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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metapsammite distributed in the Yeongam-Gangjin area had been classified into age-unknown Yongamsan

Formation, Seologri Formation and age-unknown Seogisan Formation, and these formations are reported as each

other different formations. These formations have been renamed Precambrian Galdu or Permian Songjong Forma-

tions. In this study, we present detrital zircon SHRIMP U-Pb age data from the metapsammite to examine deposi-

tion time and stratigraphy. The analyzed U-Pb zircon ages dominantly reveal Paleoproterozoic ages of ca. 1.87Ga

and the youngest detrital grains are constrained by the age of 246-265 Ma. The youngest age indicates late Per-

mian or early Triassic for the deposition time. Therefore, the metapsammite in the Yeongam-Gangjin area is consid-

ered to be the upper formation of the late Paleozoic Pyeongan Group which is correlated with the Gohan-Donggo

Formations or Nokam Formation of the Samcheock coal field and the Cheonunsan Formation of the Hwasun coal

field. The metapsammite of the study area is the late Paleozoic Pyeongan Group by the zircon age rather than Pre-

cambrian Galdu and Permian Songjeong Formations are no longer meaningful. Therefore, we propose the upper

Paleozoic ‘metapelite’ and ‘metaspammite’, or original formation name defined by 1:50,000 geological maps,

instead of Galdu and Songjeong Form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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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암-강진 일대에는 변성사질암으로 구성된 시대미상 용암산층, 설옥리층, 서기산층으로 명명된 지층들이 발달하고 있

으며, 이들은 서로 상이한 지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그리고, 이들 지층들은 선캠브리아의 갈두층, 상부고생대의 송지층

군으로 재정립되었다. 본 연구에서는 변성사질암의 퇴적시기를 규명하고, 서로 달리 명명된 지층간의 층서 관계를 정립

하기 위해 SHRIMP 저어콘 U-Pb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연대측정결과, 약 1.87Ga의 연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가장 젊은 연령은 약 246-265 Ma로 변성사질암의 퇴적시기가 후기 페름기 내지 전기 트라이아스기이다. 그러므로, 영

암-강진일대 용암산층, 설옥리층, 서기산층의 변성사질암은 삼척탄전의 고한층-동고층 혹은 녹암층, 호남탄전의 천운산층

에 대비되는 상부고생대 평안층군의 최상부층이다. 본 연구지역의 변성사질암은 모두 고생대 평안층군에 해당되므로, 기

존에 정의되었던 선캠브리아 갈두층 혹은 페름기 송종층 등은 더 이상 의미가 없다. 그러므로 ‘갈두층’과 ‘송종층’ 층

명 대신에 기존 5만 도폭의 층명을 그대로 사용하거나, 상부고생대 ‘이질암’ 혹은 ‘사질암’으로 사용할 것을 제안한다. 

주요어 : 옥천대 남서부, 변성사질암, 상부고생대, 평안층군, SHRIMP U-Pb 저어콘 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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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옥천대 남서부에는 옥천대와 영남육괴의 경계부를

따라 다양한 층명으로 불리워지는 저변성 퇴적층들이

분포하고 있으며, 이들 지층들의 지질시대는 연구자에

따라 시대 미상으로 놓거나, 선캠브리아 혹은 상부고

생대 등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옥천대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는 호남탄전 지역의 오산리층은 함탄대를

열쇠층으로 하여 상부고생대 평안층군에 대비하고 있

다(Lee et al., 1965; Suh et al., 1985). 오산리층

분포지를 중심으로 이 지층에 대비되는 상부고생대 함

탄층은 남북으로 연장·발달됨이 확인된 바 있다. 예

를 들어, 함탄층의 북쪽 연장은 동복도폭(Kim and

Park, 1966)에서 알려져 있으며, 남쪽 연장은 능주도폭

(Cheong and Kim, 1966)과 장흥도폭(Choi and Yoon,

1968)으로 이어지며, 함탄대 저변성 퇴적암층을 상부고

생대 지층으로 규명하였다. 그러나 함탄대가 발달하지

않은 동복도폭의 이북인 창평도폭(Son and Kim,

1966)과 장흥도폭에서는 상부고생대 지층이 확실하게

규명되지 못하였다. Choi and Yoon(1968)는 장흥도폭

에서 함탄대가 결여된 저변성 퇴적암층을 설옥리층과

용암산층으로 정하였으나, 이들의 지질시대는 시대미상

으로 하였다. 이처럼 지층 내에 탄층을 포함하지 않고

있는 옥천대 남서부 경계 주변의 변성퇴적암층들은 다

양한 암상으로 기재되어 왔을 뿐만 아니라, 층서 및

지질시대도 명확하지 않다. 

2000년대 초 해남-강진지역의 변성퇴적암에서 상부

고생대 식물화석을 발견하면서 옥천대 남서부의 변성

퇴적암 지층에 대해 새로운 층서가 제시되었다. 즉, 장

흥(Choi and Yoon, 1968), 강진(Chang and Kim,

1967), 해남(Kinosaki, 1929), 남창(Kim and Park,

1967), 노화도(Shimamura, 1930) 도폭의 변성퇴적암

지층등을 하부로 부터 선캠브리아의 영전층, 갈두층,

덕룡산규암과 상부고생대의 석탄기-페름기의 송지층군

으로 분대하였으며, 송지층군은 다시 월송층, 송종층

및 송호층으로 세분하였다(Kim et al., 2001). 그러나,

최근 연구에 의하면, 갈두층의 지질시대는 상부 고생

대이고(Ha et al., 2014; Kim et al., 2014), 송종층

은 석탄기로 규명되어(Choi et al., 2015), Kim et

al.(2001)의 층서와 상이함이 드러남에 따라 옥천대 남

서부 변성퇴적암층 층서 규명이 요구된다. 

