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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달전현무암은 포항분지의 발달사 해석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나 야외 산상, 층서적 위치, 동위원소 연

대 등에서 연구자들 간에 많은 논란이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논란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한 야외조사를 통

해 이 암석의 분포와 연일층군과의 접촉관계를 밝히고 지화학 자료를 분석하였으며, 40Ar/39Ar 동위연소 연대

를 측정하였다. 달전저수지 주변에는 연일층군과 관입접촉 관계를 가지는 3매의 현무암체와 10여 개의 소규

모 암맥과 암상이 분포하고 있음이 밝혀졌다. 경하관찰에서 이들은 감람석과 휘석을 반정으로 하는 반상조직

을 보이며 기질은 사장석, 감람석, 휘석 등으로 구성된 알칼리 현무암의 특징을 보인다. 기존 지화학 분석결

과를 재구성한 결과, 3 매의 암체와 소규모 관입암들은 TAS 도표,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 패턴, Zr-Ti 도표

상에서 모두 동일한 지화학적 특성을 보이고 있다. 이들은 모두 알칼리 계열로 도시되며, 부화된 해양성 현

무암 또는 지판 내의 알칼리 현무암과 유사한 원소별 패턴을 보인다. 또한 40Ar/39Ar 동위연소 연대측정 결과,

13.82 Ma의 등시선 연대가 도출되었다. 이러한 결과들은 종합하면, 달전현무암은 알칼리 현무암으로써 층서적

으로 연일층군을 관입한 포항분지 충전물에 속하는 것으로 결론지어진다.

핵심어: 달전현무암, 포항분지, 40Ar/39Ar 연대, 알칼리 현무암, 관입암

Abstract: Although the Daljeon Basalt in the Pohang Basin is important for interpreting the basin

evolution, its relative chronology, stratigraphic position, and isotopic age still remain controversial. In order

to clear up the controversies, this study carried out detailed field investigation to determine its distribution

and occurrence together with reanalysis of its previous geochemical data and 40Ar/39Ar age dating. Based

upon the field investigation, the basalt occurring in the central part of the Pohang basin is composed of

three main bodies and a dozen of minor dikes and sills that intruded into the Yeonil Group. Their mineral

assemblages consist of phenocrysts such as olivine and clinopyroxene and fine groundmasses of

clinopyroxene, plagioclase, olivine, and opaque oxide, impling the porphyritic texture of alkaline basalt. All

their geochemical data also show the similar geochemical characteristics in TAS, Zr-Ti, and REE/trace

elements distribution diagrams. The samples are plotted on alkalic field in the total alkali-versus-silica

diagram and show similar patterns to enrichment oceanic basalt or within plate basalt in trace elements.

In addition, 40Ar/39Ar isochron age of 13.82 Ma is obtained. These results indicate that the Daljeon Basalt

is an alkaline intrusive rock belonging to the middle Miocene Yeonil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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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반도 남동부에는 동해의 확장에 기인한 다수의

신생대 마이오세 분지들이 발달한다(Fig. 1). 남쪽에

서부터 정자, 하서, 어일 그리고 와읍분지는 전기 마

이오세 동안 현무암질과 데사이트질 화산물질 그리고

이들 화산활동의 휴지기에 쌓인 육성퇴적물로 주로

채워져 있다(Son et al., 2013). 이에 반해 보다 북쪽

에 위치한 포항분지는 선상지-삼각주계 퇴적환경 하

에서 주로 중기 마이오세의 비화산성 해양퇴적물로

채워져 있다(Fig. 1B). 따라서 포항분지는 이남의 여

타 분지들과는 충전물의 특징과 퇴적환경 그리고 형

성시기에 있어 현저한 차이를 가진다.

한편, 포항분지 내 연일읍 달전리의 달전저수지 인

Fig. 1. (A) Simplified topographic map of the East Sea and its vicinities. (B) Landsat TM satellite image of the
Pohang Basin showing the distributions of the major faults and stratigraphic units [synthesized after Hwang et al.
(1996), Yun et al. (1991), Yun (1994), Cheon et al. (2012), and authors’ own observations]. (C) Regional structural
map in SE Korea with the Miocene stress regime. The thick black arrows indicate the mean declination directions
of characteristic remanent magnetizations of the basin fil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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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에는 달전현무암이라 명명된 현무암체가 도처에 관

