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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chemical high-grade uranium anormal zone has been reported in the Shinbo mine and its eastern areas,

Jinan-gun, Jeollabuk-do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Ogcheon metamorphic zone, Korea. In this paper is

reported the time-relationship between deformation and growth of metamorphic minerals in the eastern area of

Shinbo mine, which consists of the Precambrian metasedimentary rocks (quartzite, metapelite, metapsammite) and

the age-unknown pegmatite and Cretaceous porphyry which intrude them, and is considered the relative mineraliza-

tion time on the basis of the previous research's result. The D1 deformation formed the straight-type Si internal

foliation which is defined mainly as the arrangement of elongate quartz, biotite, opaque mineral in andalusite por-

phyroblast. The D2 deformation, which is defined by the microfolding of Si foliation, formed S2 crenulation cleav-

age. It can be divided into two sub-phases, early crenulation and late crenulation. The former occurs as the curve-

type Si foliation in the mantle part of andalusite. The latter occurs as S1-2 composite foliation which warps around

the andalusite. The andalusite porphyroblast began to grow under non-deformation condition after the formation of

S1 foliation which corresponds to the straight-type Si foliation. It continued to grow before the late crenulation

phase. The age-unknown pegmatite intruded after the D2 deformation and grew the fibrous sillimanite which ran-

dom masks the S1-2 composite foliation. The D3 deformation formed F3 fold which folded the S1-2 composite

foliation, D2 crenulation, fibrous sillimanite. It means that the intrusion of pegmatite related to the growth of the

fibrous sillimanite took place during the inter-tectonic phase of D2 and D3 deformations. The retrograde metamor-

phism is recognized by the chloritization of biotite and two-way cleavage lamellae which is parallel to the S1-2

composite foliation and the F3 fold axial surface in the andalusite porphyroblast. It occurred during the D2 late

crenulation phase and D3 deformation. In considering of the previous research's result inferring the most likely can-

didate for the uranium source rock as pegamatite, it indicates that the age-unknown pegmatite intruded during the

inter-tectonic phase of D2 and D3 deformations, i.e. during the retrograde metamorphism related to the uplifting of

crust, and formed the uranium ore zone around the Shinbo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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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변성대의 남서부에 위치하는 전라북도 진안군 신보광산과 그 동부지역에서 고품위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가 보

고된 바가 있다. 본 논문은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규암, 변성이질암, 변성사질암)와 이를 관입하는 시대미상의 페

그마타이트와 백악기 반암류 등이 분포하는 신보광산 동부지역에서 이들 구성암류가 경험한 변형작용과 변성광물의

성장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에 대한 미구조의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기존 연구결과를 종합하여 광화작용의 상대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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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시기를 고찰하였다. D1 변형작용은 홍주석 반상변정 내에서 주로 신장된 석영, 흑운모, 불투명광물 등으로 정의되

는 직선 형태의 내부엽리 Si 를 형성시켰다. Si 엽리를 미습곡시키고 S2 파랑엽리를 형성시키는 D2 변형작용은 전기

파랑습곡작용과 후기 파랑습곡작용으로 구분된다. 전자는 홍주석의 맨틀부에서 곡선 형태의 Si 를 형성시켰다. 후자는

홍주석을 포획하며 그 외부에서 S1-2 복합엽리를 형성시켰다. 홍주석 반상변정은 직선 Si 엽리에 해당하는 S1 엽리가

형성된 이후의 비변형작용 조건하에서 출현하여 후기 파랑습곡작용 이전까지 성장하였다.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트는

D2 변형 이후에 관입하여 S1-2 복합엽리를 무질서하게 덮는 섬유상 규선석을 성장시켰다. D3 변형작용은 S1-2 복합

엽리와 D2 파랑습곡 그리고 섬유상 규선석을 미습곡시키는 F3 습곡을 형성시켰다. 이는 섬유상 규선석의 성장과 관

련된 페그마타이트의 관입은 D2 변형과 D3 변형 사이의 비변형조건하에서 발생하였음을 지시한다. 흑운모의 녹니석

화작용과 홍주석 반상변정 내부에서 S1-2 복합엽리와 F3 습곡축면에 평행한 두 방향의 벽개 라멜라에 의해 인지되는

후퇴변성작용은 각각 D2 후기변형과 D3 변형과 함께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라늄의 초생적 근원암을 페그마타이트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결과를 고려해 볼 때,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트는 지각이 상승하는 후퇴변성작용 동안에 해당하는

D2 변형과 D3 변형 사이의 비변형조건하에서 관입하여 신보광산 주변지역에 우라늄 광화대를 형성시킨 것으로 고찰

된다.