옥천대 남서부 지역에 폭넓게 분포하는 변성퇴적암

층의 층서 규명을 위해, 본 연구에서는 영암-강진일원

에 분포하고 있는 변성사질암의 절대연령 측정을 근거

로 지질시대를 재조명하고자 한다. Kim et al.(2001)이

갈두층으로 정의하였던 영암-강진지역의 서기산층, 설

옥리층, 용암산층의 변성사질암에 대해 SHRIMP U-Pb

저어콘 연대를 측정하고 이들 지층의 퇴적시기 및 층

서를 규명하고자 한다. 그리고, 본 연구에서는 갈두층

과 송종층의 층명에 대한 토의와 지질시대가 확실하게

규명되지 않은 변성퇴적암의 지층명 설정에 대한 대안

을 제시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연구지역은 옥천대 남부의 장흥 및 영암, 강진 일원

으로 최고기의 고원생대 화강암질 편마암이 북부, 서

쪽 일부, 그리고 남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편마암의 경

계부를 따라 석영편암이 북동 주향의 대상으로 좁게

분포한다. 그리고 상위에 저변성 이질암과 사질암이 상

기 암체들을 부정합으로 덮고 있다. 이질암은 성전면

일대에서만 노출되어 있는 반면, 사질암은 연구지역에

서 대체로 폭 넓게 발달하고 있다. 그리고 기반암을

비롯하여 모든 암체들이 쥬라기 화강암에 의해 관입당

하거나 백악기 화산암류가 피복하고 있다 (Fig. 1).

고원생대 화강암질 편마암은 장석반정을 갖고 있는

것이 특징이나, 저어콘들이 퇴적기원임을 지시하고 있

어, 화강암조직을 보이는 준편마암이다. 이 암체의

SHRIMP U-Pb 저어콘 연대는 1885±15 Ma로 고원생

대 후기에 해당한다(Kim et al., 2014). 석영편암은 화

강암질 편마암 직상위에 놓이고, 일부 지역에서는 석

회암과 접하고 있다. 이 석영편암은 고원생대의 화성

암을 근원암으로 하는 변성퇴적암으로 최고 퇴적시기

는 SHRIMP U-Pb 저어콘 연대 측정 결과, 약 1884

±6 Ma이다(Kim et al., 2014).

연구지역의 변성퇴적암인 저변성 이질암과 사질암은

월출산 동측에 북동 주향으로 약 6 km 내외 폭을 가

지고 넓게 분포하고 있는 지층이다. 성전면에 소규모

분포하는 변성이질암은 SHRIMP U-Pb 저어콘 연대

결과 약 322±4.8 Ma로 퇴적시기가 전기 석탄기 내지

그 이후이다(Choi et al., 2015). 변성사질암층은 1:25

만 목포도폭(Choi et al., 2002)의 갈두층, 1:5만 장흥

도폭(Choi and Yoon, 1968)과 강진도폭(Chang and

Kim, 1967), 해남도폭(Kinosaki, 1929)의 용암산층, 설

옥리층, 선캠브리아 서기산층을 포함하고 있다. 학송리

의 변성사질암 층준 내에는 유백색의 돌로마이트와 규

암층이 협재되어 있으며, 폭은 수 m 내외로 측방연장

으로 추적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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쥬라기 화강암은 중립질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심하

게 풍화된 양상을 보이고 있으며, 평야와 구릉지 등의

저지대를 형성하고 있다. 연구 지역에서는 변성사질퇴

적층 주변의 저지대를 따라 분포하고 있다. 백악기 화

산암류는 유문암과 응회암으로 구분되며, 연구 지역에

넓게 노출되어 있을 뿐만 아니라, 퇴적암체를 피복하

고 있다. 응회암의 저어콘은 반자형 내지 자형의 주상

결정으로서 CL 영상에서 마그마 기원의 진동형 누대

구조를 나타낸다.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에

의한 가중평균연령은 85.6±0.68 Ma이다(n=14, MSWD

=2.4) (Kim et al., 2014).

3. 암석기재 (분석시료)

노두 상에서 변성사질암은 전체적으로 담회색 내지

회색이나, 담회색 띠와 암회색 띠가 서로 교호하며 층

리 발달을 보여주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변성사질암

은 주로 중립 내지 세립의 석영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뚜렷한 방향성을 가진다(Fig. 2). 층리의 주향과 경사는

대체로 북동 내지 북서 방향이고 경사는 북쪽 경사를

하며 경사각은 40o 이상이다. 층후는 영암도폭에서 약

350 m로 계산되며, 장흥, 해남, 강진일원에서는 대략

2000 m이상으로 추정된다. 변성사질암의 대자율은

0.05-0.1 mSI로 변성이질암의 >20 mSI과는 큰 차이를

보인다.

