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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태도·간서도·만재도·가거도도폭(축척 1:50,000)에 대한 조사는 한국지질자

원연구원의 주요사업인 ‘국토 지질조사 및 지질도·지질주제도 발간’ 사업의 

일환으로 2020년 1년 동안 수행되었다. 도폭구역은 북위 34°00'00“〜34°30'00“,  

동경 125°00'00"〜125°30'00” 범위에 위치하는 국토 서남단부의 도서지역으로서, 

행정구역상으로는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의 태도리, 만재도리, 가거도리 등이 

포함된다(그림 1-1).

     그림 1-1. 태도·만재도·간서도·가거도도폭의 위치도.

도폭구역에 산출하는 지층들은 크게 고원생대의 변성퇴적암과 화강암류, 백

악기의 퇴적층과 응회암층, 그리고 이들을 관입한 암맥류로 분류할 수 있으며, 

대표적인 지질구조는 고원생대 화강암류에 발달된 고원생대 연성전단대와 백악

기 화산암류 분포지에 산출하는 정단층 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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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폭구역의 지질에 대한 연구로는 손치무와 원종관(1970)이 수행했던 가거도 

화산암류의 암석기재 및 대비에 대한 연구가 최초이며, 김진섭 외(1997) 역시, 

가거도화산암류에 대한 암석기재, 암석화학, K-Ar 연대측정 등의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야외조사는 국립지리원이 발간한 1:5,000 축척의 지형도(태도, 만재, 소흑산)

를 1:10,000 축적으로 축소한 도면을 기본도로 하여 야외에서 암층들의 분류, 산

상 및 상호 접촉관계 해석, 분포 추적 및 경계 설정, 암석학적 기재, 지질구조 

요소 수집, 실내분석을 위한 암석시료 채취 등의 과정들이 수행되었으며, 연성

전단대나 단층과 같은 대표적 지질구조들의 발달 양상과 기하학적․운동학적 특

성들을 분석하고 기재하였다. 실내연구에서는 채취된 시료를 박편을 제작하여 

현미경관찰을 실시하고 암석기재학적 특성, 미구조 분석 등을 수행하였다. 그리

고 도폭구역 암층들 간의 정확한 연대층서 확립과 화성암체들의 지화학적 특성

을 밝히기 위하여 연령측정과 암석 지화학(주원소,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석

을 수행하였다. 이와 같은 조사연구과정을 통하여 도폭구역에 산출하는 제 지층 

및 암체들 간의 층서를 체계화하고 지질학적 진화과정을 종합 해석하였으며, 최

종적으로 1:50,000 축적의 지질도를 작성하였다. 

도폭구역에 분포하는 암석의 형성시기를 밝히기 위해 각 암상별 대표시료들

을 채취하여 저어콘 U-Pb 연령측정 분석을 진행했다. 대표시료에서 분리된 저

어콘을 표준물질(SL13과 FC-1)과 함께 에폭시수지에 고정하여 마운트를 제작하

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본원의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610LV)을 

이용해 촬영된 음극선발광과 후방산란전자 영상을 이용하여 저어콘 내부구조와 

분석위치를 확인하였다. 화강암류의 연령측정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

창 본원의 SHRIMP IIe/MC를, 그리고 화산암 및 퇴적암(응회암 내의 암괴로 산

출)의 연령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본원의 LA-ICP-MS를 각각 이용

하여 진행했다. 분석된 자료는 Squid 2.5, Iolite 2.5와 Isoplot 프로그램을 이용하

여 처리했으며, 쇄설성 저어콘의 U-Pb 연령 중 불일치도가 10% 이상인 연령은 

제외하였다. 화강암, 응회암, 암맥류의 주원소, 미량원소, 희토류원소 분석은 캐

나다 Activation Laboratories에 설치된 고주파 유도 결합 플라즈마-원자방출분

광기와 유도결합플라즈마-질량분석기를 이용해 측정되었다.

전암지화학 분석 및 저어콘 U-Pb 연령측정을 실시한 시료들에 대한 정보(위

치, 시료번호, 절대연령)는 부록에 따로 정리하여 제시하였다.

-  2  -



- 3 -

2. 지리 및 지형

 태도도폭 구역에는 남-북 방향의 태도군도를 이루는 상태도, 중태도, 하태

도 등이 자리하고(그림 2-1a, 2b, 2c), 상태도 북쪽의 국흘섬, 외도, 대술개도, 하

태도 북쪽의 강섬 등, 크고 작은 바위섬들이 산재한다. 이 섬들은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태도리에 속한다. 상태도는 직선거리로 목포항에서 남

서쪽으로 약 107.65 km 지점에 있으며, 동경 125°17′20.35″, 북위 34°26′

32.75″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은 0.86 km2, 해안선 길이는 10.2 km, 그리고 최

고점의 해발고도는 159.4 m이다. 섬의 전체적인 형상은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길게 신장된 형태이다. 그 남쪽의 중태도는 동경 125°17′1.25″, 북위 34°2

5′32.42″에 위치하며, 전체 면적이 0.51 km2, 해안선 길이는 4.5 km, 그리고 

최고점의 해발고도는 134.4 m이다. 가장 남쪽에 자리한 하태도는 직선거리로 목

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08.26 km 지점에 있으며, 동경 125°17′55.14″, 북

위 34°23′27.59″에 위치한다. 전체 면적은 1.62 km2, 해안선 길이 11.8 km, 

그리고 최고점의 해발고도는 148.0 m이다. 하태도는 북서쪽으로 돌출부가 길게 

뻗어 있고, 남쪽으로는 깊게 만입되어 있는 모습을 보인다. 이 섬들은 전체가 

산지로 되어 있으며, 곳곳에 돌출부가 발달하여 해안선이 복잡하다. 외해에 위

치한 지리적 영향으로 끊임없이 지속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의 대부분이 

매우 가파르고 험준한 해식애나 거친 암반으로 둘러싸인 침식지형을 보이고, 해

식동굴이 여러 곳에 발달한다. 

간서도도폭 구역에 위치한 간서도는 직선거리로 목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17 km 지점에 위치한 바위섬들로 구성되며, 불규칙한 모양의 세 개의 바위섬

들의 장축은 대략 100 m, 90 m, 35 m에 이른다(그림 2-1d).

만재도도폭 구역에 위치한 만재도는 행정구역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만

재도리에 속한 섬이다(그림 2-1e). 만재도항은 직선거리로 목포항에서 남서쪽으

로 약 104.82 km 지점에 있으며, 동경 125°28′12.72″, 북위 34°12′32.89″

에 위치한다. 이 섬은 해안선의 총 길이가 5.5 km이고, 면적은 0.75 km2에 불과

한 작은 섬이다. 섬의 형태는 북북동-남남서 방향으로 뻗은 서부의 산지와 서북

서-동남동 방향으로 가로 놓인 동부의 산지가 중앙의 저지대에서 서로 이어져, 

전체적으로 북서쪽을 향한 T자 모양의 형상을 보인다. 만재도를 중심으로 그 

주위에는 서쪽의 내마도와 외마도, 남쪽의 녹도, 동쪽의 국도와 수만도, 북쪽의 

백여, 그리고 북동쪽의 흑도, 제여, 간여 등의 작은 섬들과 함께 소중간군도를 

형성한다. 만재도에서 가장 높은 곳은 등대가 위치한 섬 북단부의 마구산으로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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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2-1. 도폭구역의 주요 섬. (a) 상태도. (b) 중태도. (c) 하태도. (d) 간서도. (e) 만재

도. (f) 가거도. 

해발고도는 185.1 m에 달하며, 그 남쪽으로는 176 m 봉우리를 지나 샛개제 부

근에서 60 m 정도까지 완만하게 낮아지다가 섬의 남단부에서 다시 높아져 물생

이산(물센산, 139.2 m)을 지나는 암릉으로 이어진다. 현지에서 앞산으로 불리우

는 섬의 동단부에는 장바위산(135.1 m)과 143.3 m 높이의 봉우리가 연이어 자리

한다. 만재도는 역시, 파도의 침식작용으로 해안의 대부분이 가파른 해식애나 

거친 암반으로 둘러싸인 침식지형을 보인다. 해안을 따라 다양한 형태와 규모의 

주상절리가 독특하고 뛰어난 절경을 이루고, 해식동굴도 일부 관찰된다. 그리고 

비록 소규모이지만 원마도가 매우 좋은 굵은 원력으로 구성된 몽돌해안이 마을 

앞의 앞짝지해변과 이로부터 동남동쪽으로 300 m 정도 떨어진 건너짝지해변에 

형성되어 있다.

가거도도폭 구역에 위치한 가거도는 국토의 최서남단에 있는 섬으로서, 행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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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역상 전라남도 신안군 흑산면 가거도리에 속한다(그림 2-1f). 소흑산도라는 지

명은 일제강점기 때의 지명이라 지금은 사용하지 않고 있다. 가거도항은 직선거

리로 목포항에서 남서쪽으로 약 142 km 지점에 있으며, 동경 125°06′59.97″, 

북위 34°04′16.87″에 위치한다. 해안선의 총 길이는 22 km이고 면적은 9.710 

km2이다. 가거도는 이 섬의 최고봉인 독실산(해발고도 639 m)을 중심으로 하여 

북서-남동 방향으로 협장한 형태를 이루고 경사도 급한 편이다. 독실산은 우리

나라 섬에 있는 산 중에서 제주도의 한라산(1950 m), 울릉도의 성인봉(984 m) 

다음으로 높은 산이다. 가거도 북쪽에는 대구굴도, 소구굴도, 개린도, 두억서, 록

도 등의 바위섬들이 산재하며, 서쪽에도 납덕도, 간여 등의 작은 바위섬들이 자

리한다. 해안을 따라서는 비교적 완만한 지형을 보이는 남부의 가거도항 일대를 

제외하곤 파도의 침식으로 매우 가파르고 험준한 해식애가 발달하여 접근이 쉽

지 않거나 불가능한 곳이 대부분이다. 해식동굴, 시아치, 시스택(기둥바위) 같은 

독특한 지형경관도 여러 곳에서 관찰된다. 그리고 원마도가 매우 좋은 굵은 원

력의 몽돌해안이 동개해수욕장, 동북 해안, 협곡동돌해안(섬등반도 남부) 등지에 

발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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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지질배경 및 층서

태도·간서도·만재도·가거도도폭 구역은 국토 서남단의 도서 지역에 위치

하며, 하부로부터 고원생대의 변성퇴적층과 화강암류, 백악기의 퇴적암, 화산암, 

암맥류, 그리고 제4기 해빈퇴적층 등의 지층들이 분포한다(표 3-1).

표 3-1. 태도·간서도·만재도·가거도도폭의 지질계통표.

