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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ide ranges of fission-track (FT) ages were obtained from the Jurassic granite batholith in Jeonju-Gimje-Jeongeup

area, southwestern Okcheon Belt: sphene=158~70 Ma; zircon=127~71 Ma; apatite=72~46 Ma. Thermochronological

analyses based on undisturbed primary cooling and reset or partially-reduced FT ages, and some track-length data

reveal complicated thermal histories of the granite. The overall cooling of the batholith is characterized by a relatively

rapid earlier-cooling (~20oC/Ma) to 300oC isotherm since its crystallization and a very slow later-cooling

(2.0~1.5oC/Ma) through the 300oC-200oC-100oC isotherms to the present surface temperature. It is indicated that the

large part of Jurassic granitic body experienced different level of elevated temperatures at least above 170oC (maximum

>330oC) by a series of igneous activities in late Cretaceous. Consistent FT zircon ages from duplicate measurements

for two sites of later igneous bodies define their formation ages: e.g., quartz porphyry=73±3 Ma; diorite=73±2 Ma;

rhyolite=72±3 Ma; feldspar porphyry=78±4 Ma (total weighted average=73±3 Ma). Intrusions of these later igneous

bodies and pegmatitic dyke swarms might play important roles in later thermal rise over the study area including

hot-spring districts (e.g., Hwasim, Jukrim, Mogyokri, Hoebong etc.). On the basis of an assumption that the later-

cooling of granite batholith was essentially controlled by the denudation of overlying crust, the uplift since early

Cretaceous was very slow with a mean rate of ~0.05 mm/year (i.e., ~50 m/Ma). Estimates of total uplifts since

100 Ma, 70 Ma and 40 Ma to present-day are ~5 km, ~3.5 km and ~2 km, respectively. The consistent values of

total uplifts from different locations may suggest a regional plateau uplift with a uniform rate over the whole

granitic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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옥천대 남서부인 전주-김제-정읍일대 쥬라기 화강암질 저반체로부터 구한 FT 연대는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난다:

스핀=158~70 Ma; 저콘=127~71 Ma; 인회석=72~46 Ma. 교란되지 않은 일차냉각 및 리셋 또는 부분감소된 FT

연대, 그리고 일부 트랙 길이 측정자료에 기반한 열연대학적 해석을 통해 화강암체가 겪은 복잡한 지열사를 규명하였

다. 이 화강암체의 전체 냉각사는 정출 후 300oC 등온선까지의 비교적 빠른 전기 냉각(~20oC/Ma)과 300oC-200oC-

100oC 등온선을 거쳐 현재 지표온도에 이르기까지의 매우 느린 후기 냉각(2.0~1.5oC/Ma)으로 특징지어진다. 이 쥬라

기 화강암체의 많은 부분은 일련의 후기 백악기 화성활동에 의해 적어도 170oC 이상(최고 >330oC)의 다양한 수준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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달하는 지열상승을 겪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다양한 후기 화성암체들의 두 지점으로부터 중복측정된 FT 저콘 연대의

일치된 결과는 그들의 생성시기를 잘 정의한다: 석영반암=73±3 Ma; 섬록암=73±2 Ma; 유문암=72±3 Ma; 장석반암

=78±4 Ma (전체 가중평균=73±3 Ma). 이들 후기 화성암체와 페그마타이트 암맥군의 관입은 온천개발지역(화심, 죽

림, 목욕리, 회봉 등)을 위시한 연구지역 내에서의 후기 지열상승에 주요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이 화강암

저반체의 후기냉각이 지표면의 침식-삭박에 따른 상대적 융기에 의해 근본적으로 규제되었다고 가정하면, 전기 백악

기 이후의 융기는 연간 평균 약 0.05 mm (즉 백만 년에 약 50 m)의 매우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다. 100 Ma, 70 Ma,

40 Ma를 기준으로 현재까지의 총융기량은 각각 5 km, 3.5 km, 2 km 정도로 추정된다. 여러 지점의 일정한 융기량

은 암체 전체가 광역적으로 고르게 융기하였음을 지시한다. 

