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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HRIMP U-Pb age determination was carried out for deformed granites in the Aneui quadrangle, SW Yeongnam

Massif. Dating of zircons from a highly deformed mylonitic granite with banded structure and a relatively less

deformed porphyritic to augenic granites, that were known as Precambrian gneisses, yielded the same age of ca.

195 Ma. On the basis of this result and previous age data, Early to Middle Mesozoic igneous activity around the

Aneui area was interpreted as follows; Subduction-related granitic magmatism started with the intrusion of the

Hamyang Granite in the middle Triassic (ca. 225−219 Ma) mainly in the west of the area and ended with syenitic

intrusion at the end of Triassic period (ca, 220−210 Ma). After a relatively short period of quiescency, granitic

magmatism restarted with the intrusion of magma forming deformed granites dated in this study at the Early Juras-

sic of ca. 195 Ma and continued to ca. 189 Ma and dioritic intrusion was associated around the late stage of gra-

nitic magmatis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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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서부 영남육괴 안의도폭 지역의 변형 화강암류에 대한 SHRIMP U-Pb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선캠브리아 편마

암으로 알려진, 현저하게 변형된 호상구조를 보이는 압쇄조직의 화강암과 비교적 약하게 변형된 반상 내지 안구상의

화강암 각각 한 개씩의 시료에서 분리된 저어콘에 대한 연대측정 결과는 약 195 Ma로 연대가 동일하였다. 이 연구

결과와 기존의 연대자료에 의해 안의도폭 주변부 지역에서의 중생대 초-중기 화성활동은 다음과 같이 해석되었다: 트

라이아스 중기(약 225−219 Ma)에 섭입관련 화강암질 마그마작용이 주로 서부지역에서 함양 화강암의 관입으로 시작

되었고 트라이아스 말기(약 220−210 Ma)에 섬장암질 관입으로 끝났다. 비교적 짧은 휴지기 후에, 쥬라기 초기인 약

195 Ma에 이번 연구에서 연대가 측정된 변형 화강암류를 생성한 마그마의 관입으로 화강암질 마그마작용이 다시 시

작되어 약 189 Ma까지 계속되었으며, 화강암질 마그마작용의 말기에는 섬록암류의 관입이 수반되었다. 

주요어 : SHRIMP 저어콘 U-Pb 연령, 쥬라기 초기, 변형 화강암류, 영남육괴, 안의도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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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영남육괴는 경기육괴, 낭림육괴와 함께 한반도의 기

반을 이루고 있으며, 주로 선캠브리아 암석들로 구성

되어 있다. 영남육괴의 동남부는 백악기 경상분지에 퇴

적된 퇴적암층으로 덮여있어 북동의 태백산 지역부터

지리산 지역까지 북동-남서방향으로 노출된 분포를 보

인다(Fig. 1). 영남육괴는 대략 안동단층의 연장을 경계

로 하여 북동부와 남서부 지역으로 구분되었고, 북동

부는 태백산 지역(또는 지괴)로 남서부는 덕유산 지역

(Kobayashi, 1953) 또는 지리산 지괴(Kim and Park,

1980)로 명명된 바 있다. 

한반도 선캠브리아 육괴들에 분포된 화강암질 편마

암류들은 과거에 퇴적기원으로 알려져 왔으나

Song(1989)은 지구화학적 연구로 영남육괴 김천-상주

지역에 넓게 분포된 화강암질 편마암류가 화성기원임

을 밝힌 바 있다. 이후 화강암질 편마암에 대한 저어

콘 연대측정과 지구화학적 연구들로 대부분이 고원생

대 이후에 관입한 화성암체이며(e.g. Turek and Kim,

1996; Lee et al., 2002), 이들 중 상당 부분은 선캠

브리아가 아니라 현생이언에 관입한 것으로 밝혀졌다

(Lee et al., 2007; Song et al., 2015).

남서부 영남육괴의 북부에 해당되는 상주부터 김천

-거창을 거쳐 함양에 이르는 지역에는 페름기 말-삼첩

기 초기부터 쥬라기 초기까지의 화강암류들이 넓게 분

포하지만(cf. Lee et al., 2006, 2007; Park et al.,

2005, 2006b; Park 2012), 그 이남의 지리산 지역에

선 이 시기의 화성암류들이 비교적 드물고 국부적으로

산출된다. 안의도폭 지역은 이 두 지역의 경계부에 놓

이며, 도폭 지역의 가운데에 북동-남서 방향으로 선캠

브리아 편마암류가 넓게 발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어 있

다(Hwang and Park, 1968). 이 연구는 이들 선캠브

리아 편마암류로 분류된 암석 중 일부에 대해

SHRIMP 저어콘 연대측정을 수행하여 이들이 선캠브

리아가 아니라 쥬라기 초기에 관입한 변형된 화강암류

임을 보고하며, 연구지역에서의 중생대 화성활동의 시

기와 특성에 대해 토의하였다.