현미경하에서 석영은 대부분 중립 내지 세립질이고,

그 외 소량의 백운모와 흑운모, 녹니석, 녹염석, 알칼

리장석, 미사장석, 저어콘, 티탄석 등이 관찰된다

(Fig. 3a). 석영은 대체로 재결정되어 모자이크 조직

(mosaic texture)을 보이면서 석영입자들의 장축이 일

Fig. 1. Sample location and geological map of the Yeongam-Gangjin area modified after Choi and Yoon (1968), Chang and

Kim (1967) and Kinosaki (1929). The inset shows major tectonic divisions of the Korean Peninsula. OMB=Ogcheon

Metamorphic Belt; TB= Taebacksan Basin; YM=Yeongnam Massif. SHRIMP U-Pb zircon age were obtained from the

following sources: ① Kim et al., 2014, ② Ha, 2014. ‘‘?’’ : Inferred area of the Upper Paleozoic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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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한 방향성을 보이고 있으며, 층리를 형성할 뿐 만

아니라 점이층리도 관찰된다(Fig. 3a,b). 흑운모는 적갈

색 내지 암적색의 타형이며, 석영 입자들의 경계부를

채우거나 층간을 채우고 있다. 일부 흑운모는 녹니석

Fig. 2. Outcrop photographs showing fine-grained metapsammite with weak quartz layers. (a),(b) Omcheon-myeon, (c)(d)

Seongjeon-myeon.

Fig. 3. Photomicrograph of the metapsammite. (a) Quartz+chlorite+muscovite+biotite+epidote±alkali feldspar±titanite

assemblages. (b) Quartz with mosaic texture. (c), (d) Chlorite and epidote occur as metamorphic minerals after replacement

of bio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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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변질되거나 치환되어 녹렴석과 함께 산출하기도

한다(Fig. 3c,d). 백운모는 대부분이 세립의 반자형 내지

타형의 결정으로 산출하고, 약한 편리를 형성하기도 한

다(Fig. 3a). 그 외 소량의 저어콘과 티탄석 등이 관찰

된다. 석영입자들이 점이층리 조직을 보이고, 타형의

흑운모 결정들이 층간 광물로 산출하는 것으로 보아,

석영과 흑운모는 대부분 쇄설성기원임을 알 수 있다. 

변성사질암은 다음과 같은 세 가지 점에서 저변성작

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첫째로, 녹니석이 안정화

된 광물로 산출하는 것, 둘째, 흑운모가 암적색을 띠고

타형으로 산출한다는 점, 셋째, 석영+흑운모+백운모

+녹니석+녹렴석+미사장석±알칼리장석±티탄석의 광

물조합을 갖는 것이다. 또한, Lee et al.(2003) 역시

소위 갈두층의 사암이 백운모+흑운모+녹니석+녹렴석

+사장석+정장석+석영으로 구성되고, 이들 광물 조합

과 광물의 화학성분을 근거로 저온-고압의 저변성 작

용을 경험하였음을 보고하였다. 영암-강진 일원의 변성

사질암과 비교해보면, 광물조합이 일치하고, 녹니석과

흑운모, 석영 등의 산출양상이 유사하다. 

4. 연대측정 및 결과

변성사질암의 연대측정을 위해 3개의 시료(YM-518,

YM-517, YM-367)를 채취하였다. 세 시료가 위치한 곳

은 모두 1:25만 목포도폭에서 선캠브리아 갈두층으로

기재되어 있으며, 강진군 영산리(YM-518)와 기좌리

(YM-517)에서 채취한 변성사질암은 장흥도폭(Choi and

Yoon, 1968)의 시대미상 용암산층에 해당하고, 강진군

송학리(YM-367)에서 채취한 변성사질암은 해남도폭

(Kinosaki, 1929)의 시대미상 서기산층에 해당한다. 각

시료의 노두 좌표는 34o45'28.13"N, 126o45'23.05"E

(YM-518), 34o45'20.12"N, 126o45'35.41"E (YM-517),

34o40'3.31"N, 126o44'22.90"E (YM-367)이다.

저어콘은 Cheong et al.(2013)의 방법에 따라 분리

하였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캠퍼스의 주사전

자현미경(JEOL: JSM-6610LV)을 이용하여 후방산란전

자영상(Backscattered electron)과 음극선발광영상

(Cathodoluminesecne)을 촬영하고, 저어콘의 내부 구

조 확인과 분석점 위치를 결정하였다. 그리고,

SHRIMP-IIe 기기로 연령측정분석을 실시하였다. 표준

물질로는 SL13과 FC-1를 사용하였고, SL13은 U 농

도 측정과 보정을 위해 사용하였으며, FC-1는 연대보

정을 위하여 미지시료 3점 분석마다 한번씩 분석하였다.

점분석은 Ireland and Williams(2003)과 Williams(1998)

의 절차에 따라 실시하였고, 프로그램 Isoplot/EX 3.6

과 Squid2.5(Ludwing, 2008)을 이용하여 연령 계산을

하였다. 쇄설성 저어콘의 최고 퇴적시기를 결정하기 위

해 가능한 한 저어콘 입자의 최외곽부를 분석하였고,

분석 결과는 Table 1에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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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저어콘의 입자에서 41점을 분석하였다. 분리된 저