찰된다(Fig. 2). 달전현무암은 Tateiwa (1924)에 의해

최초 연구된 이래로 층서적 위치에 대한 논란이 계속

되어 왔다. Tateiwa (1924)는 달전현무암을 제4기의

연일현무암에 포함시켰으나, 동위원소 연대측정의 도

입 이래로 이보다 고기인 마이오세 연령을 보이는 것

으로 보고되었다. 그러나 동위원소 연대측정 결과도

연구자에 따라 두 그룹으로 양분되는데, 전자는

Patton (1981), Jin et al. (1988), Lee (1985)의 K-

Ar 전암연대 측정 결과로 전기 마이오세 말인 약 19

Ma를 보고하였다. 후자는 Sawada (1988), Lee et

al. (1992), Yun et al. (1995)의 K-Ar 전암연대 측

정으로 중기 마이오세 초에 해당되는 약 14 Ma를 보

고하였다. 최근 Shin (2013)은 위 연대측정 자료를

종합하여 달전리 부근에 약 19 Ma 경에 정치된 현무

암과 약 14 Ma에 관입한 안산암-현무암질 암맥이 함

께 분포하는 것으로 재해석하였다. 포항분지에 대한

다수의 고생물학적 연구(Kim, 1965; Yoon, 1975,

You et al., 1986, Lee et al., 1991; Kim, 1990;

Yi and Yun, 1995; Kim, 1999)에 따르면 포항분지

충전물의 퇴적 시작은 약 17 Ma로써, 상이한 두 연

대 중 전자의 경우는 달전현무암이 포항분지 연일층

군의 기반암임을 지시하는 반면, 후자의 경우는 달전

현무암이 포항분지 충전물의 일부가 되며 연일층군의

퇴적 시기에 정치되었음을 의미한다.

이후 달전현무암에 대한 동위원소 연대측정 이외의

방법을 사용한 추가 연구들이 발표되었으며, 이들은

대부분 후자인 Lee et al. (1992)의 연대를 지지하였

다. Yun et al. (1995)는 현무암 상위에 놓이는 연일

층군 내 화분화석의 열변질지수(Thermal alteration

indices, TAI)를 사용해 현무암이 연일층군을 암상

(sill)으로 관입하였으며 층서 상 천북역암층의 후기이

Fig. 2. Detailed geologic map and sampling sites (Table 1)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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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학전층의 하부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또

한, Son and Kim (1996)는 잔류자기 연구를 통해

달전현무암이 반시계방향으로 회전(20~30o)되었음을

보고하였으며, 마이오세 분지들에서 관찰된 지괴의 시

계방향 수평회전운동의 종결시기가 16 Ma (Kim and

Kang, 1989; Kim, 1992)임을 감안하여 달전현무암을

이보다 후기의 암석으로 해석하였다. 

한편, 달전현무암은 한반도 남동부의 신생대 화산

활동의 특징과 지사를 해석함에 있어서도 매우 중요

하다. 장기, 어일, 와읍분지 등과 같은 전기 마이오세

분지에 널리 분포하는 현무암질암과 달전현무암은 분

포지, 잔류자기의 회전, 지화학적 특성, 연대 등에 있

어 많은 차이를 보이고 있다. 전기 마이오세의 현무

암질암은 오천단층 이남에 분포하며 주로 마름모꼴의

당겨열림분지 내에서 시계방향 수평 회전운동을 겪었

다(Fig. 1C). 이와는 달리, 달전현무암은 보다 북쪽의

쐐기형 당겨열림에 의해 확장된 포항분지 내에 분포

하고 있으며 반시계 방향 수평 회전운동을 겪었다

(Kim and Kang, 1989; Son and Kim, 1996; Son

et al. 2013). 또한 전자는 17~20 Ma의 비알칼리 계

열의 칼크-알칼리 현무암인 반면, 후자는 정확한 연대

에 대해서 논란이 있으나 알칼리 계열 현무암의 지화

학적 특성을 보인다(Yun et al., 1995; Shimazu et

al., 1990; Song et al., 1998; Shim et al., 2011;

Choi et al., 2013). 이와 같이 달전현무암은 연일층

군과의 관계에 따른 층서적 논란의 중심에 있으며,

지화학적으로 마이오세 동안 한반도 남동부에서 일어

난 화산활동의 급변기를 지시하므로, 이에 대한 정확

한 연대는 한반도 일원의 화성활동과 지각변형사 해

석에서 높은 가치를 지닌다 할 수 있다.