신
생
대

제
4
기 

해빈퇴적층

~ 부정합 ~

중

생

대

백

악

기

중성암맥

유문암맥

산성암맥

염기성암맥

- 관 입 -

가거도응회암
조면데사이트질~안산암질, 
 결정질(장석), (용결) 화산력응회암, 응회각력암

만재도응회암 유문암질, 함부석 용결 화산력응회암 (화쇄류암)

~ 분 출 ~

태도역암

~ 부정합 ~

고

원

생

대

상태도화강암 엽리상 반상질 알칼리장석 화강암

하태도화강암 엽리상 거반정질 알칼리장석 화강암

- 관 입 -

석영편암

이 지역의 최고기 지층인 고원생대 석영편암은 태도도폭 구역의 하태도에서 

하태도화강암에 포획된 암체로 산출한다(그림 3-1). 비록 소규모로 산출하지만  

흑산도 일대의 변성퇴적층에 층서적으로 대비될 가능성이 높은 지층이다. 

고원생대 화강암은 태도도폭 구역에 분포하는 하태도화강암과 이를 관입한 

상태도화강암으로 구분된다. 이 화강암체들은 본 조사연구에서 처음으로 정의되

고 그 고유명칭이 부여되었다(그림 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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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1. 태도·간서도도폭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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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태도화강암은 거정질의 알칼리장석을 고르게 포함하고 연성전단작용의 영

향으로 압쇄엽리가 뚜렷하게 발달된 엽리상의 거정질 알칼리장석 화강암으로 

산출한다. 상태도화강암은 선명한 담홍색의 암색을 띠는 엽리상의 반상질 알칼

리장석 화강암으로 산출한다. 하태도화강암에는 다양한 폭의 고변형 연성전단대

가 반복적으로 발달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상태도화강암에도 암체 전반에 걸

쳐 약한 엽리구조가 비교적 균질하게 발달하지만 그 강도는 하태도화강암 보다 

훨씬 약하다. 간서도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전반적인 암상과 관입연령으로 미루

어 보아 상태도화강암의 일부로 판단된다. 이들의 SHRIMP 저어콘 U-Pb 연령은 

하태도화강암이 1714±12 Ma과 1707±6.1 Ma로, 상태도화강암은 1696±8.1 Ma

과 1680±4 Ma로 각각 측정되었다. 지화학 분석을 통해 모두 판내부 환경에서 

형성된 화강암으로 해석되었으며, 화강암체에 형성된 연성전단대는 고원생대 말

기에 발생한 변형작용의 산물로 밝혀졌다.

  도폭구역의 백악기 지층들은 본 조사연구에서 그 명칭이 처음으로 명명된 

태도역암, 만재도응회암, 가거도응회암, 그리고 각종 암맥류로 구성된다. 태도역

암은 하태도의 서쪽 해안에서 하태도화강암을 부정합으로 덮으며 소규모 분포

하는 지층이다(그림 3-1). 이 지층은 주로 하태도화강암에서 공급된 다양한 크

기의 각력들로 구성되고 분급이 극히 불량한 괴상의 역암으로 산출한다. 이 층

의 지질시대는 확실치 않으나 암석의 특성을 감안하여 백악기 지층으로 잠정 

결정하였으며, 적어도 백악기 화산분출 이전에 형성되었던 지층으로 판단된다. 

만재도응회암은 만재도도폭 구역의 만재도와 그 부속도서에 분포하며(그림 

3-2), 부석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유문암질의 용결 화산력응회암(화쇄류암)으로 

구성된 지층이다. 이 응회암은 강한 용결엽리가 암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달

하여 심하게 신장된 부석편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만재도

의 동남부로 가면서 층서적으로 보다 상위 응회암이 분포하며, 수 조의 분출단

위층들이 나타난다. 만재도응회암의 차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암체 전반에 걸

쳐 다양한 규모의 전형적인 주상절리들이 형성되어 있는 점이다. 만재도응회암

의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LA-ICP-MS)은 100.6±0.4 Ma로서 상부 백

악기 초기의 지층임을 지시한다. 

가거도응회암은 가거도도폭 구역의 가거도와 그 부속도서에 분포하며(그림 

3-3), 주로 조면데사이트질∼안산암질 성분의 결정질 화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

암으로 구성된 지층이다. 이 응회암의 대표암상은 장석 결정편을 풍부하게 포함

하는 암회색의 화산력응회암이 전형적이며, 부분적으로 강한 용결엽리가 발달한

다. 가거도응회암의 구성암석은 지역적으로 불균질하여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응회암들이 산출한다. 가거도 북서부의 항리마을 일대에는 거력의 화산암각력을 

포함하는 응회각력암이 분포하고, 가거도의 북서쪽의 대구굴도, 소구굴도, 개린

여 등의 부속도서에는 주로 회질의 기질지지조직을 보이는 화산력응회암이 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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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한다. 가거도 북동부에 위치한 대풍리 마을 일대에는 너비가 수 m에 달하는 

퇴적암 암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나고, 가거도의 북동 해안에는 화산쇄설성 교호

층이 협재되어 산출한다. 가거도응회암의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

(LA-ICP-MS)은 93.6±1.7 Ma로서, 만재도응회암과 마찬가지로 상부 백악기 초기

의 지층으로 나타났다. 

그림 3-2. 만재도도폭의 지질도.

백악기 암맥류는 조성과 산상에 따라 염기성암맥, 중성암맥, 산성암맥, 유문

암맥 등으로 구분된다. 이 암맥들은 도폭구역의 도처에 빈번하게 산출하며, 염

기성암맥은 유문암맥에 의해, 유문암맥은 중성암맥에 의해 각각 관입당한다. 염

기성암맥은 그 조성이 현무암과 조면현무암에 해당하며, 하태도, 상태도, 간서도 

등, 고원생대 화강암 분포지에 집중적으로 산출하고 그 외 백악기 화산암류 분

포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유문암맥은 전형적인 유상구조가 발달되어 있으

며, 가거도의 섬등반도, 항리마을, 신선봉 일대에 비교적 큰 규모로 관입되어 분

포한다. 산성암맥은 홍색을 띠는 장석반암 또는 반화강암으로 산출하며 하태도 

남서부에서 하태도화강암을 관입한다. 중성암맥은 그 조성이 현무암질 조면안산

암에 해당하며 전형적인 판상의 암체로 산출한다. 중성암맥은 그 자취를 따라 

깊게 패인 골짜기가 발달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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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3-3. 가거도도폭의 지질도.

도폭구역에서 지질도에 도시할 만한 규모의 단층들은 모두 가거도에서만 확

인된다. 이 단층들은 가거도의 장축과 평행한 북서 방향의 것들이 주를 이루고 

일부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으며, 모두 백악기에 활동한 고각의 정단층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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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4기 해빈퇴적층은 하태도의 장굴해수욕장, 만재도의 짝지해수욕장, 가거도

의 동개해수욕장과 일부 해안에 분포한다. 이 지역들 중 화강암이 분포하는 하

태도에는 균질한 모래층이, 그리고 화산암류가 분포하는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원마도가 매우 좋은 자갈층이 분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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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지질각론

가. 고원생대 변성암 및 화강암

(1) 석영편암

이 지역의 최고기 지층인 석영편암은 태도도폭 지역에 속하는 하태도 남부

의 두 지점에서 하태도화강암 내에 포획된 소규모 암체로 산출한다(그림 3-1). 

야외에서 확인된 이 암체의 노출 규모는 장축 방향으로 대략 30 m에 불과하고 

북북동 방향으로 협장한 형태를 보인다. 비록 본 도폭구역 내에서는 소규모로 

산출하지만 인근의 흑산도 일대에 넓은 분포를 갖는 것으로 알려진 변성퇴적층

에 대비될 가능성이 높아, 층서적으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지층으로 평가된다. 

석영편암의 지질시대는 아직 확실치 않으나 이를 포획하고 있는 하태도화강암

의 관입시기(약 17억년 전)를 감안한다면, 최소한 고원생대 말기의 지층으로 추

정된다. 이 지층의 정확한 지질시대나 층서적 대비는 추후 인접한 흑산도도폭에 

대한 조사가 완료되면 정립될 수 있을 것으로 본다. 

이 지층은 전반적으로 엽리가 잘 발달한 석영편암으로 주로 구성되나(그림 

4-1a), 부분적으로 유백색의 규암이 혼재한다. 현미경관찰에 의하면, 석영편암은 

주로 석영과 흑운모로 구성되어 있으며, 이들은 서로 분리되어 강한 엽리구조를 

형성한다. 석영입자들은 보다 미립의 백운모와 함께 결정집합체를 형성하고 있

다(그림 4-1b). 

그림 4-1. 고원생대 석영편암의 노두 및 현미경사진(교차니콜). (a) 엽리가 잘 발달된 석

영편암(하태도 남부). (b) 석영과 흑운모로 주로 구성되고 보다 미립의 백운모가 석영입

자와 함께 결정집합체를 이룸. (qtz=석영, bt=흑운모, ms=백운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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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하태도화강암

 

하태도화강암은 태도도폭의 하태도 전역, 북부 일부를 제외한 중태도 지역, 

그리고 상태도 남부 지역에 분포하며(그림 3-1), 상태도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한

다. 하태도화강암은 전반적으로 거정질의 알칼리장석을 고르게 포함하고 연성전

단작용의 영향으로 압쇄엽리구조가 뚜렷하게 발달된 엽리상의 거정질 알칼리장

석 화강암으로 산출한다(그림 4-2a). 하태도 지역에서는 변형되지 않은 괴상의 

화강암으로 산출하는 것도 드물게 관찰된다. 하태도화강암은 본질적으로 회색의 

암색을 띠지만, 풍화면에서는 전체적으로 담황색을 띠고 부분적으로 홍색 내지 

연홍색의 알칼리장석 반정이 두드러지게 나타나 외견상 섬장암과 유사한 곳도 

흔하다(그림 4-2b). 알칼리장석 반정은 최대 7 cm 이상의 직경을 보이기도 하

며, 대부분 연성변형작용의 영향으로 안구상의 쇄정으로 변하여 흑운모나 변형

된 석영입자와 함께 압쇄엽리면에 배열되어 있다(그림 4-2c와 2d). 일부 알칼리

장석 반정은 흑운모와 석영을 포함하는 포이킬리틱조직을 보인다. 

