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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이리도폭(축척 1:50,000)에 한 지질조사는 지식경제부 부처임무형사업인 

‘지질도폭 조사 연구’의 일환으로 2011년부터 2012년까지 2년간에 걸쳐 수행되

었다. 도폭구역은 국립지리원에서 발간한 축척 1:50,000 익산지형도(도엽번호 NI 

52-1-04)의 북부 2/3에 해당하는 지역으로서 동경좌표 기 으로 N35°50'00“〜

N36°00'00“, E126°45'00”〜E127°00'00” 범 이다. 1:25,000 지형도는 산원(도엽번

호 NI 52-1-04-1)과 익산(도엽번호 NI 52-1-04-2) 도엽의 체 지역, 만경(도엽번

호 NI 52-1-04-3)과 김제(도엽번호 NI 52-1-04-4) 도엽의 북쪽 1/3이 해당된다.

도폭구역 앙부에서 동서로 발달하는 만경강을 심으로, 행정구역상 남쪽

은 라북도 김제시, 북동쪽은 익산시, 북서쪽은 군산시에 포함된다. 면 상으로

는 만경강 남쪽의 김제시가 가장 넓은 지역을, 익산시가 가장 좁은 지역을 차지

한다. 김제시의 경우 서쪽에서부터 활면, 진 면, 만경읍, 청하면, 공덕면, 백

산면, 백구면, 용지면이 도폭구역에 포함된다. 군산시의 경우는 서쪽에서부터 군

산시내 일부, 옥산면, 회 면, 개정면, 성산면, 야면, 임피면, 서수면이 포함된

다. 익산시의 경우는 오산면, 황등면, 춘포면, 삼기면과 익산시내 부분의 지역

이 포함된다.

이리도폭 구역은 서해안과 하는 평야지 로, 산세가 완만하고 평야  매

립 지역이 많아 근이 용이한 반면 노두의 노출이 불량하여 야외조사에 어려

움이 있다. 도폭구역 앙부와 동쪽으로 서해안 고속도로와 호남고속도로가 각

각 남북방향으로 통하고 있어 도폭구역에 근하기는 편리하다. 

도폭구역 앙부의 북북동–남남서 주향을 갖는 추정단층을 경계로 단층의 

양쪽에 분포하는 암체의 종류가 크게 다르다. 단층 서쪽은 고원생  편마암  

화강암, 신원생 –고생  변성퇴 암류가 분포하며, 동쪽은 주로 생  화강암

류가 분포한다. 

고원생  암체는 하부에서부터 흑운모편마암, 안구상 편마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등으로 구성되며, 신원생  변성퇴 암인 임피층은 석 -장석질 내지 석

회질 편암, 운모편암, 규암 등으로 구성된다. 이들 원생  암체들은 부분 군산

시 인근에 분포하며, 일부는 김제시 인근 만경강을 따라 노출되어 있다. 옥천변

성 를 구성하고 있는 암체에 비되는 것으로 추정되는 고생  운모편암은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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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구역 동쪽의 익산시내와 도폭구역 서쪽의 군산 수지 주변에 노출되어 있다. 

고생  평안층군에 비되는 것으로 보이는 옥산층은 운모편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드러스트 단층 계로 신원생  임피층에 의하여 피복된다. 그리고 상

기의 모든 암석들을 쥬라기의 복운모화강암과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이 입하며 

넓은 평야지 를 이루고 있다.

이리도폭에 인 한 1:50,000 지질도폭들 에서 북부의 함열도폭(정창희, 고 

석진, 1963), 북서부의 서천도폭(김 균, 손석진, 1963), 북동부의 강경도폭(이

성 외, 1980), 동부의 삼례도폭(홍만섭, 김 원, 1969)과 남동부의 주도폭(조선

총독부지질조사소, 1925) 등은 모두 조사 발간되었으며, 남부의 김제도폭(김유  

외, 2012)은 본 도폭과 함께 2012년 말에 발간되고, 서부의 군산도폭과 남서부의 

부안도폭은 2013년 말에 발간될 정이다.

야외조사는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1:25,000 축척의 지형도(산월, 익산, 만경, 

김제)를 기본도로 하여 야외에서 암층들의 분류, 산상  상호 계 해석, 

분포 추   경계 설정, 암석학  기재, 지질구조 요소 수집, 실내분석을 한 

암석시료 채취 등의 과정들이 수행되었다. 단층, 습곡, 연성 단 와 같은 표

 지질구조들의 발달 양상과 기하학 ․운동학  특성들을 기재  분석하

다. 채취한 시료를 박편을 제작하여 미경 찰을 실시하고 암석기재학  특성, 

미구조 분석 등을 수행하 다. 그리고 도폭구역 암층들 간의 정확한 연 층서 

확립과 화성암체들의 지화학  특성을 밝히기 하여 SHRIMP 어콘 U-Pb 연

령측정과 암석 지화학(주원소, 미량원소, 희토류) 분석을 수행하 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과정을 통하여 도폭구역에 산출하는 제 지층  암체들 간의 층서를 

체계화하고 지질학  진화과정을 종합 해석하 으며, 최종 으로 1:50,000 축

의 지질도와 지질단면도를 작성하 다. 

2. 지 형

이리도폭 구역의 많은 부분은 평야와 간척지로 구성된다. 도폭구역 북서부에 

해발 200m 이하의 구릉지만 있을 뿐 그 이외의 지역은 크고 작은 평야와 들로 

구성된다(그림 2-1). 도폭구역 앙을 동에서 서로 흐르는 만경강 유역에는 평야

지 가 넓게 발달하는데 이를 만경평야라고 한다. 구체 으로 만경강 이북은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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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시 남쪽의 왕지평야, 오산평야, 수령평야가 있고 그 사이에 만석들, 군평들, 

목천들, 공창들, 미산들, 석곡들, 왕산들, 야들, 개정들 등이 있다. 만경강 이남

에는 백구평야, 마 평야, 동계평야, 산평야, 동지산평야가 있다.

그림 2-1. 이리도폭 구역의 음 기복도.

도폭구역 앙부를 흐르는 만경강 이외에 큰 수계는 없지만 들과 평야 사이

로 소규모 하천들이 발달한다. 용암천은 도폭구역 남쪽인 김제시 용지면에서 북

으로 백구면을 지나 공덕면 동계리에서 만경강과 합류한다. 탑천은 익산시 북부

에서 동쪽으로 흘러 황등면, 서수면을 지나면서 남남동 방향으로 흘러 임피면을 

지나 야면 교리에서 만경강과 합류한다. 용암천과 탑천이 합류하는 만경강

은 도폭구역 동쪽 지역에서 발원하여 익산시 왕지평야 남쪽을 지나 서쪽으로 

흘러 세만  방조제 쪽으로 흐른다.

소규모 하천들을 따라 크고 작은 수지들이 많이 분포한다. 그 에서 만경

읍 남동쪽의 능제(만경 수지)가 가장 크다. 상 으로 큰 규모를 갖는 수지

는 수렴평야 인근의 옥곡 수지와 백산면의 백산 수지, 야들 서쪽의 군산

수지(옥산 수지)와 제가 있다.

이리도폭 구역의 지형과 지질분포와는 한 련이 있다. 도폭구역 북서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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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구릉지는 원생 의 기반암류가 분포하는 지역으로, 화강암류가 분포하는 지

역에 비하여 평야지역이 좁다. 반면에 익산시와 김제시의 넓은 평야지 에는 

부분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이 분포한다. 만경강 남서쪽 연안을 따라서 일부 구릉

지가 발달하는데, 이 구릉지에는 편암이 분포한다. 1:25만 주도폭(이병주 외, 

1997)에서 만경강 주변은 화강암이 분포하는 것으로 보고하 으나, 이번 조사에

서 만경 교 서쪽의 만경강 주변으로 신원생 –고생  변성퇴 암류가 분포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3. 지질배경  층서

이리도폭 구역은 경기육괴 남서단부에 치하며, 고원생  편마암류와 화강

암, 신원생 –고생  변성퇴 암류, 쥬라기 화강암류 그리고 제4기 충 층 등의 

지층들이 분포한다(표 3-1, 그림 3-1).

도폭구역 최고기층인 고원생  흑운모편마암은 반 으로 미약한 호상구조

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나, 일부는 흑운모편암의 암상을 보이기도 한다. 우백질

가 수 mm에서 수 십 cm의 두께로 주입 는 입되어 있는 미그마타이트질 

암상을 보이는 곳도 빈번하게 찰된다. 강한 엽리와 함께 압쇄조직도 찰되

며, 부분 으로는 면구조 보다는 선구조가 강하게 발달하여 엽리면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구조암(L-tectonite)이 분포한다.

안구상 편마암은 도폭구역내 분포하는 흑운모편마암의 앙부를 가로질러 

입하고 있으며 일부는 흑운모편마암 내에 소규모 입체로 산출하기도 한다. 

