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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남극은 동남극에 비해 지각이 얇으며(25~30km), 5개의 지괴(crustal block)로 구성되어있다. 
이 지괴들은 지각심부 열극대(deep crustal rift zones)에 의해 구분되며, 곤드와나 대륙의 분리기간 

중 서로 독립적으로 이동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피릿힐(81°S, 85°W) 화강암은 이 중 엘스워드-
위트모아 산맥 지괴 내에 분포하고 있다. 이 연구는 피릿힐 화강암의 구성광물, 주성분 원소 및 

미량원소의 조성을 검토하여, 논란이 되고 있는 서남극의 고지리를 복원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현재의 연구는 이에 대한 예비 결과이다.  

피릿힐 화강암은 특징적으로 퍼사이트(perthite) 조직을 나타내는 알칼리장석과 타형의 석영

으로 주로 구성되어 있다. 일부의 시료에서는 석영과 알칼리장석이 미문상조직을 보이기도 한다. 
사장석은 전체적으로 견운모화 작용을 받았으며, 백운모, 흑운모, 불투명 광물, 녹염석 등이 포이

킬리 조직(poikilitic texture)으로 나타나기도 한다. 백운모와 흑운모는 석영과 장석 사이의 간극을 

충진 하고 있는 형태로 나타난다. 
피릿힐 화강암은 SiO2 조성 범위가 74~77 wt.%이며, 대개 특징적으로 높은 Na2O+K2O 

(7.8~9.2 wt.%) 값을 보인다. 그리고 Al2O3, MnO, MgO, CaO, TiO2, P2O5 함량은 결여되어 있는 극

단적으로 분화된 균질한 산성암이다. 각 산화물의 SiO2 함량에 따른 변화도에서 피릿힐 화강암은 

Al2O3를 제외한 모든 원소가 뚜렷한 분화경향을 보이지 않고, 상당히 분산된 모습을 나타낸다. 
화강암의 지체구조 판별을 위한 Nb vs. Y와 Ta vs. Yb 도에서 피릿힐 화강암은 판내부 기원 화

강암(WPG)으로 분류된다. 그리고 Rb vs. (Y+Nb) 도에 의하면, 충돌대(syn-collision)와 WPG에 걸

쳐서 도시되며, 화산호 기원 화강암(VAG)과는 뚜렷이 구분된다. 
콘드라이트 값으로 표준화한 희토류 원소의 변화 패턴에서 피릿힐 화강암은 뚜렷한 Eu (-) 

이상을 보이므로, 사장석의 분별이 그 생성과정에 중요한 역할을 하였음을 알 수 있다. 피릿힐 

화강암은 전반적으로 편평한 희토류 원소 패턴을 보인다. 이는 분화가 진행됨에 따라 중희토류원

소에 비해 경희토류원소가 부화되는 패턴을 보이는 일반적인 마그마의 분화 경향과 대조적이다. 
따라서 피릿힐 화강암을 I-type 또는 S-type 화강암질 마그마의 단순한 결정분화산물로 보기에는 

무리가 있다. 
Ga/Al 비는 A-type 화강암을 I-, S-, M-type 화강암들과 구분할 수 있는 중요한 기준 중의 하

나이다. 피릿힐 화강암은 높은 Ga/Al 비를 가지는 A-type 화강암에 속한다. 미량원소의 거미도

(spider diagram)에서 Ba, Nb, K, Sr, P, Eu, Ti의 원소들은 인접한 원소들에 비해 낮은 함량을 보

인다. 이는 전형적인 A-type 화강암에서 볼 수 있는 특징이며, 위 원소들에 대해 분배계수가 높

은 장석 및 함 Ti 광물 등이 부분 용융될 때 잔류물로 남은 것에 기인한 것으로 생각된다. 
A-type 화강암을 세분하는 Nb-Y-Ce과 Nb-Y-3Ga 삼각도에서, 피릿힐 화강암은 조산운동 후 신장

성 환경하에서 생성되는 A2형으로 분류되며, 맨틀기원인 A1형과는 구분된다. 
피릿힐 화강암은 곤드와나대륙의 분리와 관련하여 당시의 지구조적 환경 추적에 대한 중요

한 지시자가 될 수 있으므로, 앞으로 연대측정 및 동위원소성분비에 기초한 성인연구 등과 함께 

주변지역의 동시대 알칼리 화성활동과 비교 연구한다면 서남극 고지리 복원을 위한 중요한 단서

를 찾아낼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