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Proceedings of the Annual Joint Conferenc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and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May 28~29, 2009, Chuncheon, Korea

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2009년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66 -

 옥천화강암의 변형구조와 옥천변성이질암의 파랑습곡구조로부터 고찰된 

호남전단운동의 발생시기

강지훈

안동대학교 지구환경과학과(jhkang@andong.ac.kr)

1. 서 론

Kang et al.(1993)에 따르면 옥천대의 중앙부에 위치하는 옥천지역의 시대미상 옥천누층

군은 옥천 충상단층에 의해 지양리와 합금리 지구조단위로 구분되고 3번의 변성작용(중압형 

광역변성작용, 저압형 접촉변성작용, 후퇴변성작용)과 적어도 5번의 변형작용(중압형 반상변

정 내부엽리 Si, 탁월엽리 S1, 파랑엽리 S2, 좌수 주향이동 전단대 S3, 킹크습곡 축면엽리 

S4)을 경험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쥬라기 옥천화강암(K-Ar 전암연대 163Ma; 김동학 외, 
1978)의 변형구조(Kang, 1995; 강지훈, 2009)와 옥천누층군의 파랑습곡구조(Kang et al., 1993)
에 대한 구조암석학적 연구결과와 한반도 중생대 화성활동에 대한 최근 연대측정 결과(Kim 
et al., 2005; Sagong et al., 2005)를 바탕으로 호남전단운동의 발생시기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

과를 제시한다.
   

2. 호남전단운동 활동시기와 중생대 화성활동에 대한 기존의 연구결과

호남전단운동 활동시기와 중생대 화성활동에 대한 최근까지의 연구결과를 종합해 보면, 
한반도의 중생대 화강암체는 중기-말기 트라이아스기 화강암체, 초기-중기 쥬라기 화강암체, 
말기 백악기-초기 제3기 화강암체 등으로 분류되고, 200-158Ma 부근의 쥬라기 화성활동의 

주 관입시기는 175-166Ma이며 주 냉각시기는 168-152Ma으로 요약된다(Kim et al., 2005; 
Sagong et al., 2005). 또한 호남전단운동의 활동시기는 중기-말기 트라이아스기(Cluzel et al., 
1991; Kim and Kee, 1994), 초기-중기 쥬라기(Turek and Kim, 1995; 장태우와 이미경, 1996; 
권성택과 이진한, 1997; Cho et al., 1999; Otoh et al., 1999; Sagong et al., 2005), 초기 쥬라기-
초기 백악기(Yanai et al., 1985) 등으로 요약되고 최근에는 이들 다양한 연구결과 중에 초기-
중기 쥬라기가 우세하다. 그러나 이들 연구는 주로 한반도의 남서부에 분포하는 엽리상 화

강암과 비엽리상 화강암 사이의 연대측정치와 구조적인 관계를 바탕으로 두고 있으며 본 연

구와 관련된 소위 대보화강암과 옥천변성암류에 대한 구조암석학적인 연구를 바탕으로 수행

된 바가 없다. 

3. 옥천누층군의 파랑습곡구조와 옥천화강암의 변형구조 

옥천지역 변성이질암의 특징적인 변성광물은 흑운모, 석류석, 십자석, 홍주석, 규선석 그

리고 녹니석 등이 있으며, 옥천화강암의 접촉변성대로는 규선석대와 홍주석대가 설정된다

(Kang et al., 1993). 옥천누층군에 광역적으로 발달하는 비대칭 파랑습곡구조에 대한 미구조 

연구결과, 비대칭 미파랑습곡 형성과 관련된 D2 변형작용은 2회의 아변형단계, 전기 파랑습

곡단계(D2a)와 후기 파랑습곡단계(D2b)로 구분되고, 접촉변성작용에 의해 성장된 홍주석은 

D2a-이후의 비변형작용하에서 성장한 구-홍주석 접촉반상변정(OA)과 D2b의 전기단계에 성

장한 신-홍주석 접촉반상변정(NA)으로 구분된다. D2a는 OA에 의해 포획된 개방형 파랑습곡

작용으로 그리고 D2b는 OA를 포획하는 밀착형 파랑습곡작용으로 각각 인지된다. 규선석은 



Proceedings of the Annual Joint Conference,                                                      
Mineralogical Society of Korea and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May 28~29, 2009, Chuncheon, Korea

한국광물학회․한국암석학회

2009년 공동학술발표회 논문집- 67 -

전기 파랑습곡을 형성하는 백운모와 교대하는 섬유상으로 산출하고, D2b의 전기단계에서는 

OA의 맨틀부 내지 압력음지 영역에서 NA의 성장이 관찰된다. 그러나, 상호 평행하고 유사

한 기하를 보이는 이들 두 미파랑습곡의 축면 자세는 이들 두 변형작용이 상호 연속적이며 

동질의 변형작용이었음을 지시한다. 따라서, D2a는 쥬라기 옥천화강암의 관입 이전에 발생

하였고, 옥천화강암의 관입에 의한 규선석-홍주석형 접촉변성작용은 D2a 이후의 비변형작용 

조건하에서 발생하여 섬유상 규선석과 OA를 성장시켰다. 또한, D2b는 옥천화강암의 관입 

이후에 발생하여 옥천화강암에 편마구조와 반화강암질 암맥을 형성시켰으며 옥천화강암이 

냉각되는 동안에 OA의 맨틀부 내지 압력음지 영역에서 NA를 성장시켰다. 옥천화강암의 변

형구조는 강지훈(2009)에서 전술된 바와 같다. 

 

Table 1. Summary on the timing of the dextral shearing of the Honam shear zone in the Ogcheon area.

4. 결 론

이상 언급된 옥천누층군에 발달하는 파랑습곡구조에 대한 미구조 연구결과와 옥천화강

암의 변형구조에 대한 강지훈(2009)의 연구결과 그리고 한반도 중생대 화강암류에 대한 기

존 연대측정 자료를 종합하여 호남전단운동의 활동시기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이 3단계로 

구분하여 요약된다(Table 1). 
(1) 전기-중기 쥬라기 (187-170Ma); 전기 호남전단운동과 관련된 동구조 엽리상 화강암

의 관입기, 옥천누층군의 전기 파랑습곡 형성기. 
(2) 중기 쥬라기 (175-166Ma); 쥬라기 화강암류의 주 관입기, 옥천화강암의 관입기, 규선

석-홍주석 접촉변성작용 발생기, 전기 파랑습곡을 포획하는 구-홍주석 반상변정과 전기 파랑

습곡을 형성하는 백운모를 교대하며 성장하는 섬유상 규선석 성장기. 
(3) 중기-후기 쥬라기 (168-152Ma); 쥬라기 화강암류의 주 냉각기, 후기 호남전단운동과 

관련된 옥천화강암의 편마구조 형성기, 옥천누층군의 후기 파랑습곡 형성기, 신-홍주석 반상

변정 형성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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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결과는 호남전단운동은 약 175-166Ma 동안의 휴식기를 걸쳐 적어도 187-152Ma 
약 35Ma 동안 적어도 2회 활동하였음을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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