장석 반정의 크기는 최  5cm 이하이며, 흑운모편마암과 같이 강한 엽리가 발

달하며 안구상의 장석 반정이 특징 으로 발달하지만 단작용의 운동감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SHRIMP 어콘 U-Pb 연령측정 결과 안구상 편마암은 약 

1882–1876 Ma의 연령을 갖는 고원생  입암체로 규명되었다.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은 흑운모편마암 내에 소규모 입체로 산출하는 조립

질 내지 립질 화강암이다. 암시료에 한 주성분 원소분석 결과 화강암 

역에 도시되는 성분을 갖는다. SHRIMP 어콘 U-Pb 연 측정을 통하여 밝

진 이 화강암의 입시기는 1901–1846 Ma이고, 후기 변성작용 시기를 지시하는 

과성장 띠의 형성 시기는 227±10 M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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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원생  변성퇴 암인 임피층은 주로 석 -장석질 내지 석회질 편암, 운모

편암으로 구성되며 특징 으로 수매의 규암층이 능선을 따라 발달한다. 다른 원

생 –고생  암체들과 달리 주로 지 와 구릉지를 구성하며 신선한 노두의 

찰이 어려워 정확한 암상을 알 수 없을 뿐만 아니라 흑운모편마암과의  

계도 명확하지 않다. 규암에서 분리한 쇄설성 어콘의 연령측정결과 임피층

의 퇴 하한 연령이 약 <1047 Ma로 나타나, 신원생  지층으로 해석하 다. 

표 3-1. 이리도폭 구역의 지질계통표.

신생 제4기 충 층

~ 부정합 ~

생 쥬라기
세립질 흑운모화강암

 보화강암류
복운모화강암

－  입－ 

고생

옥산층 평안층군

~ 부정합 ~

운모편암  옥천층군(?)

~ 부정합 ~

신원생 임피층

~ 부정합 ~

고원생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안구상 편마암

－  입－

흑운모편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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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이리도폭 지질도  지질단면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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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생  운모편암은 도폭구역 동쪽 익산시 남동부와 도폭구역 서쪽 군산 수

지 주변에 산출하나, 형 인 암상은 인 한 군산도폭에서 찰할 수 있다. 세

립질의 변성퇴 암으로 강한 엽리면이 발달하며 주엽리면과 고각으로 교차하는 

랑벽개면이 발달한다. 체 인 암상은 충주도폭(김기완, 이홍규, 1965) 문주

리층의 운모편암과 유사한 것으로 보이나, 쇄설성 어콘의 SHRIMP 어콘 

U-Pb 연령측정 결과 퇴 하한 연령이 약 <806 Ma로 나타나 옥천층군과의 비

계는 확실하지 않다.

고생  옥산층은 도폭구역 서쪽 군산 수지 북동부에서 하부의 운모편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상부는 드러스트 단층 계로 신원생  임피층에 피복된

다. 옥산층은 천매암, 운모편암, 석류석-흑운모편암등 다양한 암상으로 구성된다. 

쇄설성 어콘의 SHRIMP 어콘 U-Pb 연령측정 결과 옥산층의 퇴 하한 연령

은 약 <393 Ma로 나타나 평안층군에 비되는 것으로 해석하 다. 

도폭구역에 산출하는 암체들  가장 넓은 분포를 보이는 쥬라기 복운모화

강암은 도폭구역 체 면 의 1/3 이상을 차지한다. 복운모화강암은 조립질 내

지 립질의 암체로 정장석 반정을 함유한다. 흑운모는 물색과 높은 구성 비

율 때문에 쉽게 인지되나 백운모는 물색과 낮은 구성 비율 때문에 신선한 암

체에서는 찰이 용이하지 않다. 암시료에 한 주성분 원소분석 결과 화강암 

역에 도시되는 성분을 갖는다. 두 개의 복운모화강암 시료에 한 SHRIMP 

어콘 U-Pb 연령은 각각 172.0±2.1 Ma와 168.7±2.2 Ma로 쥬라기 기의 입

암체로 밝 졌다.

도폭구역의 최후기 입암에인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은 복운모화강암을 입

하고 있는 세립질의 소규모 암주로 익산시 배산의 능선을 따라 분포한다. 암체 

반에 걸쳐 다양한 입자 크기의 암맥들이 입하고 있다. 암시료에 한 주

성분 원소분석 결과 화강암 역에 도시되는 성분을 갖는다. SHRIMP 어콘 

U-Pb 연령측정결과 이 화강암의 입시기는 172.3±3.4 Ma로 오차범  내에서 

복운모화강암과 거의 같은 시기에 입한 것으로 해석된다.

충 층은 도폭구역을 동–서로 흐르는 만경강과 그 주변의 소규모 하천들을 

따라 평야지 를 형성하며 넓게 분포한다. 그러나 자연 으로 형성되었던 소하

천과 구릉지들은 간척사업으로 인하여 매몰 는 제거되었으며, 드물게는 하천

의 모양은 보이나 물이 흐르지 않아 하천으로서의 기능은 사라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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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각론

가. 고원생  편마암류  화강암류

고원생  암체는 도폭구역 앙부의 북북동–남남서 주향을 갖는 추정단층 

서쪽에 주로 분포하며, 도폭구역 남쪽에서는 추정단층의 동쪽에 일부가 분포한

다. 도폭구역 최하부 지층인 흑운모편마암이 가장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이를 

안구상 편마암과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이 입하고 있다.

(1) 흑운모편마암

이리도폭 최하부 지층인 흑운모편마암은 도폭구역 북서쪽 군산시 나포면과 

임피면 일 에 주로 분포하며 도폭구역 남서쪽 김제시 만경읍 일 에도 소규모 

분포한다. 흑운모편마암은 반 으로 미약한 호상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

나, 일부는 흑운모편암의 암상을 보이기도 한다(그림 4-1). 우백질 가 수 mm에

서 수십 cm의 두께로 주입 는 입되어 있는 미그마타이트질 암상을 보이는 

곳도 빈번하게 찰된다. 석 -장석이 우세한 유백색 층과 단사휘석-각섬석-흑운

모가 우세한 담녹색 내지 암회색 층이 2–5cm 두께로 교호하며 나타나기도 한

다. 유색 물이 우세한 층들은 상 으로 풍화를 쉽게 받아 신선한 노두를 

찰하기 어렵다. 우곡제 서편 744 지방도 서쪽 능선을 따라 괴상의 세립질 암회

색 염기성암이 소규모 분포한다. 강한 엽리와 함께 압쇄조직도 찰되며, 부분

으로는 면구조 보다는 선구조가 강하게 발달하여 엽리면을 인지하기 어려울 

정도의 선구조암(L-tectonite)이 발달한다. 엽리면의 주향은 북동–남서 방향이고 

경사는 동쪽이 우세하다. 

흑운모편마암은 일반 으로 조립질 내지 세립질의 입자 크기를 갖는데, 압쇄

암화 작용이 집 된 쪽으로 입자 크기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유색 물의 

모드값은 조립질 부분보다 세립질 부분에서 높다. 육안으로 찰할 때 흑운모와 

각섬석과 같은 유색 물의 함량은 부분 으로 최  >50% 이르기도 하며, 크기

가 1cm 이상인 석류석 반상변정들이 찰되기도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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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 흑운모편마암의 노두사진(군산시 성산면 27번 국도변).

그림 4-2. 고원생  흑운모편마암의 미경사진. (a) 석류석-흑운모-사장석-석

의 물조합을 보여주는 흑운모편마암. (b) 엽리면을 따라 각섬석-흑운모와 석

교호함. (c) 변형작용이 미약한 부분에서 물배열에 의한 엽리가 명확하지 않

음. (d) 석류석-각섬석-흑운모-알라나이트의 물조합(Aln=알라나이트, Amp=각

섬석, Bt=흑운모, Grt=석류석, Pl=사장석, Qtz=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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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운모편마암의 주 구성 물은 석류석,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  등이며

(그림 4-2a-c), 석회질 함유량이 높은 암체에서는 단사휘석, 각섬석, 양기석, 클리

노조이사이트, 알라나이트가 찰된다. 편암은 주로 흑운모, 백운모, 석  등으

로 구성된다. 각섬석과 흑운모는 주 엽리면을 형성한다(그림 4-2d). 후퇴변성작

용의 향으로 석류석은 부분 녹니석, 흑운모 등으로 치환되었다. 각섬석 입

자는 자형의 결정면을 일부 갖고 있기도 하지만, 부분의 단사휘석, 각섬석은 

양기석, 흑운모로 치환되었다. 석 은 다결정의 안구상 반정을 구성하기도 하며, 

일부는 리본 구조를 보인다.

(2) 안구상 편마암

안구상 편마암은 군산시 임피면 명리–산곡리–보덕리 일 에서 흑운모편마

암을 입하며 산출한다(그림 3-1). 15번 고속국도변과 27번 국도와 인근 지방도

로를 따라 좋은 노두가 찰된다. 

안구상 장석 반정의 크기와 신장된 정도는 암체 체에서 불균질하며, 반정

의 크기는 일반 으로 5cm 이하이다(그림 4-3). 흑운모편마암과 같이 강한 엽리

가 발달하며 안구상의 장석 반정이 특징 으로 발달하지만 단작용의 운동감

각을 결정하기는 어렵다. 배열된 안구상 반정의 주향 연장부에서는 호상편마암

으로 바 기도 한다.

그림 4-3. 안구상 편마암의 노두사진. (a) 엽리면에 평행하게 신장된 안구상 반

정이 발달함(군산시 성산면 고 리). (b) 엽리면의 발달이 미약하고 부분 으로

만 안구상 반정이 발달함(군산시 야면 지경리, IS-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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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암석은 장축의 길이가 평균 1cm 정도인 장방형의 알칼리장석 반정들을 

포함하는 립질 내지 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의 암상을 나타낸다. 엽리면에 평행

하게 정향배열을 이루는 장석반정들은 비교  장단축의 비가 큰 길쭉한 형태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안구상 편마암의 반정은 정장석이며, 기질은 주로 석 , 정장석, 백운모, 흑

운모와 함께 소량의 석류석, 단사휘석, 각섬석등으로 구성된다. 장석 반정과 기

질을 구성하는 물들이 아입자화 된 것이 찰되며, 이들이 보여주는 변형구조

는 연성보다는 쇄성 변형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

그림 4-4. 안구상 편마암의 미경사진. (a-b) 석류석, 단사휘석, 각섬석, 흑운모

의 물조합을 보임(Amp=각섬석, Bt=흑운모, Cpx=단사휘석, Grt=석류석, Qtz=

석 ).