주요어 : 옥천변성대, 신보광산, 우라늄 이상대, 상대적인 광화시기, 페그마타이트

1. 서 론

조산대 지역에서 변형작용은 변성광물의 성장과 관

련된 변성작용 내지 광화작용과 시기적으로 밀접한 연

관성이 있다. 변형작용 동안에 형성 내지 변형된 변성

광물들의 내부 및 외부 엽리의 자취와 변성작용 내지

광화작용 동안에 성장한 변성광물들 사이의 기하학적인

형태는 변형작용에 대한 변성광물의 성장 시기에 좌우

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Zwart, 1962; Vernon and

Ryde, 1978; Toteu and Macaudiere, 1984; Passchier

and Trouw, 1996의 p.153-196). 또한 이들 변성광물

사이의 기하학적 양상을 이용하여 변형작용에 대한 변

성광물의 상대적인 성장시기 즉 전구조(pretectonic),

동구조(syntectonic), 후구조(postectonic) 변성광물 등을

결정하는 연대학적 구조분석(chronological structural

analysis) 방법은 조산대 지역에서 변형작용과 변성작

용(광화작용)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 뿐만 아니라

변형작용의 특성과 변성작용(광화작용)의 종류 및 발생

순서를 결정하는데 매우 유용하게 활용되고 있다(Kang

et al., 1993; Kang et al. 1998; Kang, 2010).

전라북도 진안군 부귀면 신보광산과 그 동부 지역에

는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가 보고된 바가 있다(Seo et

al., 1986; Oh et al., 1989; Chung et al., 1998;

Na et al., 2000). 그러나 우라늄 이상대의 형성 기원

에 대한 이들 연구결과는 서로 다르고, 기대되는 구조

선대에서 우라늄 광화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Oh et al., 1989). 신보광산의 항내수와 주변 지역의

지하수 및 지표수에 관한 수리화학 및 동위원소적 연

구는 Chung et al.(1998)과 Na et al.(2000)에 의해

수행된 바가 있다. 이들은 이들 연구를 통하여 신보광

산 동부지역에 최고 우라늄 함량의 심부 관정 지하수

를 보고하고, 우라늄의 초생적 근원암은 화강암질암 내

지 페그마타이트질 맥암이며, 광산지역의 우라늄 지화

학 이상대는 이를 대수층으로 하는 지하수가 광산지역

을 통과하면서 이차적으로 부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

한 바가 있다. 그리고 최근 Kang and Lee(2012)는

이들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신보광산 동부지역에 대한

정밀 야외지질조사를 실시하여 최고 우라늄 함량의 심

부 지하수 관정 주변에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트의 분

포를 보고하고, 선캠브리아 변성퇴적암류의 대상 분포

방향과 구성암류의 연성 및 취성 구조요소들의 구조적

특성 등으로부터 신보광산과 동부지역 지화학 이상대

의 형성요인을 새롭게 고찰한 바가 있다.

신보광산 지역은 한반도 지체구조구 구분에 있어서

옥천변성대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기 때문에 신보광

산과 그 주변지역의 구성암류는 옥천변성대의 다양한

화성활동과 다변성·다변형작용을 경험하였을 가능성

이 매우 높다(Fig. 1). 따라서 옥천변성대내에 분포하는

함우라늄 지층들이 경험한 광화작용의 상대적인 발생

시기를 규명하기 위해서는 이들 구성암류에 중첩된 다

단계 지질구조를 변형단계별로 구분하고, 변성광물의

성장과 관련된 변성작용(광화작용)과 이들 단계별 변형

작용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를 결정할 필요가 있다.