어콘은 대체로 연보라색 내지 분홍, 갈색을 띠는 투명

한 입자이다. 입자들은 장축이 약 50~300 µm 정도의

크기이고, 장단축 비가 약 1:2~1:3로 주상형이며, 이들

최외곽부는 운반·퇴적작용으로 인해 둥글게 마모된

아원형이다. 음극선 발광영상에서 보면, 대부분의 저어

콘은 상속핵을 가지며, 상속핵 주변으로 뚜렷한 진동

형(oscillatory) 내지 띠형(band) 누대구조를 보인다. 일

부 저어콘은 상속핵없이 진동형 내지 띠형 누대구조를

보이거나, 뚜렷한 누대구조 없이 약간의 명암차이만 나

는 경우도 있다(Fig. 4a). 그 이외에, 특별한 조직이

관찰되지 않는 검은 색의 외연부를 띠는 저어콘도 있

다. 분리된 저어콘 입자의 SHRIMP U-Pb 분석결과,

측정된 연대는 265±5Ma에서 2383±7Ma의 넓은 연

령 분포범위를 보이지만, 대체로 일치곡선에 도시된다.

Th/U 비는 대체로 0.1~1.41로 화성기원 저어콘의 특

징을 나타내고, 변성기원으로 추정되는 어두운 최외곽

부에서 0.005-0.088로 낮은 Th/U 값을 보인다. Th/U

비가 0.1보다 큰 분석점들의 가중평균연령은 1875.3±

3.2 Ma (MSWD=1.3, n=29)이다(Fig. 5a). 그리고, U

함량이 346 ppm이고, Th/U 비는 0.99인 한 개의 입

자에서 265±5 Ma의 젊은 겉보기 연령이 구해졌다. 고

생대 연령을 보이는 저어콘은 뚜렷한 누대구조 없이

약간의 명암차이만 보이고, 퇴적에 의해 마모되어 아

원상이다.

강진군 기좌리 일원의 변성사질암(YM-517): 총 40

개 저어콘 입자에서 43점을 분석하였다. 분리한 저어

콘은 연보라 내지 짙은 보라색, 갈색을 띠는 대체로

투명한 입자들로, 장축이 최대 300 µm에 이른다. 장단

축 비는 약 1:2~1:3이고, 입자 형태는 대부분이 주상

형이지만, 운반·퇴적작용에 의해 둥글게 마모되어 있

다. 음극선 발광영상에서 대부분의 입자들은 진동형,

띠형 누대구조를 잘 보여주지만, 일부 입자들은 뚜렷

한 누대구조 없이 명암 차이만 보이거나, 상속핵을 가

지기도 한다(Fig. 4b). Th/U 비는 대체로 0.1~1.51로

화성기원 저어콘의 특징을 나타내고, 0.007-0.094로 낮

은 Th/U 값을 보이는 분석점은 어두운 최외곽부로서

변성기원으로 추정된다. 계산된 저어콘 U-Pb 연령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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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HRIMP zircon U-Pb isotopic data for the metapsammite in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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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246±4 Ma에서 3509±16 Ma까지의 넓은 분

포범위를 보이지만 모두 일치곡선에 도시된다(Fig. 5b).

고원생대 연령을 보이는 입자들은 다양한 누대구조를

보이고, Th/U 비는 0.1보다 크며, 이들의 가중평균 연

령은 1877.7±2.5 Ma (MSWD=0.77, n=26)이다. 그

러나, 고생대 연령을 보이는 네 개의 저어콘 입자들

중에서 자형이면서 진동누대구조가 잘 보이는 입자의

U 함량은 839, 646 ppm이고, Th/U 비는 1.51와 0.42

로 이들 연령은 각각 355±6 Ma, 246±4 Ma이다. 그

리고 다른 두 개의 저어콘 입자는 아원형으로 뚜렷한

누대구조가 없다. 이들의 U 함량은 413, 542 ppm이고,

Th/U 비는 0.53과 0.67로 이들 연령은 각각 511±

11 Ma, 288±5 Ma이다. 

강진군 송학리 일원의 변성사질암(YM-367): 총 32

Table 1.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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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 입자에서 55점을 분석하였다. 분리한 저어콘은 강

진군 영산리와 기좌리의 것과 같이 보라색 내지 분홍

색, 갈색을 띠는 투명한 입자이다. 입자들의 장축이 약

100~300 µm 정도의 크기로 장·단축 비가 약

1:3~1:4인 주상형이다. 입자들의 형태는 퇴적에 의해

마모되어 아원상을 보이기는 하지만, YM-517과 YM-

518에서 분리한 저어콘보다 마모 정도가 적으며 자형

에 가깝다. 음극선 발광영상에서 입자들은 진동형과 띠

형 누대구조를 보이거나 상속핵을 가지며, 일부 입자

는 명암 차이만 보이기도 한다(Fig. 4c). Th/U 비는

대체로 0.11∼1.39이며, 이는 진동누대구조가 지시하는

화성기원 저어콘의 특징과 일치하고, 0.01~0.097로 낮

은 Th/U 값을 보이는 분석점은 어두운 최외곽부로서

변성기원으로 추정된다. 저어콘 연령은 252±4 Ma에서

2679±8 Ma 까지의 넓은 분포 범위를 보이지만, 모두

일치곡선에 도시된다. Th/U 비가 0.1보다 큰 분석점의

가중평균연령은 1878.1±3.2 Ma (n=35, MSWD=1.12)