(3)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은 흑운모편마암과 안구상 편마암을 입하고 있는 

상의 소규모 암체로, 특징 으로 압쇄암 구조를 갖는 유백색 내지 담회색의 화

강암체 이다(그림 4-5). 조립질 내지 립질의 암체로 부분 으로는 1–3cm 크기

의 장석 반정을 함유하며, 폭 5cm 이하의 석 맥이 엽리면에 평행하게 입하

기도 한다. 엽리면의 주향은 북북서–남남동 이고 북동 방향으로 고각으로 경사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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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5.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의 노두사진. (a) 흑운모편마암을 입하고 있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의 노두사진(군산시 서수면 축산리). (b) 안구상 편마암을 

입하고 있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의 노두사진(군산시 성산면 고 리).

주 구성 물은 정장석, 사장석, 석 , 백운모이다. 반상쇄정은 주로 정장석, 

사장석, 다결정의 석  등으로 구성된다. 장석 반정은 안구상을 띈다. 기질은 주

로 백운모와 석 으로 구성된다. 기질의 석 은 리본구조를 보이며 아입자들로 

구성되며, 동소 을 보이기도 한다(그림 4-6).

그림 4-6.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의 미경사진. (a) 정장석 반상쇄정과 리본구조

를 보이는 기질의 석  아입자. (b) 정장석과 사장석 반상쇄정. 사장석 반상쇄정

의 정면이 부분 으로 변형되었고 동소 을 보임. 단작용이 집 된 정도

의 차이에 따라 석  아입자의 크기가 차이가 있음(Kfs= 정장석, Ms= 백운모, 

Pl=사장석, Qtz=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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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신원생  변성퇴 암

(1) 임피층

임피층은 훅운모편마암의 남동주변인 임피면과 그 남북의 서수면, 야면 일

에 주로 분포하며, 옥산면 원우리, 청하면 소토리–화포리에 일부가 분포한다. 

임피층은 하부의 흑운모편마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며, 생  복운모화강암에 

의해서 입된다. 임피층은 주로 석 -장석질 내지 석회질의 엽층리와 운모가 

많은 이질의 엽층리가 교호하는 편암으로 구성된다(그림 4-7). 편암내에는 다수

의 규암층이 능선을 따라 발달하나 연장성은 좋지 않다. 지형 으로 지 를 

형성하고 있으며 신선한 노두는 거의 찰되지 않는다. 일반 인 엽리면의 주향

은 북동–남서 방향이고 북쪽 는 남쪽으로 경사하는 향사구조를 이룬다. 

석 -장석질 내지 석회질 엽층리는 립 내지 조립질의 입자 크기를 갖는 반

면, 운모가 우세한 이질 엽층리는 세립질의 입자 크기를 갖는다. 규암은 유백색

을 띄며 주로 백운모로 구성된 얇은 엽층리가 재한다. 부분 으로는 완만한 

킹크습곡이 발달하기도 한다. 규암의 두께는 약 1.5m 정도이며, 부분 으로 석

과 운모가 교호하는 30–40cm 층도 있다. 임피면 보석리 굴제 동편 도로변

에서 작은 규모의 층상 규암을 찰할 수 있다. 성분을 달리하는 엽층의 두께는 

수 mm에서 수 cm이며 백운모의 정향 배열로 정의되는 면구조가 찰된다.

 

그림 4-7. 임피층의 노두사진. (a) 석 -장석질 내지 석회질 편암이 습곡된 노두

(군산시 임피면 월하리). (b) 규암과 운모편암이 호층을 이룸(군산시 임피면 미

원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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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암의 주 구성 물은 단사휘석, 각섬석, 흑운모, 사장석, 석  등이며, 엽층

리의 주성분에 따라 물조합의 차이가 있다. 부분의 단사휘석과 각섬석은 자

형의 결정면을 갖고 있지 않은 반면, 양기석은 자형으로 산출한다(그림 4-8a, b). 

규암은 주로 석 과 소량의 흑운모로 구성된다(그림 4-8c, d). 석  입자는 재결

정되어 쇄설성 입자의 특징을 보이지 않으며 미약하게나마 엽리면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있다.

그림 4-8. 임피층의 미경사진. (a-b) 단사휘석, 각섬석, 흑운모, 사장석, 석 의 

물조합을 보이는 석회질 편암. 각섬석은 부분 으로 양기석으로 치환됨. (c-d) 

석 과 흑운모로 구성된 규암(Act=양기석, Amp=각섬석, Bt=흑운모, Cpx=단사

휘석, Pl=사장석, Qtz=석 ).

다. 고생  변성퇴 암

(1) 운모편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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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편암은 도폭구역 동부인 익산시 신흥동 상도지 주변과 도폭구역 서부인 

군산시 회 면 군산 수지와 제 남서부의 세장리, 고사리 일 에 분포한다. 

암녹색 내지 녹회색 운모편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하부 임피층과 상부 옥산층

과의 부는 찰할 수 없으나 쇄설성 어콘의 연령분포 형태로 미루어 부

정합 계로 설정하 다. 부분 풍화되어 신선한 노두를 찰하기 어려우나 군

산시 회 면 정리 709번 지방도로변 회 등학교 서측에서 노두를 찰할 

수 있으며, 인  도폭구역인 군산시 옥산면 성리에서는 채석장규모의 좋은 노

두를 찰할 수 있다. 채석장 규모에서 암상이 거의 균질하며, 개면에서는 큰 

규모의 개방습곡 구조를 찰할 수 있다. 체 인 주향은 북서 내지 서북서이

고 경사는 북쪽이다. 

운모편암은 암상의 변화가 거의 없이 균질하고 외 상 약 100m 이상의 층

후를 갖는 특징이 있다. 고원생  기반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임피층

과 비시키기에는 상 으로 변성도가 낮고 암상도 크게 다르다. 쇄설성 어

콘 연령측정에 의한 운모편암의 퇴 하한 시기는 하부의 임피층 보다는 약 200 

Ma 늦고 상부의 옥산층 보다는 약 400 Ma 빠른 것으로 측정되었다. 따라서 본 

도폭에서는 운모편암의 층서상의 치를 임피층과 옥산층의 사이로 설정하 으

나 보다 정확한 퇴 시기에 한 추가 연령측정 연구가 필요하다.

그림 4-9. 운모편암의 노두사진(군산시 옥산면 성리). (a) 체석장 규모의 노두

에서 체 으로 균질한 암상을 보임. (b) 주엽리면에 고각으로 교차하는 랑

벽개면.

운모편암의 주 구성 물은 흑운모, 백운모, 석 이고, 녹염석으로 추정되는 

세립질 물의 집합체가 반정형태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4-10a-b). 흑운모는 



- 16 -

부분 으로 녹니석으로 치환되었다. 단작용의 강도가 증가함에 따라 운모류가 

미세습곡을 보이는 것에서부터(그림 4-10a-b), 리본구조를 갖는 석  입자가 단

층면을 따라 미끄러지는 조직을 보이기도 하며(그림 4-10c), 최종 으로는 석

입자가 모두 쇄된 압쇄암 조직을 보인다(그림 4-10d).

그림 4-10. 운모편암의 미경사진. (a-b) 운모류의 미세습곡 구조와 석 의 아

입자화 조직을 보임. (c) 리본구조를 갖는 석 이 단면을 따라 미끄러지고 기

질의 입자 크기는 감소함. (d) 석 입자들이 세립질 크기로 쇄된 암쇄암 구조

를 보임(Bt=흑운모, Ms=백운모, Qtz=석 ).

(2) 옥산층

옥산층은 도폭구역 서부 군산시 회 면 군산 수지와 제 북동부의 고사

리 일 에 북서–남동 방향의 상으로 분포한다. 북서 방향의 주향과 북동 방향

의 경사를 갖는 천매암에서부터 편암에 이르는 다양한 암상으로 구성된다(그림 

4-11). 풍화작용으로 노두 찰이 용이하지 않으나, 군산 수지 동측에서는 비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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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신선한 천매암을 찰 할 수 있다. 엽리면은 입자 크기가 작은 천매암에서 

보다 잘 정의 된다. 남서쪽으로는 하부의 운모편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으

며 북동쪽은 임피층에 의해서 드러스트 단층 계로 피복된다. 

소량의 흑연을 함유하고 있는 암회색 천매암 내지 편암은 약 1–2mm 크기의 

석류석과 흑운모 반상변정을 함유하며 랑습곡이 발달한다. 색의 장석질 사

질암은 립질의 입자 크기를 갖으나 풍화되어 원래의 암상을 인지하기 어렵다. 

천매암과 편암의 암상의 차이는 기 입자 크기와 구성 성분에 기인한 것으로 

단된다. 

 

그림 4-11. 옥산층의 노두사진. (a) 암회색 내지 녹회색 천매암과 담회색 석 -장

석질암이 교호함(군산시 회 면). (b) 편암의 엽리에 평행하게 습곡된 석 맥(군

산시 옥산면).