그림 4-2. 하태도화강암의 노두사진. (a) 엽리상의 거반정질 조직(상태도 남부 해안). (b) 

연홍색을 띠는 알칼리장석 반정(상태도 선착장). (c) 안구상의 알칼리장석 쇄정(상태도 남

부 해안). (d) 비대칭적 전단구조을 보이는 압쇄엽리(상태도 선착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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압쇄엽리는 암체 전반에 걸쳐 발달하지만 그 강도는 매우 불균질하여 변형

이 집중된 고변형대가 다양한 규모와 형태로 나타난다. 연성전단작용이 집중된 

고변형대는 장석반정을 포함한 구성광물들의 입도가 심하게 감소되고 강한 압

쇄엽리가 발달하여 상대적으로 약한 변형을 받은 부분과 뚜렷하게 구별된다. 고

변형대로 이루어진 연성전단대는 수 mm에서 수 m에 이르는 다양한 폭을 이룬

다(그림 4-3a와 3b). 고변형 연성전단대은 흔히 서로 평행하게 반복적으로 교호

하여 발달하고 그 연장이 분기되거나 다시 합쳐지는 기하를 갖기도 한다(그림 

4-3c와 3d). 이러한 하태도화강암의 전단변형 특성은 인접한 상태도화강암에서

는 관찰되지 않은 이 암석 고유의 특징 중의 하나이다. 야외관찰에 의하면, 하

태도화강암의 고변형 전단대가 이를 관입한 상태도화강암에 의해 절단되어 있

어 최초의 연성전단작용은 상태도화강암 관입 이전에 발생했음을 반영한다. 연

성전단변형작용의 전반적인 특성에 대해서는 후술할 지질구조편에서 자세하게 

기술하고자 한다. 

그림 4-3. 하태도화강암 내 연성전단대의 노두사진. (a) 좁은 폭(수 mm)의 고변형대(상태

도 남부 해안). (b) 두꺼운 폭(약 1 m)의 고변형대(상태도 남부 해안). (c) 서로 평행하게 

발달된 고변형대(하태도 장굴해수욕장 서부). (d) 고변형대 사이에 분포하는 렌즈상의 저

변형대(상태도 남부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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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미경관찰에 의하면, 이 암석의 주구성광물은 알칼리장석, 석영, 흑운모이

고 사장석은 소량 포함된다(그림 4-4a). 부구성광물로는 저어콘과 불투명광물, 

그리고 2차 기원의 변질광물로 티탄나이트, 백운모 등이 나타난다. 백운모의 경

우 2차적으로 성장하여 엽리면에 고각을 이루며 것들이 육안으로 관찰되기도 

한다. 연성전단작용을 심하게 받은 암석에서 석영은 대부분 동력재결정되고 엽

리면을 따라 심하게 신장되어 있다. 이에 반해 알칼리장석의 경우엔 동력재결정

작용이 제한적으로 발생하여 모입자는 대부분 쇄정으로 잔류하고 일부는 파쇄

되어 나타난다(그림 4-4b). 

그림 4-4. 하태도화강암의 현미경사진(교차니콜). (a) 알칼리장석 반정, 석영, 흑운모 등으

로 구성되고 석영은 재결정되어 있음. (b) 석영입자는 모두 동력재결정되어 신장된 집합

체를 이루고 있음. 장석입자는 제한적으로 재결정되고 일부는 파쇄되어 있음. (kfs=알칼

리장석, qtz=석영, bt=흑운모).

하태도화강암(TD12)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내지 반자형

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의 입자크기는 150-250μm이고 그 형상비는 2:1 내지 

3:1 정도이다. 음극선발광(Cathodoluminescence, CL) 영상에서 저어콘은 마그마 

기원의 특징인 진동누대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과 Th의 농도는 각각 19-95 

ppm과 15-113 ppm이며, Th/U 비는 0.8-1.5의 범위를 갖는다. 하태도화강암

(TD12)에서 분리된 11개의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를 도시한 테라-와

스버그 콘코디아도표(Ter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207Pb/206Pb vs. 
238U/206Pb)에서 하태도화강암(TD12)의 연령은 1714±12 Ma (MSWD=1.3)로 나타나

난다(그림 4-5a). 

하태도화강암(TD14)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내지 반자형

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의 크기는 약 80-250μm이고 형상비는 2:1 내지 

3:1 정도이다.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마그마 기원의 특징인 진동누대구

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의 농도는 각각 14-125 ppm과 12-180 ppm이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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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U 비는 0.9-1.5의 범위를 갖는다. 20개의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

를 도시한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서 하태도화강

암(TD14)의 연령은 1707±6.1 Ma (MSWD=1.2)로 나타난다(그림 4-5b). 

 

그림 4-5. 하태도화강암의 저어콘 U-Pb 연령을 보여주는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 

(a) 하태도화강암(TD12). (b) 하태도화강암(TD14). 

그림 4-6. 하태도화강암의 지화학 분석 결과. (a) 화강암의 화학적 분류를 보여주는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b) Nb-Yb 화강암 지구조환경 분별도. 

하태도화강암 8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SiO2, Na2O, K2O

의 함량은 각각 67.4-72.3 wt%, 0.82-4.04 wt%, 3.58-7.21 wt%로 나타났다. TAS

도표(Middlemost, 1994)에서 하태도화강암은 화강섬록암-석영몬조니암-화강암 영

역에 걸쳐 도시되고(그림 4-6a), Ta vs. Yb 지구조환경 분별도(Pearce et al., 

1984)에서는 모두 판내부 환경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4-6b).

상기한 저어콘 U-Pb 연령측정 및 지화학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하태도화강

암은 고원생대 말기에 판내부 환경에서 형성된 암체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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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상태도화강암

상태도화강암은 태도도폭 구역의 상태도 남부 일부를 제외한 상태도 전역과 

그 북부의 국흘섬, 외도, 대술개도, 그리고 중태도 북부 지역에 걸쳐 분포하며, 

간서도도폭의 간서도에도 분포한다(그림 3-1). 상태도화강암은 주로 엽리상의 

반상질 알칼리장석 화강암으로 산출하며 하태도화강암을 관입한다(그림 4-7a와 

7b). 상태도화강암은 선명한 담홍색의 암색을 띠는 것이 특징이며, 인접한 하태

도화강암에 비해 알칼리장석 반정의 크기가 작고 압쇄엽리의 발달강도도 상대

적으로 낮아 야외에서 두 암체를 어렵지 않게 구별할 수 있다. 상태도화강암의 

반정은 주로 1∼3 cm 크기의 담홍색의 알칼리장석으로 이루어지고, 기질은 전

반적으로 조립질이 우세하며, 알칼리장석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담홍색을 띤

다. 석영은 대략 1∼3 mm의 크기를 갖는다. 알칼리장석 반정의 크기와 양, 그

리고 기질의 입도와 조직은 균질하지 않고 지역에 따라 약간씩 다르게 나타난

다. 특히, 상태도 북부와 그 인근의 대성개도 일원에서는 등립의 조립질 조직이 

우세하고 알칼리장석 반정들은 1 cm 내외의 작은 크기로 드물게 포함된다(그림 

4-7c). 그리고 중태도 북부의 하태도화강암과 접하는 관입연변부에서는 구성광

물들의 입도가 크게 감소하여 기질의 입도는 세립질이 우세하고 이에 고르지 

않은 크기의 알칼리장석 반정들이 자형 또는 반자형으로 산출하여 일견 반암과 

같은 반상조직을 보인다(그림 4-7d). 국부적으로는 보다 세립화되어 일견 반화

강암질 조직을 보이기도 한다. 

상태도와 지리적으로 떨어져 있는 간서도에도 담홍색의 알칼리장석이 포함

하는 화강암이 분포한다. 이 화강암은 등립의 조립질 조직을 보이고(그림 4-7e), 

부분적으로 미약한 엽리가 발달한다. 알칼리장석의 일부는 드물지만 반정으로 

산출한다. 이 화강암의 전반적인 암상과 관입연령을 고려해보면 상태도화강암의 

일부로 판단된다. 

상태도화강암 역시, 연성전단작용에 의한 엽리구조가 암체 전반에 걸쳐 약하

지만 비교적 균질하게 발달한다(그림 4-7a). 엽리의 강도는 하태도화강암에 비

해 훨씬 약하며, 엽리구조가 전혀 발달하지 않은 부분도 드물게 관찰된다. 이 

암체의 고변형 연성전단대는 매우 소규모로서 수 mm 내지 수 cm 폭에 불과하

고 발달 범위도 매우 제한적이다(그림 4-7f).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주구성광물은 알칼리장석, 석영, 그리고 소량의 흑운

모와 사장석 등으로 구성되고(그림 4-8a), 일부 흑운모와 장석은 각각 녹니석화 

및 견운모화되어 있다. 부성분광물로는 저어콘과 불투명광물, 그리고 2차 기원

의 변질광물로 백운모가 있다. 심하게 압쇄화된 암석에서는 석영은 모두 동력재

결정되고 심하게 신장되어 있다. 이에 반해 알칼리장석은 동력재결정작용이 제

한적으로만 발생하여 모입자는 대부분 쇄정으로 잔류한다(그림 4-8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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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7. 상태도화강암의 노두사진. 전체적으로 담홍색의 암색을 보임. (a) 반상조직과 

엽리구조(상태도 선착장). (b) 하태도화강암(Zhgr)을 포획하고 있는 상태도화강암(Zsgr) 

(상태도 선착장). (c) 등립의 조립질 조직. 작은 크기의 알칼리장석 반정을 고르게 포함하

며, 미약한 엽리가 발달함(개성개도). (d) 괴상의 반상조직. 세립질의 기질과 엽리가 발달

하지 않는 것이 특징임(중태도 북부). (e) 등립의 조립질 조직(간서도). (f) 소규모 고변형 

연성전단대. 서로 아평행하게 발달함(상태도 북동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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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8. 상태도화강암의 현미경사진(교차니콜). (a) 알칼리장석, 석영, 사장석,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고 석영은 재결정되어 있음. (b) 석영입자는 압쇄화작용으로 모두 동력재결

정되어 신장된 집합체를 이룸. 장석입자들은 제한적으로 재결정되어 쇄정으로 잔류함. 

(kfs=알칼리장석, qtz=석영, bt=흑운모, pl=사장석, chl=녹니석).

상태도 화강암(TD13)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내지 반자형

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100μm 이하이지만 일부 저어

콘은 100μm 이상의 크기로 성장해 있다. 이들 저어콘의 형상비는 2:1 정도를 

보인다.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마그마 기원의 특징인 진동누대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의 농도는 각각 35-702 ppm과 24-1205 ppm이며, Th/U 

비는 0.7-1.6의 범위를 갖는다. 13개의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를 도시

한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서 상태도화강암

(TD13)의 연령은 1680±4 Ma (MSWD=0.26)로 나타난다(그림 4-9a). 

간서도에 분포하는 상태도화강암(GS1)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내지 반자형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는 50-200μm 크기를 갖고 형

상비는 1:1 내지 2:1 정도를 보인다.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마그마 기원

의 특징인 진동누대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의 농도는 각각 26-311 

ppm과 24-251 ppm이며, Th/U 비는 0.2-1.3의 범위를 갖는다. 17개의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를 도시한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서 간서도에 분포하는 상태도화강암(GS1)의 연령은 1696±8.1 Ma 

(MSWD=1.8)로 나타난다(그림 4-9b).    

상태도화강암 4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결과에 의하면, SiO2, Na2O, K2O

의 함량은 각각 72.30-76.40 wt%, 1.99-2.31 wt%, 5.45-6.25 wt%로 나타났다. 

