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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및 평가의 착안점 

가. 당해연도 연구개발 목표 

- 1/25만 광주 도폭 2년차 조사완료 및 지질도발간 

CD 1/25만 광주 도폭내 지질자료 총정리 

@ 각 지질시대별 지층의 층서구분을 확정 

총 참여 

연구원 수(명) 

@ 암석학적， 구조지질학적， 고생물학적， 지화학적， 지구물리학적 자료를 반영하 

여 지질도와 보고서 완료 

- 1/25만 부산 도폭 1년차 기초조사 및 자료수집 

CD 1/25만 부산 도폭 내 42매 1/5만 도폭을 이용 기본 지질도 편집 

@ 제삼기층의 층서 및 경상누층군의 층서 확립 

@ 양산단층과 지체구조 연구 

@ 산청 지역의 회장암에 대한 연구 

@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 및 편암류의 변성상 연구 

나. 평가의 착안점 

- 최종 편집된 광주도폭 내에서 선캠브리아시대의 지리산편마암복합체 및 소백산편마암복 

합체의 구분과 암상의 분포확인. 

- 고생대 평안층군의 새로운 분포지 확인 및 한반도 지체구조적 의미 확인 

중생대 백악기 소분지의 구분과 지층의 분류 각 소분지의 정의 

- 부산도폭 내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외 층서 및 분포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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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부산도폭 내 선캠브리아 시대의 편마암류 및 편암류들의 분포 및 뾰
 π 2.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가. 연구개발 목표의 달성도 

- 광주도폭 

@선캠브리안의 기저암인 소백산편마암복합체 및 지리산편마암복합체의 경계 설 

정과 각각의 복합체 내에서의 편마암류와 편암류의 분포 및 관계 확인 

@고생대 평안층군의 분대와 분포위치에 따른 지체구조적 의미 확인 

@트라이아스기의 화강암류 분포지 확인과 쥬라기의 화강암류와의 구분 

@백악기 소분지의 확인과 층서확립 

- 부산도폭 

@주경상분지의 기반암인 선캠브리안의편마암류와 편암류의 분포 및 관계 확인 

@주경상분지내 신돈층군 및 하양층군 내 제 지층의 분포 및 특성확인 

나. 상기 평가의 착안점에 따른 목표 달성도에 대한 지체평가 

광주도폭은 최종년도로 도폭 전체가 상기 목표를 충분히 달성하여 편집 완료되 

었다. 특히 지리산편마암복합체와 소백산편마암복합체의 구분 평안층군의 분포에 

따른 의미， 트라이아스깅하 쥬라기화강암의 구분 및 백악기 소퇴적분지와 층서확립 

의 목표 달성 

3.연구수행 방법 

- 먼저 지역선정， 인원구성， 야외조사 및 실내실험 등 조사연구계획을 수 

립하고， 기존의 제반자료를 수집 

- 야외조사를 실시하고 이들 야외에서 수집한 암석， 화석， 지질구조요소 등 제반자료들을 

실내연구를 통해 분석 

-전 조사지역에대한 종합적자료를 분석하여 최종적으로 각종 지질현상을 종합 해석 

-학계의 전문 분야 교수들에게 용역을 의뢰 이들 결과를 지질도에 반영 

「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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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연구내용 

광주도폭은 북쪽의 대전도폭에서 연장되어온 옥천대의 남서단부가 이어져 분포하며 이 

옥천대를 중심으로 북동부에 경기육괴 (Kyonggi massif)의 일부가 분포한다. 이 옥천대의 서 

남부로 영남육괴 (Y oungnam massif)가 도폭의 많은 부분을 차지한다 (그림 2). 이들 두지괴 

간의 상호 관계는 옥천대가 봉합대 (Suture zone) 이 되어 서로 다른 두 소규모 대륙지각판 

(Micro continental plate)으로 분리하는 학설과 그렇지 않고 같은 통일 지각이나 단지 옥천 

대는 같은 고지각 내에 분지가 생성된 후 변형작용에 의해 현재의 위치에 분포한다는 학설 

이 있어 아직 확실히 규명되지 않은 실정이다. 이 지역에는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및 편 

암류에서 부터 중생대의 트라이아스기 쥬라기 및 백악기에 관입한 섬성암류와 백악기의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에 이르기까지 다양한 암석이 분포한다. 일부 화강암체를 제외하고는 

분포 방향이 대개 북북동 방향이며 고생대의 조선누층군의 분포과 제371 의 퇴적암류 내지 

화산암류는 분포하지 않는다 

부산도폭은 그림 2에서와 같이 서쪽에는 영남육괴의 편마암 및 편암류가 분포 

하며 그 동부는 경상누층군과 제삼기의 연일층군이 분포한다. 금년은 1차년도로 부 

산도폭의 서부인 영남육괴 와 경상누층군의 일부를 조사 편집하여 보고하였다. 