이다(Fig. 5c). 한 입자에서 측정된 U 함량은 각각

2617과 300 ppm이고, Th/U 비는 각각 0.30과 0.46

이며, 이 분석점에서 구해진 겉보기 연령은 290±4 Ma

와 252±4 Ma이다. 이 입자는 자형에 가깝고, 뚜렷한

진동누대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5. 토 의

5.1. 변성퇴적암의 퇴적시기 

소위 갈두층으로 명명되었던 영암-강진일원의 변성

사질암에서 분리한 쇄설성 저어콘에서 고생대 연령이

산출되었다. 분석점 수가 많지 않아 통계학적으로 평

균연령을 계산하기는 어렵지만, 산출된 각각의 고생대

연령은 의미가 있는 것으로 생각된다. 첫째, 여러 시료

(Ha, 2014; Ha et al., 2014; Kim et al., 2014)에서

10 Ma 범위 내 유사한 후기 고생대 연대가 계속 보고

되고 있다. 둘째, 저어콘의 누대구조가 뚜렷한 자형이

거나, 뚜렷한 누대구조 없이 둥근 형태인 경우에만 유

사범위의 고생대 연령을 산출하고 있다. 그러므로 상

기와 같은 두 가지의 특징적인 유사성을 고려해 볼 때,

이번 연구에서 분석된 고생대 연령의 분석점 수가 적

Fig. 4.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selected zircon grains. Ellipse and values at each spot represent the locations for

SHRIMP dating and ages(Ma). Scale bars are 100 µ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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긴 하나, 각각의 연령은 의미 있는 값이라 할 수 있다.

변성사질암들(YM-518, YM-517, YM-367)의 연대측

정 결과를 종합해보면, 한반도 기저암체의 특징적인 연

령인 약 1.87Ga의 연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일

부 저어콘 입자에서 약 534, 511, 355, 265, 251,

246 Ma 등의 전기 트라이아스기를 포함하는 고생대 연

령을 보인다. 특히, 고생대의 젊은 연령은 아원형의 누

대구조가 없는 저어콘과 자형이면서 뚜렷한 진동누대

구조를 보이는 형태의 저어콘에서 산출된다. 그러나 젊

은 고생대 연령을 지시하는 저어콘들은 대부분 뚜렷한

진동누대구조를 갖는 자형들에서 보고되었다(Ha et al.,

2014; Kim et al., 2014). 변성사질암에서 분리한 저

어콘의 누대구조와 높은 Th/U 비(0.3~1.51)는 저어콘

의 근원암이 화성기원(Vavra et al., 1999; Hartman

et al., 2000)임을 지시한다. 그러므로, 영암-강진 일원

에 분포하는 변성사질암은 대부분 고원생대 오로시리

아기(Orosirian)의 화성암을 근원암으로 하며, 그 밖에

오로시리아기 변성암과 시데리아기 - 리아시아기

(Siderian - Rhyacian), 캠브리아기 전세-중세(Terreneuvian

- Series 2), 석탄기 미시시피세(Mississippian), 페름기

과달루피아세(Guadalupian)의 화성암이 근원암으로 소

량 유입된 것으로 해석된다(Cohen et al., 2013). 

결론적으로, 장흥도폭(Choi and Yoon, 1968)의 용암

산층, 해남도폭(Kinosaki, 1929)의 서기산층, 그리고 강

진도폭(Chang and Kim, 1967)의 설옥리층은 동일한

시기에 퇴적된 변성사질암이다(Fig. 1). 그러므로 Kim

et al.(2001)이 영암-강진 지역의 서기산층, 설옥리층,

용암산층의 변성퇴적암층을 갈두층으로 정의한 것과 이

중 일부를 상부 고생대의 송지층군으로 분대한 것은

검토해 보아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Fig. 5. Tera-Wasserburg diagrams showing the spot analyses of zircon from (a) sample YM-518, (b) sample YM-517 and (c)

sample YM-36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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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e et al.(2010)는 태백산분지 평창탄전 사동층의

녹회색 사암에 대한 LA-ICP-MS 저어콘 연령 측정으

로 가장 젊은 저어콘의 생성연대가 297±6 Ma임을 보

고하였다. 이러한 결과로 사동층의 최고 퇴적시기는 전

기 페름기에 해당하고, 전기 페름기 이후에 형성된 지

층으로 판단하면서 삼척탄전의 장성층에 대비하였다.

또, Lee et al.(2012)는 삼척탄전 고한층과 동고층의

사암층에 대한 LA-ICP-MS 분석으로 각각 약 261±

2.5(n=5)와 252±7.3 Ma (n=4)의 저어콘 연령을 보고

하였다. 이러한 결과, 고한층은 후기 페름기 이후에 퇴

적되고, 동고층은 전기 트라이아스기에 퇴적된 것으로

해석하였다. 영암-강진일대 변성사질암과 평창 및 삼척

탄전의 사암 연대를 비교해 보면, 연구지역 변성사질

암은 사동층의 사암보다는 젊고, 고한층-동고층의 사암

과는 매우 유사한 연령 값인 265, 251, 246 Ma를 보

인다. 그러므로, 영암-강진 일대 변성사질암은 상부고

생대 지층으로, 태백산분지의 고한층-동고층 혹은 녹암

층에 대비되며, 퇴적시기는 후기 페름기 내지 전기 트

라이아스기 이후이다(Fig. 6). 