TAS도표(Middlemost, 1994)에서 하태도화강암은 화강암 영역에 도시되고(그림 

4-10a), Ta vs. Yb 지구조환경 분별도(Pearce et al., 1984)에서는 하태도화강암

과 동일하게 모두 판내부 환경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4-10b). 

상기한 연령측정 및 지화학 분석 결과를 종합하면, 상태도화강암 역시, 하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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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화강암과 마찬가지로 고원생대 말기에 판내부 환경에서 형성된 암체임을 지

시한다. 

그림 4-9. 상태도화강암의 저어콘 U-Pb 연령을 보여주는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 

(a) 상태도화강암(TD13). (b) 상태도화강암(GS1, 간서도 분포). 

그림 4-10. 상태도화강암의 지화학 분석 결과. (a) 화강암의 화학적 분류를 보여주는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b) Nb-Yb 화강암 지구조환경 분별도. 

나. 백악기 퇴적암, 화산암, 암맥류 

(1) 태도역암

태도역암은 태도도폭의 하태도 서쪽 해안에 매우 소규모로 분포한다(그림 

3-1). 태도역암은 하태도화강암 상위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으며, 부정합면은 고

르지 못하며 대략 해수면 부근에 위치한다(그림 4-11a). 이 층의 동측 경계 역

시, 불규칙한 고각의 부정합면으로 구획된다. 이 지층의 상부 경계는 침식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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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해 드러나지 않으며, 야외에서 노출된 층의 전체 두께는 약 6∼8 m 내외로 

추정된다. 태도역암은 괴상의 역지지조직 역암으로서 기질의 함량은 대략 10% 

미만이다(그림 4-11b). 역의 크기는 수 cm에서 최대 1 m 이상에 달하는 것까지 

다양하게 섞여 있다. 역들의 원마도는 일부는 양호하나 대부분 좋지 못하고, 주

로 각형 내지 아각형의 각력질 역으로 구성된다. 층리는 발달되어 있지 않고 분

급도 극히 불량하다. 역은 모두 인접한 하태도화강암에서 공급된 것들로 구성된

다. 

태도역암의 성인은 확실치 않으나 이 지층의 서측 경계가 고각의 불규칙한 

면으로 구획되고 동일한 화강암으로 구성된 다양한 크기의 각력질 역들이 분급

이 전혀 안된 상태로 서로 혼재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주변 화강암으로부터 이

탈된 역이나 각력들이 급격하게 붕락되거나 이동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그림 4-11. 태도역암의 노두사진(하태도 서부 해안). (a) 하태도화강암과의 부정합 경계

면. (b) 분급이 불량하고 다양한 크기의 각력질 역들로 구성된 역암. 

(2) 만재도응회암

만재도응회암은 만재도도폭 구역의 만재도와 그 부속도서에 분포하며(그림 

3-2), 부석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유문암질의 용결 화산력응회암(화쇄류암: 

ignimbrite)으로 구성된 지층이다. 이 암체에는 소규모의 유문암맥과 중성암맥이 

관입되어 있다. 만재도응회암은 전반적으로 담홍색 또는 담회색을 띠고, 부분적

으로 암회색이나 청회색을 띠기도 한다. 이 응회암은 용결엽리가 암체 전반에 

걸쳐 고르게 발달하고 신장된 부석편들을 풍부하게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

다(그림 4-12a). 장석 결정이 흔하게 포함되지만 석영 결정은 매우 드물다. 강한 

용결엽리가 발달하는 곳에서는 매우 심하게 압착되고 신장된 부석편들이 얇은 

띠를 형성한다(그림 4-12b와 12c). 부석편들의 장축이 유동방향에 평행하게 정

향배열되어 용결엽리면 상에서 선구조를 이루는 것도 관찰된다(그림 4-12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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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2. 만재도응회암. (a) 기질에 지지된 부석편들. (b) 강한 용결작용으로 심하게 압

착 신장된 부석편들. (c) 용결응회암의 현미경사진(교차니콜, kfs=알칼리장석, qtz=석영, 

f=부석). (d) 용결엽리면상에 정향배열을 이루는 부석편. (e) 다양한 종류의 암편. 암편들

은 변형되어 있지 않음. (f) 염기성 화산암 암편. (g) 화강암 암편. (h) 화산력응회암 거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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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석편들은 기질 보다 진한 적갈색 또는 담홍색을 띠고 보다 조립의 입도를 

보이며, 대개의 경우 육안으로도 확인 가능한 기공조직을 갖는다. 이들은 세립

(국부적으로 유리질)의 화산회 기질에 지지되고 상대적으로 풍화에 강하여 노출

된 암석 표면에 기질부 보다 현저하게 도드라져 나타난다. 부석편들의 두께는 1 

mm 이하에서 최대 수 cm 까지 다양하지만 1 cm 내외의 것들이 가장 우세하

며, 그 길이는 3 cm 이하의 것들이 가장 흔하고 최대 10 cm 이상에 달하는 것

들도 쉽게 관찰된다. 

만재도응회암에는 대개 중립사에서 왕자갈 크기의 암편들이 포함되며, 그 양

은 부석편에 비하면 현저히 적다. 이 암편들은 대부분 아각형에서 아원형의 형

태를 보이는데, 용결작용에 의해 신장되어 있는 부석편들과는 다르게 전혀 변형

되지 않고 본래의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고 있다(그림 4-12e). 이렇게 강체로 작

용하는 암편의 영향으로 용결엽리는 그 주변에서 굴절되거나 휘어져 발달한다. 

암편들은 화강암, 그리고 염기성에서 산성에 이르는 다양한 조성과 조직의 화산

암류로 구성된다(그림 4-12f와 12g). 일부 노두에서는 1 m 이상의 크기를 갖는 

화산력응회암 거력이 포함되기도 한다(그림 4-12h). 화강암 암편은 주로 흑운모

화강암, 반상 흑운모화강암, 알칼리장석 화강암 등에서 유래되었고, 화산암 암편

들은 외견상 응회질, 다공질, 반암질 등의 다양한 조직을 보인다. 

만재도응회암의 용결엽리는 심하게 압착되고 신장된 부석편들의 면적정향배

열에 의해 정의된다. 용결엽리의 방향성은 국지적으로 약간의 변화가 있긴 하지

만 북동 또는 북서 방향의 주향에 동쪽으로 완만하게 경사하는 것들이 우세하

다(그림 4-13). 이것은 만재도의 동부로 가면서 층서적으로 보다 상위 응회암층

이 분포한다는 것을 반영한다.  

그림 4-13. 만재도응회암의 용결엽리 방향성 (a) 용결엽리의 방향성 분포. (b) 용결엽리의 

방향성을 도시한 등면적입체투영망(용결엽리의 방향을 대원과 극점으로 함께 도시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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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도응회암을 분출한 화구의 정확한 위치는 현재로선 알 수 없다. 만재도 

북부의 마구산(해발고도 185.4 m)을 중심으로 분포하는 응회암층은 암체 내부에 

분출단위 간의 경계를 암시하는 불연속대가 발달하지 않고 전체적으로 균질한 

암상으로 두껍게 쌓여있어 하나의 분출단위층으로 판단된다(그림 4-14a). 이 분

출단위층의 상부 경계는 만재도 남동부의 장바위산 북측 해안에 노출되어 있다

(그림 4-14b). 각 분출단위층 간의 경계는 암체 내에 형성된 주상절리대의 산출

상태로 부터 유추할 수 있다. 주상절리의 규모는 각 분출단위층에 따라 다르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으며, 흔히 분출단위층의 경계 부근에서 연장이 단절되거나 

발달이 불량하다. 장바위산을 지나 만재도 동남단 해안에 다다르면 수 조의 분

출단위층들이 나타난다. 각 분출단위층들의 층후는 약 30 m에서 수 m에 불과

하고 측면연장 또한 불량하다(그림 4-14c). 이 지점에서 확인된 분출단위층은 

모두 7조에 달한다. 이러한 현상은 만재도의 부속도서들 중 북동부에 위치한 제

여에서도 관찰된다(그림 4-14d). 이와 같은 응회암층의 산출양상과 층서적 분포, 

그리고 용결엽리의 방향성을 함께 고려해보면, 만재도응회암이 분출했던 화구는 

만재도의 북서쪽에 위치했을 가능성이 크다. 

그림 4-14. 만재도응회암의 분출단위 및 그 경계를 보여주는 노두사진. (a) 마구산 동부. 

(b) 장바위산 북부. (c) 만재도 동남단 해안. (d) 제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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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재도응회암의 차별되는 특징 중의 하나는 만재도의 해안경관을 장식하고 

있는 주상절리로서 암체 전반에 걸쳐 빈번하게 형성되어 있다. 전형적인 주상절

리가 발달되어 있는 곳은 마구산 정상의 북측 사면, 장바위산 서쪽 해안, 남동

단 해안 등이다(그림 4-15). 특히, 마구산 정상부의 주상절리는 연장이 수 십 m

에 이르며, 남동단 해안의 주상절리 역시, 너비 1 m 내외의 큰 규모로 형성되어 

있다. 이 외에도 장바위산 남쪽 사면, 녹도, 국도, 제여 등, 여러 곳에 다양한 규

모와 형태의 주상절리들이 발달되어 있다.      

그림 4-15. 만재도응회암에 발달된 주상절리의 노두사진. (a) 마구산 북부. (b) 장바위산 

서쪽 해안. (c)-(d) 만재도 동남단 해안. 

만재도응회암 (MJ2)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내지 반자형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들은 80-250μm 크기를 갖고, 이들의 형상비는 2:1

에서 3:1 정도를 보인다.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마그마 기원의 특징인 

진동 누대구조와 호상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의 농도는 각각 53-490 

ppm 및 26-916 ppm이며, Th/U비는 0.51-2.52의 범위를 갖는다. 22개의 저어콘

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 만재도응회암은 206Pb/238U 겉보기연령 기준 일부 신

원생대(759 Ma, n=1)와 쥐라기(159-173 Ma, n=3) 연령을 갖는 쇄설성 저어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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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함되나 대부분 백악기에 해당하는 연령를 보여준다. 백악기에 해당하는 저어

콘 중에 불일치도 10% 이내의 것만을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 도시해보면 만재도응회암(MJ2)의 연령은 100.6±0.4 Ma (MSWD 

=0.07)로서 상부 백악기 초기의 지층임을 지시한다(그림 4-16). 

그림 4-16. 만재도응회암(MJ2)의 저어콘 U-Pb 연령을 보여주는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

도표. 

만재도응회암 5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SiO2, Na2O, K2O

의 함량은 각각 74.29-75.22 wt%, 2.58-3.36 wt%, 4.86-5.50 wt%로 나타났다. 

TAS도표(Middlemost, 1994)에서 만재도응회암은 유문암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4-17a). 원시맨틀 값으로 표준화한 거미도표에서 만재도응회암의 미량원소들은 

상대적으로 친석원소(large ion lithophile element)가 부화되어 있고, Sr, Nb, Ta, 

P, Ti 등에서 부(-)의 이상치를 보여 섭입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4-17b).