옥산층의 엽리면을 구성하는 주 구성 물은 백운모, 석 , 흑연 등이며, 주 

엽리면 형성과 동시기 내지 그 이 에 존재하 던 물은 석류석, 흑운모, 속

산화물등이다. 석  입자는 아원상으로 쇄설성 입자의 특징을 보이나 아입자화

되어 합상의 입자경계를 갖고 있으며 동소 을 보인다(그림 4-12a). 시료에 

따라 석 이 리본구조를 보이고 기질의 입자들이 강하게 쇄된 암쇄암 구조를 

보이기도 한다(그림 4-12b). 석류석 반상변정은 흑운모와 철산화물로 부분 치

환되었다(그림 4-12c). 주 엽리면 형성이후에 성장한 것으로 보이는 운모류가 드

물게 찰되기도 한다(그림 4-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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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옥산층의 미경사진. (a) 동소 과 합상조직을 보이는 석 아입

자로 구성된 천매암. (b) 리본구조를 보이는 석 과 쇄된 기질로 구성된 압쇄 

천매암. (c) 주 엽리면 형성 이 에 성장한 석류석과 흑운모 반정이 찰되는 

석류석-흑운모편암. (d) 주 엽리면 형성 이후에 성장한 운모 물이 찰되는 석

류석-흑운모편암 (Bt=흑운모, Grt=석류석, Ms=백운모, Qtz=석 ).

라. 쥬라기 화강암류

도폭구역의 쥬라기 입암류는 보화강암류에 속하는 복운모화강암과 세립

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되며, 도폭구역 앙부 북북서–남남동 주향의 추정단

층 동측에 분포한다. 도폭구역 내에서 4기 충 층과 함께 가장 넓은 분포 범

를 갖는다.

(1) 복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은 도폭구역 동부인 익산시 삼기면, 황등면, 익산시내 주변, 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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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시 백구면, 용지면, 공덕면, 청하면, 백산면, 만경읍 일 , 군산시 임피면, 서수

면 일 에 분포한다. 도폭구역 내에 분포하는 다른 암체들과 하는 경우는 

극히 드물고, 군산시 임피면과 서수면 일 에서 소규모 암체가 임피층을 입하

고 있다. 화강암의 암상 특성상 지  구릉을 형성한다.

복운모화강암은 정장석 반정을 함유하는 조립질 내지 립질의 암체로 기질

을 구성하는 입자 크기는 균질한 편이다(그림 4-13). 정장석 반정의 크기는 동일 

노두에서도 변화가 크며 정장석이 찰되지 않는 곳도 있다. 흑운모의 모드값은 

체 으로 균질한 편이다. 풍화된 암체에서는 육안으로도 백운모의 존재를 확

인할 수 있으나 신선한 암체에서는 루페를 사용하여도 존재 여부를 확인하기 

쉽지 않다. 신선한 암체에서는 사장석과 정장석의 구분이 모호하나, 풍화 표면

에서는 유백색의 사장석과 담분홍색의 정장석이 쉽게 구분된다.

인 한 군산도폭과의 경계부인 도폭구역 남서부 김제시 진 면 고사리 나성

산 일  분포하는 암체에서는 미약한 엽리가 찰되나 그 이외의 변형구조는 

찰되지 않는다. 그러나 미경 찰에서 일부 석 입자가 아입자화 되어 있는 

것으로 미루어보아 미약게 발달한 엽리면은 화성기원이라기 보다는 입이후에 

형성된 것으로 단된다.

 

그림 4-13. 복운모화강암의 노두사진. 조립질 내지 립질 암체로 정장석 반정을 

함유함 (김제시 백구면 반월리 채석장).

주 구성 물은 흑운모, 백운모, 녹염석, 사장석, 정장석, 석  등이 있고, 부

성분 물로는 티타나이트, 어콘이 있다. 암석명이 복운모화강암이나 일반

으로 흑운모에 비하여 백운모의 모드값이 훨씬 낮다. 녹갈색 내지 암갈색의 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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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는 부분 으로 변질작용을 받아 녹니석화 되어 있다. 백운모는 흑운모에 비

하여 결정내부가 깨끗하고 자형의 결정면이 발달한다. 한 녹염석과 더불어 결

정 내부가 견운모화 된 사장석에서 흔히 찰되기 때문에 이차 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기도 한다. 그러나 암체 내에서 열수변질 작용의 증거나 다른 변성

물이 찰되지 않기 때문에 백운모는 화성기원인 것으로 생각된다.

정장석 반정은 사장석, 석 , 백운모 등의 포획물을 갖는 포이킬리틱조직을 

보이며(그림 4-14a), 반정 내부  주변부에서는 미르메카이트 조직이 흔히 찰

된다(그림 4-14b). 도폭구역 북부 신기삼거리 인근의 채석장에서 채취한 복운모

화강암 시료에서는 미경하에서 백운모가 잘 찰된(그림 4-14c, d).

그림 4-14. 복운모화강암의 미경사진. (a) 정장석 반정 내부에 사장석, 정장석, 

석 , 백운모등의 물이 포획되어 있는 포이킬리틱조직을 보임. (b) 정장석에서 

찰되는 미르메카이트조직. (c-d) 정장석 내부의 백운모(Bt=흑운모, Kfs=정장석, 

Ms=백운모, Opq=불투명 물, Pl=사장석, Qtz=석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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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세립질 흑운모화강암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은 익산시내 서쪽에 치한 배산을 구성하는 세립질의 

소규모 암주로 산출한다(그림 4-15). 신선한 암체는 주로 능선을 따라 찰 할 

수 있다. 입자 크기는 <2mm로 부분 으로 <5mm의 석 반정이 산출한다. 암체 

반에 걸쳐 다양한 폭과 입자 크기를 갖는 암맥들이 입하고 있다. 주 구성

물은 흑운모, 사장석, 정장석, 석 이고, 미경하에서 소규모 석 맥이 다수 

찰된다.

 

그림 4-15.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의 노두사진. 세립질 암체로 다양한 폭을 갖는 

석 맥 는 페그마타이트가 입하고 있음(익산시 배산공원).

그림 4-16.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의 미경사진(Bt=흑운모, Kfs=정장석, Qtz=석

).



- 22 -

마. 제4기 충 층

이리도폭 구역에 분포하는 제4기 충 층은 간척사업으로 매립된 지역과 구

분이 어려우나 쇄설성 퇴 층으로 구성되는 충 층이 하천을 따라 매우 제한

으로 분포하기도 한다(그림 4-17).

 

그림 4-17. 도폭구역 내에 넓게 분포하는 제4기 충 층의 경사진.

5. 암지화학  연령측정

가. 개요

이리도폭 구역에 분포하는 고원생   생  화성암류들의 지화학  암석

분류, 생성 지구조환경, 지화학  특징을 밝히기 하여 총 3개 암체의 9개 시

료에 하여 주원소,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석을 실시하 다. 한 화성암류 

 변성퇴 암류의 형성시기 규명  층서를 확립하기 하여 7개 암체의 10개 

시료에 하여 어콘 U-Pb 연 측정을 실시하 다. 부분의 어콘 시료는 

SHRIMP를 이용하여 분석하 으나, 임피층의 어콘 시료는 이 삭박 유도

라즈마 질량분석기(Laser Abration ICP-MS)를 이용하여 분석하 다. 연령측정 

결과가 오차범  내에서 선후 계를 구분할 수 없는 암체들의 층서는 야외산상

을 근거로 결정하 다. 암시료에 한 주원소,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 고, SHRIMP 어콘 U-Pb 연령측정은 한국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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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학지원연구원에서 SHRIMP-IIe를 이용하여 수행하 다. LA-ICP-MS 어콘 

U-Pb 연령측정은 캐나다 마니토바 학의 Merchant다 LUV213 이 를 장착한 

Thermo-Finnigan Element2 HR-ICP-MS를 이용하 다.

나. 암지화학 분석  해석

분석된 고원생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시료는 TAS[=Total Alkali vs. Silica 

(Na2O+K2O vs. SiO2)]도표에서 SiO2 함량이 화강암 역에서 벗어나 약간 높은 

값을 보이며(그림 5-1), 알카리 함량은 7.77 wt.%를 갖는다. 쥬라기 복운모화강

암과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은 화강암 역에 도시된다. 복운모화강암의 체 알

카리 함량은 7.76–8.40 wt.%이며, 세립질 흑운모화강암의 알카리 함량은 8.31 

wt.%이다(그림 5-1). 

그림 5-1. 화강암류의 화학  분류를 한 TAS (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한편 고원생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쥬라기 복운모화강암과 세립질 흑운모

화강암은 모두 화산호 화강암내지 충돌동시성 화강암 역에 도시된다(그림 

5-2). Y+Nb vs. Rb 도표에서 일부 복운모화강암이 다른 역에 도시되는 것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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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 시료의 성분 차이일 수도 있으나, 서로 다른 시기에 분석한 것에서 기인한 

분석오차일 가능성도 있다.

그림 5-2. (a) Nb-Y와 (b) (Y+Nb)-Rb 화강암 지구조환경 구분도표.

다. 연령측정

(1) 안구상 편마암

안구상 편마암(IS-118-1) 시료에서 분리한 어콘 입자들은 CL 상에서 

부분 진동 를 보이는 자형이지만 드물게 반자형으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5-3a). 특징 으로 어콘 외연부에 암회색의 얇은 덧성장 띠가 발달한다. 어

콘의 U농도는 288–815ppm이고 Th/U비는 0.19–0.67의 값을 갖는다. 어콘 외

연부 7개 분석 에 한 207Pb/206Pb 가 평균연 는 1882±11 Ma (MSWD=1.3, 

Probability=0.23) 이다(그림 5-3b).