본 연구는 이러한 불확실성을 해결하기 위해, 상세

한 야외조사를 통해 달전현무암의 분포와 야외산상을

명확히 하여 정치기구(emplacement mechanism)를

밝히고자 하였다. 또한 기존에 사용된 여러 연대측정

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40Ar-39Ar

연대측정법을 사용하여 보다 신뢰도 높은 동위연소연

대를 제시함으로써 달전현무암의 층서적 위치를 규명

하는데 목적이 있다. 

지질학적 배경

달전현무암이 분포하는 포항분지는 전기 마이오세

말 약 17 Ma부터 중기 마이오세에 걸쳐 퇴적물이 충

전된 분지이다(Son et al., 2013). 약 17 Ma에 분지

서쪽 경계를 따라 대규모 단층운동이 시작되었으며,

이에 수반된 빠른 분지의 침강으로 경계부를 따라 선

상지-삼각주계 퇴적물이 먼저 퇴적되었다. 이후 분지

동편이 보다 깊어져 해침이 발생하여 해양성 부유 퇴

적물이 그 상부를 두껍게 피복하였다(Fig. 1B). 따라

서 포항분지 충전물은 전체적으로 화산물질을 포함하

지 않으며, 초기의 일부 육성 퇴적물을 피복하는 다

량의 천해성 퇴적물로 구성되어 있어 보다 남쪽에 위

치한 장기, 어일, 와읍과 같은 전기 마이오세 분지의

충전물(주로 화산암류와 육성 퇴적물)과는 뚜렷이 구

별된다. 한편, 포항분지 내에는 뚜렷한 열쇠층이 존재

하지 않아 현재까지 통일된 암층서가 확립되지 못하

고 연구자에 따라 상이한 층서가 제안되고 있다. 

포항분지의 확장형식은 분지 서편에 위치한 양산단

층의 우수향 주향이동단층운동에 의한 당겨열림형 분

지(Han et al., 1987; Kim, 1992; Yoon and

Chough, 1993; 1995; Choi, 2006)로 제안되어 왔다.

그러나 일부 학자들은 포항분지가 확장될 당시 서쪽

경계를 따라서 주향이동운동보다는 정단층운동이 활

발히 발생하였으며(Hong et al., 1998; Sohn and

Son, 2004), 아울러 서쪽 경계가 양산단층이 아닌 이

보다 동쪽으로 2~3 km 떨어진 지그재그 형으로 분

절된 단층임을 보고하였다(Cheon et al., 2012; Song

et al., 2012; Son et al., 2013). 이 분절단층은 북

북동 방향의 정단층과 그들 사이의 이음단층(transfer

fault)으로 구성되며, 고응력장 복원 결과 서북서-동남

동 방향의 최소수평응력 하에서 만들어졌음이 보고되

었다. 이러한 증거들을 바탕으로 포항분지는 북북동

방향의 양산단층이 아닌 북북서 방향의 연일구조선과

동해안 근해에 위치한 동한단층의 우수향 주향이동운

동에 의해 확장된 당겨열림형 분지(pull-apart basin)

로 해석하고 있다(Fig. 1C).

달전현무암의 분포 및 야외 산상

연구지역인 달전지 일원 현무암은 3매의 주 암체와

여러 매의 암맥(dike) 또는 암상(sill)으로 구성된다

(Fig. 2). 현무암과 접하는 암석은 대부분 포항분지

내 연일층군의 미고결된 사암 또는 실트암이며, 일부

는 분지 기반암인 데사이트질 암석과 접하기도 한다.

주 암체 중 가장 서쪽에 위치한 A 암체는 100 m 내

외의 두께를 가지며 분포가 북서 방향으로 길쭉한 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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태를 보인다(Fig. 2, 3A). 주변 암과의 상·하부 접촉

면이 직접 관찰되지는 않지만, 노두의 분포, 흐름절리

(flow joint) 등으로 야외에서 추정되는 이 현무암체의

자세는 50°내외로 북동 방향으로 비교적 고각으로 경

사져 있는 반면, 인접한 실트암의 층리는 약 10o 내

외로 대체로 남동 방향으로 경사져 있어 두 자세는

서로 전혀 조화롭지 않다. 또한 A 암체의 북서부 말

단에는 주 암체로부터 돌기되어 주변 연일층군 층리

Fig. 3. Outcrop photographs of A body (A~C), B body (D, E), and C body (F, G) of the Daljeon Basalt. C zone
indicates the chilling zone of the basalt. See the text for detailed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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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거의 평행한 암상으로 분기된 양상을 보여주고 있

어(Fig. 2, 3B), 이 암체가 주변 연일층군을 관입하였

음을 지시해준다. 한편, 이 암체의 북서부에 위치한

채석장 노두에서는 주상절리가 뚜렷이 관찰되기도 한

다(Fig. 3C).