그림 4-17. 만재도응회암의 지화학 분석 결과. (a) 화학적 분류를 보여주는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b) 미량원소 특성을 나타낸 거미도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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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가거도응회암

가거도응회암은 가거도도폭 구역의 가거도와 그 부속도서에 분포하며(그림 

3-3), 주로 조면데사이트질∼안산암질 성분의 결정질 화산력응회암과 응회각력

암으로 구성된 지층이다. 이 암체에는 유문암맥과 중성암맥이 관입되어 있다. 

가거도응회암은 전체적으로 암회색을 띠고 있어 이 지역에 산출하는 타 암석들

과 쉽게 구별된다. 장석 결정편을 풍부하게 포함하는 암회색의 화산력응회암으

로 산출하는 것이 전형적인 대표암상이며(그림 4-18a와 18b), 지역적으로 강한 

용결엽리가 발달한다(그림 4-18c와 18d). 결정편은 대부분 장방형의 자형 내지 

반자형의 알칼리장석과 사장석 결정으로 구성되는데, 그 크기는 0.5∼4 mm이고 

1∼2 mm 크기가 주를 이룬다. 결정들은 대부분 유백색을 띠지만 풍화면에서 

주황색을 띠는 곳도 관찰된다. 화산력은 다양한 종류의 화산암류로 구성되고, 

화강암편이 일부 포함된다. 화산력은 각형에서 아원형 형태이고 그 크기는 대개 

수 mm∼수 cm이지만 일부는 수 m에 달하는 거력들이 포함되기도 한다. 강한 

용결조직이 발달한 부분에서는 화산력들이 이에 평행하게 배열되어 나타난다. 

가거도 북부 일대(백년등대 주변)는 전형적인 가거도응회암의 암상을 보이는 

곳으로서 응회암은 조면데사이트질의 결정질 기질을 갖는 암회색 화산력응회암

으로 산출하고 적은 양의 화산암편을 함유한다. 화산암편은 대부분 수 cm 내외

로 작으며, 장석 결정을 전혀 포함하지 않거나 매우 드물게 포함하는 암녹색의 

안산암질암이 우세하고 일부 산성질 화산암편도 함께 관찰된다. 이 암석은 매우 

치밀하고 높은 강도를 갖는다. 

가거도응회암의 구성암상은 지역적으로 불균질하여 상기한 전형적인 암상 

외에 다양한 특성을 보이는 응회암들이 산출한다. 독실산의 동북부 능선에서는 

화산력이나 결정을 전혀 함유하지 않거나 소량의 결정편 만을 함유한 암회색의 

응회암이 제한적으로 산출하기도 한다. 가거도 북서부의 항리마을 일대에는 거

력의 화산암각력을 포함하는 기질지지의 응회각력암이 분포한다. 각력들은 아원

형에서 아각형의 형태를 보이고 분급이 불량하며, 암회색의 결정질응회암을 비

롯한 다양한 종류의 화산암으로 구성된다. 특히, 전형적인 유상구조를 보이는 

유문암 각력들이 상당량 포함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그림 4-18e). 각력 중에

는 그 크기가 거의 10 m에 달하는 거대한 각력들도 관찰된다. 

가거도의 북서쪽에 위치한 대구굴도, 소구굴도, 개린여 등의 부속도서에는 

가거도와는 다르게 암회색의 결정질 화산력응회암은 산출하지 않고, 주로 회질

의 기질지지조직을 보이는 화산력응회암이 분포한다(그림 4-18f). 국지적으로 청

회색의 층상응회암이 박층으로 협재되며, 일부 거친 층리가 발달할 뿐 용결엽리

는 전혀 관찰되지 않는다. 화산력들은 유문암에서 안산암에 이르는 조성과 다양

한 조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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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18. 가거도응회암의 노두 및 현미경사진. (a) 결정질(장석 결정), 화산력응회암(가

거도등대 인근). (b) 결정질 응회암(a)의 현미경사진(교차니콜, kfs=알칼리장석, pl=사장석, 

rf=암편). (c) 용결 화산력응회암(동개해수욕장 동부). (d) 용결 응회암의 현미경사진(교차

니콜). (e) 응회각력암(항리). 유문암 각력을 포함함. (f) 화산력응회암(대구굴도).

가거도 북동부에 위치한 대풍리 마을 일대에는 응회암 내에 너비가 수 m에 

달하는 퇴적암 암괴들이 여러 곳에 나타난다. 이 암괴들은 암회색의 미사암과 

담회색 내지 청회색의 이회암으로 구성된다. 미사암은 엽층이 잘 발달하며 일부

는 이회암내에 부딘되어 나타난다(그림 4-19a). 이회암 역시, 엽층리가 잘 발달

되어 있고, 습곡으로 심하게 변형되어 있다(그림 4-19b). 연대측정 결과, 이 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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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들은 모두 주변 백악기 응회암류와 거의 같은 시기의 암석으로 밝혀져 당시 

화산활동과 동시기적으로 퇴적분지가 발달하고 있었음을 암시한다. 

그림 4-19. 가거도응회암에 포유된 퇴적암 암괴의 노두사진(대풍리). (a) 암회색 미사암. 

이회암 내에 협재되어 산출함 (b) 청회색 이회암. 심하게 습곡되어 있음.  

그림 4-20. 가거도응회암에 산출하는 화산쇄설성 교호층의 노두 및 현미경사진. (a) 부가

화력을 포함하는 화산쇄설성 퇴적암(가거도 북동 해안, 구절곡 부근). (b) 부가화산력의 

현미경사진(교차니콜). 

가거도의 북동 해안(구절곡 부근)에는 전체 층후가 30 m 정도인 화산쇄설성 

교호층이 결정질 화산력응회암층 내에 협재되어 산출한다(그림 4-20a). 이 교호

층은 수 cm에서 30 cm 미만 두께의 화산쇄설성 퇴적층이 반복적으로 형성되어 

줄무늬 형태로 나타난다. 각각의 교호층은 밝은 회색의 조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는 하부층과 어두운 회색의 세립질 퇴적물이 주를 이루는 상부층으로 구분

된다. 상부층과 하부층의 경계는 대부분 점이적이며, 곳에 따라 급격하게 변하

기도 한다. 교호층의 하부 경계에는 침식면이 잘 발달하고 있으며, 조립질의 부

가화산력과 각형의 암편들 (<1 cm)이 침식면 위에 분포한다(그림 4-20b). 밝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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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색부의 교호층 하부는 수평엽층리가 잘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사엽층리와 물

결형태의 엽층리도 발달한다. 또한 상위로 갈수록 세립화하는 점이층리가 잘 나

타나며, 점이적으로 변하여 점차 어두운 색의 세립의 퇴적물이 상위에 위치하게 

된다. 교호층의 상부층에서도 엽층리가 잘 발달하나, 물결형태의 엽층리와 사엽

층리는 발달하지 않는다. 이 상부층은 대부분 균질한 세립질 퇴적물로 구성되며 

일부 암편 (<1 cm)을 포함하기도 한다.

가거도 응회암(GG1)에서 분리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반자형 내지 타형

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의 크기는 대부분 100μm 이하이며, 이들의 형상

비는 2:1 내지 1:1 정도이다.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진동누대구조 및 호

상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의 농도는 각각 71-455 ppm 및 95-1030 

ppm이며, Th/U비는 1.1-3.0의 범위를 갖는다. 40개의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를 도시한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서 가

거도응회암(GG1)의 연령은 93.6±1.7 Ma (MSWD=0.12)로 나타난다(그림 4-21a).

한편, 가거도 대풍리 마을 일대의 응회암 내에 이회암과 함께 암괴로 산출하

는 미사암(GG19)을 대상으로 연령측정을 진행하였다. 이 암석에서 분리한 쇄설

성 저어콘 입자들은 자형 내지 타형의 형태를 갖는다. 저어콘 입자는 대부분 

100μm 정도의 크기를 갖으며, 이들의 형상비는 2:1 내지 1:1 정도이다. 음극선

발광 영상에서 저어콘은 진동누대구조와 호상구조를 보인다. 저어콘의 U와 Th

의 농도는 각각 39-1589 ppm 및 48-2150 ppm이며, Th/U비는 0.5-2.6의 범위를 

갖는다. 87개의 쇄설성 저어콘에 대한 연령측정 분석결과, 206Pb/238U 겉보기 연

령기준으로 신시생대(2532 Ma, n=1), 고원생대(2420-1684 Ma, n=6), 중원생대

(1489-1238 Ma, n=3), 신원생대(841-747 Ma, n=7), 고생대(428 Ma, n=1), 트라이

아스기(223 Ma, n=1), 그리고 쥐라기(191-172 Ma, n=3) 것들이 일부 포함되고, 

나머지는 모두 백악기(n=65)의 저어콘들로 구성된다. 백악기에 해당하는 쇄설성 

저어콘 중 불일치도 10% 이내의 것만을 테라-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207Pb/206Pb 

vs. 238U/206Pb)에 도시해보면, 조화연령은 93.3±0.5 Ma (MSWD=0.39)로서 가거도

응회암과 거의 같은 연령을 나타낸다(그림 4-21b). 이 연령은 이 퇴적암의 퇴적

상한연령을 지시하며, 가거도응회암과 거의 동시기에 퇴적되었던 지층임을 반영

한다. 

가거도응회암 5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에 의하면, SiO2, Na2O, K2O

의 함량은 각각 58.49-68.78 wt%, 2.66-4.76 wt%, 2.30-4.89 wt%로 나타났다. 

TAS도표(Middlemost, 1994)에서 가거도응회암은 안산암에서 조면데사이트 영역

에 걸쳐 도시되며, 주로 조면데사이트에 해당한다(그림 4-22a). 원시맨틀 값으로 

표준화한 거미다이어그램에서 가거도응회암의 미량원소들은 상대적으로 친석원

소가 부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며, Sr, Nb, Ta 등에서 부(-)의 이상치를 보여 

섭입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그림 4-22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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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1. 가거도응회암과 응회암내 미사암 암괴의 저어콘 U-Pb 연령을 보여주는 테라

-와스버그 콘코디아도표. (a) 가거도응회암(GG1). (b) 미사암(GG19).

그림 4-22. 가거도응회암의 지화학 분석 결과. (a) 화학적 분류를 보여주는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b) 미량원소 특성을 보여주는 거미도표.

(4) 암맥류

백악기 암맥류는 조성과 산상에 따라 염기성암맥, 중성암맥, 산성암맥, 유문

암맥 등으로 구분된다(그림 3-1∼3-3). 