나 . 연구결과 

(광주도폭) 

선캠브리아기의 암층은 경기편마암복합체와 소백산편마암복합체 및 지리산편마암복합체 

가 이지역에 분포한다.경기편마암복합체는 문제가 없으나 소백산편마암복합체 및 지리산편 

마암복합체의 경계 및 구분 기준은 확실치 않아 본도폭에서는 1973년에 발간된 1:25만 지질 

도 및 1981년에 발간된 1 : 100만 지질도의 소백산편마암복합체 및 지리산편마암복합체의 구 

분 기준을 준수하였다. 이 기준에 의하면 실지로 지리산편마암복합체은 1대 5만 지질도폭 

구례， 괴목， 운봉， 화개 및 하동도폭의 영남육괴가 여기에 해당한다. 

1. 경기편마암복합체 

이 도폭에서 경기편마암복합체의 분포는 군산시 부근에 소규모로 대전도폭에서 연장되 

는 안구상 편마암， 편암류 및 화강편마암이 전부이다. 이속에는 안구상편마암[PEkagnJ，편암 

류[PEksJ 및 화강편마암[PEkgrgnJ으로 구분하여 지질도에 표시하였다. 

p 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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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 남한의 광역 지질도 :1. 선캠브리아 암석， 2. 옥천대 .3. 고생대 퇴적암류3 
4. 쥬라기 퇴적암류， 5.중생대 엽리상 화강암， 6. 쥬라기 화강암， 
7. 백 악기 암류 , 8. 저13 기 암류， 9. 단층 

Regional geologic map: 1. Precambrian rocks, 2.0gchon belt, 3. Paleozoic 
sedimεnts， 4. Jurassic sediments, 5. Mesogoic foliated gramite, 
6. Jurassic granite, 7. Cretaceous rocks. 8. Tertiary rocks, 9. FAULT 



2. 지리산편마암 복합체 

이 상만(1980， 1981)의 지 리 산변성 암복 과거 암체는 이 하
 바

 
다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 

지 일부 화순의 t:!1 
^ 순천 남원， 구례， 하동， 광양， 동측의 장수， 호남전단대 합체와 일치하며 

흑운모편 우백질편마암， 미그마타이트질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분포한다.구성암석은 역에 

광역변성작용을 받아 심한 재결정작용과 화 

있다. 이 편마암복합체에 대한 신뢰성 

관입하는 화강편마암중 가장 오래된 지질연대가 

이 암체의 생성시기는 원생대 초기나 시생대일 

수차례에 걸친 화성암류의 관입 

일어나 층서설정이 정립되지 

바 없으나 이들을 

2120+ lOMa (Turek and Kim, 1996) 이 므로 

편마암류와 이들 등이다. 화강편마암 t:!1 
^ 반상변정질편마암 

t:!1 
^ 

관입하는 마암， 편암류와 이들을 

편암류들은 

강암화작용이 

지질시대 연구는 

있는 0 1- -:-r 
1，;종→-

수행된 

가능성이 있다. 지리산편마암복합체는 지질도상에 화강암질편마암[PEjggn]，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PEjmgn]，우백 질편마암[PEjlgn] ， 흑운모편마암[PEjbgn] ， 편암류[PEjsJ， 반상변정 질편마 

암[PEjpgn] 및 화강편마암[PEjgrgn]으로 구분 표시하였다. 

3 소백산편마암 복합체 

지리산편마암 복합체와 일치하며 소백산변성암 이 상만(1980， 1981)의 과거 복합체는 。1

는
 

하
 

포
 

부
 
} 이북지역에 하여 경계로 육십령화강암을 장수화강섬록암， 장계도폭의 복합체와는 

편마암류 하
 바

 다 

서부에 고창군 u1 
^ 임실 l=l ,J l=l 

τ'1/' I 끼 광주광역시 변성암과순창전단대 서부의 

비해서 복합체에 지리산편마암 복합체는 소백산편마암 도폭지역에서 효￥
L-편암류이다 u1 

^ 

포 규모가 작으며， 

화 t:!1 
^ 흑운모편 마암[PEsbgn] ， 편 암류[PEss] 

표시하였다. 