본 논문에서는 신보광산 동부지역에서 변형단계별

지질구조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Kang and Lee, 2012)

와 상술한 연대학적 구조분석 방법에 근거하여 변형작

용과 광화작용(변성작용)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에

관한 미구조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본 연구결과와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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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늄 이상대의 형성 기원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Chung

et al., 1998; Na et al., 2000)를 종합하여 신보광산

동부지역에서 고품위 우라늄 광체 형성과 관련된 광화

작용의 상대적인 발생시기를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지질개요

옥천변성대의 남서부에 위치하고 1: 50,000 전주-진

안 지질도폭(Shimamura, 1924)의 북부 일부 영역을

점하고 있는 연구지역은 신보광산의 동부에 위치한다

(Fig. 1). 정밀한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암상구분과 지

질구조에 의해 작성된 상세한 지질도에 의하면, 연구

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와 이를 관

입하는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트 그리고 이들을 관입

하는 백악기 반암류로 구분되고, 추정과 달리 이들 구

성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백악기 진안층군

(Shimamura, 1924)은 관찰되지 않는다(Fig. 2).

중첩된 주요 연성 변형 구조요소들의 기하학적 특성

과 선후관계로부터 파악된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

의 지질구조는 편마면 내지 편리가 형성된 이후 적어

도 세 번의 변형단계를 걸쳐 형성되었다(Kang and

Lee, 2012). 이들에 따르면, D1 변형구조는 편마면 내

지 편리가 습곡되어 형성된 F1 등사습곡과 그의 축면

엽리에 해당하는 S1 광역엽리 그리고 S1 엽리면상에

신장된 석영이나 흑운모 집합체들의 정향배열에 의해

정의되는 L1 신장선구조 등으로 인지된다. S1 엽리의

방향성은 변성퇴적암류의 대상 분포방향과 거의 유사

한 동북동 주향에 남쪽으로 경사하는 것이 가장 우세

하게 나타난다. L1 신장선구조는 S1 엽리의 사교 내지

경사 방향으로 발달하고, 우세한 방향성은 남서 방향

으로 중각 침강한다. D2 변형구조는 S1 광역엽리 및

F1 습곡을 재습곡시키며, 준 수평적인 습곡축을 갖는

F2 (비)대칭 개방 내지 밀착 습곡으로 인지된다. F2

습곡은 S1 광역엽리가 주름져 형성된 파랑습곡을 수반

하고, 이러한 파랑습곡은 변성이질암에서 주로 관찰된

다. 매우 밀착된 F2 습곡에서 F2 (파랑)습곡의 축면엽

리에 해당하는 S2 (파랑)엽리는 S1 광역엽리가 완전히

전위된 S1-2 복합엽리로 나타난다. S2 (파랑)엽리의 방

향성은 주로 동북동 내지 동서 주향에 남남동과 북북

서 내지 남북으로 경사한다. F2 (파랑)습곡축에 해당하

는 L2 (파랑)선구조는 S2 엽리의 사교 내지 주향 방

향으로 발달하고 방향성은 서남서 방향과 동북동 방향

으로 저각 침강한다. D3 변형구조에 해당하는 F3 습

곡은 개방, 밀착, 킹크 습곡 등 다양한 형태로 나타난

다. F3 습곡축면은 서북서 내지 동서 주향에 남남서

내지 남쪽으로 중각 내지 고각 경사한다. F3 습곡축은

F3 습곡축면의 사교 내지 경사 방향으로 발달하고, 방

향성은 남동 내지 남서 방향으로 중각 침강한다.

지질도상에서 인지되는 주요 단층은 연구지역의 북

부에 분포하는 규암의 상부면에 발달한다(Fig. 2). 주로

동북동 방향으로 발달하는 이 단층은 규암과 변성사질

암의 경계면을 절단하고, 백악기 반암류에 의해 관입

되어 그 연속성이 절단된다.