염기성암맥은 비현정질 내지 세립질의 기질부에 단사휘석 반정이 나타나며, 

드물게는 감람석 반정이 함께 관찰되나 대부분 사문석으로 변질되어 있다. 염기

성암맥은 하태도, 상태도, 간서도 등, 고원생대 화강암 분포지에 집중적으로 산

출하고 그 외 백악기 화산암류 분포지에서는 확인되지 않는다. 염기성암맥은 하

태도의 남서 해안에 30 m 내외의 큰 폭을 이루는 것도 있으나, 수 십 cm에서 

수 m 폭을 갖는 것들이 가장 흔하며, 대부분 그 형태도 불규칙하고 규모가 너

무 작아 지질도에는 일부만을 도시하였다. 중태도 북부와 상태도의 동남 해안을 

따라서는 다양한 폭의 염기성암맥들이 암맥군을 이루고 있는 것도 관찰된다(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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림 4-23a). 간서도에는 반화강암맥이 염기성암맥을 관입하고 있어 반화강암맥 

이전에 형성된 암체임을 지시한다(그림 3-23b). 

유문암맥은 유백색, 연한 청회색, 연녹색, 자색 등의 다양한 색을 띠고, 암체 

전반에 걸쳐 강한 유상구조가 매우 조밀하게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유

상구조의 대부분은 심하게 습곡되거나 자가각력화되어 있는 것이 흔하며(그림 

4-23c와 23d), 방향성의 변화도 심하게 나타난다. 이 암석은 유백색과 같은 밝은 

암색으로 인해 멀리에서도 인지되고 타 암석과 쉽게 구별된다. 자형 내지 반자

형의 알칼리장석 결정이 1∼2 mm 크기의 반정으로 포함되며 석영 결정은 드물

다. 유문암맥은 가거도에 가장 빈번하게 산출하며 다양한 규모와 관입방향을 보

인다. 드물지만 하태도와 만재도에도 소규모 암맥으로 분포한다. 비교적 큰 규

모로 산출하는 유문암맥은 가거도 서북부의 섬등반도, 항리마을, 신선봉 일대의 

것들로서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관입되어 분포한다(그림 3-2). 가장 규모가 

큰 섬등반도의 유문암맥은 최대 약 300 m 폭과 1 km 이상에 달하는 연장을 보

인다. 그리고 하태도 앞바다의 강섬에는 염기성암맥과 함께 북서 방향의 복합암

맥을 이루고 있는 7∼12 m 폭의 유문암맥이 산출한다. 이 복합암맥은 중심부의 

유문암맥과 그 양측에 대칭적으로 분포하는 대략 1 m 폭의 염기성암맥들로 구

성된다(그림 4-23e). 이 복합암맥은 기존 염기성암맥 중심부를 따라 후기의 유

문암맥이 관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성암맥은 홍색을 띠는 장석반암 또는 균질한 중립질의 반화강암으로 산출

하며 고원생대 화강암을 관입한다. 하태도 남서단부에 하태도화강암을 동북동 

방향으로 관입하고 있는 약 10 m 폭의 장석반암이 대표적이다(그림 3-1). 

중성암맥은 암회색, 암녹색 내지 담녹색을 띠며, 세립질의 기질에 자형 내지 

반자형의 사장석을 반정을 함유하는 미약한 반상조직을 보인다. 사장석 반정과 

함께 세립질의 각섬석과 매우 소량의 단사휘석도 관찰된다. 중성암맥은 만재도

응회암과 가거도응회암을 빈번하게 관입하며 산출한다(그림 4-23f와 23g). 대구

굴도에서는 응회암을 관입한 유문암맥을 다시 관입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어 중

성암맥은 백악기 암맥들 중 최후기의 것으로 평가된다(그림 4-23h). 중성암맥은 

수 십 cm에서 수 m 폭을 이루고 대부분 전형적인 판상의 암체로 산출한다. 주

변 암체에 비해 심하게 침식되어 암맥의 자취를 따라 깊게 패인 선형의 골짜기

가 발달하는 지형적 특성을 보인다. 

일부지역(동개해수욕장, 섬등반도 협곡동돌해안 등)에는 암회색의 관입암이 

가거도응회암 내에 혼재하고 있는 것이 관찰되는데, 판상이 아닌 매우 불규칙한 

관입경계를 이루고 있어 중성암맥과 상이한 산상을 보인다(그림 4-24). 이 암석

은 중성암맥과 동일한 현무암질 조면안산암의 조성을 갖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산상으로 미루어보아 중성암맥 이전에 관입된 암체로 추정되나 확실치 않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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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3. 백악기 암맥류. (a) 염기성암맥. 상태도화강암 관입(상태도 동남부). (b) 염기성암

맥. 반화강암맥에 관입당함(간서도). (c) 유문암맥의 습곡(만재도 서부). (d) 유문암맥의 자가각

력(섬등반도). (e) 유문암맥. 하태도화강암과 염기성암맥 관입(강섬). (f) 중성암맥. 만재도응회

암 관입(국도). (g) 중성암맥. 가거도응회암 관입(가거도 서북부). (h) 중성암맥. 가거도응회암

과 유문암맥 관입(대구굴도). (Zhgr=하태도화강암, Zsgr=상태도화강암, Kmt=만재도응회암, 

Kgt=가거도응회암, Kbd=염기성암맥. Krh=유문암맥, Kid=중성암맥, Kap=반화강암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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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4. 가거도응회암(Kgt)을 관입하는 중성관입암(Kid: 현무암질 조면안산암). 매우 불

규칙한 관입경계를 보임(가거도 동개해수욕장).

염기성암맥 2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  SiO2, Na2O, K2O의 함량은 

각각 45.95-51.04%, 1.67-3.04%, 1.84-2.16%로 나타났으며, TAS도표(Middlemost, 

1994)에서 현무암과 조면현무암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4-25a). 염기성암맥은 거

미도표에서 상대적으로 친석원소가 부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Nb와 Ta에서 

강한 부(-)의 이상치, 그리고 Sr과 Ti에서도 약간의 부(-)의 이상치가 나타난다

(그림 4-25b). 

중성암맥 4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 SiO2, Na2O, K2O의 함량은 각

각 51.95-54.10%, 3.02-5.63%, 1.66-3.36%로 나타났으며. TAS도표에서 영역에 도

시된다(그림 4-25c). 거미도표에서 중성암맥은 상대적으로 친석원소가 부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Nb, Ta, Sr, Ti 등에서 부(-)의 이상치를 보인다(그림 

4-25d). 

유문암맥 6개 시료에 대한 주원소 분석 결과, SiO2, Na2O, K2O의 함량은 각

각 72.32-75.98%, 1.76-7.84%, 1.22-6.54%로 나타났으며, TAS도표에서 모두 유문

암 영역에 도시된다(그림 4-25e). 거미도표에서 유문암맥은 상대적으로 친석원

소가 부화되어 있는 경향을 보이고, Nb, Sr, Ba, P, Ti 등에서 부(-)의 이상치를 

보인다(그림 4-25f).

상기와 같은 암맥류의 미량원소 특성은 이들이 모두 섭입환경에서 형성된 

것임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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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25. 백악기 암맥류의 화학적 분류를 도시한 TAS(Total alkali vs. silica) 도표 및 

미량원소 분포특성을 보여주는 거미도표. (a)-(b) 염기성암맥. (c)-(d) 중성암맥. (e)-(f) 유

문암맥.

다. 제4기 해빈퇴적층

제4기 해빈퇴적층은 하태도의 장굴해수욕장, 만재도의 앞짝지 및 건너짝지해

수욕장, 가거도의 동개해수욕장, 동북 해안, 협곡동돌해안(섬등반도 남부) 등지

-  35  -



- 36 -

에 좁은 폭으로 소규모 분포한다(그림 3-1∼3-3). 이 지역들 중 화강암이 분포

하는 하태도에는 균질한 모래층이 퇴적되어 있고, 화산암류가 분포하는 나머지 

지역에는 모두 자갈층이 퇴적되어 있다(그림 4-26). 자갈퇴적층을 구성하는 역

들은 소위 ‘몽돌’이라 불리는 원마도가 매우 좋은 원력의 형태를 보이며, 그 

크기는 다양하지만 20 cm 이하가 대부분이다. 역들은 모두 근지성으로서 각 지

역에 분포하는 화산암류로 부터 공급된 것들이 주를 이룬다.

  

그림 4-26. 해빈퇴적층. (a) 하태도 장굴해수욕장. (b) 만재도 앞짝지해수욕장. (c) 가거도 

동개해수욕장. (d) 가거도 동북 해안 중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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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지질구조 

가. 연성전단대 

태도도폭 구역에 분포하는 고원생대 하태도화강암은 암체 전반에 걸쳐 압쇄

엽리구조가 발달한 엽리상 화강암으로 산출한다(그림 5-1a). 연성전단작용에 의

해 형성된 압쇄엽리구조는 그 발달강도가 매우 불균질하여 일견 불연속성 연성

전단대(discrete ductile shear zone)의 특징을 보이는 대상의 고변형 연성전단대

(이후‘고변형대’로 기술함)가 다양한 규모로 수 없이 반복하여 발달한다. 고

변형대는 구성광물의 현저한 입도감소와 이에 수반된 강한 압쇄엽리구조로 특

징지워진다. 고변형대는 그 폭이 수 mm에서 수 m에 이르기까지 다양하며 외견

상 보다 어두운 색을 띠고 있는 경우가 흔하다(그림 5-1b와 1c). 연성전단변형

이 집중된 고변형대에는 강한 압쇄엽리구조와 함께 전단작용에 수반된 다양한 

지질구조요소들이 관찰된다. 특히, 알칼리장석 거반정들은 대부분 심하게 압쇄

되어 입도감소와 함께 길게 신장되거나 작은 쇄정으로 잔류하며, 반상쇄정계

(Passchier and Simpson, 1986), S/C-복합면구조(Lister and Snoke, 1984), 전단띠 

등과 같은 비대칭 전단지시구조들이 발달한다(그림 5-1d와 1e). 이 전단지시구

조들은 일관되게 우수향의 전단감각을 나타낸다. 하지만 암체 내에 비대칭 구조

가 발달된 부분은 매우 제한적으로 분포하고 전단운동방향을 지시하는 신장선

구조 역시, 매우 드물게 발달한다. 이것은 전체적으로 순수전단이 보다 우세한 

환경 하에서 변형작용이 진행되었음을 반영한다. 신장선구조는 흔히 엽리면상에 

재결정광물들의 선상배열(streak)로 나타난다(그림 5-1f).

노두 규모에서 고변형대와 저변형대 사이의 경계는 일반적인 연성전단대의 

경우처럼 점이적이지 않고 비교적 뚜렷하게 구획되는 경향을 보인다(그림 

5-2a). 고변형대는 다양한 폭을 이루며 서로 평행하게 반복적으로 발달한다(그

림 5-2b). 하지만 고변형대가 그 연장에서 분기되고 다시 합쳐지는 기하를 갖거

나, 판상이 아닌 곡면을 이루는 현상도 흔하게 관찰된다(그림 5-2c와 2d). 이러

한 구조적 특성은 상태도화강암에서는 관찰되지 않는다. 상태도화강암에도 암체 

전반에 걸쳐 약한 엽리구조가 비교적 균질하게 발달하지만 그 강도는 하태도화

강암 보다 훨씬 약하며, 고변형대는 그 폭이 수 mm 내지 수 cm에 불과하고 일

부 지역에서만 관찰될 뿐이다. 