2. 지질개요

안의도폭 지역(Fig. 1)의 서부 지역에는 함양도폭

(Kim and Chwae, 1994)의 트라이아스기 함양 화강암

이 연장되어 분포하며, 쥬라기 화강암류들은 주로 동

부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북동부에 분포된 화강암류

는 거창 화강암의 연장이며, 가운데 지역에 안의도폭

(Hwang and Park, 1968)에서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

로 분류된 암체들이 북동-남서 주향으로 넓게 분포되

어 있다. 이번 연구로 이들 중 상당 부분이 쥬라기 초

기에 관입한 화강암류임이 밝혀져, 편마구조가 뚜렷하

고 그 특징이 영남육괴 다른 지역의 선캠브리아 편마

암류와 비교적 유사한 일부 암체만 선캠브리아기 편마

암류로 두고 나머지는 쥬라기 초기의 변형 화강암류로

수정하여 분류하였다. 이 지역의 남쪽 중앙부에서 약

간 서쪽에 산청 회장암이 긴 삼각형으로 연장되어 소

규모로 분포하고, 남동부에는 산청 섬장암의 연장부가

분포하고 있으며, 곳곳에 섬록암류가 다양한 크기의 관

입체로 발달되어 있다. 

선캠브리아 편마암류 중 호상편마암은 연구지역 중

앙부와 서쪽에 두 줄의 대상으로 북동-남서 방향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전체로 어두운 색을 띠고 흑운모가

주 구성광물인 우흑대와 규장질의 우백부가 교호를 이

룬 편마구조를 보인다. 호상편마암에선 각섬암상 내지

상부 각섬암상의 변성을 받은 영남육괴 이질 편마암의

대표적인 변성광물인 석류석과 규선석이 종종 산출된

다. 화강편마암은 안의도폭(Hwang and Park, 1968)에

서 조립화강암질편마암으로 분류된 암체로 현재로서는

그 시대가 불확실하다. 화강편마암 역시 부분적으로 모

르타르 또는 압쇄구조 등 변형구조가 발달되어 있지만,

Fig. 1. (a) Simplified tectonic map of South Korea showing

the location of the study area. (b) Geological map of the

Aueui quadrangle modified after Hwang and Park (19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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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로 조립질이고 편마구조가 비교적 뚜렷하여 변형

화강암류와 구별하여 선캠브리아 암체로 두었다. 이 연

구에서 쥬라기의 변형 화강암류로 수정하여 분류한 암

석들은 안의도폭의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 우백조립질 편마암 등으로 이들은 전체적으로

압쇄암화 된 특성이 강하다. 미그마타이트질 편마암으

로 분류되었던 변형 화강암은 일반적으로 중-세립질이

고, 압쇄 엽리가 현저하며, 흔히 우흑부와 우백부가 교

호를 이루고 있다. 변형 화강암 중 반상인 부분은 반

상변정질 편마암으로 분류되었던 암체로, 중-조립질이

고 엽리가 잘 발달되었고, 분홍색을 띠는 K-장석들이

변형된 반정상이나 안구상을 이루고 주위에 세립화된

석영들이 엽리를 이루며 둘러싼 모르타르 내지 덜 현

저한 압쇄구조를 보인다. 우백질 부분은 우백조립질 편

마암으로 분류되었던 암체로, 이번 연구에서 연대측정

을 수행하지는 않았지만 다른 변형 화강암류와 함께

압쇄구조를 이루며 수반되고 있어 쥬라기 초기 변형

화강암류의 일부로 함께 묶어 분류하였다. 