3. 암상기재 

3.1.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

연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변성퇴적암류는 규암,

변성이질암, 변성사질암 등으로 세분되고, 이들 변성퇴

적암류는 주로 동북동-서남서 방향으로 대상 분포한다

(Fig. 2). 변성사질암과 변성이질암은 기존 연구자들에

Fig. 1. (a) Index map showing the tectonic locality (arrow

mark) of the study area. B: Bonghwa, Bo: Boeun, C:

Chungju, G: Gwangju, Ga: Gangneung, Je: Jeonju, M:

Mungyeong, Mo: Mokpo, O: Ogcheon, P: Pyeongchang,

S: Sunchang, Se: Seoul, W: Wando, Y: Yecheon, Ye:

Yeonggwang, GGM: Gyeonggi massif, OCZ: Ogcheon

zone, TBSZ: Taebaksan zone, YNM: Yeongnam massif,

GSB: Gyeongsang basin [adapted from Kang and Lee(2002)].

(b) Topographic map representing the localities of the

Sinbo Talc Mine, the study area, and the sampling site of

deep groundwater(★) of Chung et al.(1998) and Na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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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주로 흑운모-녹니석 편마암 내지 편암으로 분류

된 바가 있다(Shimamura, 1924).

규암: 연구지역의 북부에 주로 분포하며, 연속성이

좋게 나타나고 야외에서 유백색과 핑크색을 띤다(Figs.

2 and 3a). 변성이질암을 부분적으로 협재하고 백악기

반암류에 의해 관입 접촉한다. 경하 관찰에 의하면 주

로 석영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분적으로 사장석, 백

운모 그리고 소량의 흑운모와 불투명광물 등이 존재한

다(Fig. 3b, 3c). 석영에는 미약한 파동소광이 인지된다.

사장석은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세립의 녹염석, 조이사

이트(zoisite), 방해석, 견운모 등의 집합체로 소오쉬라

이트(saussurite)화 되어 있으며, 석영 입자들 사이에

존재한다. 백운모는 조립으로 무질서한 배열을 보이고,

흑운모는 부분적으로 녹니석화되어 있다.

변성이질암: 주로 연구지역의 중부와 남부에 광범위

하게 분포한다(Fig. 2). 지질도 규모에서 변성사질암을

Fig. 2.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and its profile sections(adapted from Kang and Lee, 2012). Solid circles(a-f): the

outcrop sites of Fig. 8a-8f. Solid star: the sampling site of deep groundwater of Chung et al.(1998) and Na et al.(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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협재하거나 변성사질암에 협재되어 산출된다. 노두 규

모에서 변성사질암과 교호하며 산출된다. 변성이질암은

주로 반상변정질 흑운모 편암과 천매암으로 산출되고,

부분적으로 활석편암, 흑연질 편암 등으로 나타난다.

Fig. 3. Outcrop photographs and microphotographs of main lithofacies of the study area. (a-c): Quartzite, (d-f): metapelite,

(g-i): metapsammite, (j-l): pegmatite, (m-o): porphyry, (b, e, h, k, n): open nicols, (c, f, i, l, o): crossed nicols. And:

Andalusite, Bt: biotite, Ch: chlorite,  Fb: fibrous sillimanite, Fs: feldspar [Mi: microcline, K: K-feldspar, Pl: plagioclase(S:

saussurite)], Mu: muscovite, Op: opaque mineral,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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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성이질암 내에는 연구지역의 대표적인 변형구조인 선

구조, 면구조, 습곡구조 등이 탁월하게 관찰된다(Fig.

3d). 경하 관찰에 의하면 반상변정질 흑운모 편암과 천

매암은 주로 흑운모, 홍주석, 백운모, 석영, 섬유상 규

선석과 소량의 전기석, 녹염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e, 3f). 광역적으로 산출하는 홍주석 반상변정은

대부분 백운모와 석영으로 분해되어 있으며, 이들 광

물로부터 섬유상 규선석이 형성되는 조직이 종종 관찰

된다(Fig. 3e, 3f). 페그마타이트에 접촉 변성된 변성이

질암에서는 섬유상 규선석이 일반적으로 관찰된다.

변성사질암: 연구지역의 북부, 중부, 남부에서 변성

이질암과 함께 일정한 두께를 갖고 호층을 이루며 분

포한다(Fig. 2). 주로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석영 편암

내지 석영-운모 편암으로 산출되며, 조립질 변성사질암

도 종종 관찰된다. 엽리의 발달이 없거나 미약한 괴상

의 형태로 주로 산출된다(Fig. 3g). 입도 세립화와 함

께 압쇄암화작용이 진행된 변성사질암도 부분적으로 관

찰된다. 압쇄암화된 변성사질암에는 석영과 장석들의

정향배열에 의해 정의되는 신장선구조와 압쇄엽리가 발

달한다. 경하 관찰에 의하면 변성사질암은 주로 석영

과 장석, 부분적으로 흑운모와 백운모 그리고 소량의

전기석, 불투명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h, 3i).