우 백 질 편 마암[PElgn] ， 

강편마암[PEsgrgn]으로 구분 지 질도에 

화강암질편마암[PEsggnJ， 

4 용암산층[PEy] 

유백색의 규암이 분포하는데 

경계선 밖 한천변에 위치한 호남탄좌 내 용암산 

화순군 

이규암이 방향으로 소재지에서부터 서남서 오수변 전남 

1.-l-죠드 u , 츠느2- 효츠 I二 포;.. 01 
。'-- '- --L- -, --, 이 바로 용암산층이다. 

。l -증
 

본
 

는
 

하
 앞

 
백아산에 면

 
브
 
「정합적으로 표식지이다. 상위의 설옥리층과는 

~1:l11 
11 , 구성암석은 :;;;<.. 

T 본층의 었다. 드러 스트(Thrust over)하고 상위 부평 안누층군(Cp1)위 로 

함역규암이 산출되 석영편암이 협재하기도한다. 층준에따라서는 규암이며 담회색의 내지 색 

엽 형성된 하나 후기에 보이기도 를
 램

 
묘
 

처
 「

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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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이나 대닙닝。 
TτC '"c"" 

리면과 대개 평행하다. 

한다. 규암의 기도 



5. 설옥리 층[PEs] 

료!. 츠느 
'- 0 대상 분포하며 남남서 방향으로 경계를 따라 진안읍 동쪽에서부터 1..-l-죠E 

p -, 옥천대의 

연장된다. 남쪽으로 그분포가 서북서 방향으로 틀어져 부근에서 표식지인 설옥면 설옥리 의 

변성퇴적암은 본역에서 심하다. 변화도 층후의 분포하고 가장 넓게 부근에서 임실 츠
 
。

효!. 
'-

구 

I닐L 걷츠 .Q. ~l 초=!.. 
1二二 。'-一 ...... , - -1 

석회암으로 

된다. 

t!l 
;’<운모편암， 견운모-석영편암， 천매암， 규암， 녹니석편암 

곳에 따라서는 천매암상으로 운모편암이 가장 우세하며 

정합적인 관계를 

진안-오수지역에서 

성되는데 이들중 

의 용암산층과는 관계에 의해 하부평안층군(Cpl)보다 가지며，지질구조적 

는 지질시대적으로 오래된 지층임은 분명하다. 

백운면 암슬l군 내
 

포
 
「도

 
수
 
l 요

 
선캠브라아기의 세립질화강암은 l 대 5만 

소규모분포하며 또한 창평도폭의 차일봉지역에 

6.세 립질화강암[PEfgr] 

본역에 분포하는 

덕태산(1113m)서납부에 두지역의 

특정광 zl--;-J ^ -•-

분포한다. 

동얄한데， 차일봉 지역의 것은 흑운모에 의한 뚜렷한 엽리구조를 

고구려화강암에서 나타나는 회색석영과 회색장석을 함유한다. 

거의 

소위 

앙상은 

물로서 

7 옥천층군 

고산면에 

그러나 대전 

이암석과 유사한 변 

비 봉면， 

소멸한다(그림 2) . 

완주군 

쥬라기의 화강암류에 의해 관입되어 

이어온 북북동 방향의 연장선 상에는 전남 함평군 신광면까지 

전북 연장분포하여 

그분포가 갑자기 

대전도폭에서 옥천층군은 내의 광주도폭 

이 르러 

관입되어 포획체로 연장 분포된다. 광주도폭에서 

변성퇴적암류는 모두 옥천층군으로 구분하였 

도폭에서 

쥬라기의 화강암류에 의해 

는 소위 광주단층과 진안분지 서쪽에 분포하는 

성퇴적암류들이 

하부천매암대 [ogz] ul 
^ 변성사질암대 [Ogl] 따라 기준에 25만 대전도폭의 

표시하였다. 

1 대 

로 구분 지질도에 

은
 짧

 

오
 
「다. 