달전저수지 동편에 위치하는 B 암체는 이곳 현무

암 중 가장 큰 규모를 보이며 남서부에서 뚜렷한 주

상절리를 관찰할 수 있다(Fig. 3D). 이 암체는 200~

300 m 폭을 가지며 전체적으로 북동 주향에 남동쪽

으로 60~70o 경사진 자세를 가지나 북동 경계부에서

는 약 20°의 경사를 보이기도 한다. 주변 연일층군

퇴적층은 대부분 10~20o로 남동 또는 동쪽으로 경사

진 층리를 보여주고 있어 B 암체의 자세 또한 주변

퇴적층과는 조화롭지 않다. 그러나 B 암체 중앙부에

위치한 채석장에서 관찰되는 암체의 상부 경계는 주

변 퇴적층의 층리와 비교적 조화로운 저각의 경사를

보여주기도 한다(Fig. 3E).

C 암체는 B 암체 동편에서 충적층에 의해 분리되

어 나타나나 B 암체의 동쪽 연장일 가능성이 높으며,

약 150 m 북동쪽으로 추적되나 보다 동편에서는 전

혀 산출되지 않는다(Fig. 2). 야외에서 확인된 이 암

체의 두께는 최소 20 m 이상이며, 전술한 두 암체와

Fig. 4. Outcrop photographs of the minor dikes and sills of the Daljeon Basalt. (A~C) Basaltic dike laterally
changing to sill in an outcrop. (D) Basaltic dike cross-cutting the bedding of the Yeonil Group. (E~F) Basaltic sills
showing chilling (C zone) and baked (B zone) zones observed along the intrusive surfaces. See the text for
detailed explan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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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달리 상부 경계에서 상위의 흑색 이암의 층리와

조화로운 평균 N80oE/22oSE의 접촉면이 관찰된다

(Fig. 3F). Yun et al. (1995)는 이 현무암체의 직상

부에 놓인 연일층군 이암층 내에 산출되는 화분포자

화석과 유기물에 대한 열변질지수 연구를 통해 두 암

상의 접촉관계가 관입임을 보고한 바 있다. 또한 이

번 야외조사에서도 암체의 상부 경계부에서 하부 원

암에 비해 세립질의 조직과 보다 짙은 암색을 띠는

약 10 cm 두께의 현무암 냉각대(chilling zone)가 관

찰된다(Fig. 3G). 이러한 점들은 이 암체 역시 암상

으로 관입하였음을 지시해 준다.

이와 더불어, 이번 연구에서는 대부분 1~2 m의 두

께를 가지는 11 매의 소규모 현무암질 암맥과 암상을

관찰하였다(Fig. 4). 암맥들은 북서 주향이 우세하며

Fig. 5. Microphotographs of the Daljeon Basalt showing porphyritic textures. (A~C) Phenocrysts are mainly olivine
with minor clinopyroxenes and groundmass consists of clinopyroxenes and plagioclases with minor olivines and
opaque oxides. (D) Phenocrysts less than 1 mm are mainly olivine with clinopyroxenes and  groundmasses
consists of lath-shaped plagioclases with olivines, clinopyroxenes and opaque oxides. (E and F) Lath-shaped
plagioclases with olivine and clinopyroxenes phenocrysts less than 0.5 mm. Ol: olivine, Cpx: clinopyroxenes, Pl:
plagioclase, Oq: opaque oxide, A: A-body; B and C: B-body; D: C-body; E and F: 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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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60~70o로 비교적 고각으로 경사져 있으나(Fig.

4D), 일부는 40o 미만의 저각을 가지는 것들도 관찰

된다. 또한 한 절개지 노두에서는 암맥으로 관입한

현무암질 마그마가 측방으로 방향을 바꾸어 주변 층

리와 평행하게 관입한 암상으로 변화되는 것도 관찰

된다(Fig. 4A). 암맥과 암상의 상부 관입 접촉면 주

변에는 현무암의 냉각대와 연일층군 퇴적층의 열접촉

변성대(baked zone)가 뚜렷이 관찰되기도 한다(Fig.

4B, C, E, F). 이러한 특징들은 이곳 현무암체들은

분출보다는 관입이 절대적으로 우세함을 지시해주고

있다. 