석영은 열접촉 변성작용에 의한 회복 현상이 관찰되고,

사장석은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소오쉬라이트화 되어 있

다. 그리고 흑운모와 백운모는 부분적으로 녹니석화 되

어 있다. 페그마타이트에 접촉 변성된 변성사질암에는

섬유상 규선석이 관찰된다.

3.2. 시대미상 페그마타이트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는 거정질 페그마타이트는 연

구지역의 남부에 주로 분포하고, 중부와 북부에서는 산

발적 분포한다(Fig. 2). 엽리가 발달되어 있지 않으며

야외에서는 거정의 장석이 육안으로 관찰된다(Fig. 3j).

경하 관찰에 의하면, 주로 장석, 석영, 백운모, 전기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k, 3l). 칼리 장석은 부분

적으로 미사장석과 퍼어사이트(perthite)로 나타난다.

사장석은 쌍정을 보이고 부분적으로 소오쉬라이트화 되

어 있다.

3.3. 백악기 반암류

백악기 반암류는 연구지역의 북부와 중부에 주로 분

포하며, 연구지역의 모든 구성암류를 관입한다(Fig. 2).

주로 장석반암으로 인지되고, 부분적으로 규장암 내지

석영 반암으로 산출된다. 반정은 주로 장석과 석영으

로 구성되어 있다(Fig. 3m). 경하 관찰에 의하면, 장석

반암은 주로 칼리 장석, 사장석, 석영, 백운모 등으로

구성되며, 부분적으로 저어콘, 불투명광물, 녹니석 등

이 포함된다(Fig. 3n, 3o). 칼리 장석은 조립 내지 중-

세립으로 나타나고 부분적으로 미사장석과 플레임 퍼

어사이트(flame perthite)가 발달한다. 사장석은 거정

내지 조립으로 관찰되고 부분적으로 변질되어 소오쉬

라이트화 되어 있다. 석영과 백운모는 장석들 사이에

서 관찰된다.

4. 미구조의 특성과 변성광물의 성장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류가 경험한 적어도 세 번

의 변형단계별 지질구조에 대한 연구결과(Kang and

Lee, 2012)를 바탕으로 편광현미경하에서 미습곡의 변

형단계별 특성과 대표적인 변성광물인 홍주석과 규선

석의 내부엽리 Si와 외부엽리 Se에 해당하는 각각의

변형단계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연대학적인 분석방법

(Zwart, 1962; Passchier and Trouw, 1996의 p.153-

196)을 통하여 변형단계별 미구조와 대표적인 변성광

물들의 성장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를 분석하였다.

4.1. 미습곡

미구조는 주로 S1 광역엽리와 S2 파랑엽리에 수직

하고, L2 파랑선구조에 수직한 박편 단면상에서 관찰

되었다. F2 개방습곡에서 S2 파랑엽리는 운모류가 풍

부한 벽개영역과 석영 및 반상변정이 풍부한 마이크로

리손(microlithon) 영역으로 구분된다. 이들 영역은 비

점이적으로 변화하여 비교적 낮은 변성도에서 형성된

불연속 파랑엽리(discrete crenulation foliation)로 세분

된다(Powell, 1979; Borradaile et al., 1982)(Fig. 4).

F2 밀착습곡은 축면엽리를 따라 압력용해작용에 의

해 형성된 수동적 습곡(passive fold)으로 관찰된다

(Fig. 5). F2 밀착습곡에서 S1 엽리는 수동적 습곡작용

동안에 F2 습곡축면에 해당하는 S2 파랑엽리로 완전

히 전위되어 S2 파랑엽리는 S1-2 복합엽리로 나타난다.