8. 평안층군 

분포한다. 그러나 광주도폭 

명명된 평안층군 이외에 한반도에서 

평안누층군이 

영병산 서측 

따라 픔
 

동
 

옥천대의 소위 바와 같이 보는 분포는 그림 2에서 한반도에서의 평안층군의 

kt:~ 
..:.L-，二;호남탄전 는

 
언
 

하
 측
 

당
 
서
 

해
 
의
 

대
 

천
 

옥
 

이에 내에는 방향으로 북북동-남남서 

옥구읍 군산시 유일하게 화순탄전으로 

군산시 

셰일이 

평안층군은 

<5" λU =, -, 
ul 
;κ 역질사암 

하부 일원의 

사암， 

옥구읍 

흑색 암회색， 

군산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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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호되어 나타나는 지층이다. 이 지층은 다른 평안층군과는 격리되어 분포하고 또한 매우 

소규모로 분퍼하여 대비에 어려움이 있으나 이 지층 중에서 고사리화석의 잎인 

N europteris의 파편들이 인목류의 지하경의 부분인 Stigmaria의 파편들과 혼재되어 있는 

것을 발견할 수 있다. 종자고사리 (Pteridospennophyta) 오주목목 (Pentaxylales)의 맥양치 

류 (N europterids)에 속하는 소엽편인 N europteris는 각 엽편들이 갖는 심장형 기저부와 방 

사상의 세맥의 발달양상이 다른 고사리류들과 비교되는 특징이다. 또한 Stigmaria는 석송식 

물문(Lycophyta) 인목목(Lepidodendrales)의 지 하경 으로 특징 적 인 구조를 보이 고 있다. 이 들 

고사리류와 인목류의 식물화석들은 전세계적으로 석탄기를 대표하는 화석으로 알려져 있으 

며 지역에 따라 하부페름기까지 나타나는 표준화석의 역할을 하고 있다. 한반도의 다른지 

역에서는 주로 평안누층군의 홍점층 및 사동층에서 유사한 화석군이 기재되어 있다. 평안층 

군은 본역에서 하부평안층군[CPl]， 중부평안층군[Pp2] 및 상부평안층군[TRP3]으로 구분 표시 

하였다. 

9. 반상화강암[TRpgr] 

트라이아스기의 반상화강암은 본역 동부 경남 함양과 그 북쪽에 분포하며 ， 선캠브리아 

변성암을 관입하고， 삼첩기 함양 엽리상 화강암， 쥬라기기의 육십령 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한 

다. 

10. 엽 리상화강암[TRfgr] 

본역에서 삼첩기의 엽리상화강암은 소위 대강엽리상화강암 함양엽리상화강암 및 장 

계엽리상화강암으로 구분된다. 

11. 변성 석 영 반암[mqp] 

이는 1/ 50,000 창평 도폭 (손치무， 김수진， 1966) , 동복 도폭 (김봉균， 박병권， 1966) , 능주 

도폭 (정창희， 김길승， 1966)과 복내 도폭 (이상만， 김형식， 1966) 지역에서 오산리층을 관입 

하는 암상 (sill)의 관입암체로 대상 분포한다. 

12. 대보관입암류 

12-1. 엽 리 상화강암[jfgr] 

옥천대 남서 연장부에 분포하는 엽리상화강암은 순창 엽리상 화강암， 진안 엽리상 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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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오리 엽리상 화강암 및 장수 엽리상 화강암이 이에 속한다. 

12-2. 반려 암[Jga] 

반려암은 지리산 지역의 섬록암체들은 합천과 산청사이에 마천 반려암， 산청 섬록암으로 

본역에 분포한다. 

12-3. 각섬 암[Jhb] 

오수 도폭의 식천리 부근과 함양 도폭의 아영면 일대에 쥬라기의 각섬암이 암주상으로 

분포한다. 

12-4. 섬 록암[Jdi] 

섬록암류는 본도폭에서 순창 섬록암， 무등산 섬록암， 교룡산 섬록암 및 팔공산 섬록암체 

로 분포한다. 