5.2. 상부 고생대 층서 고찰 및 제안

갈두층은 Kim et al.(2001)에 의해 처음 붙여진 층

명으로, 해남도폭의 덕룡산층과 용동리층 일부, 남창도

폭(Kim and Park, 1967)의 용암산층 일부, 그리고 노

화도도폭(Shimamura, 1930)의 백운모편암층, 덕룡산규

암 일부를 통합한 층명으로, 회색~담록회색의 세립~

극조립 사암, 함력사암, 역암 등으로 구성된다고 정의

하였다. 또한, 1/25만 목포지질도폭(Choi et al., 2002)

에서는 장흥도폭의 천운산층, 용암산층, 설옥리층, 강

진도폭의 설옥리층, 그리고 해남도폭의 서기산층과 덕

룡산층 등을 포괄하여 갈두층으로 통폐합하면서 매우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갈두층이 탄생되었다. 그리고, 갈

두층 상부는 노화도도폭(Shimamura, 1930)에서 정의

된 덕룡산규암과 부정합 관계를 가지며, 송지층군의 구

성광물과 퇴적상이 갈두층의 그것과 다름을 근거로 하

여 갈두층의 지질시대를 잠정적으로 선캠브리아로 놓

았다.

하지만, 최근 여러 학자(Ha, 2014; Ha et al., 2014;

Kim et al., 2014)들에 의해 일부 지역의 갈두층이 선

Fig. 6. Stratigraphic correlation of the Pyeongan Group. Fm: Formation. 1: Lee et al.(1965), 2: Suh et al.(1985), 3: Kim et

al.(2012), 4: Lee et al.(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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캠브리아가 아닌 상부고생대임이 밝혀졌다. Ha et

al.(2014)는 강진군 서산리에 분포하는 소위 갈두층으로

알려진 서기산층이 담회색을 띠는 조립질의 변성사암이

며,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을 통해 2495 Ma,

1865 Ma, 265 Ma(n=3, MSWD=0.48)의 세 연령군을

보고하였다. 이러한 연령 측정 결과로, 소위 갈두층 사

암의 퇴적 상한시기를 페름기로 제안하고, 평안누층군

의 고한층에 대비하였다. 영암도폭(Kim et al., 2014)

에서는, 영암군 학송리와 갈동리에 분포하는 사암층에

대해 각각 약 267 Ma (n=3, MSWD=0.84)와 262 Ma

(n=3, MSWD=0.88)의 고생대 연령을 보고하면서, 영

암도폭 내 사암층의 퇴적시기를 페름기 중기 이후로

제한하고, 장흥도폭(Choi and Yon, 1968)내 용암산층

연장부이면서, 소위 갈두층으로 명명된 사암층을 후기

고생대 평안층군에 대비하였다. 

본 연구에서도 장흥도폭의 용암산층과 해남도폭의

서기산층 등을 포함하고 있는 소위 갈두층에 해당하는

변성사질암에 대해 SHRIMP U-Pb 저어콘 연대 측정

을 실시하였다. 그 결과, 약 1.87Ga의 연대가 가장 우

세하게 나타나고, 약 246-265 Ma의 고생대 연령이 산

출하였다. 따라서, 이들 암체의 퇴적시기는 후기 페름

기 내지 전기 트라이아스기 이후이며, 상부고생대 평

안층군에 해당하는 변성사질암이다. 그리고, 호남탄전

의 천운산층과 삼척탄전의 고한층-동고층, 혹은 녹암층

에 대비된다.

이상의 연구 결과를 종합해보면, 영암-강진 일원의

소위 갈두층이면서, 장흥도폭의 용암산층과 해남도폭의

서기산층은 선캠브리아가 아닌 상부고생대 평안층군에

대비되는 변성사질암이다(Fig. 6). 이 뿐만 아니라, 해

남도폭 서기산층의 연장부인 강진도폭 설옥리층도 지

층의 주향과 경사를 고려할 때, 상부고생대 평안층군

의 변성사질암에 해당될 것으로 본다. 

송종층 역시 Kim et al.(2001)에 의해 명명되었으며,

이 층을 다음과 같이 정의하고 있다; ‘‘북북동-남남서

주향의 대상 분포하고, 사층리를 보이는 사암과 식물

화석을 함유하는 흑색 셰일이 호층으로 발달하고 있으

며, 박층의 무연탄층이 협재한다.’’ 그리고, 장흥도폭의

시대미상 설옥리층 일부 및 고생대말 명봉층, 강진도

폭의 설옥리층 중 흑색천매암질암의 일부, 해남도폭의

덕룡산층 중의 백운모편암대와 용동리층, 남창도폭의

설옥리층과 오산리층, 그리고 노화도도폭의 상부 백운

모편암층의 각 일부가 해당한다고 기재하고 있으며, 해

남군 송지면 송종리의 북동부를 표식지로 제시하였다.

또한, Kim et al.(2001)는 송종층에서 발견된 식물화석

으로 송종층을 페름기 초로 규정하고, 화순탄전의 함

탄층과 삼척탄전의 장성층에 대비하였다. 그리고, 1/25

만 목포지질도폭(Choi et al., 2002)에서는 송종층에

대비되는 중부 평안층군이 소위 갈두층과 충상단층으

로 접하면서 양층이 반복출현하는 것으로 해석하였다.