안구상 화강암과 동일한 암체로 구분한 장석반정 화강암(IS-120) 시료에서 

분리한 어콘 입자들은 CL 상에서 부분 진동 를 보이는 자형이지만 드

물게 반자형으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5-3c). 어콘의 U농도는 152–387ppm이

고 Th/U비는 0.21–0.42로 비교  일정한 값을 갖는다. 어콘 외연부 10개 분석

에 한 207Pb/206Pb 가 평균연 는 1876±10 Ma (MSWD=0.9, 

Probability=0.52) 이다(그림 5-3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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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3. 분석 과 204Pb에 하여 보정한 207Pb/206Pb 연 를 표시한 안구상 편

마암의 CL 상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2)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안구상 편마암을 입하고 있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 시료(IS-118-2)에서 분

리한 어콘 입자들은 CL 상에서 부분 진동 를 보이는 자형이지만 드물

게 반자형으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5-4a). 어콘 입자에 따라 외연부에 수 

µm 이하의 두께를 갖는 암회색 덧성장 띠가 발달하다. 어콘의 U농도는 83–

1130ppm이고 Th/U비는 0.37–1.12이다. 어콘 외연부 11개 분석 에 한 

207Pb/206Pb 가 평균연 는 1846±10 Ma (MSWD=1.06, Probability=0.39) 이다

(그림 5-4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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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4. 분석 과 
204

Pb에 하여 보정한 
207

Pb/
206

Pb 연 를 표시한 엽리상 우

백질 화강암의 CL 상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흑운모화강암을 입하고 있는 엽리상 우백질 화강암(IS-102)에서 분리한 

어콘은 CL 상에서 어콘 내부에 진동  는 역 가 발달하며 결정면

이 잘 발달한 자형으로 산출한다(그림 5-4c). 암회색을 띄는 어콘 외연부의 두

께는 약 5–50µm로 덧성장 띠라고 하기에는 상당히 두꺼운 편이다. 어콘의 U

농도는 491–5119ppm이고 Th/U비는 0.01-0.21로 변화폭이 크다. 일치연령곡선상

에 도시되는 은 연령을 갖는 어콘 외연부 5개 분석 에 한 U농도는 2206

–5119ppm으로 높은 U값을 갖는 반면 Th/U비는 0.04–0.06으로 비교  낮고 일

정한 값을 갖는다. CL 상에서 찰되는 어콘 내부구조와 연령측정 결과만

을 고려할 때 이 암체가 고원생  암체가 아닌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으로 구분

할 수도 있으나, 야외에서 찰되는 주변암과의 계, 납손실선을 따른 분석

들의 일정한 배열, 어콘 외연부에서 낮은 Th/U비 등을 고려하여 이 암체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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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라이아스기에 변성작용을 받은 고원생 암체로 구분하 다. 일치연령곡선에 

도시되는 충분한 분석 을 얻지 못하여 정확한 입  변성 연령을 알 수는 

없으나 그에 상응하는 상부  하부 교차선 연령은 각각 1901±44 Ma와 

227±9.8 Ma 이다(그림 5-4d).

(3) 임피층

임피층 규암(IS-112)에서 분리한 어콘 입자들은 원마도가 좋은 타형으로 

형 인 쇄설성 어콘의 형태를 보인다(그림 5-5a). CL 상에서 역 와 

진동 를 보이는 입자들이 혼재하고, 일부 입자들은 메타믹트작용

(metamictization)으로 내부구조가 불분명하다. LA ICP-MS로 분석한 어콘 입

자 에서 일치연령곡선에 가까이 도시되는 104개 분석 에 한 연령은 ca. 

2500–1047 Ma의 변화를 보이며, 가장 높은 상  도를 보이는 연령범 는 

1600 Ma, 1500 Ma, 1150 Ma 이다(그림 5-5b). 임피층 규암이 퇴 된 시기는 가

장 은 연령인 1047 Ma 이후이며, 신원생  암체로 해석하 다.

그림 5-5. 임피층 규암에서 분리한 쇄설성 어콘의 CL 상과 LA ICP-MS 

어콘 U-Pb 연령 상  확률 분포도.

(4) 운모편암

이리도폭 구역에서 신선한 운모편암 시료를 채취할 수 없어서 연령측정에 

이용한 시료는 군산 수지 서쪽의 군산도폭 내에서 채취하 다. 운모편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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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리한 어콘은 부분 원마도가 좋은 타형의 입자들로 구성되나 결정면이 잘 

발달한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도 포함한다. CL 상에서 밝게 발 하며 

역 와 진동 를 보이는 입자들도 있으나 메타믹트작용으로 상 으로 어

둡게 보이며 내부구조가 불분명한 입자들도 상당수 존재한다(그림 5-6a).

운모편암의 퇴 하한 시기를 결정하기 하여 원마도가 좋은 입자 보다는 

결정면이 발달한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을 으로 분석하 다. 일치연

령곡선에 가까이 도시되는 44개 분석 에 한 U-Pb 연령은 ca. 2704–806 Ma

의 분포 범 를 갖는다. 다른 연령들 보다 ca. 850 Ma 연령이 가장 높은 상  

도를 보이는 것은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을 으로 분석하 기 때문

이다. 운모편암의 퇴  하한 시기는 분석 들 에서 가장 은 연령인 ca. 806 

Ma 이후로 나타났다(그림 5-6b). 비록 은 연령을 얻을 가능성이 높은 자형의 

어콘 주로 분석 하 으나 분석 의 수가 충분하지 않기 때문에 재 얻은 

ca. 806 Ma 보다 은 연령측정 결과를 얻지 못했을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따라서 운모편암의 퇴 시기를 보다 명확히 규명하기 해서는 본 암체가 연장

되는 군산도폭에서 추가로 연령측정 연구를 진행할 필요가 있다. 

그림 5-6. 운모편암에서 분리한 쇄설성 어콘의 CL 상과 SHRIMP 어콘 

U-Pb 연령 상  확률 분포도.

(5) 옥산층

옥산층 편암(IS-126)에서 분리한 어콘은 원마도가 좋은 타형의 입자들도 

포함되어 있으나 결정면이 잘 발달한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도 상당수 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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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되어 있다. CL 상에서 밝게 발 하며 역 와 진동 를 보이는 입자

들도 있으나 메타믹트작용으로 상 으로 어둡게 보이며 내부구조가 불분명하

거나 상속핵을 갖는 입자들도 있다(그림 5-7a).

 일치연령곡선에 가까이 도시되는 30개 분석 에 한 U-Pb 연령은 ca. 

2585–393 Ma의 분포 범 를 갖으며, 높은 상  도를 보이는 연령범 는 ca. 

2590 Ma, 1340 Ma, 920 Ma, 440 Ma 이다(그림 5-7b). 다른 연령들 보다 ca. 

440 Ma 연령이 가장 높은 상  도를 보이는 것은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

들과 같은 특정한 그룹의 어콘 입자들을 으로 분석하 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결정형에 계없이 이 연령 의 어콘 입자들이 우세하게 나타난다. 

운모편암의 퇴  하한 시기는 분석 들 에서 가장 은 연령인 ca. 393 Ma 

이후 이다(그림 5-7b).

그림 5-7. 옥산층에서 분리한 쇄설성 어콘의 CL 상과 SHRIMP 어콘 

U-Pb 연령 상  확률 분포도.

(6) 복운모화강암

복운모화강암에서 분리한 어콘 입자들은 CL 상에서 부분 진동 를 

보이는 자형이지만 드물게 반자형으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5-8a, c). 특징 으

로 어콘 내부에 상속핵이 발달하며 암회색의 얇은 외연부가 발달한다. 

IS-001 시료에서 분리한 어콘의 U농도는 203–2914ppm으로 넓은 변화폭을 

갖고 Th/U비는 0.07–0.43으로 비교  낮은 값을 갖는다. 어콘 외연부 10개 분

석 에 한 206Pb/238U 가 평균연 는 172.0±2.1 Ma (MSWD=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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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robability=0.01) 이다(그림 5-8b).

그림 5-8. 분석 과 
207

Pb에 하여 보정한 
206

Pb/
238

U 연 를 표시한 복운모

화강암의 CL 상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IS-002 시료에서 분리한 어콘의 U농도는 239–6743ppm으로 넓은 변화폭을 

보이나 분석한 들은 부분 600ppm 이상의 U농도를 보인다. Th/U비는 0.07

–0.48으로 비교  낮은 값을 갖는다. 어콘 외연부 12개 분석 에 한 

206
Pb/

238
U 가 평균연 는 172.4±3.9 Ma (MSWD=7.7, Probability=0.0) 이다(그

림 5-8d). 

두 개의 복운모화강암 시료에 하여 SHRIMP 어콘 U-Pb 연 측정결과 

두 암체는 약 3 Ma의 정치 연  차이를 보이나 오차범 를 고려하면 동일한 

시기에 정치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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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세립질 흑운모화강암

세립질 흑운모화강암(IS-101)에서 분리한 어콘 입자들은 CL 상에서 부

분 진동  는 역 를 보이는 자형이지만 드물게 타형으로 산출하기도 

한다(그림 5-9a). 특징 으로 어콘 내부에 상속핵이 발달하고 외연부에는 암회

색 띠가 모든 입자에서 찰된다. 어콘의 U농도는 102–944ppm의 변화를 보

이며 Th/U비는 0.025–1.139로 변화폭이 크다. 어콘 외연부 7개 분석 에 한 

206
Pb/

238
U 가 평균연 는 172.3±3.4 Ma (MSWD=4.3, Probability=0.0) 이다(그

림 5-9b).