12- 5. 화강 암류[Jgr] 

엽리조직을 가지지 않으며 등립질조직을 가지는 쥬라기의 화강암류는 육십령 화강암， 

남원 화강암 및 광주화강암체로 본역에 분포한다 

13. 경상누층군 

광주도폭내의 백악기 퇴적암은 거의 대부분이 북동-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 (Gwangju 

fault system)를 따라서 형성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내에 분포하거나 혹은 광주단층계를 따 

라서 나타나는 화산암체내에 협재되어 소규모로 분포한다 

광주도폭내에 백악기 퇴적암중 진안분지 무주분지， 격포분지에 나타나는 것은 암상에 

의한 층서가 잘 확립되어 있고， 또한 이들의 퇴적환경과 퇴적환경에 대한 연구도 상당히 진 

행되어 있다. 반면， 소규모로 화산암과 같이 나타나는 백악기 퇴적암은 대부분이 층명도 없 

을 정도로 이들에 대한 연구가 미흡한 실정이다. 

13-1. 진안분지[진안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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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안충군의 충서 요약 

Shimamur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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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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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있다. 무주분지의 

길왕리층[Kmg] ，적상산 

분포면적은 발달되어 

각 퇴적층은방이 리층[Kmb] 

중심으로 적상산을 는
 

이
샤
 

거리에 

무주분지내에 

약 5 km 남쪽으로 

는
 

하
 앞

 
약 65 km2이다 

구분하였다. 층[Kmj]으로 

퇴적분지 이 다. 

지역에서는 

주~/셔 
‘ 1 。대규모의 

있지만， 일부 

발달하는 

채워져 

장흥군에 걸쳐 

염기성 화산암류로 

화순군에서 

중성 내지 

전라남도 

능주분지 

능주분지는 

'-_'= l:l '71 '-一
τ5"，τC'^ I "C 

13-3. 

여 
I 

l:!.1 
;;<:; 산성 로

 
주
 
’ 

벼 
L.. 고생 대 의 능주분지의 퇴적층은 나타난다. 쇄설성 퇴적암도 등과 같은 암， 사암，흑색 셰일 

있다.이 분지는옹암역암 덮고 부정합적으로 편마암류를 

구분하였다 

시대의 

이암[Kns]으로 

퇴적암류와 선캠브리 아 

'01 
;;<:; [Knocg]과 사암 

형된 

분포한다. 따라서 

있으며，산성 

해안가를 일대의 격포리 변산면의 

13-4. 격포분지 [격포리층: Kgp] 

전라북도 

선캠브리 아시대의 편마암과 

부안군 로
 

주
 

’ 격포리층은 

격포리층은 화 

사암， 여~ 
I 'c코 

덮고 

역암， 이상이 며， 

부정합적으로 

500 m 

백악기 화강암을 

께
 

두
 

덮힌다. 격포리층의 

n 

정합적으로 의해서 산암류에 



사암， 사암/이암 교호층， 응회암， 암회색 이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주변의 화강암체로부 

터 기원한 각력을 포함하는 breccia nrrenrrber를 포함한다. 

13-5. 내장산지역 

내장산지역에 나타나는 백악기 퇴적암은 주로 내장산지역부터 진안분지의 남쪽에 걸쳐 

발달하는 대규모의 화산암체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퇴적암은 

주로 저색의 사암과 저색 내지 암회색의 셰일로 구성되지만 지역에 따라 역암이 나타나기 

도 한다. 이 지역의 퇴적암도 다른 지역에 나타나는 퇴적암과 마찬가지로 사암의 경우 대부 

분이 화산쇄설물을 많이 포함하는 응회질 사암인 경우가 많다. 

13-6. 나주지역 

나주지역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암은 주로 전라남도 나주시와 함평군 일대에 분포하며， 

이 지역에 나타나는 산성 및 중성 내지 염기성 화산암류와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타난다. 이 

지역에 나타나는 퇴적암은 주로 구성암석은 녹색 내지 저색의 사암과 셰일로 구성되며， 흑 

색 셰일과 역암도 일부 지역에서는 나타난다. 

13-7. 기타지역 

상기한 지역 이외에도 서해안의 해안가와 도서지방을 포함하는 여러 지역에서 백악기의 

퇴적암이 산성 및 중성 내지 염기성 화산암과 밀접하게 연관되어 나탄난다. 이들 퇴적암도 

다른 지역과 마찬가지로 주로 저색 내지 회색의 사암， 저색 내지 흑색의 셰일， 및 소량의 역 

암 등으로 구성되며， 구성성분에 있어서는 대체로 화산쇄설물이 풍부하다. 