F2 미습곡은 S1-2 복합엽리로 둘러싸인 층간습곡

(intrafolial fold) 내지 뿌리없는 등사습곡(rootless

isoclinal fold) 형태로 관찰된다. S1-2 복합엽리를 따라

서는 압축작용동안 가용성 물질의 용해 및 운반과 불

가용성 물질의 잔류로 인하여 형성된 후퇴변성작용의

산물인 벽개 라멜라(cleavage lamella)(cf. Borradaile

et al., 1982; Kang et al., 1993)와 흑운모의 후퇴변

성작용의 산물인 녹니석이 관찰되고(Fig. 5a, 5b), 이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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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Microphotographs of F2 passive folds. (a, b) Cleavage lamellae (CL) and chlorites (Ch) which are parallel to the S1-

2 composite foliations. (c-f) F3 microfolds which fold the S1-2 composite foliations [(e) and (f) are partial enlarged

microphotographs of (c) and (d), respectively]. (a, c, e): Open nicols, (b, d, f): crossed nicols. Ap: axial plane.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he text.

Fig. 4. Microphotographs of S2 discrete crenulation foliation (a: open nicols, b: closed nico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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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S1-2 복합엽리는 F3 미습곡에 의해 습곡되어 있다

(Fig. 5c-5f).

4.2. 홍주석 반상변정

홍주석은 대부분 안구상 반상변정으로 산출한다(Figs.

6 and 7). 홍주석 반상변정은 주로 신장된 석영, 흑운

모, 불투명광물 등으로 정의되는 직선형태의 Si 엽리를

포유하고, 외부엽리 Se에 해당하는 S1-2 복합엽리에

의해 포획되며, 이들 사이의 관계는 불연속적으로 나

타난다(Fig. 6a, 6b). 이러한 미구조로부터 홍주석은 직

선 Si 엽리에 해당하는 S1 엽리가 형성된 이후에 출현

하여 S2 파랑엽리가 형성되기 이전에 성장이 완료되었

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홍주석 반상변정의 코아부에

나타나는 직선 형태의 Si 엽리는 맨틀부에서 곡선 형

태의 Si 엽리로 변화하고, 이러한 곡선 형태의 Si 엽리

로 정의되는 습곡의 축면엽리는 외부엽리 Se에 해당하

는 S1-2 복합엽리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인다(Fig. 6c-

6f). 이러한 미구조로부터 D2 파랑습곡작용은 2회의 아

변형작용 즉 홍주석 반상변정의 내부에 포획된 곡선

형태의 Si 엽리로 정의되는 전기 파랑습곡작용(D2a,

S2a: 전기 파랑습곡의 축면엽리)과 홍주석 반상변정의

외부에서 S1-2 복합엽리 형성과 관련된 후기 파랑습곡

Fig. 6. Characteristic microstructures between the external (Se) and internal (Si) surfaces of andalusite porphyroblasts

(And). (e) and (f) are partial enlarged microphotographs of (c) and (d), respectively. (a, c, e): Open nicols, (b, d, f): crossed

nicols.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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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용(D2b, S2b: 후기 파랑습곡의 축면엽리, 여기서 외

부엽리 Se는 실제로 S1-2b 복합엽리에 해당함)으로 구

분된다. D1 변형 이후의 비변형작용 조건하에서 성장

한 홍주석은 D2 파랑습곡작용의 전기 과정동안 성장

을 계속하였으며, 후기 파랑습곡작용은 홍주석의 성장

이 정지된 이후에도 계속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는

D2 파랑습곡작용은 홍주석의 결정화작용 이후에도 지

속되었음을 의미한다.

홍주석 반상변정 내에는 후퇴변성작용의 산물인 벽

개 라멜라가 두 방향으로 발달한다(Fig. 7). 하나는

S1-2 복합엽리와 동일한 방향성을 보이고, 다른 하나는

S1-2 복합엽리를 습곡시키는 F3 습곡의 축면엽리와 동

일한 방향성을 보인다. 이러한 미구조로부터 연구지역

에서의 후퇴변성작용은 홍주석이 성장된 이후 D2 후

기 파랑습곡작용 동안에 발생하여 D3 변형동안에 계

속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4.3. 섬유상 규선석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트에 접촉 변성된 변성사질암