상기 송종층에 대한 기존 연구 결과들을 검토해 보

면, 최초 지층명 명명자들이 주장하고 있는 지질시대

와 분포가 일치하지 않는다. Kim et al.(2001)이 보고

한 송종층의 3속 6종 식물화석 중, 2종만이 석탄기 말

에서 페름기 초를 지시함에도 불구하고, 송종층의 지

질시대를 페름기초로 국한시켰다. 그러나, 송종층은 2

종의 식물화석이 지시하는 석탄기-페름기로 해석되는

것이 타당하며, 호남탄전의 오산리층(Lee et al., 1965;

Suh et al., 1985)에 대비될 수 있다. 이뿐만 아니라,

최근 영암군 성전면 일대의 소위 송종층인 변성이질암

의 SHRIMP 저어콘 연대가 약 322Ma로 이 층은 중

기 내지 후기 석탄기 오음리층에 대비된다(Choi et

al., 2015). 그러므로 송종층은 식물화석에 의해 석탄기

-페름기이지만, SHRIMP 저어콘 연대에 의해 중-후기

석탄기로 제한된다(Fig. 6). 

또한, 송종층이 여러 지역에서 충상단층에 의하여 반

복 출현함을 제시하였으나, 송종층이 분포하는 성전면

에서는 충상단층의 증거는 관찰되지 않으며, 소위 송

종층과 그 상위의 지층이 등사습곡에 의한 역전현상을

보여주고 있다(Choi et al., 2015). 따라서, 1:25만 목

포지질도폭(Choi et al., 2002)과 Kim et al.(2001)에

의해 기술된 바와 같이 서로 다른 지질시대를 갖는 지

층들이 충상단층에 의하여 반복 출현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송종층은 중-상부 석탄기 지층으로서 등사습곡

에 의하여 역전되어 발달한다(Fig. 6).

6. 결 론

영암-강진일대에 분포하는 변성사질암은 1:25만 목

포도폭에서는 선캠브리아 갈두층으로 명시되어 있고,

1:5만 장흥도폭과 해남도폭에서는 각각 시대미상 용암

산층과 서기산층으로 기재되어 있다. 이처럼 암상은 동

일하지만, 서로 다른 지질시대와 층명으로 명시된 변

성사질암체의 SHRIMP 저어콘 U-Pb 연령측정 결과,

약 1.87Ga의 연대가 가장 우세하게 나타나고, 약 246-

265 Ma의 젊은 연령이 산출되었다. 이로 부터 영암-강

진일대 변성사질암의 퇴적시기가 후기 페름기 내지 전

기 트라이아스기임을 판단할 수 있으며, 호남탄전의 페

름기 천운산층과 삼척탄전의 고한층-동고층 혹은 녹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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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에 대비할 수 있다. 

결론적으로, Kim et al.(2001)에 의해 정립되었던

갈두층과 송종층의 지질시대와 분포 등은 최근 연구

결과와 상이하므로, 갈두층과 송종층을 새롭게 정의한

의미는 없어졌다고 본다. 뿐만 아니라, 이 지역을 연구

할 때, 5만 도폭에서 명명한 지층과 Kim et al.(2001)

이 명명한 지층간의 구분이 어려워 연구자들에게 많은

혼란을 주고 있다. 그러므로 옥천대 남서부 지역에 분

포하는 변성퇴적암 연구 시, 갈두층과 송종층의 층명

사용은 재고해야 될 것으로 본다. 또한, 확실한 지질학

적 증거가 없을 경우, 기존 5만 도폭에서 명명한 층명

을 따르는 것이 지층명의 혼란을 줄일 수 있다고 생각

된다. 그리고, 옥천대 남서부 경계부 지역에서 상부고

생대 지층의 분포가 확실하게 규명되었을 때, 이에 상

응하는 지층명을 부여하는 것이 합리적이며, 분포가 확

실치 않을 때는 상부고생대 ‘‘이질암’’ 혹은 ‘‘사질암’’

으로 통칭할 것을 제안한다. 

사 사

이 논문은 2015년도 미래창조과학부의 재원으로 한

국지질자원연구원 주요사업인 ‘‘지질도폭 조사연구’’

(GP2015-004)와 국내 식·의약품용 점토광물 활용기

술개발(GP2015-019)의 지원을 받아 수행된 연구이다.

많은 조언과 유익한 도움말을 주신 익명의 심사위원들

께 감사드린다. 

References

Chang, K.H. and Kim, K.T. (1967)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Gangjin sheet (scale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15p.

Cheong, C.H. and Kim, G.S. (1966)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Neungju sheet (scale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42p.

Cheong, W., Cho, M. and Kim, Y. (2013) An Efficient
Methods for Zircon Separation Using the Gold Pan.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v.22,
p.63-70.

Choi, P.-Y., Choi, H.-I., Hwang, J.-H., Kee, W.-S., Koh,
H.J., Kim, Y.B., Lee, B.-J., Song, K.Y., Kim, J.C. and
Choi, Y.S. (2002)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Note of the Mokpo and Yeosu sheet (scale 1:250,00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45p.

Choi, S.J., Kim, D.-Y., Cho, D.-L. and Kim, Y.-B. (2015)
Detrital zircon U-Pb Ages of the Metapelite on the
Southwestern Part of the Ogcheon Belt and Its Strati-
graphical Implication.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

ety of Korea, v.24, p.1-9.
Choi, Y.K. and Yoon, H.D. (1968)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Jangheung sheet (scale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18p.

Cohen, K.M., Finney, S.C., Gibbard, P.L. and Fan, J.-X.
(2013; updated). The ICS International Chronostrati-
graphic Chart. Episodes 36: 199-204.