3. 연대측정 시료 및 분석방법

이번 연구에선, 안의도폭에서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류로 분류된 변형 화강암류 중 변형 화강암(시료

GPS-655)와 변형 반상화강암(시료 GPS-662)의 대표적

시료 각 1개씩을 선정하여 연대측정을 수행하였다

(Fig. 2). 시료 GPS-655와 GPS-662 각각의 채취위치는

WGS-84 경위도 좌표로 N35o34'46.4" E127o52'15.5"와

N35o38'29.9" E127o57'27.7"이며 Fig. 1에 그 위치를

표시하였다. 시료 GPS-655는 세립질의 변형 화강암으

로 우흑부와 우백부가 교호를 이룬 압쇄구조가 잘 발

달되었다. 시료 GPS-662는 조립질이고 엽리가 잘 발

달되었으며, 비교적 입자가 큰 분홍색 장석들이 변형

된 반정 내지 안구를 이루고 있다(Fig. 2).

암석 시료의 파쇄 및 저어콘 분리, SHRIMP 마운

트의 제작은 Yoon et al. (2014)와 같은 방법을 사용

하였다. SL13과 FC1 저어콘 스탠다드를 이용하였으며,

SHRIMP 분석 전에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환경연구

부의 음극광(CL) 탐지장치가 부착된 JEOL 모델

6610LV 주사전자현미경(SEM)을 이용하여 BSE (후방

산란전자) 영상과 CL (음극광) 영상을 얻어 결정형태

와 내부구조를 분석한 후 분석 점들을 선정하였다.

SHRIMP U-Pb 분석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에 있

는 SHRIMPⅡe를 사용해 실시하였고, 측정조건과 방

법 역시 Yoon et al. (2014)의 것과 동일하다. SQUID

version 2.5 및 Isoplot/Ex v. 3.6(Ludwig, 2008, 2009)

을 이용하여 연대측정 자료의 보정 및 연대 계산을 하

Fig. 2. Slabs and their photomicrographs (cross polar) of the samples for SHRIMP zircon U-Pb dating. (a) and (c): deformed

granite (sample GPS-655); (b) and (d) deformed porphyritic granite (sample GPS-662). Feldspar porphyroclasts are set in

strongly oriented fine-grained quartz aggregates. Pl: plagioclase; Qtz: quartz; Bt: biotite.



150 서재현·송용선·박계헌

였다. 이 연구에서의 연대측정 결과는 모두 95% (2σ)

의 신뢰도로 나타내었다.

분리된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이고, BSE 및

CL 영상에서 진동누대구조를 잘 보이며, 종종 크고 작

은 상속핵을 가지고 있다(Fig. 3). 압쇄구조가 현저한

시료 GPS-655의 저어콘들이 좀 더 긴 주상이며, 변형

반상 내지 안구상 조직의 GPS-662의 저어콘들은 굵고

짧은 주상을 이루고 있다.

Fig. 3. Cathodoluminescence (CL) images for the analysed zircon grains separated from deformed granites with locations of

analysed spots and their apparent ages in Ma. Spots are 25 µm in diameter. Scale bars are 100 µm in leng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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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과 및 토의

저어콘들의 SHRIMP U-Pb 연대측정 결과를 Table 1

에 나타내었고, 분석점의 위치와 겉보기 연대는 Fig. 3

에 표시하였다. 변형 화강암(시료 GPS-655)의 경우 19

점을 분석하였는데 이 중 한 점은 가운데 상속핵을 분

석한 것으로 Th/U 비가 1.13으로 높고 1840 Ma 정

도의 연령을 보여 우리나라 선캠브리아 기반암류에서

가장 흔하게 보고되는 고원생대 화성암류 기원임을 지

시한다. 나머지 18점들 역시 0.5~1.15의 높은 Th/U

비를 보이며 화성기원의 진동누대구조를 잘 보여준다.

이들 중 보통(common) 납의 농도가 높고 143 Ma의

이상적으로 낮은 연대를 보이는 한 점을 제외한 17점

으로부터 195.2 ± 0.55 Ma (2σ, MSWD = 1.5)의 일

Table 1. U-Pb zircon isotopic data for deformed granites in the Aneui quadrangle, SW Yeongnam massif

Sample 

No.

Spot 

No.