암석·지화학적 특성 및 연대측정

암석기재학적 특성

야외에서 육안 관찰 시 A와 B 암체는 비현정질의

기질에 1 mm 내외의 유색광물 반정을 가지는 특징을

보이며 일부 유색광물은 침상의 결정을 보이기도 한

다. 이에 반해, C 암체는 반정이 거의 없으며 전술한

두 암체에 비해 보다 세립질의 특징을 보인다. 이러

한 특징은 암체의 산상에 따라 냉각율의 차이에 기인

할 가능성이 있다. A와 B 암체는 일부 구간에서 주

상절리가 발달하고 규모도 상대적으로 큰 반면, C 암

체에서는 주상절리가 없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다.

세립질의 야외 산상은 소규모 암맥 또는 암상에서 더

욱 두드러지게 나타난다. 한편, B 암체나 일부 암맥

과 암상에서는 현무암내 엽리가 관찰되는데, 이는 주

변 암과의 경계면과 평행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아

암체의 흐름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현미경 상에서 세 암체는 감람석과 휘석을 반정으

로 하는 반상조직의 공통점을 보인다. A와 B 암체는

1~2 mm 크기의 감람석과 휘석 반정을 가지며 기질은

미정질로써 감람석, 사장석과 장방형 또는 침상의 불

투명광물 등으로 구성된다(Fig. 5A~C). C 암체는

1 mm 미만의 감람석, 휘석 반정을 가지며 기질은 세

립질로서 침상의 사장석이 우세한 가운데 휘석, 감람

석 그리고 장방향의 불투명 광물로 구성되며 침상의

불투명 광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 차이점을 보인다

(Fig. 5D). 반정의 크기가 감소하고 기질이 주로 침상

의 사장석으로 구성되는 특징은 소규모 암맥에서도

공통적으로 관찰된다(Fig. 5E, F). 요약하면, 조직과

입자의 크기에서 차이를 보이기는 하나 광물 조합은

전형적인 알칼리 현무암의 특징을 보인다고 할 수 있

다. 이러한 조직의 차이는 야외에서 확인된 암체의

규모에 따른 냉각률 차이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한편, Choi et al. (2013)에 의하면 석기로 인회

석, 흑운모, 방비석, 방해석 등이 보고되기도 하였다.

지화학적 특성

이번 지화학적 연구는 포항분지 내 달전현무암과

포항분지 이남의 여타 마이오세 분지들에 분포하는

현무암의 지화학적 특성을 서로 비교하는데 첫 번째

목적이 있다. 기존 연구 결과들을 종합하면, 포항분지

이남의 전기 마이오세 현무암들은 칼크-알칼리 계열

에 속하는 반면(Shimazu et al., 1990; Song et al.,

1998; Shim et al., 2011; Choi et al., 2013), 달전

Fig. 6. (A) Plot of Na
2
O+K

2
O vs. SiO

2
 (after Cox et al., 1979; Middlemost, 1994) and (B) Tectonomagmatic

discrimination (after Pearce, 1982) of the Daljeon Basalt in Tabl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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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무암은 알칼리 계열로 도시되며(Fig. 6A), 희토류와

미량원소 패턴에 있어서도 이들은 서로 잘 구별된다

(Fig. 7; Shimazu et al., 1990; Yun et al., 1995;

Song et al., 1998; Choi et al., 2013). 특히, 달전

현무암의 원소별 패턴은 부화된 해양성 현무암

(oceanic island basalt; Shimazu et al., 1990) 또는

지판 내의 알칼리 현무암(within-plate alkaline

basalt; Song et al., 1998)과 유사하며(Fig. 6B), 달

전현무암의 기원물질은 대륙지각 하부의 암석권 맨틀

(lithospheric mantle) 중 소량이 부분 용융되어 생성

되었을 가능성이 높다. 각 원소에 대한 부화특성 및

이상 패턴은 Song et al. (1998)과 Choi et al.

(2013)을 참고하기 바란다.

본 연구에서는 기존 연구들의 지화학 분석 결과를

A~C 암체와 암맥의 4개 그룹으로 나누어 시료들을

재구성하였다(Table 1). 그 결과, 네 그룹들에 속하는

시료들은 TAS 도표(Middlemost, 1994) 상에서 알칼

리 계열의 Phonotephrite와 Tephriphonolite 영역에,

Zr-Ti 도표(Pearce, 1982) 상에서 판내부환경 용암

(Within-plate lavas)의 영역에 모두 도시되었다(Fig.

