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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남육괴 북동부 일 는 평해층, 원남층, 호산리층과 같이 주로 변성퇴 암류가 폭넓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기반암은 사질기원  이질기원의 변성퇴 암들이 부분이며 각섬암

과 석회규산염암들이 재하고 있다.  이 연구는 남육괴 북동부에 분포하는 각섬암들에 

한 암석학 , 지구화학  연구를 통해 각섬암 형성의 조구조환경  연구지역의 지각진화

과정에 해 알아보고자 한다. 

이를 하여 평해층, 원남층, 호산리층에 분포하는 각섬암들과 원남층에 인 한 옥방각

섬암, 그리고 연구지역 북서부에 치한 하부 율리통의 구성암체인 고선리층 내에 분포하는 

각섬암에 주원소  미량원소 분석을 수행하 다. 주원소 분석은 부경 학교 공동실험실습

의 X-선 형 분석기를 이용하 으며, 희토류원소를 포함한 미량원소의 분석은 한국기

과학지원연구원의 유도결합 라즈마 질량분석기와 유도결합 라즈마 원자방출분 기를 이

용하 다.

2.  결 과   토 의

연구지역의 각섬암류는 체로 Leake(1964)가 제안한 각섬암 기원물질 별 그림(Fig. 

1)에서 화성기원의 경향을 보여 다. Le Bas et al.(1986)이 제안한 화산암 분류도에 도시한 

결과, 비알칼리(subalkaline) 계열의 무암 내지 무암질 안산암이며, Irvine and 

Baragar(1971)의 AFM 도표상 쏠 아이트질(tholeiite) 마그마로부터 유래되었다(Fig. 2 

a&b). 주성분  미량성분의 변화양상으로 무암질 마그마에서 휘석, 각섬석 등의 분별정

출 있었으며, 고선리각섬암에서는 사장석의 분별정출도 확인된다. 콘드라이트(Sun & 

McDonough, 1989)로 표 화시킨 희토류원소의 패턴은 반 으로 평해각섬암, 원남각섬암, 

고선리각섬암의 일부가 그룹1에 해당되며, 평해각섬암, 원남각섬암, 호산리각섬암, 고선리각

섬암 일부와 옥방각섬암 체가 그룹2에 해당된다(Fig. 3). 주성분과 미량성분원소들의 변화

양상으로 볼 때 희토류원소의 결과와 마찬가지로 2가지 기원물질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알 

수 있고, 그룹 2의 경우 반 으로 유동성이 큰 원소들의 분산이 심하게 나타난다. 한 주

원소와 미량원소 변화양상으로 볼 때 서로 다른 기원물질에서 형성되었으며, 기원물질로부

터 분화의 정도도 차이가 있음을 알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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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1. Leake(1964) mg-c plot for the analysed amphibolite from the study area.

F i g .  2. (a) Volcanic rock classification diagram (Le Bas et al., 1986) and (b) AFM 

diagram (Irvine and Baragar, 1971) for the analysed samples. Symbols are the 

same as Fig. 1.

F i g .  3 . Chondrite (Sun and McDonough, 1989) nomalized REE patterns for the analyse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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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성암체의 생성을 알아보기 해 사용되는 조구조 별도는 상 암체의 화학  특성에 

주의하여 용시켜야 한다. 이 연구에서는 지구조 환경에 따른 보다 반 인 화학성분의 

변화를 보기 해, Pearce(1982)가 제안한 앙해령 무암 (normal MORB; Mid-Ocean 

Ridge Basalt)의 화학성분에 표 화시킨 지구조 환경의 별그림을 사용하 다(Fig. 4). 각 

그룹별 암체들을 모두 도시해보았다(Fig. 4). Group 1은  비교  유동성 원소인 Sr, K, Rb, 

Ba 등은 종 모양으로 다소 부화되어 나타나는 반면에 비유동성 원소들은 MORB 값보다 낮

게 나타나며, Group 2는 도시한 원소들이 반 으로 부화되며 종분산 형태를 나타낸다. 

Pearce(1982)에 따르면 Group 1은 화산호 무암의 특징을 나타내며, Group 2는 앙해령

무암의 특징을 나타낸다. 다른 암체와 달리 Group 1의 원남각섬암의 경우 유동성원소의 

분산이 심하게 나타난다. 유동성원소의 분산은 (1) 기원마그마에 지각물질의 유입이 있었을 

경우와 (2) 변성작용 동안의 원소의 유동으로 생각할 수 있다. (2)의 경우 연구지역은 반

으로 각섬암상 내지 상부각섬암상의 변성작용을 받은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김남훈 외; 

2001, 김정민과 조문섭, 1997), 지역 으로 변성도에서 차이가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하

지 못하다. 따라서 원남각섬암의 모마그마 상승경로에서 치에 따라 지각물질이 유입이 있

었다고 생각된다.

Fig. 5a는 Zr-Zr/Y을 사용한 도표(Pearce and Norry, 1979)로서 술한 바와 같이 심한 

Zr의의 분산이 찰된다. 미량원소 분석결과에서 일부 시료들의 Zr의 함량이 매우 낮게 분

석되었는데, 이러한 원인은 처리과정에서 Zr을 많이 포함하는 콘이 제 로 용융되지 않

아서 발생한 것이다. 이러한 은 화학성분 분석을 이용한 별도 작성시 유의해야 할 사항

이다. 하지만 Fig. 5에 도시된 바와 같이 Group 1은 화산도호 환경을 나타내며, Group 2는 

앙해령 무암(Mid-Ocean Ridge Basalt) 환경에서 생성되었음을 나타낸다. 따라서 연구지

역은 이러한 결과는 옥방각섬암에 한 Chang et al.(1993)과 김정민과 조문섭(1997)의 연구

결과와 부합된다.  

3 .  결 론

결론 으로 남육괴 북동부 일 는 평해층, 원남층, 호산리층, 그리고 율리층의 퇴  

이후에 화산호 환경에서 쏠 아이트 기원의 무암질 내지 안산암질 마그마가 입 혹은 분

출하 고, 그 이후에 기존의 변성퇴 암류들과 함께 변성작용을 받은 것으로 여겨진다. 특히 

연구지역의 남쪽 부분에서는 기원물질이 다른 2종류의 마그마작용이 확인되며, 부분 으로 

기존의 지각물질(퇴 암?)의 유입에 의한 모마그마의 혼염도 있었을 것으로 추측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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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i g .  4 . Mid-ocean ridge basalt-normalized trace element patterns for the analysed samples(Pearce, 1982). 

Symbols are the same as Fig. 1.

F i g .  5. Tectonic discrimination diagrams for the basaltic rocks. (a) Zr-Zr/Y diagram.  

(b) TiO2-10MnO-10P2O5 diagram. (c) Ti/1000-V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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