206Pbc 

(%)

U

(ppm)

Th

(ppm)
232Th/238U

206Pb/238U 

Age (Ma)

207Pb/206Pb

Age (Ma)

Discor-

dant (%)
238U/206Pb*

Error 

(±%)
207Pb*/206Pb*

Error 

(±%)

err 

corr

GPS-655

1.1 9.23 149 125 0.86 144±2 401±356 +65 45.6 1.5 0.0284 17.5 0.59

2.1 0.02 744 397 0.55 196±2 201±24 +2 32.3 1.0 0.0495 1.3 0.49

3.1 0.82 119 102 0.89 192±2 -41±145 +583 33.0 1.1 0.0467 5.6 0.45

4.1 0.38 120 128 1.10 195±4 143±95 -37 32.9 2.5 0.0407 10.4 0.39

4.2 0.16 164 122 0.77 198±2 169±69 -17 32.4 1.0 0.0423 4.3 0.41

5.1 0.42 138 100 0.74 195±3 158±92 -24 32.7 1.6 0.0458 3.9 0.39

6.1 0.39 135 134 1.03 199±3 71±172 -182 31.6 1.6 0.0548 9.0 0.40

7.1 -- 79 58 0.76 196±2 151±73 -31 32.5 1.2 0.0450 5.2 0.43

8.1 0.22 109 84 0.80 193±3 219±85 +12 32.9 1.8 0.0491 4.5 0.41

9.1 0.51 96 93 1.00 197±4 204±116 +4 32.6 2.7 0.0416 9.7 0.39

10.1 1.13 116 78 0.69 195±2 -141±175 +243 32.2 1.1 0.0505 4.6 0.46

11.1 0.76 126 137 1.13 197±4 20±130 -879 32.2 2.3 0.0501 9.8 0.44

12.1 1.63 60 37 0.63 193±2 -499±421 +141 32.4 1.4 0.0481 8.3 0.49

13.1 1.13 97 70 0.74 195±3 -113±246 +276 32.4 1.9 0.0468 7.4 0.31

14.1 0.06 29 37 1.31 1842±24 1931±20 +5 3.1 1.8 0.1103 3.6 0.56

15.1 0.56 132 90 0.70 192±2 156±107 -23 33.2 1.0 0.0473 3.7 0.41

16.1 0.88 108 118 1.13 193±5 44±147 -344 33.0 3.3 0.0445 10.9 0.41

17.1 0.00 246 178 0.75 196±2 215±40 +9 32.2 1.3 0.0538 5.5 0.48

18.1 0.00 562 271 0.50 196±2 183±27 -7 32.4 1.1 0.0484 1.5 0.48

GPS-662

1.1 0.56 109 73 0.69 196±2 123±135 -161 32.4 1.1 0.0485 5.7 0.34

2.1 0.38 148 123 0.86 195±2 144±100 -19 32.5 1.0 0.0489 4.3 0.44

3.1 0.26 141 151 1.11 194±2 -48±221 +12 32.8 1.1 0.0451 9.1 0.49

4.1 -- 196 208 1.10 195±2 -155±231 +21 32.6 1.1 0.0432 9.3 0.53

4.2 1.06 42 30 0.74 193±6 451±128 +26 32.9 3.0 0.0560 5.8 0.44

5.1 0.24 98 76 0.80 196±2 -62±126 -6 32.5 1.2 0.0449 5.2 0.44

6.1 0.52 71 59 0.86 194±3 40±166 +23 32.6 1.3 0.0468 6.9 0.46

7.1 0.67 99 84 0.88 193±2 156±130 -68 32.9 1.2 0.0492 5.5 0.45

8.1 0.10 210 218 1.07 193±2 179±134 +15 33.0 1.0 0.0497 5.7 0.46

9.1 0.67 67 47 0.73 190±2 -374±166 +5 33.4 1.3 0.0397 6.4 0.43

10.1 0.37 91 77 0.88 192±2 -216±167 -143 33.1 1.2 0.0422 6.6 0.45

11.1 0.49 95 84 0.92 198±2 324±129 +39 32.1 1.2 0.0529 5.7 0.47

12.1 0.29 120 45 0.39 193±4 121±69 -40 32.9 2.0 0.0484 2.9 0.47

13.1 1.39 115 42 0.37 199±2 -67±87 -26 31.9 1.0 0.0448 3.6 0.36

14.1 0.71 52 43 0.85 193±4 206±367 +41 32.9 1.9 0.0502 15.8 0.77

15.1 0.17 315 159 0.52 197±2 248±41 -32 32.2 0.8 0.0512 1.8 0.40

16.1 -- 284 37 0.14 195±3 120±45 +25 32.6 1.5 0.0484 1.9 0.57

17.1 0.46 234 203 0.90 192±2 -104±104 -73 33.1 0.9 0.0441 4.2 0.42

Errors are 1-sigma; Pbc and Pb* indicate the common and radiogenic portions, respectively. err corr : error correlation.

Common lead correction was applied 207Pb-method for the ages younger than 1,000 Ma and 204Pb-method for the ages older

than 1,000 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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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곡선 연령이 얻어졌다. 