압쇄엽리의 전반적인 주향은 북동-남서 내지 동북동-서남서 방향이며, 일관

되게 북서쪽으로 경사한다(그림 3-1과 5-3). 경사각은 40°∼60°가 가장 우세

하지만 수직 또는 수평에 가까운 경우도 흔하게 나타나 일정하지 않은 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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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장선구조는 매우 제한적으로 발달하긴 하지만 저각의 피치를 이루면서 북동 

방향으로 침강하고 있어 수평이동성분이 우세하였음을 지시한다. 이와 같은 압

쇄엽리 및 신장성구조의 방향성, 그리고 비대칭 전단구조들의 특성을 함께 고려

해보면, 이 지역의 연성전단대는 순수전단이 우세한 환경 하에서 우수향의 주향

이동성 전단작용에 의하여 불균질하게 형성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1. 고원생대 하태도화강암(Zhgr)에 발달된 연성전단대의 구조. (a) 저변형대의 압

쇄조직. (b)-(c) 고변형대의 압쇄조직. (d) 비대칭구조를 보이는 알칼리장석 반상쇄정들. 

(e) S/C-복합면구조와 전단띠. (f) 신장선구조. (a, b & f = 하태도 장굴해수욕장 서부, c, 

d & e = 상태도 남부 해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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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2. 하태도화강암 내 고변형 연성전단대의 산상. (a) 거의 수평으로 발달된 고변형

대(강섬). (b) 고변형대와 저변형대의 교호(상태도 남부 해안). (c) 서로 분기되거나 합쳐

지는 기하를 보이는 고변형대(하태도 장굴해수욕장 서부). (d) 판상이 아닌 곡면을 이루

는 고변형대(중태도 동부 해안).

그림 5-3. 고원생대 화강암에 발달된 압쇄엽리구조(S=대원)와 신장선구조(L=점)의 방향성

을 도시한 등면적입체투영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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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태도 선착장에는 상태도화강암이 하태도화강암을 관입하여 포유하고 있는 

노두가 분포한다. 이 노두에서는 하태도화강암의 강한 압쇄엽리구조가 상태도화

강암에 의해 단절되어 있는 것이 관찰된다(그림 5-4). 이것은 연성전단작용이 

상태도화강암 관입 이전에 발생하였고, 그 강도는 상태도화강암 관입 이후에 발

생한 것보다 훨씬 더 강렬했음을 지시한다. 두 화강암체의 산상과 관입연령을 

고려하여 연성전단작용의 시기를 추정해 보면 고원생대 말기로서, 하태도화강암

의 관입 직후인 약 17억년 전 즈음에 시작되어 상태도화강암의 관입 이후까지 

지속되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림 5-4. 하태도화강암(Zhgr)과 상태도화강암(Zsgr)의 경계. 하태도화강암의 압쇄엽리구

조는 상태도화강암에 의해 단절됨.

나. 단층

 

도폭 구역에서 지질도에 도시할 만한 규모의 단층들은 모두 가거도에서 확

인된다(그림 3-3). 가거도의 단층들 중 섬등반도와 대풍리 인근의 단층들은 가

거도의 장축과 평행한 북서 방향의 주향을, 가거도 동남부의 것은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갖는다(그림 5-5). 이들은 모두 백악기에 활동한 정단층으로 산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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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5-5. 가거도의 단층들(Kgt=가거도응회암, Krh=유문암맥). (a) 북서 방향의 정단층. 반

향단층이 수반됨(섬등반도 남부). (b) 단층대 근접 사진((a)의 b 부분). (c) 북서 방향의 정

단층(가거도 대풍리 구절곡). (d) 북서 방향의 정단층(가거도 대풍리 구절곡). (e) 남-북 

방향의 정단층(가거도 동남부).   

가거도 서북부의 섬등반도 초입부에 가거도응회암과 유문암 사이에 북서 방

향의 주향을 갖는 2조의 단층이 공액상으로 발달한다(그림 5-5a와 5b). 주단층

면은 서쪽으로 70°정도의 급한 경사를 이루고 대부분 단층각력으로 구성된 단

층대를 형성한다. 해변에 노출된 각력대의 폭은 최대 약 7 m에 이르고 각력들 

사이에는 수 많은 석영 세맥들이 충전되어 있는 것이 특징이다. 단층활면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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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찰된 단층조선의 피치각은 거의 90°에 가깝다. 유문암과 응회암의 경계면, 

그리고 단층조선을 기준으로 유추해보면, 이 단층은 정단층으로 해석된다. 또한 

이 단층을 주단층으로하여 그 남서측에 반향단층(antithetic fault)으로 분기된 부

수단층도 역시, 외견상 상반 지괴가 약 15 m 정도 하강한 정단층으로 나타난다. 

가거도 대풍리 인근의 구절곡과 빈주바위 인근 해안에도 북서 방향의 단층

들이 남서쪽으로 각각 60°및 80°의 경사각을 갖고 발달하며(그림 5-5c와 5d), 

가거도 동남부 해안에는 서쪽으로 약 80°의 고각을 이루는 남-북 방향의 단층

이 발달한다(그림 5e). 이 단층들은 모두 멀리서도 확인이 가능한 판상의 단층

면을 형성하고 있으며, 단층대의 폭은 그리 넓지 않다. 이 단층들의 정확한 운

동특성은 명확하게 확인되지 않았으나, 전반적인 산상으로 미루어 보아 모두 정

단층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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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  록

<표 1> 전암지화학 분석 시료들의 암체명, 위치, 시료번호.

<표 2> 암체별 SHRIMP 저어콘 U-Pb 연령, 시료위치, 시료번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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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1> 전암지화학 분석 시료들의 암체명, 시료위치, 시료번호.

Unit Name Latitude / Longitude Sample
No.

Taedo Sheet

Hataedo granite N34°26'07.18" / E125°16'42.84" TD-12

Hataedo granite N34°26'09.13" / E125°17'03.47" TD-14a

Hataedo granite N34°26'09.13" / E125°17'03.47" TD-14b

Hataedo granite N34°26'09.13" / E125°17'03.47" TD-14c

Hataedo granite N34°26'09.13" / E125°17'03.47" TD-14d

Hataedo granite N34°26'34.53" / E125°17'38.87" TD-2b

Hataedo granite N34°23'42.46" / E125°17'07.92" TD-17

Sangtaedo granite N34°26'34.53" / E125°17'38.87" TD-2a

Sangtaedo granite N34°27'04.98" / E125°18'02.47" TD-4a

Sangtaedo granite N34°28'02.71" / E125°18'15.15" TD-6

Sangtaedo granite N34°26'17.90" / E125°16'56.94" TD-11

Sangtaedo granite N34°26'05.88" / E125°17'07.60" TD-13

Basic dike N34°27'04.98" / E125°18'02.47" TD-4b

Rhyolite dike N34°24'13.87" / E125°18'03.15" TD-1a

Ganseodo Sheet

Sangtaedo granite N34°19'04.26" / E125°14'39.54" GS-1a

Basic dike N34°19'04.26" / E125°14'39.54" GS-1b

Manjaedo Sheet

Manjaedo Tuff N34°12'37.60" / E125°28'18.01" MJ-1

Manjaedo Tuff N34°12'28.45" / E125°28'16.41" MJ-2

Manjaedo Tuff N34°12'26.33" / E125°28'22.27" MJ-3

Manjaedo Tuff N34°12'13.41" / E125°28'56.87" MJ-7

Manjaedo Tuff N34°12'27.30" / E125°28'20.27" MJ-13

Rhyolite dike N34°12'26.87" / E125°27'58.30" MJ-8

Rhyolite dike N34°12'47.44" / E125°28'14.20" MJ-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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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표 1> (계속).

Unit Name Latitude / Longitude Sample
No.

Gageodo Sheet

Gageodo Tuff N34°03'01.92" / E125°07'51.33" GG-1a

Gageodo Tuff N34°04'20.31" / E125°05'45.29" GG-9

Gageodo Tuff N34°05'02.27" / E125°06'04.61" GG-11

Gageodo Tuff N34°05'20.32" / E125°06'01.03" GG-13

Gageodo Tuff N34°05'37.77" / E125°06'01.40" GG-14

Intermediate dike N34°03'01.92" / E125°07'51.33" GG-1b

Intermediate dike N34°05'27.87" / E125°06'34.42" GG-18

Intermediate dike N34°04'45.67" / E125°06'55.76" GG-20

Rhyolite dike N34°04'22.07" / E125°05'44.01" GG-4

Rhyolite dike N34°04'18.66" / E125°05'38.30" GG-7

Rhyolite dike N34°06'59.24" / E125°05'13.61" GG-27

 <표 2> 암체별 SHRIMP 저어콘 U-Pb 연령, 시료위치, 시료번호. 

Unit Name SHRIMP age
(Ma) Latitude / Longitude Sample

No.

Hataedo granite 1714 ± 12 N34°26'07.18" / E125°16'42.84" TD-12

Hataedo granite 1707 ± 6.1 N34°26'09.13" / E125°17'03.47" TD-14

Sangtaedo granite 1696 ± 8.1 N34°19'04.26" / E125°14'39.54" GS-1

Sangtaedo granite 1680 ± 4.0 N34°26'05.88" / E125°17'07.60" TD-13

 <표 3> 암체별 LA-ICP-MS 저어콘 U-Pb 연령, 시료위치, 시료번호. 

Unit Name LA-ICP-MS age
(Ma) Latitude / Longitude Sample

No.

Manjaedo Tuff < 100.6 ± 0.4 N34°12'28.45" / E125°28'16.41" MJ-2

Gageodo Tuff < 93.6 ± 1.7 N34°03'01.92" / E125°07'51.33" GG-1

Siltstone < 93.3 ± 0.5 N34°05'13.73" / E125°06'53.40" GG-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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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ntroduction 

The geological maps of the Taedo·Ganseodo·Manjaedo·Gageodo sheets were 

mapped on 1:50,000 scale as one of the fundamental projects of the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during 2020, funded by Ministry of 

Science and ICT. The sheet area, which lies in an island area located in the 

southwesternmost part of Korea, is bounded by the coordinates of longitude 

125°00'00"－125°30'00"E and latitude 34°00'00"－34°30'00"N. The administrative 

districts of the sheet area include Taedo-ri, Majaedo-ri, and Gageodo-ri of 

Heuksan-myeon, Sinan-gun, Jeollanam-do. 