그림 5-9. 분석 과 
207

Pb에 하여 보정한 
206

Pb/
238

U 연 를 표시한 복운모화강

암의 CL 상  Terra-Wasserburg 콘코디아 도표.

6. 지질구조

가. 개요

이리도폭 구역은 한반도 남 부의 서해안 연안에 치한다. 지체구조 으로

는 경기육괴 남서 연변부에 속하며, 북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옥천 의 연장부가 

교차할 것으로 상되는 지역이다. 이리도폭 심부에서 서쪽으로 흐르는 만경

강 주변에는 넓게 만경평야 지 가 펼쳐지기 때문에 노두의 발달이 미약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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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이리도폭의 앙부와 동부 지역은 부분 쥬라기의 복운모화강암이 넓게 

분포하고, 풍화심도가 매우 깊어서 찰되는 지질구조가 매우 다. 따라서 여

기서 언 되는 지질구조는 모두 이리도폭 서부 지역에 분포하는 천매암, 편암, 

편마암 노두에서 찰되고 측정된 것이다.

이리도폭 구역 내에 발달하는 지질구조로는 편마구조, 편리, 압쇄구조, 물

선구조, 랑선구조, 습곡구조, 단층구조, 리구조 등이 있다. 편마구조와 편리 

등의 역 인 면구조(regional foliation)는 도폭구역 서편에 분포하는 천매암, 

편암(임피층), 편마암 등의 변성퇴 암에서 찰된다. 역 인 면구조는 일반

으로 북동 주향이 우세한 편이나, 군산시의 군산 수지 부근에서는 북서 주향이 

우세한 특징을 보인다. 물선구조와 랑선구조는 천매암과 편암류에서 잘 

찰되며, 두 종류의 선구조가 서로 교차하기도 한다. 선구조의 선주향은 략

으로 남북 방향과 동서 방향이 우세하다. 습곡구조는 노두 규모에서 흔하게 

찰되며, 지도 규모의 규모 습곡구조는 뚜렷하지 않다. 다만, 군산 수지 남쪽

에 분포하는 옥천층군 내에 규모의 습곡이 상된다. 편암과 편마암 지역에서 

엽리면이 남북 방향에서 동서 방향으로 회 하는 경향이 있지만 뚜렷한 습곡축

을 형성하지는 못 한다. 이리도폭 구역에서 규모의 단층으로는 함열도폭(정창

희와 고석진, 1963)에서 연장되는 함열단층과 군산 수지 부근에서 신원생 의 

임피층이 고생  퇴 암으로 충상하는 역단층이 인지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암석으로부터 최소한 여섯 번의 변형작용이 인지된다(표 

6-1). 첫 번째 변형작용(Dn+1)은 원생 의 기반암에 편리와 편마구조를 형성한 

변형작용이다. 두 번째 변형작용(Dn+2)은 편암과 편마암 내에 압쇄암을 형성한 

변형작용으로, 압쇄면은 역 인 엽리면의 방향과 평행하다. 압쇄구조는 간헐

으로 발달하여 뚜렷한 발달범 를 지정하기는 어려우며, 야교차로 북동쪽의 

죽산리 지역의 능선에서 압쇄구조를 잘 찰할 수 있다. 압쇄구조와 동시에 형

성된 물선구조는 북북동 방향의 선주향이 우세하다.

이 압쇄구조가 형성된 후에 동서 방향의 습곡축을 갖는 습곡구조가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Dn+3). 이 습곡작용에 의해서 형성된 습곡구조는 착습곡(tight 

fold) 내지 등사습곡(isoclinal fold) 형태를 띠며, 습곡축면은 역 인 엽리면의 

방향과 평행한 경우가 많다. 네 번째 변형작용(Dn+4)은 군산 수지 부근에서 발

달하는 북서 방향의 역단층을 형성하 으며, 이와 연 된 랑선구조가 찰된

다. 군산 수지 북쪽의 역단층 부근에서 두 개의 랑선구조가 교차하는 노두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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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된다. 이 노두에서 역단층과 평행한 랑선구조는 남북 방향의 랑선구조

에 의해서 첩된다. 따라서 남북 방향의 습곡구조를 역단층 이후에 형성된 변

형작용으로 해석하 다. 이를 다섯 번째 변형작용(Dn+5)으로 설정하 으며, 이 

변형작용은 동서 방향의 등사습곡을 남북 방향으로 재습곡시키는 변형작용이다. 

이 습곡작용에 수반된 랑선구조는 각으로 북쪽으로 침강한다. 마지막으로 

도폭 앙부에서 쥬라기 복운모화강암을 단하며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발

달하는 수직단층이 최후기에 형성되었다(Dn+6). 북북동 방향의 최후기 수직단층

은 연구지역 북쪽에서 함열단층(김정환 외, 1994)으로 연장되며, 백악기 분지의 

형성과 련이 있다.

표 6-1. 이리도폭 지역에서 인지되는 변형작용순서

변형작용순서 변형작용 주요 지질구조

Dn+1 역  엽리면 형성 - 편마구조, 편리, 천매구조

Dn+2 단 작용
- 압쇄면

- 북북동 방향의 물신장선구조

Dn+3 동서 방향의 습곡 작용
- 등사 내지 착 습곡구조

- 동서 방향의 랑선구조

Dn+4 북서 방향의 역단층 작용
- 역단층, 개방 습곡구조

- 북서 방향의 랑선구조

Dn+5 남북 방향의 습곡 작용
- 개방 습곡구조

- 남북 방향의 랑선구조

Dn+6 북북동 방향의 단층 작용 - 단층구조

나. 면구조와 선구조

이리도폭 구역 북서부에 분포하는 원생 의 편마암과 임피층, 고생 의 옥천

층군과 평안층군에 발달한 엽리면의 방향성을 표시하면 그림 6-1과 같다. 역

인 엽리면은 북쪽 지역에서는 북북동 내지 북동 방향이 우세하며, 남쪽으로 

가면서 차 동서 방향으로 회 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6-1). 도폭 서부에서

는 엽리의 주향이 북서쪽으로 더 회 한다. 그런데 이러한 경향은 동남쪽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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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면서 이어지지 않고 만경강 남안에서는 다시 북동 주향이 우세해진다. 따라서 

북서 주향이 우세한 지역과 북동 주향이 우세한 지역 사이에 단층이나 습곡이 

발달할 것으로 추정된다(그림 6-1에서 물음표로 표시한 지역). 그러나 넓게 평야

지 가 형성되어 이러한 지질구조의 발견이 불가능하다.

이리도폭 지역 서부에 분포하는 편암, 편마암, 천매암 등에서 측정된 면구조

와 선구조를 입체투 망에 투 하 다(그림 6-2). 측정된 모든 엽리의 극 을 함

께 도시하면, 등고선도로부터 두 개의 원을 그릴 수 있으며 이에 상응하는 두 

개의 집 이 나타난다(그림 6-2a). 두 개의 집  에서 더 강하게 집 된 

방향은 N20°E/60°SE로 주로 편마암 지역에서 잘 찰되며, 이는 편마암 지역에

서 측정된 엽리만을 투 한 결과와 부합한다(그림 6-2c). 집  에 다른 하나

의 방향은 N80°E/70°NW로 주로 편암의 분포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면의 방향

성을 지시한다. 편암  천매암 분포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면을 투 한 결과 세 

개의 집 이 나타나며, 그림 6-2a와는 다르게 N40°W/70°NE의 방향성이 강해

진다(그림 6-2b). 이는 군산 수지 부근의 측정값들을 반 하는 것으로 해석된

다.

측정된 선구조를 랑선구조와 물선구조로 나 어서 투 하 다(그림 

6-2d, e). 랑선구조와 물선구조의 방향성에는 큰 차이를 보이지 않으나, 

랑선구조의 경우 동쪽으로 고경사하는 경우가 많이 찰되며, 물선구조의 경

우는 북동 방향으로 상 으로 경사하는 경우가 많다. 엽리면의 입체투 도

와 비교해 보면, 체 지역에서 측정된 모든 엽리를 투 한 결과에서 나타나는 

원의 극 에 해당하는 습곡축의 방향과 랑선구조의 방향의 략 으로 일

치하지만, 북쪽 방향의 랑선구조에 해당하는 습곡축은 엽리면의 입체투 도에

서 나타나지 않는다(그림 6-2a, d). 이러한 특징은 북쪽 방향의 랑선구조를 형

성한 습곡구조가 연구지역의 엽리면의 분포에 상 으로 큰 향을 주지 못 

하 음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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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6-1. 이리도폭 북서부 지역에서 발달하는 역 인 엽리면의 주향선도.

그림 6-2. 도폭구역에서 측정된 엽리면과 선구조에 한 입체투 도. (a) 체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 (b) 편암과 천매암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 (c) 흑운모편마

암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 (d) 편암과 천매암 지역에서 측정된 랑선구조. (e) 

편암와 천매암 지역에서 측정된 물선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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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습곡구조

체 지역에서 측정된 모든 엽리면 극 의 등고선도로부터 두 개의 원을 

찾을 수 있다(그림 6-2a). 두 개 원의 극 은 각각 두 개의 습곡축을 지시한

다. 이로 부터 추정되는 습곡축은 동쪽으로 경사하는 방향이 가장 뚜렷하며, 그 

다음에 북동쪽으로 경사하는 습곡축의 방향이 인지된다. 이와 연 된 랑선구

조가 습곡축과 유사한 방향을 보인다(그림 6-2d, e). 편암과 천매암 지역에서 측

정된 엽리면의 극 만을 도시했을 경우는 모든 엽리면의 극 을 투 했을 경우

와 비교해서 북쪽 방향의 습곡축이 강해진다. 반면에, 편마암 지역에서 측정된 

엽리면만들 투 했을 경우는 동쪽 방향의 습곡축이 약해진다. 이러한 습곡구조 

발달양상의 차이는 실제로 두 암상이 서로 다른 변형작용을 받았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편암  천매암과 편마암의 물성차이 때문에 편암  천매암에 습곡

작용의 결과가 더 강하게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림 6-3. 도폭구역에 발달하는 두 습곡의 간섭형태.

