±nqa 
52.0 Vol 

49:!: 1Ma 
。'Rhy여a다te’ Uljin Mine 

51:!: 2Ma 
·BPearsuanlts(uYlaS11): East Yeosu 

51:!:3Ma 
P ORJlhmygobllmti1cg Tug: 
A san Vol. 52:!: 7Ma eJOryedong Andesite(YS2): 
L E Ypresian Suncheon 55:!: 2Ma 
E 。'Rhyolite:o 
G 57.8 

Y∞띠lwasan Vol 56:!:3Ma 

E 
N eAndesite(YS7): Dolsando 
E 59:!: 2r이a 

L Se1andian 
eBasaltic Andesite(T6): 

.Andesite(YS8): D6o2ls±an 3Md。a

P삐eo- 。BRa1eyg。buyte∞ongsan Vol. 62:!: 3Ma eDa며te(YSIO): Y∞su 
cene 63.6 

.AoGn∞uxdyrelesgist Be6an。4(fφ土않 F없m6)A.:，a 
Peninsula 63:!:3Ma 

Jungbongsan Vo1. 63:!:1Ma 

E D뻐뼈1 
66.4 

。kBa1edgebsyit∞e: ngsan Vol- 67±ala .AGn。gden밍。tge(f[R1): eUngbangsan Andesite 

Maasσi-
•• AA: Gnnddueemss띠iitjcc 6 T T9uu±ffff3((KMK12a)) 

Body (YS4) :Sun벼없167土3Ma 

chtian 68:!: 4Ma eBasaltic Andesite(YS13): 
Yeosu Peninsula 

CRETA- : Gumi 72:!: 3Ma 67:!:3Ma 
74.5 

CEOUS Late 

.AGanydaessaitne(GCl): 
C와n맹nian 78:!: 4Ma 

.kGo1gd않n。igte8(1 Bf ±머od42yM).:a 
84.0 

앓 。選be\짧mg뚫-

.AGsun。Ihadeeusintg5e6(GH1). Pe띠n-
:!:3Ma 

·ABEnlxltydr。eusr1sigltvese(aJsnH’1):
Jangheuog 

65:!:3Ma 

.NAnaedneasrit。ed(G。 H4):
70:!:3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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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야산 화산암체가 생성되었다. 

@그 뒤 Maas며ch디an(-6640만년 전)까지는 구미와 구례지역， 순천-여수 

반도， 고홍반도 남쪽에 비교적 활발한 화산활동이 일어났다. 

@제삼기에 들어와서는 에오세 중기 (4500만년 전)까지 장홍， 여수， 돌산도， 

구례 둥 남쪽 지역은 물론， 북쪽의 태백-울진지역에서 화산활동이 거의 

지속적으로 일어녔던 것으로 기록된다. 

(바) 이번에 측정된 동위원소 연대를 기준으로 하여， 지역별 화산암류의 연 

대층서를 상호 비교하면 표 19와 같이 요약된다. 연대충서가 잘 비교되는 

지질단위를 지질시대 순으로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가야산지역 안산암(78 :t때1:a)읍구례지역 납부의 괴목 화산암체의 안산 

암(81 :t때t1a) 

@태백지역 백병산 화산암 복합체의 안산암(67 :t 2Ma)여구례지역 괴목 화 

산암체의 안산암(68 :t때t1a)섭순천지역의 웅방산 안산암(67 :t3Ma)양여수 

반도의 미분류 현무암질 안산암(67 :t3Ma)섭內羅老島 안산암(70 :t 3Ma) 

@태백지역 중봉산 화산암체의 유문암(63 :t IMa)여백병산 화산암체의 현 

무암질 안산암(62 :t 3Ma)여구례지역 오봉산충의 안산암(64 :t3Ma)여여수 

반도의 대사이트(63 :t3Ma)여돌산도의 안산암(62 :t 3Ma)양장흥지역의 부 

용산 분출암류의 안산암(65 :t3Ma) 

@태백지역 연화산 화산암체의 유문암(56 :t 3Ma)여순천지역 조례동 안산 

암(55 :t 2Ma)여고홍반도의 안산암(56 :t3Ma) 

@태백지역 백병산 화산암체의 현무암질암(48 :t2Ma)여여수반도 동부의 

현무암질암(51 :t3Ma) 

(사) 1:100만 신지질도에서 각각 고생대와 원생대의 고기 화산암으로 분류되 

어 있는 전북 장수지역의 각섬암체와 경북 봉화군 소천면 옥방 중석광산 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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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의 앵피볼라이트의 연대를 검증하기 위하여 각섬석을 분리하여 측정한 

K-Ar 연대는 다음과 같이 해석된다. 

@장수지역의 각섬암 가운데， 남원시 아영면 암체(JSl)는 후기 트라이아스 

기(21O:t9 Ma)에， 그리고 장수군 번암면 암체(JS2)는 초기 페름기 (274 

:t l0 Ma)에 각각 관입한 岩樣狀의 심성암체로 확인되었다. 

@옥방지역의 앵피볼라이트의 K-Ar 각섬석 연대(1023 :t 37 Ma)는 생성연 

대가 아니라， 후기의 페그마타이트나 산성 암맥의 관입활동에 따른 열 

영향또는 지역 전반에 걸친 광역변성작용 둥으로 인하여 감소된 연대로 

해석된다. 

(아) 그밖에 화산암의 생성연대가 아닌 지질학적 사건을 지시하는 연대를 

해석하면 다음과 같다. 

@원동광산에 분포하는 유문암의 연대 (49 :t 2 Ma)는 이 유문암체의 관입 

연대가 아니라， 나중에 일어난 열수변질작용의 시기를 지시한다. 

@빼백지역에 분포하는 염기성 암맥은 다른 화산암에 비해 훨씬 후 

기(41 :t 2 Ma)에 관입한 것으로 확인됨으로써 태백-울진지역의 소위 太

白山 훌化帶 내에 산출되는 화산암류는 지역에 따라 동위원소 체계가 

교란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할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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