6). 뿐만 아니라 각 그룹에 따른 미량원소와 희토류원

소 패턴 또한 거의 일치되는 것으로 볼 때(Fig. 7),

A~C 암체뿐만 아니라 주변에 분포하는 소규모 암맥

및 암상들은 모두 동일한 지화학적 특성을 보인다고

할 수 있다.

동위원소 연대측정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이 K-Ar 전암연대측정법

(Patton, 1981; Lee, 1985; Jin et al., 1988; Sawada,

1988; Lee et al., 1992; Yun et al., 1995)을 통하

여 달전현무암의 정치연대를 제시한 바가 있으며, 그

결과에 따라 달전현무암의 정치시기는 포항분지 충전

물 퇴적의 시작인 약 17 Ma 이전(Sawada, 1988;

Lee et al., 1992; Yun et al., 1995)과 이후(Patton,

1981; Lee, 1985; Jin et al., 1988)의 두 그룹으로

양분된다. 한편, 이러한 견해를 모두 수용해 Shin

(2013)은 두 그룹이 공존한다는 해석을 내놓기도 하

였다. 자세한 연대 측정 결과는 Shin (2013)의 표 7

Fig. 7. (A) Chondrite-normalized REE patterns (Nakamura, 1974) and (B) Primitive mantle-normalized spider
diagram for trace elements (normalized data from Sun and McDonough, 1989) of the Daljeon Basalt in Table 1.
Symbols are the same as those used in the Fig. 6.

Table 1. Sample details with locality, rock type, and data source. Sample locations are the same as Fig. 2.

Sample No Locality Rock Type Data Source

920119-1 N36°01′ 24.0″ E129°17′ 57.0″ B-body Lee et al.(1992)

920119-3 N36°01′ 36.0″ E129°18′ 12.0″ B-body Lee et al.(1992)

PH950116-3 Basalt W A-body(?) Yun et al.(1995)

DL12 Sejegok E dike Yun et al.(1995)

DL15 Sejegok E dike Yun et al.(1995)

DJ0901 N36°01′ 40.0″ E129°17′ 46.8″ B-body Choi et al.(2013)

DJ1012 N36°02′ 03.5″ E129°17′ 56.5″ C-body Choi et al.(2013)

DJ1013 N36°02′ 01.7″ E129°17′ 54.1″ B-body Choi et al.(2013)



332 송철우 · 김현정 · 김종선 · 김민철 · 손 문

 J. Petrol. Soc. Korea

에 정리되어 있다. 

달전현무암의 정치시기가 포항분지 충전물의 층서

설정에 매우 중요한 역할을 함에도 불구하고 위와 같

은 혼란이 계속되는 이유는 명확한 야외산상에 대한

연구가 부재하였을 뿐만 아니라 기존에 사용된 연대

측정 방법의 한계가 원인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이를

보완하기 위해 40Ar/39Ar 연대측정법을 사용하여 현무

암의 정치시기를 밝혀보고자 하였다. K의 정량과 Ar

동위원소비 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 분

소에서 실시되었다. 40Ar/39Ar 연대측정법은 시료의 불

균질성, Ar의 과잉 또는 손실에 의한 정보 제공 등으

로 기존의 K-Ar 연대측정법이 가지고 있는 약점들을

보완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연대측정에 사용된 시

료는 B 암체 중에서 DJ0901 인접부에서 채취하였으

며 자세한 실험 방법은 Kim et al. (2005)를 따랐다.

측정된 동위원소들의 신호는 Uto et al. (1997)의 계

산법을 응용한 스프레드시트 프로그램을 이용해 최종

적인 40Ar/39Ar 비를 구한 후 각 가열 단계의 연대를

계산하였다. 최종 플래토(plateau) 연대와 등시선 연대

계산에는 ISOPLOT(Ludwig, 2001) 프로그램을 사용

하였다.

측정된 시료에 대한 Ar 동위원소비의 분석치는

Table 2와 같으며, 최종 연대 결과는 Fig. 8과 같다.

달전현무암에 대한 총 가스연대는 방출스펙트라의 미

세한 값 차이에 의해 총 가스연대는 정의되지 않았으

나, 오차값이 큰 시작과 끝의 자료를 제외한 플래토

연령의 중간값(median) 15.02±0.41 Ma와 함께 등시

선 연대 13.82 Ma가 계산되었다. 이 결과는 본 연구

의 야외조사에서 확인된 달전현무암의 산상과도 잘

부합된다. 