야외에서 실제로 찰되는 습곡구조의 첩양상은 그림 6-3과 같다. 편암으

로 구성되는 이 노두에서 동쪽으로 고경사하는 습곡축을 갖는 등사습곡이 남북 

방향의 개방습곡에 의해서 재습곡 받고 있다. 따라서 동쪽으로 고경사하는 등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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습곡은 남북 방향의 습곡보다 먼  형성되었다. 이 첩 습곡은 지질구조요소의 

투  결과와 잘 일치한다. 이 두 습곡 외에도 군산 수지 부근의 역단층과 련

된 개방습곡이 찰된다(그림 6-4). 따라서 이리도폭 지역에는 총 세 종류의 습

곡구조가 발달한다(표 6-1).

라. 단층구조

이리도폭 지역에서는 크게 두 종류의 단층구조가 인지된다. 첫 번째는 군산

시 군산 수지 부근에서 천매암의 노출과 련된 역단층이다. 군산 수지 부근

의 지질을 보면, 군산 수지 북쪽의 21번 국도변에서는 고원생 의 편마암이 노

출되며, 그 남쪽의 709번 지방도를 따라서는 임피층이 분포한다. 군산 수지 북

동쪽의 능선을 따라서 천매암이 북쪽으로는 임피층과 하고 남쪽으로는 옥천

층군의 편암과 하며 노출된다. 천매암은 옥천층군 상 에 부정합으로 놓이고, 

임피층과의 계는 역단층으로 추정된다. 천매암층 체가 심한 습곡작용과 단

층작용을 받아서 엽리면 내지 층리면이 60° 이상의 고각을 보이는 경우가 부

분이고, 찰되는 단층들이 부분 역단층의 성격을 보이기 때문이다(그림 6-4). 

천매암 내에는 두 방향의 랑선구조들이 발달한다. 교차되는 계로부터 랑

선구조의 선후 계를 알 수 있으며, 먼  형성된 랑선구조의 선주향은 약 

210°로 추정되는 역단층의 방향과 일치한다. 그 후에 형성된 것으로 찰되는 

랑선구조의 선주향은 약 10° 내외로 남북 방향이다. 그리고 그림 6-4에서 

착습곡이 역단층에 의해서 단되고 있다. 따라서 역단층 운동은 동서 방향의 

등사 내지 착습곡이 형성된 후에 일어났으며, 그 후에 남북 방향의 습곡작용

이 있었던 것으로 해석된다(표 6-2).

이리도폭 지역이 포함되는 1:25만 주도폭(이병주 외, 1997)과 그 의 

도폭(이병주 외, 1996)에서는 연구지역을 통하는 북북동 방향의 단층을 기재

하고 있다. 이 단층은 동쪽에는 쥬라기의 화강암류와 서쪽의 경기변성암을 구획

하며 발달하고, 소  함열단층이라고 불리운다(김정환 외, 1994). 함열단층은 거

의 수직단층으로 백악기 분지인 부여분지의 남쪽을 경계 짓는 좌수향의 경계단

층으로 기재되었다(김정환 외, 1994). 이리도폭 지역에서 함열단층이 연장될 것

으로 보이는 지역은 익산시와 군산시 사이로 넓은 평야지 가 발달하고 있다. 

따라서 명확한 단층의 증거는 발견하기 어려우며, 쥬라기의 복운모화강암과 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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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 의 변성퇴암의 경계를 따라서 추정단층으로 표시하 다(그림 3-1).

이상의 해석을 바탕으로 단면도를 작성하면 그림 6-5와 같다. AA’ 단면도는 

군산시 회 면 리에서 군산시 성산면 산곡리에 이르는 단면으로 단면의 방

향은 남서-북동이다. 체 으로 보았을 때 북동쪽에 분포하는 원생 의 변성암

들이 남서쪽에 분포하는 고생  지층들을 충상한다. 역단층 운동이 일어나면서 

변형작용은 상 으로 물성이 약한 천매암층에 집 되어 천매암 내에 복잡한 

지질구조를 남겼다(그림 6-4). 임피층과 편마암 내에도 많은 소습곡과 소단층들

이 발달하지만, 충상단층과 연 된 것으로 보이는 지질구조는 뚜렷하지 않다.

그림 6-4. 군산 수지 부근의 천매암 내에 발달하는 남서 진행방향의 단층들.

노란 화살표들은 단층을 지시함.

그림 6-5. 두 단층의 특징을 보여주는 단면도. 단면도의 치는 지질도를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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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응용지질

익산은 과거 백제시  때부터 미륵사지 석탑으로 표되는 석조문화의 발상

지로 유명한 곳이다. 익산을 심으로 넓게 분포하는 복운모화강암을 익산시 황

등면의 이름을 따서 황등석 는 익산석이라고 부르며, 재도 많은 석산들이 

가동 에 있다. 익산시의 자료에 따르면 익산시 내에는 황등, 삼기, 낭산, 함열 

등 4개 지구에 35개의 업체가 원석을 채취 인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4개 지

구 에서 황등, 삼기 지구의 일부가 이리도폭 지역에 속하며, 이 지역의 표

인 석산인 황등석산의 일부가 연구 지역에 포함된다. 이 외에도 재는 가동

을 단한 채석장이 익산시 황등면 일 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익산시에서 복운

모화강암이 연장되어 분포하는 김제시 쪽에도 청하면과 백구면 등에 석재 채석

장이 있으며, 재는 가동을 모두 단하 다(그림 7-1).

군산시 지역은 주로 천매암, 편암, 편마암 류가 분포하는 계로 석재 보다

는 골재 채석장이 여러 곳에 치한다. 이리 도폭 지역 내에는 큰 골재 채석장

이 치하지는 않으나, 도폭 지역 바로 외곽인 군산시 옥산면 군산 수지 서편

과 군산시 성산면 강 남쪽 강가에 큰 골재 채석장이 재도 가동 이다.

그림 7-1. 김제시 청하면 청하산 동편에 치하는 석재 채석장. 복운모화강암을 

채석했으며, 재는 가동이 단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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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geological map of the Iri Sheet was mapped on 1:50,000 scale as one of 
the fundamental projects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uring 2011–2012, funded by Ministry of Knowledge Economy. The sheet 
area is bounded by the coordinates of longitude 126°45'00"–127°00'00" East and 
latitude 35°50'00"–36°00'00" North.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sheet area 
include parts of Iksan-si, Gimje-si and Gunsan-si of Jeonrabuk-do.

The sheet area mainly consists of plains, reclaimed land and low rolling hills 
along the Mangyeong river, except for the northwestern part where relatively high 
hills are common. Topographic features are closely related with the lithologic 
variation. Granites are responsible for the formation of the plains and low rolling 
hills whereas schists and gneisses for relatively high hills.

The geological investigation was wholly dependent on the field reconnaissance 
based on 1:25,000 scale topographic maps, the polarized microscopic observation for 
the thin sections, geochemical data for the whole-rock samples, geochronologic data 
and statistical analysis of various structural data.

2. GENERAL GEOLOGY

The Iri Sheet, located in the southwestern margins of the Gyeonggi massif, 
consists of Paleoproterozoic gneisses and granite,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Paleozoic mica schist and Oksan Formation, Jurassic two-mica granite and 
fine-grained biotite granite, and Quaternary unconsolidated sediments.

2-1. PALEOPROTEROZOIC GNEISSES AND GRANITE
 
Biotite gneiss, the lowermost unit of the Paleoproterozoic sequences, is expos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quadrangle. This gneiss consists mainly of banded 
biotite gneiss with minor association of migmatitic gneiss and biotite schist. 
Calcareous pale green layers are commonly intercalated in the gneiss. Mineral 
assemblage of biotite gneiss is garnet, biotite, plagioclase, K-feldspar and quartz. 
Clinopyroxene, hornblende, actinolite, clinozoisite and allanite are common in 
calcareous lay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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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ugen gneiss intruding the biotite gneiss is characterized by subhedral to 
anhedral K-feldspar porphyroclasts ranging 1–5cm, and commonly occurs as foliated 
granite though some parts are massive. The matrix consists mainly of biotite, 
muscovite, K-feldspar, plagioclase and quartz with minor amount of garnet, 
clinopyroxene and hornblende.

The foliated leucocratic granite is exposed at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biotite 
gneiss as a small stock intruding into the biotite gneiss. Medium- to coarse-grained 
foliated leucocratic granite is mylonitized and locally contains 1–3cm long K-feldspar 
porphyry aligned parallel to the regional foliation. The porphyry consists of 
K-feldspar, plagioclase and aggregate of quartz whereas the matrix consists of 
muscovite and quartz. 