주요어: 전주 남부, 쥬라기 화강암질 저반체, 피션트랙 연대, 지열사, 융기사 

1. 서 론

한반도 남서부에는 가장 규모가 큰 진안-오수-순창-

강진을 잇는 순창전단대를 위시하여, 전주-무안-목포 간

의 전주전단대, 장성-무안 간의 광주전단대, 영광 부근

에서 전주전단대로부터 갈라진 영광전단대 등 여러 조

의 연성전단대(延性剪斷帶, ductile shear zone)가 존재

한다. Yanai et al. (1985)이 옥천대 남서부의 넓은 지

역에 발달돼있는 여러 조의 전단대를 호남전단대라 처

음 명명하고 구조지질학적 특징에 관해 보고한 이래,

전단대의 성인과 형성시기 규명은 한반도를 포함한 동

아시아의 지구조 진화를 이해하기 위한 주요 연구주제

로 부각돼왔다. 특히 전단대에 분포하는 유색광물의 엽

리조직을 뚜렷하게 보이는 화강암질암은 연성변형작용

을 받은 압쇄암으로 해석됨으로써(Lee et al., 1990,

2001; Kim et al., 1991, 1994; Jeon et al., 1991;

Kee and Kim, 1992; Na et al., 1997a; Cho et al.,

1999; Lee et al., 2003; Jeong et al., 2008), 전단

대에서 연성변형작용을 초래한 전단운동의 시기를 밝

히는 것은 주요 관심사이다. 전단운동이 일어난 시기

는 엽리조직을 갖는 암상의 관입 이후이자 비엽리상

암상의 관입 이전으로 제한될 수 있으므로, 다양한 암

상의 화강암질암의 관입 시기를 측정하고자 하는 노력

은 오래 전부터 지속돼왔다. 

1980년대 후반부터 시작된 연대 측정연구의 초기에

는 순창전단대 주변의 엽리상 화강암질암(예: 순창화강

암)과 비엽리상 화강암질암(예: 남원화강암)을 위시한

여러 화강암체의 관입 시기 규명을 위해 주력하였는데,

주로 Rb-Sr 전암 연대(Choo and Kim, 1986; Na,

1994), Ar-Ar 각섬석 또는 백운모 연대(Kim, 1986;

Kim et al., 1987), K-Ar 각섬석 연대(Kim, 1986;

Kim and Lee, 1988)를 위주로 보고되었다. Cluzel et

al. (1991b)은 Choo and Kim (1986)이 측정하여 발

표한 순창화강암의 Rb-Sr 전암연대(222±5 Ma)를 이용

하여 한반도 남서부의 전단운동 시기를 후기 트라이아스

기로 추정하였다. Cluzel et al. (1990, 1991a, 1991b)

은 우수 주향-이동성 전단운동을 경기육괴와 옥천대 남

서부가 속한 남중국 판과 영남육괴와 옥천대 북동부가

속한 북중국 판을 병치(竝置)되게 만든 큰 단층운동의

결과로 해석하였다. Yin and Nie (1993)는 호남전단대

를 두 중국 판이 트라이아스기에 충돌하는 과정에서

생긴 우수 주향-이동성 변환단층으로 해석하였다.

Cluzel et al. (1991b)이 전단운동 시기를 두 중국

판의 충돌시기인 트라이아스기로 제안하였으나, 신뢰도

가 높은 U-Pb 저콘 연대(182.6±8.0 Ma; Turek and

Kim, 1995; Kim and Turek, 1996)가 보고된 이후로

는 전단운동 시기를 두 중국 판의 충돌 이후인 쥬라기

로 보는 주장이 지배적이다(Chang and Lee, 1996;

Kwon and Ree, 1997; Cho et al., 1999; Otoh et

al., 1999;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Sagong et al., 2005; Cho et al., 2007; Jeong et

al., 2008; Kang, 2010; Jo et al., 2013). 