이러한 백악기 퇴적암의 분포지역으로는 도서지역으로는 횡경도， 두리도， 위도， 송이도， 

상낙월도 등이 있으며， 해안가 지역으로는 군산시 옥서면의 선록리 해안가， 부안군 계화면의 

계화리 해안가 등이 있다. 

14. 중성 및 염 기 성 화산암류[Kiv] 

광주도폭 지역내에 분포하는 백악기 중성 내지 염기성 화산암류는 백악기 퇴적암과 마찬 

가지로 거의 대부분이 북동-남서방향의 광주단층계 (Gwangju fault system)를 따라서 형성 

된 크고 작은 퇴적분지와 그 주변에 분포하거나 이 단층계로부터 파생되어 나온 분기성 단 

층을 따라서 분포한다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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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 백 악기 산성 화산암류[Kav] 

광주도폭 지역내에 나타나는 산성 화산암류는 대부분이 다양한 조직과 구조를 보여주는 

용회암 및 응회암질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일부는 유문암질 암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부산도폭) 

부산도폭은 1997년부터 1998년까지 2년간에 걸쳐 조사， 연구 예정이다. 연구대 

상 지역은 신판 1/25만 지형도 부산도면과 일치하는 지역으로 구판 1/25만 지질도 

부산도폭 전역과 전주도폭 일부지역을 포함한다. 

금년은 도폭의 서부지역을 중심으로 연구가 수행되었다. 경상누층군의 밀양소분 

지형의 퇴적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또 경상누층군과 부정합으로 접하며 영남육괴를 

이루는 편마암 및 편암류들의 분포가 서접하는 광주도폭으로 분포연장되어 간다 . 

편마암 및 편암은 소백산 편마암복합체에 속하는 것들로 호상편마암， 미그마타 

이트질 편마암， 화강암질편마암， 우백질편마암， 반상변정질편마암， 흑운모편마암 등 

으로 이루어지며 소규모의 운모편암류들이 포함된다. 이 들은 모두 선캠브리아기 암 

류들로 백악기 경상분지가 이들을 기반암으로 발달하고 있다 . 

경상누층군은 암층서적 분류에 의한 밀양소분지형의 모든층의 분포가 확 인되 는 

데 신동층군의 낙동층， 하산동층， 진주층과 하양층군의 칠 곡층 ， 신라역암층， 함안층， 

진동층으로 구성된다. 각 층들은 부분적으로 소규모 단층에 의해 분포가 교란되거나 

태위의 변화에 따라 분포형태가 변화하나 전체적으로 남북방향의 분포로 동쪽으로 

저각도 경사하는 형태를 보여준다 

관입암류로는 선캠브리아기의 회장암이 역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분포안 

에 관입하고 있어 고령토의 원료가 되고 있고 석탄기에서 삼첩기에 해당하는 반려 

암， 섬록암， 반상화강암들의 암체들이 대보관입암류와 더불어 역시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분포지에 불규칙하게 확인되고 있다. 불국사 관입암류들은 주로 경 상층군 

분포지에서 확인할 수 있는데 흑운모화강암 또는 각섬석화강암으로 이루어 진다 이 

외에 백악기의 분출암류들의 분포는 금년 조사지역에서는 소규모로 확인되고 있으 

나 도폭의 동부지역에 넓게 분포되어 후년에 주로 연구될 예정이다. 