Table 1. Stratigraphy of the Iri Sheet

 Cenozoic  Quaternary Alluvium

~ Unconformity ~

 Mesozoic  Jurassic
Fine-grained biotite granite

 Daebo Granite
Two-mica granite

－Intrusion－ 

 Paleozoic

Oksan Formation  Pyeongan Group

~ Unconformity ~

Mica schist  Okcheon Group

~ Unconformity ~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 Unconformity ~

 Paleoproterozoic

Foliated leucocratic granite

 
Augen gneiss

－Intrusion－ 

Biotite gnei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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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Impi Formation is mainly exposed along the eastern to southern boundary of the 

Paleoproterozoic biotite gneiss. This formation unconformably overlies the biotite 
gneiss, and is intruded by the Jurassic two-mica granite. Regional foliation of the 
schists is tightly folded in outcrop scale, and gentle kink folds are locally found. It 
mainly consists of quartzofeldspathic schists and mica schists with intercalation of 
calcareous layers. Several quartzite beds are running along the ridge of the hills. 
Bed thickness of the quartzite is ca. 1.5m. Quartz or mica dominant beds are 
alternating at 30–40cm scale. Mineral assemblage of the schists is clinopyroxene, 
hornblende, biotite, plagioclase and quartz whereas that of quartzite is mainly quartz 
with minor biotite.

2-3. PALEOZOIC MICA SCHIST AND OKSAN FORMATION
 
Mica schist is exposed at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Gunsan reservoir and 

around the Sangdo pond, south of Iksan-si. Mica schist is unconformably overlain 
by the Paleozoic Oksan Formation, and intruded by the Jurassic two-mica granite. 
However, contact relationships between bottom of the mica schist and other rock 
units are not clear due to poor exposure of outcrop. Greenish gray to deep green 
colored mica schist is homogeneous in lithology on quarry scale. It has penetrative 
regional foliation and crenulation cleavage intersecting high angle to the regional 
foliation. Mineral assemblage of the mica schist is biotite, muscovite and quartz. 
Quartz grains commonly show mylonitic textures including ribbon quartz.

Oksan Formation occurs at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Gunsan reservoir. This 
formation unconformably overlies the Paleozoic mica schist, and is overthrusted by 
the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The Oksan Formation consists of various 
lithologic units including dark gray to greenish gray phyllites and garnet-biotite 
schists. It is not easy to find fresh outcrop of the formation because it is commonly 
fractured and strongly weathered. Major foliation consisting of muscovite, quartz and 
graphite is warped around garnet and biotite porphyroblasts.

2-4. JURASSIC GRANI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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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wo-mica granite occurs in the eastern part of the quadrangle, and occupies 3/4 
of the sheet area together with Quaternary alluvium. The granite intrudes the 
Paleoproterozoic biotite gneiss,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and Paleozoic mica 
schist, and is intruded by the Jurassic fine-grained biotite granite. Two-mica granite 
is medium- to coarse-grained porphyritic granite. The grain size and mode of 
K-feldspar porphyry vary even in an outcrop whereas those of matrix minerals are 
almost consistent. Muscovite is easily found on weathered surface of the granite. It, 
however, is difficult to find muscovite on fresh surface even with the aid of 
magnifier. Mineral assemblage of the granite is biotite, muscovite, epidote, 
plagioclase, K-feldspar and quartz with titanite and zircon as accessory phases.

Fine-grained biotite granite is exposed at the northeastern part of the quadrangle. 
It occurs as small stock intruding two-mica granite. The granite is characterized by 
the occurrence of quartz phenocryst and various sizes of pegmatite and quartz veins. 
Mineral assemblage of the granite is biotite, plagioclase, K-feldspar and quartz.

3. GEOCHEMISTRY AND GEOCHRONOLOGY

3-1. WHOLE-ROCK GEOCHEMISTRY

Paleoproterozoic foliated leucocratic granite and Jurassic two-mica granite and 
fine-grained biotite granite are plotted in the granite range in TAS[=Total Alkali vs. 
Silica (Na2O+K2O vs. SiO2)] diagram. All of the analyzed granites belong to 
syn-collision granite and volcanic arc granite ranges in Y vs. Nd and Y+Nd vs. Rb 
diagrams. 

3-2. GEOCHRONOLOGY

Zircon grains from augen gneiss are euhedral, and show oscillatory zoning under 
cathodoluminescence (CL) image. Zircon grains typically have dark gray thin 
overgrowth rim. U contents and Th/U ratios of zircons separated from highly 
sheared and less sheared augen gneiss are 288–815ppm, 0.19–0.67 and 152–387ppm, 
0.21–0.42, respectively. Weighted means of 207Pb/206Pb age for zircon rims are 
1882±11 Ma (n=7, MSWD=1.3, Probability=0.23) and 1876±10 Ma (n=10, 
MSWD=0.9, Probability=0.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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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on grains from foliated leucocratic granite intruding augen gneiss are 
euhedral, and show oscillatory zoning under CL image. Some zircon grains have 
dark gray overgrowth rim less than several μm thick. U contents and Th/U ratios of 
zircons are 83–1130ppm and 0.37–1.12, respectively. Weighted mean of 207Pb/206Pb 
age for zircon rims is 1846±10 Ma (n=11, MSWD=1.06, Probability=0.39). On the 
other hand,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granite intruding biotite gneiss are 
euhedral, and show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under CL image. Dark gray 
overgrowth rims of zircon grains are thick reaching up to 50μm. U contents and 
Th/U ratios of zircons are 491–5119ppm and 0.01–0.21, respectively. Upper and 
lower intercept ages of the granite are 1901±44 Ma and 227±9.8 Ma, respectively.

Zircon grains from the Impi Formation have anhedral grain shape indicating their 
detrital origin. Rounded zircon grains show sector zoning or oscillatory zoning under 
CL image. However, metamictized zircon grains show unclear internal zoning 
texture. Age spectrum of detrital zircon grains ranges from ca. 2500 Ma to 1047 
Ma with age peaks at 1600 Ma, 1500 Ma and 1150 Ma. The youngest age among 
the analyzed 104 zircon grains is 1047±13 Ma. We interpreted the Impi Formation 
to be a Neoproterozoic sedimentary rock.

Zircons grains from the mica schist generally are anhedral, but some of them 
are subhedral to euhedral. Most of zircon grains show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under CL image. Age spectrum of 44 analyzed zircon grains ranges from ca. 2704 
Ma to 806 Ma with an age peak at 850 Ma. We interpreted the sedimentation age 
of the mica schist to be an early Paleozoic.

The Oksan Formation contains anhedral zircons grains together with small 
amount of subhedral to euhedral grains. Most of zircon grains show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under CL image except for metamictized grains. Age spectrum of 30 
analyzed zircon grains ranges from ca. 2585 Ma to 393 Ma with age peaks at 2590 
Ma, 1340 Ma, 920 Ma and 440 Ma. We interpreted the sedimentation age of the 
mica schist to be an late Paleozoic based on the youngest zircon age of 393±4 Ma.

Zircon grains from two-mica granite are euhedral, and mostly have inherited core 
showing oscillatory zoning under CL image. Zircon grains have dark thin rims 
which do not show any internal zoning texture. U contents and Th/U ratios are 203
–6743ppm and 0.07–0.48, respectively. Weighted means of 206Pb/238U age for zircon 
rims of two different samples are 172.0±2.1 Ma (n=10, MSWD=1.7, Probability=0.0) 
and 172.4±3.9 Ma (n=12, MSWD=7.7, Probability=0.0).

Zircons grains from the fine-grained biotite granite are euhedral, and mostly hav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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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herited core showing oscillatory or sector zoning under CL image. Zircon grains 
typically have dark gray thin overgrowth rim. U contents and Th/U ratios are 102–
944ppm and 0.025–1.139, respectively. Weighted mean of 206Pb/238U age for zircon 
rims is 172.3±3.4 Ma (n=7, MSWD=4.3, Probability=0.0).

4. GEOLOGICAL STRUCTURES

At least six deformation events are recognized in the Iri quadrangle (Table 1). 
The first event (Dn+1) produced regional S1 foliation such as schistosity and gneissic 
structure, which are overprinted by ductile shearing of the second deformation phase 
(Dn+2). The S2 mylonitic foliation, pervasive in the schist and gneiss, is generally 
parallel to the regional S1 foliation, and accompanied by NNE-trending mineral 
lineations. The E–W-trending tight to isoclinal folds and crenulation lineations are 
derived from the third deformation event (Dn+3). These folds are cut by SW-directed 
thrust, which is a product of the fourth deformation event (Dn+4). The late 
Neoproterozoic Impi Formation overlies the late Paleozoic Oksan Formation by this 
thrust. The NW-trending crenulation lineations related with the thrust are overprinted 
by more wide-spaced N-trending crenulation lineations. It is also observed that the 
N-trending upright fold (Dn+5) refolds E–W-trending tight fold. Finally a 
NNE-trending vertical fault (Dn+6), which is probably related with the formation of 
Cretaceous basins in the Gyeonggi massif, cuts the Jurassic granite.

Table 1. Deformation sequence of Iri Sheet

Deformation 
event

Major deformation 
feature Geological structures

Dn+1 regional foliation - schistosity
- gneissic structures

Dn+2 ductile shearing - mylonitic foliation
- NNE-trending mineral lineation

Dn+3 E–W-trending folding - E–W-trending tight to isoclinal fold and 
crenulation lineation

Dn+4 SW-directed thrusting - SW-directed thrust
- NW-trending crenulation lineation

Dn+5 N–S-trending folding - N-trending upright fold and crenulation 
lineation

Dn+6 NNE-trending faulting - NNE-trending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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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APPLIED GEOLOGY

Two-mica granite of the Iri Sheet has been used as sculpt and construction 
materials from the ancient kingdom in Korean peninsula. The granite is famous for 
its homogenity in color and grain size, and strength. It is called as 
Hwangdeungseok or Iksanseok. The Hwangdeung Quarry is the most famous among 
the other quarreis around the Iksan-Gun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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