2000년대에 들어와서부터는 주로 저콘 또는 스핀을

이용한 U-Pb 연대 측정법에 기반하여 옥천대 중부에

서 남서부에 이르는 광범위한 지역에 분포하는 다양한

암상의 쥬라기 화강암질암에 대한 연대 측정연구들이

활발하게 수행돼왔다(Table 1). 특히 전주-김제-정읍 일

대의 전주전단대와 그 주변에 산출되는 거대한 저반상

화강암복합체에 대해서는 다양한 암상별로 관입 시기의

정의가 잘 이루어졌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Sagong et al., 2005; Jeong et al., 2008). 예

컨대 김제 동부의 전주전단대에서의 전단운동 시기는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173 Ma)의 관입

이후와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암(~170 Ma)의 관입 이전

으로 정의되었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이와 같이 전주-김제-정읍 일대의 화강암질 저반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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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관입 시기와 전단운동 시기는 잘 정의되었으나, 화

강암체가 정출 이후에 오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냉각사, 일차냉각 이후에 겪은

후기 지열사, 그리고 상부지각의 침식-삭박에 따른 융

기사 등에 관해서는 제대로 이해가 이루어진 바 없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광물의 결정격자 내의 우라늄의

자발 핵분열 흔적인 피션트랙(fission-track: FT)이 특

정 온도 이하로 냉각되면 새로 형성되고, 반대로 특정

온도 이상으로 가열되면 점점 아물다가(annealed) 마침

내 소멸되어(faded) 사라지는 특성을 이용하여 300oC-

200oC-100oC 등온선을 대표하는 스핀-저콘-인회석을 이

용한 FT 연대 측정과 트랙 길이 측정에 의한 열연대

학적 해석을 실시하고자 한다.

주요 연구 주제는 다음과 같다: 1) 화강암체의 정출

이후 현재 지표온도에 이르기까지의 전체 냉각사(정출

~300oC까지 전기 냉각, 300oC~100oC 간 후기 냉각,

100oC~지표온도까지 잔열 냉각); 2) 후기 지열영향으

로 인한 원래일차연대의 교란(완전리셋, 부분감소)과 리

셋 이후의 재냉각; 3) 현재 지표면에 노출되기까지의

상부지각의 침식-삭박에 따른 융기속도와 융기량; 4)

다양한 산출상태의 후기 화성암류(반심성암/심성암/화

산암)의 생성 시기와 지열근원암으로서의 역할; 5) 쥬

라기 화강암체가 겪은 후기 지열상승의 온도범위.

 

2. 지 질

2.1. 광역 지질

연구지역은 옥천대의 남서부 중에서 전주-김제-정읍

에 이르는 전주전단대와 그 주변 지역을 포함하며, 북

위 35°33'~35°51', 동경 126°50'~127°20' 범위에 해당

한다. 연구지역의 지질은 지질시대 순으로 1) 고생대

퇴적기원 변성암류(옥천층군), 2) 쥬라기 화강암질암,

3) 백악기 퇴적암류(진안층군), 4) 후기 화성암류(화산

암/반심성암/심성암) 등으로 이루어진다(Fig. 1). 

2.1.1. 고생대 퇴적기원 변성암류(옥천층군)

연구지역 북부와 중남부에 쥬라기 화강암질암의 기

Table 1. Previous U-Pb age data for the Jurassic granitic rocks in central and southwestern Okcheon Belt

Locality Rock typea Dating methodb Age (Ma, ±1σ) Data sourcec

Northeast of Study Area (Central Okcheon Belt)

Boeun Bi GR TIMS sphene U-Pb 171.7±1.4 Ree et al. (2001)

Cheongju Bi GR TIMS sphene U-Pb 174.6±2.7 Kim et al. (2011)

Daejeon Bi GR TIMS sphene U-Pb 174.6±2.5 Kim et al. (2011)

Geumsan Hb-Bi GR TIMS sphene U-Pb 166.1±2.0 Sagong et al. (2005)

North of Study Area (SW Okcheon Belt)

Buyeo Foliated Bi GR

Bi GR

Alkali-feldspar GR

SHRIMP zircon U-Pb

SHRIMP zircon U-Pb

SHRIMP zircon U-Pb

178.8±2.0

166.6±1.0

164.7±4.1

Park et al. (2009)

-ditto-

-ditto-

Hamyeol

(Iksan)