 

달전현무암의 층서적 위치

전술한 바와 같이 달전현무암에 대한 기존 연구 결

과들은 포항분지의 층서적 관점에서 볼 때 크게 세

부류로 나눌 수 있다. 첫째, 달전현무암이 연일층군의

Table 2. 40Ar/39Ar analytical data from whole rock in the study area. Sample location is the same as Fig. 2.

Sample 
No.

Tem (oC) 40Ar/39Ar 37Ar/39Ar 36Ar/39Ar K/Ca 40Ar*(%) 39Ar*(%) Age (Ma) 2s

DJB-1

600 183.12 0.84 0.58 1.19 6.2 5.38 41.00 2.15

700 15.50 0.20 0.04 4.89 31.1 11.41 17.18 0.59

800 8.41 0.20 0.01 4.90 57.7 14.46 16.84 0.42

900 7.31 0.28 0.01 3.51 67.5 13.06 17.01 0.43

1000 7.87 0.25 0.01 4.04 57.4 13.67 15.65 0.38

1050 6.23 0.17 0.01 6.01 69.9 10.58 14.84 0.41

1100 5.33 0.35 0.00 2.84 74.9 8.84 13.46 0.33

1200 5.49 0.82 0.00 1.22 72.3 9.83 13.43 0.33

1300 6.42 3.30 0.01 0.30 52.7 11.06 11.72 0.36

1400 9.49 17.16 0.02 0.05 30.7 1.70 11.00 1.89

Fig. 8. (A) 40Ar/39Ar release spectra and (B) Isochron diagrams from the Daljeon Basa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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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위로써 포항분지의 기반암에 해당한다는 주장이다.

이 경우 현무암과 연일층군의 관계는 부정합으로 나

타날 것이며 연대측정 결과는 17 Ma보다 오래되어야

한다. 둘째, 이와 반대로 달전현무암이 연일층군의 일

부로써 포항분지의 충전물에 해당하며 분지 서쪽의

역암 또는 역질 사암 등을 관입접촉하고 있다는 주장

이다. 이에 따른다면 야외에서 관입산상이 확인되어

야 하며 연대측정 결과는 17 Ma보다 젊게 나타나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셋째로 위 결과들을 모두 수용

한 Shin (2013)의 주장으로써 달전저수지 인근에

19 Ma의 현무암과 15-13 Ma의 안산암질-현무암질 관

입암이 분포하고 있다는 것이다. 이는 달전현무암이

각각 부정합과 관입관계를 가지며 암석/지화학적으로

도 서로 상이한 두 그룹의 현무암체로 나누어져야 함

을 의미한다.

이러한 논란의 원인은 첫째, 달전현무암의 야외 산

상을 명확히 밝히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하였다는 점

그리고 둘째, 과거 사용된 연대측정법이 가지고 있는

불확실성에 기인할 것이다. 이번 연구의 상세한 야외

조사를 통해 확인된 현무암과 연일층군의 접촉관계는

모두 관입접촉으로 나타났다. A와 B 암체는 직접 접

촉면을 야외에서 확인하지는 못하였으나 주변 연일층

군 퇴적암의 층리와 매우 부조화적인 점 그리고 주

암체로부터 연장되는 암상형의 돌기 암맥이 발달한다

는 점이 관입접촉의 증거라 할 수 있다. C 암체의

경우에는 상부 경계면이 비록 주변 연일층군 층리면

과 유사한 자세를 가지나, 상부 경계면을 따라 뚜렷

한 현무암의 냉각대를 관찰할 수 있어 층리와 평행하

게 암상으로 관입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이들 암

체 주변에는 연일층군 퇴적층의 층리면을 절단하는

다수의 소규모 암맥들과 함께 암맥이 측방으로 암상

으로 변화되는 양상도 관찰되었으며, 이들 소규모 암

맥과 암상의 경계부에 냉각대와 열접촉변성대와 같은

뚜렷한 관입의 증거들을 찾을 수 있었다. 이와 더불

어 본 연구에서 제시한 40Ar/39Ar 연대측정 결과는 기

존에 사용된 K-Ar 방법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신

뢰도를 가지는 방법으로써, 그 결과 또한 17 Ma 보

다 젊은 연령을 지시하고 있다. 