The geological investigation was wholly dependent on the field survey based on 

1:10,000 scale topographic maps, along with polarized microscopic observation for 

the thin sections, geochemical data for the whole-rock samples and geochronologic 

data for SHRIMP and LA-ICP-MS zircon U-Pb age.

2. General Geology

The Taedo·Ganseodo·Manjaedo·Gageodo sheets consist of Paleoproterozoic 

metasedimentary rocks, Hataedo granite, and Sangtaedo granite, Cretaceous Taedo 

Conglomerate, Manjaedo Tuff, Gageodo Tuff, and dikes, and Quaternary 

unconsolidated beach sediments (Table 1).

The metasedimentary rocks consist mainly of quartz schist with associated 

quartzite. The quartz schist occur as small xenoliths in the Hataedo granite. 

The Hataedo granite is exposed at Hataedo, Jungtaedo, and southern part of the 

Sangtaedo. The granite is foliated megacrystic alkali feldspar granite and contains 

augen-shaped alkali feldspar megacrysts ranging 3∼5cm (7cm in maximum) aligned 

parallel to the regional mylonitic foliation. The mineral assemblage of the granite is 

alkali feldspar phenocrysts together with alkali feldspar, biotite, quartz, and 

plagioclase as matrix constituents. 

The Sangtaedo granite is exposed at Sangtaedo, northern part of Jungtaedo, and 

Ganseodo and intrudes into the Hataedo granite. The granite commonly occurs as 

foliated porphyritic alkali feldspar granite though some parts are massive and is 

characterized by pale reddish-colored alkali feldspar phenocrysts ranging 1∼3cm. 

The mineral assemblage of the granite is alkali feldspar phenocryst together with 

alkali feldspar, quartz, biotite and plagioclase as matrix constitu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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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able 1. Stratigraphy of the Taedo-Ganseodo-Manjaedo-Gageodo sheets.

 

                 

          

The Cretaceous Taedo Conglomerate is a massive clast-supported conglomerate 

which unconformably rests on the Hateado granite in the western part of Hataedo. 

The clasts in the conglomerates are composed of various sized-clasts, mainly pebble 

to cobble-sized clasts with some sandy matrix. It also contains lager boulder 

sized-clasts (up to 1m long). Most of clasts exhibit angular to sub-angular 

roundness. Those clasts were probably supplied from the Hataedo granite, 

considering its lithology of clasts mainly composed of single granite clasts. 

The Manjaedo Tuff is exposed at Manjaedo and mainly consists of rhyolitic, 

pumice-rich welded lapilli tuff (ignimbrite) and contains small amount of rock 

fragments. Each tuff unit is easily identified by typical columnar joints and mostly 

dips toward southeast. The Gageodo Tuff is exposed at Gageodo and main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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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ists of dark gray-colored, trachydacitic to andesitic, crystal (feldspar)-rich, partly 

welded lapilli tuff and tuff breccia. The stratified fine tuff beds are partly 

intercalated. The crudely stratified, ash matrix-supported lapilli tuff also occurs in 

Daeguguldo and adjacent islets.

Cretaceous dikes are divided into mafic (basalt-trachybasalt), rhyolite, acidic  

(feldspar porphyry) and intermediate (basaltic trachyandesite) dikes. The rhyolite 

dikes intrude into the mafic dikes and are intruded by intermediate dikes.

Quaternary unconsolidated sediments consists of beach sand deposits in Hataedo 

and beach gravel deposits in Manjaedo and Gageodo. 

3. Geochemistry

 

Whole-rock analysis was carried to measure major,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from granites, tuffs and dikes. The concentrations of the major, trace and rare earth 

elements were estimated by using inductively coupled plasma (ICP) atomic emission 

spectrometry (ThermoJarrel-Ash ENVIRO II) and ICP-mass spectrometry (Perkin 

Elmer Sciex ELAN 9000) housed at Activation Laboratories, Canada. 

 The Hataedo granite has high SiO2 content (67.30-72.30 wt%) with variable 

Na2O (0.82-4.04 wt%) and K2O (3.58-7.21 wt%) contents. In TAS (total alkali vs. 

SiO2) diagram, the Hataedo granite samples plotted in granodiorite, quartzmonzonite 

and granite fields. 

The Sangtaedo granite has high SiO2 content (72.30-76.40 wt%) with moderate 

Na2O (1.99-2.31%) and high K2O (5.45-6.25%) contents. In TAS diagram, the 

Sangtaedo granite samples plotted in granite field. In Ta vs. Y tectonic 

discrimination diagram, the Hataedo and Sangtaedo granites plot in within-plate 

granite field.

 The Manjaedo Tuff has high SiO2 (74.29-75.22 wt%) with high Na2O 

(2.58-3.36 wt%) and K2O (4.86-5.50 wt%) contents. In TAS diagram, the Manjaedo 

Tuff plots in rhyolite field. In the Primitive mantle normalized spider diagram, the 

Manjaedo tuff is characterized by enrichment of large ion lithophile elements with 

negative anomalies of Sr, Nb, Ta, P and Ti.

The Gageodo Tuff has variable SiO2 content from 58.49 to 68.78 wt% with 

variable Na2O (2.66-4.76 wt%) and K2O (2.30-4.89 wt%) contents. In TAS diagram, 

the Gageodo Tuff plots in basaltic trachy-andesite, trachy-andesite and trachy-dacite 

fields. In the Primitive mantle normalized spider diagram, the Gageodo Tuff 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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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aracterized by enrichment of large ion lithophile elements with negative anomalies 

of Sr, Nb and Ta. 

4 Geochronology  

 

In order to confirm the emplacement and depositional/eruptional age of rocks, 

zircon U-Pb age analysis was performed. Zircon was separated from each type of 

rocks, and was mounted with standard zircons (SL13 and FC-1). Internal textures of 

the zircons were examined by cathodoluminescence images using scanning electron 

microscopy (JEOL JMS-6610LV). The SHRIMP IIe/MC instrument housed at Korea 

Basic Science Institute (KBSI), Ochang campus was used to obtain the U-Pb 

isotopic composition of the zircons from the granites. The LA-ICP-MS instrument 

housed at KBSI, Ochang campus was used to obtain the U-Pb isotopic composition 

of the zircons from the sedimentary and volcanic rocks. The data reduction and age 

calculation were performed with the Squid 2.5, Iolite 2.5 and Isoplot 3.75 software. 

The detrital zircon U-Pb ages with a discordance of 10% were excluded.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Hataedo granite (TD12) are mostly 

euhedral to subhedral, and are medium- to coarse-grained (150-250 μm) with aspect 

ratios of 2:1 to 3:1. In the cathodoluminescenc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zoning pattern which is characteristic of igneous zircon. Eleven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low U (19-95 ppm) and Th (15-133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0.8-1.5) ratios. The U-Pb data obtained from 

eleven zircons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yield a 

concordant age of 1714 ± 12 Ma (MSWD = 1.3).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Hataedo granite (TD14) are mostly euhedral to subhedral, and are fine- to 

coarse-grained (80-250 μm) with aspect ratios of 2:1 to 3:1. In th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zoning pattern. Twenty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low U (14-125 ppm) and Th (12-180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0.9-1.5) ratios. The U-Pb data obtained from twenty zircons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yield a concordant age of 1707 ± 6.1 Ma 

(MSWD = 1.2).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Sangtaedo granite (GS1) distributed to 

Ganseodo are mostly euhedral to subhedral. The zircons grains in GS1 are generally 

fine- to coarse-grained (50-200 μm) with aspect ratios of 1:1 to 2:1. In th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zoning pattern which is characteristic of ign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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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ircon. Seventeen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low (26-311 ppm) and Th 

(24-251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0.2-1.3) ratios. The U-Pb data 

obtained from seventeen zircons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yield a concordant age of 1696 ± 8.1 Ma (MSWD = 1.8).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Sangtaedo granite (TD13) are mostly euhedral to 

subhedral. The zircon grains in TD13 are generally fine-grained (<100 μm) with 

aspect ratios of 2:1. In th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zoning pattern. 

Thirteen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variable U (35-702 ppm) and Th 

(24-1205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0.7-1.6) ratios. The U-Pb data 

obtained from thirteen zircons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yield a concordant age of 1680 ± 4 Ma (MSWD = 0.26).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Manjaedo Tuff (MJ2) are euhedral to 

subhedral. The zircon grains are generally fine- to coarse-grained (80-250μm) with 

aspect ratios of 2:1 to 3:1. In th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and 

banded zoning pattern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igneous zircon. Twenty-two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low U (53-490 ppm) and variable Th 

(26-916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0.51-2.52) ratios. The result of 

U-Pb age dating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show 

that most of zircons yield an age corresponding to the Cretaceous Period excepting 

some Neoproterozoic (759 Ma, n=1) and Jurassic (159-173 Ma, n=3). The U-Pb age 

with discordancy less than 10% yield a concordant age of 100.6 ± 0.4 Ma (MSWD 

= 0.07).

The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the Gageodo Tuff (GG1) are mostly subhedral 

to anhedral. The zircon grains in GG1 are generally fine-grained (<100 μm) with 

aspect ratios of 1:1 to 2:1. In the CL image, the zircons show oscillatory and 

banded zoning patterns which are characteristic of igneous zircon. Forty analyses 

determined on the zircon have low U (71-455 ppm) and variable Th (95-1030 ppm) 

concentrations and have high Th/U (1.1-3.0) ratios. The U-Pb data obtained from 

forty zircons are plotted on the Tera-Wasserburg concordia diagram, and yield a 

concordant age of 93.6 ± 1.7 Ma (MSWD = 0.12).

5. Geological Structures

 

Geological structures of the Taedo-Ganseodo-Manjaedo-Gageodo sheets are  

represented by ductile shear zones in the Paleoproterozoic foliated granites and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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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the Cretaceous Gageodo Tuff and rhyolite dike. 

The Proterozoic granites are pervasively foliated by superimposed ductile shearing 

in late Proterozoic. The deformational intensity of the Hataedo granite is much 

stronger than that of the Sangtaedo granite. The weakly foliated Sangtaedo granite 

cuts across the strong mylonitic foliation of the Hataedo granite, indicating that the 

main ductile shearing deformation predates the intrusion of the Santaedo granite. 

The intense ductile shear zones in the granites occur as a number of the highly 

deformed discrete mylonite zones with various widths ranging from few millimeters 

to several meters and locally show a pattern of anastomosing shear zones 

surrounding lenses of weakly deformed protoliths. The mylonites show gentle to 

subvertical foliation and sub horizontal stretching lineation. The mylonitic foliation 

strikes NE~ENE and dips to the NW. Kinematic indicators including S-C fabrics, 

shear band, and asymmetric porphyroclast systems of alkali feldspar consistently 

indicate the dextral sense of shear. 

 The map-scale faults occur only in Gageodo and are the NW-SE-trending 

normal faults with high angle of dip, which parallel to the long axis of Gageodo. 

The faults are interpreted as a result of Cretaceous de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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