과 변성이질암에는 접촉변성광물인 섬유상 규선석과 거

정의 백운모가 관찰된다(Fig. 8). 섬유상 규선석은 일정

한 방향성 없이 S1 엽리, S2 엽리 그리고 외부엽리

Se에 해당하는 S1-2 복합엽리를 덮는 무질서한 성장을

보이고 D3 변형에 의해 습곡된다(Fig. 8c-8f). 이러한

미구조로부터 섬유상 규선석은 D2 변형과 D3 변형 사

이 비변형조건하에서 성장하였음을 알 수 있고, 이는

섬유상 규선석 성장과 관련된 시대미상의 페그마타이

트는 D2 변형 이후-D3 변형 이전에 관입하였음을 시

사한다.

5. 고찰 및 결론

전주~진안 일대의 표사와 하천수에 대한 광역 우라

늄 지화학 탐사와 신보광산의 항내 암석, 퇴적물, 항내

수 및 주변 지하·지표수계를 대상으로 하는 보완 지

화학탐사를 통하여 Seo et al.(1986)은 신보광산의 개

항 서남부에 고품위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를 보고하고,

우라늄의 초생적인 근원암을 선캠브리아기 백운질 석

회암 내지 흑연질 편암으로 추정한 바가 있다. 이에,

Oh et al.(1989)은 신보광산 지역에 대한 지질조사, 지

Fig. 7. Two-direction cleavage lamella (CL) which is deveolped in the andalusite porphyroblasts (And). (c) and (d) are

partial enlarged microphotographs of (a) and (b), respectively. (a, c): Open nicols, (b, d): crossed nicols.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h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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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분석, 알파-메타 측정을 통하여 우라늄 광체가 존

재할 가능성이 가장 높을 것으로 기대되는 선캠브리아

기 백운질 석회암 내지 흑연질 편암과 구조선대를 대

상으로 시추조사를 수행하였다. 그러나 이들 암석류와

구조선대에서 우라늄 광화대는 아직까지 확인된 바가

없다.

한편, Chung et al.(1998)은 신보광산의 항내수 및

주변 지하 및 지표수에 관한 수리화학적 특성을 중심

으로 하는 함 우라늄 대수층의 지화학적 연구를 통하

여 하천수의 우라늄 함량은 항내수(306 µg/l)에서 주변

수(3.13 µg/l)로 갈수록 감소하고, 본 연구지역의 남동

부에 위치하는 심부 157 m 지하수에서 387 µg/l의

우라늄 함량을 보고한 바가 있다(Figs. 1b and 2;

Chung et al., 1998의 Fig. 5a). 또한, 그들은 항내수

를 발원수로 하는 하천수와 심부 지하수에 대한 수질

특성 비교를 통하여 신보광산과 주변지역의 우라늄 광

화대는 Ca(HCO3)2형의 수질 특성을 형성시킬 수 있는

화성암 지대에서 형성되었음을 제안하고, 신보광산 지

Fig. 8. Microphotographs of metapsammite (a, b) and metapelite (c-f) which were contactually metamorphosed by the

intrusion of age-unknown pegamatite, and characteristic microstructures of fibrous sillimanites. (c, d) Fibrous sillimanites

which random grew masking on S1 and S2 foliations. (e, f) F3 microfolds which fold the S1-2 composite foliation masked

by fibrous sillimanites. (a, c, e): Open nicols, (b, d, f): crossed nicols. And: Andalusite, Ap: Axial plane, Fb: fibrous

sillimanite, Mu: 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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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의 고품위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는 Ca(HCO3)2형의

심부 지하수 중의 우라늄이 광산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경로에 존재하는 점토광물의 표면에 흡착되어 이차

적으로 부화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이는

우라늄을 함유하는 지하수의 대수층은 백운질 석회암

내지 흑연질 편암(Seo et al., 1986; Oh et al., 1989)

이 아닌 화성암 지대임을 의미한다.