5. 연구 수행에 따른 문제점 및 대책 

” u 



6. 연구성과 

지질도가 최종 발간된 후 주제별로 학회지에 논문 투고예정 

7.차기년도 연구개발 계획 

가.국내외 관련분야의 환경변화 

나 연구개발 목표 및 내용 

1998 

1999 

1. 1/25만 부산 도폭 2년차 

조사완료 및 지질도발간 

2. 1/25만 강릉-속초도폭 1 
년차 기초조사 및 자료수 

집 

1. 1/25만 부산 도폭내 지 질자료 총 정 리 

2. 각 지질시대별 지층의 층구분을 확정 

3. 암석학적， 고생물학적， 지화학적， 지구물리학적 자료 

를 반영하여 지질도와 보고서 완료 

4. 강릉-속초 도폭 내 52매의 1/5만 도폭 전산화 

5. 제삼기층의 층서 및 구조와 옥천층군의 암상 및 구 

조 연구 

6. 양산단층과 지체구조 연구 

7. 산청 지역의 회장암에 대한 연구 

8. 고생대 분지의 지층대비와 구조 연구 

9. 선캠브리아 시대의 원남층군과 평해층군 연구 

1 1. 1/25만 강릉 속초 도폭내 지질자료 총정리 
1. 1/25만 강릉-속초 도폭 21 

I 2. 각 지질시대별 지층의 층구분을 확정 
년차 조사완료 및 지질도| 

I 3. 각종 지질자료를 반영하여 지질도와 보고서 완료 
발간 | 

’ 4. 서울-남천점 도폭 내 1/5만 도폭 52매를 PC를 이용 

펴진 
2. 1/25만 서울-남천점 도폭 I _ 

I 5. 김포층군의 분지 성인 해석 
1년차 기초조사 및 자료 | 

1 6. 경기육괴 변성상 및 시대 연구와 선캠브리아기 선캠 
수집 1 

1 브리아기 지층 대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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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연구 추진 계획 

세 -t「j 추 진 일 정 (개월) 
연구비 가중치 

연구자 
연구분야 2 3 4 5 6 7 8 9110 11 12 (천원) (%) 

광주 도폭 

1. 자료 수집 전원 5 

2. 야외지질조사 전원 70 

3. 실내 연구 전원 10 

4. 지질도 및 보고서 작성 전원 -야- 15 

부산 도폭 

1. 자료 수집 전 원 5 

2. 야외지 질조사 전 원 70 

3. 실내 연구 전 원 10 

4. 지 질도 및 보고서 작성 전 원 -메- 15 

사업진도 (%) 30% 40% 30% 

연 구 비 (천원 ) 97,200 129,600 97,200 324.000 

라. 연구평가시 착안점 

- 과거 1973년도 발간 1 대 25만 지질도와 비교 하여 향상됨 점을 고려 

- 선캠브리안에서 제 371 까지 지질도 범례에 나타난 층서 고려 

- 지질구조선(단층， 전단대 등)의 표시 여부 

π
 ω 



마 . 소요연구비 내역 

(단위 : 전원) 

비목 1차년도(1997 . 2차년도( 1998. 3차년도( 1999. 

비 목 \ 구분 비고 

번호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금 액 비율(%) 

1 내 부 인 커‘- 비 179 , 758 

2 개 발 보 전 금 105 , 698 

3 외 부 인 건 비 66 , 200 

4 x「1 X닙} 켜U 비 184 , 148 

여 비 34 , 010 

기술정보 활동비 17 , 922 

연구기자재및시설비 53 , 100 

재료 및 전산처리비 27 , 401 

시작품 제작비 

수용비 빛 수수료 51 , 715 

5 연 구 관 리 비 17.652 

인 센 티 H 17 , 113 

하위과제 관리비 539 

6 위탁연구개발 비 56 , 000 

연구사업비 총액 609 , 45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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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참여연구원 현황 

-λ..1.、- -ι누 .... 기 고LJ- z-11 위 전공및 학 위 
τHrr 셔。 며 。 참여율(%) 

~ -t「i 서 λ。4 며。 학위 년도 전공 학교 

광주도폭 이|벼(5끼è.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 1988 구조 -효è，.rÀ까‘ 60.0 
지질연구부 지질학 Orelean 

광주도폭 최현일 한국자원연구소 책임연구원 박사 1981 퇴적학 서울 10.0 
지질연구부 대학교 

광주도폭 김유봉 한국자원연구소 선임 연구원 박사 1988 미고생 오하이 65.0 
지질연구부 물학 오주립 

대학교 

광주도폭 조퉁룡 한국자원연구소 선임 연구원 박사 1993 화성 연세 20.0 
지질연구부 암석학 대학교 

광주도폭 김정찬 한국자원연구소 선임 연구원 박사 1995 퇴적학 서울 79.5 
지질연구부 대학교 

부산도폭 김동학 한국자원연구소 책임 연구원 박사 1986 웅용 고려 100.0 
지질연구부 광물학 대학교 

부산도폭 항재하 한국자원연구소 책임 연구원 박사 1992 구조 파리6 40.0 
지질연구부 지질학 대학교 

부산도폭 박기화 한국자원연구소 선임 연구원 박사 1990 화산 서울 45.0 
지질연구부 암석학 대학교 

부산도폭 송교영 한국자원연구소 연구원 석사 1993 구조 충남 50.0 
지질연구부 지질학 대학교 

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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