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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연구의 현재까지의 동향과 미래에의 전망

송용선

부경대학교 환경지질과학과(yssong@pknu.ac.kr)

1. 서론

한반도의 선캠브리아 기반은 북서에서 남동으로 가면서 낭림육괴, 경기육괴, 그리고 영

남(또는 소백산)육괴의 세 지역으로 나뉘어진다. 영남(또는 소백산)육괴는 북서쪽의 경기육

괴와의 사이는 옥천지향사대로, 남동쪽은 경상분지에 의해 경계 지어진다. 여기서는 영남(또
는 소백산)육괴에 대한 최근까지의 주요 연구경향들을 몇 가지 주제로 나누어 분석하고 앞

으로의 연구에 대한 전망을 하고자 한다.

2. 현재까지의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연구의 개요

지질학적 연구: 우리나라에 근대 지질학적 연구가 처음 도입될 때부터 일제시대를 거쳐 

1950년대까지 수행된 연구 중 선캠브리아 암석들에 관한 연구결과들, 1962년부터 국립지질

조사소에서 시작된 1:5만 지질도폭 조사와 이후의 선캠브리아기 암석들에 대한 지질학적 연

구결과들에 대해 정리하였다.

지질구조 및 조구조적 연구: 영남(또는 소백산)육괴의 명칭의 유래와 조구조구 설정의 

역사(이상만, 1973; Kim, 1971, 1975, 김옥준과 박봉순, 1980 참조),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선

캠브리아기 암석들에 대한 지질구조 연구의 결과들, 그리고 북중국지괴와 남중국지괴의 충

돌로 대표되는 동아시아 조구조진화에 대한 연구들에서 다루고 있는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의 역할에 대해 고찰해 보았다.

변성작용 연구: 변성상 분류와 3회의 중첩된 광역변성작용을 제안한 초창기 연구들(김
형식, 1970; 이상만, 1980), 1980년대 중반에 시작된 전자현미분석기에 의한 변성광물의 분석

과 이를 이용한 지온-지압계적 연구, 1990년대 이후에 이루어진 변성작용 연구에서의 중요 

결과들에 대해 검토해 보았다.. 

지구연대학적 연구: 남한의 기반암류에 대한 연대측정이 시작된 1970년대, 1980년대 들

어  활발히 수행된 Rb/Sr 전암연대 측정과 고기 화강암류들에 대한 K-Ar 광물연대의 성과와 

문제점을 검토하고, 1990년대 초부터 시작된 Sm/Nd 연대측정, U-Pb 저어콘 연대측정(Turek 
& Kim, 1995, 1996),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시작된 SHRIMP를 이용한 저어콘 U-Pb 연대측

정의 결과들을 검토하였다.

3.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연구의 과제와 미래 연구의 전망

최근까지의 영남(또는 소백산)육괴에 대한 연구들을 검토하면서 앞으로 연구하거나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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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해야 될 몇 가지 과제들을 아래와 같이 제시해 본다. 

영남(또는 소백산)육괴와 옥천변성대 또는 경기육괴와의 경계 문제

영남(또는 소백산)육괴의 분대 제안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층의 층서 정립과 대비

영남(또는 소백산)육괴 변성암류의 변성시기

영남(또는 소백산)육괴의 조구조적 진화 과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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