또한, Na et al.(2000)은 신보광산의 항내수 및 주

변 지하 및 지표수에 관한 동위원소적 특성을 중심으

로 하는 지화학적 연구를 통하여 Chung et al.(1998)

과 일치하는 연구결과를 보고하고, 함 우라늄 지하수

의 대수층에 관한 동위원소 화학적 추적을 통하여 그

들은 이 지역의 우라늄 초생적 근원암은 백운질 석회

암 내지 흑연질 편암(Seo et al., 1986; Oh et al.,

1989)이라기 보다는 페그마타이트질 맥암류이며, 광산

지역 고품위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는 이를 대수층으로

하는 수계를 통하여 이동하는 우라늄이 광산 지대를

통과하면서 그 경로에 존재하는 점토광물 내지 유기물

질의 표면에 흡착 · 고정되는 이차적인 부화작용으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최근 Kang and Lee(2012)는 최고 우라늄 함량의

심부 지하수 관정(Chung et al., 1998; Na et al.,

2000)이 위치하는 본 연구지역에서 정밀한 야외지질조

사를 통해 상세한 지질도를 작성하고, 이를 통하여 신

보광산과 그 동부지역의 우라늄 지화학 이상대의 형성

요인을 종합적으로 고찰한 바가 있다. 이 연구에서 우

라늄의 초생적인 근원암을 거정질 페그마타이트(Chung

et al., 1998; Na et al., 2000)로 결론 내리고, 지하

수의 유동은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의 대상분포, S1

광역엽리, 고각 단열의 우세 방향성 등에 의하여 지배

됨을 밝혔다.

우라늄 함량이 가장 높은 심부 지하수 관정이 위치

하는 신보광산 동부지역에서 변성퇴적암류를 구성하는

대표적인 변성광물의 Si 엽리와 Se 엽리 사이의 특징

적인 미구조로부터 지금까지 분석된 변형작용과 변성

광물의 성장 사이의 상대적인 시간관계를 요약하면

Table 1과 같다. D1 변형작용은 홍주석 반상변정 내부

에서 주로 신장된 석영, 흑운모, 불투명광물 등의 배열

로 인지되는 직선형태의 내부엽리 Si 엽리를 형성시켰

다. Si 엽리를 미습곡시키는 파랑습곡작용과 관련된

D2 변형작용은 전기 파랑습곡작용 D2a와 후기 파랑습

곡작용 D2b로 구분된다. D2a는 홍주석 반상변정의 맨

틀부에서 곡선 형태의 Si 엽리로 정의된다. D2b는 홍

주석 반상변정의 외부에서 인지되고, 이를 포획하는

S1-2 복합엽리를 형성시켰다. 홍주석 반상변정은 D1

변형 이후의 비변형조건하에서 성장하여 D2a 변형작

용동안 계속 성장하였다. 섬유상 규선석은 일정한 방

향성 없이 S1-2 복합엽리를 덮는 무질서한 성장을 보

이고, D3 변형에 의해 습곡된다. 시대미상 페그마타이

트의 접촉변성광물로 인지되는 섬유상 규선석의 이러

한 미구조로부터 연구지역의 페그마타이트는 D2 변형

과 D3 변형 사이의 비변형조건하에서 관입하였음을 알

수 있다. 후퇴변성작용은 흑운모의 녹니석화작용과 홍

주석 반상변정 내부에서 S1-2 복합엽리와 F3 습곡축

면에 평행한 두 방향의 벽개 라멜라에 의해 인지된다.

후퇴변성작용은 녹니석의 성장과 함께 D2b 변형과 D3

변형 동안에 발생하였다. 따라서 우라늄의 초생적 근

원암을 페그마타이트로 간주하는 기존 연구결과(Chung

et al., 1998; Na et al., 2000, Kang and Lee, 2012)

를 고려해 볼 때, 섬유상 규선석 성장과 관련된 시대

미상 페그마타이트는 후퇴변성작용 동안에 해당하는

D2 변형 이후-D3 변형 이전의 비변형조건하에서 관입

하여 신보광산 주변지역에 우라늄 광화대를 형성시킨

것으로 고찰된다.

Table 1. Diagram illustrating time-relationship between deformation and growth of metamorphic minerals in the Precambrian

metasedimentary rocks of the study area. ND: non-deformation

Deformation
Minerals

D1 ND1
D2

ND2 D3
D2a D2b

andalusite ■ ■

sillimanite ■ ■

chlorite ■  ■  ■  ■  ■

age-unknown pegmatite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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