한편, Shin (2013)의 주장과 같이 서로 연령을 달

리하는 두 암체가 공존할 가능성은 있는 것인가? 이

연구에서 달전현무암을 두 개 그룹으로 구분한 근거

는 상이한 두 가지 연대측정 결과와 암상(현무암과

안산암질-현무암질암)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두 그룹

중 현무암은 약 19 Ma, 안산암질-현무암질 암은 15-

13 Ma의 연대를 보이는 것으로 주장하고 있다. 상대

적으로 젊은 암석에 사용된 “안산암”이란 기재는 Lee

et al. (1992)의 야외 관찰과 920119-1과 920119-3

시료의 박편 관찰을 근거로 하고 있다. 그러나 이후

동일 시료에 대한 화학분석 결과에서 Yun et al.

(1995)은 “basalt”, Song et al. (1998)은 “benmoreit

또는 mugearite”로 보고하였다. 후자의 두 연구는 위

시료들이 모두 알칼리계열의 현무암임을 강조하고 있

으며 안산암에 대한 언급은 전혀 하지 않았다. 또한,

Shin (2013)에서 제시한 17 Ma보다 오래된 암체의

샘플위치는 B 암체 내부에 존재하는 채석장이다. 그

러나 A~C 암체 그리고 주변 암맥에 대한 지화학 분

석 결과들은 모두 동일한 지화학 특성을 보이는 암석

들임을 보여준다. 또한 이번 연구의 야외조사와 현미

경 관찰에서도 암체의 규모에 따른 결정 크기의 차이

가 있을 뿐 광물조합은 거의 동일하며 조직의 차이

또한 그다지 크지 않음을 보여준다. 결과적으로 Shin

(2013)이 제시한 두 부류의 현무암체의 존재는 어떠

한 야외 관찰이나 화학분석 결과도 뒷받침해주지 못

하는 연대 측정 결과만을 근거로 하고 있어 신뢰하기

어렵다. 따라서 달전저수지 인근에 분포하는 염기성

암은 층서적으로 연일층군 하부를 관입하고 있으므로

포항분지의 충전물에 해당하며, 관입 시기는 40Ar/39Ar

등시선 연대를 근거하여 13.82 Ma로 판단된다.

결 론

한반도 남동부 마이오세 포항분지 내 달전저수지

인근에는 비교적 규모가 큰 현무암질 암체들과 함께

주변에 여러 매의 소규모 암맥과 암상이 관찰된다.

대규모 현무암의 경우 위치에 따라 남서쪽으로부터

A, B, C 암체로 구분하였다. 연구지역의 현무암질 암

석에 대한 상세한 야외조사와 암석/지화학적 연구 그

리고 40Ar-39Ar 연대측정 결과들을 종합하여 얻은 결

론은 다음과 같다. 

1) 야외관찰, 암석/지화학 그리고 40Ar-39Ar 연대측

정 결과들은 3개 암체(A~C 암체) 그리고 주변의 암

맥과 암상들은 모두 동일한 기원의 현무암이며 거의

동일한 시기에 연일층군 하위에 해당하는 미고결 퇴

적층을 관입하였음을 지시한다. 

2) 야외에서 이들 현무암은 모두 세립질의 기질에

감람석과 침상의 사장석 반정이 관찰되며, 경하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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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람석과 단사휘석을 반정으로 하고 침상의 사장석,

단사휘석, 불투명광물이 기질을 이루는 반상조직을 보

인다. 관입암체의 규모가 작을수록 구성 광물결정의

크기가 작아지는 특징을 보이지만, 구성 광물조합의

특별한 차이는 확인되지 않는다.

3) 주성분원소 분석 결과, 이들 현무암은 모두

Na
2
O+K

2
O vs. SiO

2
 도표 상에서 알칼리 계열의

“Phonotephrite”또는 “Tephriphonolite”에 도시된다.

또한 Zr-Ti 도표 상에서는 “Within-Plate lavas”에 도

시되며, 미량원소와 희토류원소 패턴에 있어서도 모

두 유사하게 나타난다. 이는 연구지역에 산출되는 모

든 현무암들이 지화학적으로 동일한 암석임을 지시한

다.

4) B 암체를 대상으로 한 40Ar/39Ar 연대측정 결과

13.8±2.2 Ma의 등시선 연대를 도출하였다.

5) 위와 같은 특징을 가지는 한반도 남동부의 마이

오세 암석을 ‘달전현무암’이라 명명할 것을 제안하며,

연구지역 달전현무암은 포항분지 충전물인 연일층군

에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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