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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장석현무암에서 출현하는 사장석의 조직과 성분조성(예비적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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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서귀포시 토평동-보목동 일원에는 미악산(米岳山)에서 유래된 시오름조면현무암

(박기화 외, 2000)이 넓게 분포하며, 본 암은 회색 내지는 암회색을 띠고, 특징적으로 반정으

로 장석이 우세하여 10cm2 단위면적에서 약 20개 이상의 함량을 보이며, 소량의 휘석이 함

유되어 있다. 본 연구에서는 본 암에 함유된 장석 결정의 형태학과 화학성분 변화를 통하여 

마그마 진화과정 해석(Karen et al., 1990; Iyer and Banerjee, 1998; Kim et al., 2007)에 대한 

시도를 하고자 한다.
본 암에서 총 667개의 사장석 결정의 크기를 측정하고, 경하 관찰을 통하여 사장석 결

정의 형태(morphology)를, EPMA를 통하여 화학성분을 분석하였다. 사장석 결정의 장축의 길

이는 최대 13.0mm, 최소 1mm 정도(평균 4.23mm), 단축의 길이는 최대 8.55mm, 최소1mm정

도(평균 2.27mm)로 측정되었다. 사장석 결정의 결정형은 반정, 미반정과 래쓰(lath)의 형태로 

산출되며, 누대구조(zonal structure)를 가지는 것과 쌍정(twinned crystal)을 나타내는 결정으로 

나눌 수 있다. 사장석 반정 내에 유체포유물(melt inclusion)을 가지는 것, 융식된 가장자리

(corroded rom)를 가진 누대구조의 사장석 반정, 쌍정의 효과에 기인하여 누대구조가 국부적

으로 삭제된 모습을 보이는 사장석 반정 등을 보여준다.

반정으로 산출되는 사장석의 성분은 An45.6~An69.5로 주로 라브라도라이트에 해당하며, 
기질부에서 래쓰로 산출되는 사장석 성분은 An47.4~67.7An로 역시 대부분이 라브라도라이트

에 해당한다. 
누대구조를 나타내는 반정에서 사장석 성분은 중심부(core)에서 가장자리(rim)로 감에 따

라 An 함량이 증가하다 감소하고 또 증가하는 진동누대구조(oscillatory zonal structure)를 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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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낸다. 즉 시료 1-1에서 사장석 반정은 결정의 중심부(An51.0)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증가

(An52.6→An52.8→An60.5)하다가 감소(An55.5)하다가 다시 증가(An57.6)하는 경향을 보인다. 
시료 1-3에서도 중심부(An 57.3)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An56.6) 다시 증가(An62.0)
하다가 감소(An57.1)한다.  시료 2-1에서 중심부(An56.7)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

(An55.4) 다시 증가(An61.1)하고 다시 감소(An55.6)하다가 증가(An62.4)는 경향을 보인다. 시

료 125-1에서도 반정은 결정의 중심부(An57.6)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감소하다가(An54.4) 다

시 증가(An55.3)하다가 감소(An49.3), 다시 증가(An 51.9)하는 진동누대구조를 보인다. 한편 

시료  2-2에서 중심부(An 49.2)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An 함량이 An 50.0→An63.8로 증가하

는 역누대구조를 나타낸다. 시료 2-3에서도 중심부(An46.4)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An 함량이 

An46.8→An60.9로 증가하며, 시료 125-2에서도 중심부(An57.8)에서 주변부로 갈수록 An60.7
로 증가하는 역누대구조를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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