Ireland, T.R. and Williams, I.S. (2003) Considerations in
zircon geochronology by SIMS. In: Hanchar, J.M. and
Hoskin, P.W.O. (eds.), Zircon: Reviews in Mineralogy
and Geochemistry,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
v.53, p.215-241.

Ha, Y.J. (2014) SHRIMP U-Pb age distribution of the zir-
cons from the Precambrian basement and overlying
meta-sedimentary rocks distributed in Homan Shear
Zone and their geologic implications. Thesis for the
Degree of Master of Science, Pukyong National Uni-
versity, 77p.

Ha, Y.J., Gwak, M.S. and Song, Y.-S. (2014) SHRIMP U-
Pb geochronology of detrital zircons from Yeongjeon
formation and Galdu formation in the Gangjin area.
Preceeding of the Annual Joint Conference, the Pet-
rological Society of Korea and the Mineralogical Soci-
ety of Korea, p.102-104.

Hartman, L.A., Leite, J.A.D., Silva, L.C., Remus, M.V.D.,
McNaughton, N.J., Groves, D.I., Fletcher, I.R., Santos,
J.O.S. and Vasconcellos, M.A.Z. (2000) Advances in
SHRIMP geochronology and their impact on under-
standing the tectonic and metallogenic evolution of
southern Brazil. Australian Journal of Earth Sciences,
v.47, p.829-844.

Kim, B.K. and Park, B.K. (1966)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Dongbok sheet (scale 1:50,000).
Geological Survey of Korea, 33p.

Kim, H.S., Ree, J.-H. and Kim, J. (2012) Tectonometa-
morphic evolution of the Permo-Triassic Son-
grim(Indosinian) orogeni: Evidence from the late
Palezoic Pyeongan Supergroup in the northeastern
Taebaeksan Basin, South Korea. International Jouranl
of Earth Sciences, v.101, p.483-498. DOI 10.1007/
s00531-011-0683-x.

Kim, S.W. and Park, Y.D. (1967)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Namchang Sheet (scale
1:50,000). Geolgoical Survey of Korea, 16p.

Kim, Y.B., Chun, H.Y., Lim, S.-B., Choi, H.-I., Lee, C.-B.
and Kim, B.C. (2001) Plant Fossils and Stratigraphy of
Metasedimentary Rocks of Southeastern Part of Hae-
nam. Journal of the Paleontological Society of Korea,
v.17, p.35-52.

Kim, Y.B., Cho, D.-L. and Choi, S.J. (2014)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Yeongam sheet (scale
1:50,000).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77p.

Kinosaki, Yoshio. (1929) Haenam sheet(1:50,000). Geo-
logical Survey of Chosun. 

Lee, D.Y., Chun, C.S., Choi, S.K. and Kee, S.C. (1965)
Geological Report of Honam Coal Field on the
detailed investigation. Korea Coal Corporation, 54p.

Lee, S.R., Kim, Y.B., Lim, S.-B. and Koh, H.J. (2003)
Mineral chemistry and metamorphic characteristics of
the Precambrian Galdu Formation and late Paleozoic
Songji Group in the western Gangjin area, South



영암-강진 일원 변성사질암의 SHRIMP U-Pb 저어콘 연대 299

Korea. KIGAM Bulletin, v.7, p.3-15.
Lee, Y.I., Lim, H.S., Choi, T.J. and Orihashi, Y. (2010)

Detrital zircon U-Pb ages of the late Paleozoic Sadong
Formation in the Pyeongchang coalfield, Gangweon-
do Province, Korea: implications for depositional age
and provenance.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46, p.73-81. 

Lee, Y.I., Choi, T.J. and Orihashi, Y. (2012) Depositional
ages of upper Pyeongan Supergroup strata in the
Samcheock coalfield, eastern central Korea.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48, p.93-99.

Ludwig, K.R. (2008) SQUID 2: A User's manual. Ber-
keley, CA, Berkeley Geochronology Center Special
Publication, No. 2, 100p.

Park, S.-I. (1996) Conodonts of the Late Paleozoic Strata
in Cheongpung-Iyang Area, Hwasoon, Cheonnam.
Journal of the Geological Society of Korea, v.32, p.302-
312.

Shimamura, Shimbei (1930) Nohwado sheet (scale

1:50,000). Geological Survey of Chosun.
Son, C.M. and Kim, S.J. (1966) Geological Map and

Explanatory Text of Changpyeong Sheet (scale
1:50,000). Geolgoical Survey of Korea, 30p. 

Suh, H. G., Lim, S.-B., Bae, D.-J. and Baek, S.-H. (1985)
Honam coalfield(II): Western Hanch’on-Ch’unyang
area. Geological survey report of the coalfields of
Korea, v.7, 48p.

Vavra, G., Schmid, R. and Gebauer, D. (1999) Internal
morphology, habit and U-Th-Pb microanalysis of
amphibolite-to-granulite facies zircons: Geochronol-
ogy of the Ivrea Zone(Southern Alps).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v.134, p.380-404.

Williams, I.S. (1998) U-Th-Pb geochronology by ion
microprobe. In: Mickibben, M.A., Shanks III. W.C.,
Ridley, W.I. (eds.), Applications of Micro Analytical
Techniques to Understanding Mineralizing Processes.
Reviews of Economic Geology, v.7, p.1-35.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3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3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9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300 3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