변형 반상화강암(시료 GPS-662)의 경우 진동누대구조

를 보이는 18점을 분석하였는데 Th/U 비가 0.14~1.11

이고, 역시 191~201 Ma의 매우 좁은 범위의 연령을

보이는데, 이들로부터 거의 동일한 195.1 ± 0.45 Ma

(2σ, MSWD = 0.066)의 일치곡선 연령이 얻어졌다. 두

시료에서 얻어진 이 연대들은 변형 화강암류들의 마그

마 정치시기를 나타내며, 이들이 선캠브리아기 편마암

류가 아니라 쥬라기 초기의 같은 시기에 관입한 화강

암체임을 지시한다. 변형작용에 수반된 덧성장 현상은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상속핵이 아닌 경우 입자의 내

부나 주변부에서 측정된 연대는 동일하다. 화강암질 암

석에서 유체의 도입 없이 전단운동과 같은 변형작용으

로 저어콘이 덧성장하기는 어려운 것이 일반적으로 전

단운동의 시기를 알기는 어려울 것이다. 

안의도폭 지역의 중앙부에 분포된, 선캠브리아기 편

마암류로 알려져 있는 변형 화강암류의 생성시기를 결

정하고자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을 수행하였

다. 엽리구조가 가장 현저하고 세립질인 호상조직을 보

이는 암체와 조립질의 변형된 반상조직을 보이는 암체

모두에서 동일한 195 Ma의 쥬라기 초기 연대가 얻어

졌다. 

연구지역과 주변지역에 분포된 화성암체들에 대한

현재까지의 연대측정 결과를 보면, 서쪽에 분포된 함

양화강암이 약 219−225 Ma (Turek and Kim, 1995;

Park et al., 2006b)로 선캠브리아기 암석들을 제외하

면 가장 오래된 암체이다. 산청지역에서 연장된 섬장

암은 이보다 약간 젊은 210~220 Ma (Park et al.,

2006a; Seo and Song, 2010; Seo et al., 2013)로

이들은 트라이아스기 화성활동의 산물임을 지시한다.

섬록암류의 경우 TIMS 스핀 연대는 188 Ma (Sagong

et al., 2005)부터 194−199 Ma (Park et al., 2005,

2006b), TIMS 저어콘 연대는 189 Ma (Kim and

Turek, 1996) 등 다양한 연대가 측정되었는데, 최근에

수행된 거창지역 섬록암류와 화강암류에 대한

SHRIMP 저어콘 U-Pb 연대측정 결과(Han et al.,

2010)에선 섬록암이 약 190 Ma, 거창지역 화강암 중

각섬석 화강암류는 193−196 Ma, 흑운모 화강암은 약

189−194 Ma 정도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섬록암류가

기존 도폭들(Kim et al., 1964; Hwang and Park,

1968; Kim and Kim, 1970)에서 더 오래된 암석으로

분류되었다. 소규모 암체로 지역 곳곳에 관입하고 있

는 섬록암체의 산상과 최근의 연대측정의 결과로 볼

때, 화강암류와 섬록암류가 거의 연속된 관입시기를 보

이지만 섬록암이 조금 후기일 것으로 추정된다.

보다 정밀한 SHRIMP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를 중

심으로 이 지역에서 중생대 초-중기에 일어난 화성활

동의 시기와 특성을 간략하게 정리해 보면, 트라이아

스기 중기인 약 225 Ma에 함양 화강암으로 대표되는

화성활동, 트라이아스 말인 220−210 Ma 경에는 섬장

암의 관입, 그리고 약간의 휴지기를 거쳐 195 Ma 경

부터 190 Ma 부근까지 거의 연속적인 화강암류의 관

입과 그 말기에 보다 매픽한 섬록암류의 화성활동이

일어났다. 한반도에서 가장 활발했던 것으로 알려진 쥬

라기 화성활동 중 전기의 활동은 영남육괴에 집중되어

일어났다(Park, et al., 2010). 남서부 영남육괴의 가운

Fig. 4. Concordia diagrams for the zircons separated from deformed granites. a) sample GPS-655 b) sample GPS-662. Error

ellipses are at 1σ level and the calculated ages are at 95% confide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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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에 위치한 연구지역에 약 195 Ma부터 190 Ma 부

근까지의 연대를 보이는 화성암체들이 넓게 분포된 것

은 이런 화성활동의 특성과 잘 부합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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