Porphyritic Bi GR

Two-Mi GR

TIMS sphene U-Pb

SHRIMP zircon U-Pb

165.0±2.1

~170, ~165

Sagong et al. (2005)

Kim et al. (2005) 

Study Area (SW Okcheon Belt)

Jeonju Foliated porphyritic Bi GR TIMS sphene U-Pb 169.6±1.5 Sagong et al. (2005) 

Gimje Foliated Hb-Bi GD

Bi GR

SHRIMP zircon U-Pb

SHRIMP zircon U-Pb

172.7±1.4

169.6±1.8, 

167.5±2.4

Lee et al. (2001; 2003)

-ditto-

-ditto-

Jeongeup Foliated Hb-Bi GD TIMS sphene U-Pb 172.9±1.7 Jeong et al. (2008)

Imsil Foliated porphyritic Bi GR

(Sunchang Granite)

TIMS sphene U-Pb 174.9±1.9 Sagong et al. (2005)

Southwest of Study Area (SW Margin of Okcheon Belt)

Yeonggwang Foliated Bi GR TIMS zircon U-Pb 173.0±1.7 Kim et al. (2003)

Jangseong Hb-Bi GR TIMS sphene U-Pb 170.2±1.7 Sagong et al. (2005)

Muan Foliated Hb GD

Hb GR

SHRIMP zircon U-Pb

SHRIMP zircon U-Pb

176.3±1.7

165.8±2.0

Lee et al. (2003)

-ditto-

(a) Hb=Hornblende; Bi=Biotite; Mi=Mica; GR=Granite; GD=Granodiorite;

(b) TIMS=Thermal Ionization Mass Spectrometer; SHRIMP=Sensitive High Resolution Ion Microprobe

(c) Age data are compiled in Cheong and Kim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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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을 이루며 비교적 작은 규모로 대체로 NE-SW 방향

으로 노출돼있다. 주로 편암, 천매암, 규암, 석회암 등

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1:5만 전주도폭 지질도

(Shimamura, 1925)에서는 백악기 전주통(사대리층, 신

동층, 기린봉층)으로 기재되었다. 한편, 지역 중남부의

단층대 주변에 작은 규모로 노출된 천매암과 운모편암

은 1:5만 갈담도폭 지질도(Hong et al., 1966)에는 시

대미상의 설옥리층으로 기재돼있다. 이들 모두는 1:25

만 광주도폭 지질도(Lee et al., 1997)에서는 옥천층군

의 상부에 해당하는 하부천매암대로 분류되었다. 

2.1.2. 쥬라기 화강암질암

전주-정읍을 잇는 단층과 임실을 지나는 단층 등 대

체로 NE-SW 방향으로 발달된 큰 규모의 두 단층을

중심으로 각각 북서쪽과 동남쪽에 거대한 저반체로 자

리 잡고 있다. 야외에서 확인된 암상은 유색광물의 엽

리조직을 보이는 것과 그러하지 않은 것으로 구분되며,

광물조성에 의하면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각섬석

-흑운모 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등 다

양한 암상으로 이루어진다. 다양한 암상의 이 화강암

복합체는 ‘전주화강암체’로 부르기도 하였다(Kim et

al., 1994; Na, 1994). 2개 조의 NE-SW 방향의 큰

단층 가운데 북쪽의 단층 바깥쪽에 발달된 전주전단대

(Fig. 1에서 JSZ) 내에는 압쇄변형작용을 받은 엽리상

화강암질암이 광범위하게 분포돼있다(Kim et al.,

1991, 1994; Na et al., 1997a;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Jeong et al., 2008). 압쇄엽리는

세립질의 섬유상 흑운모 결정들이 석영 또는 장석 편

들과 같은 방향으로 배열된 특징을 보인다. 

이들 화강암질암은 과알루미나형의 칼크-알칼리계열

암에 속하며 대부분 화산호형 또는 대륙충돌형에 해당

하는 지구화학적 특성을 지시하며, 판구조운동과 관련

된 응력장이 작용하는 대륙연변부 또는 호상열도의 조

구조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었다(Na et al.,

1997a; Jeong et al., 2008). 

Table 1에는 연구지역인 옥천대 남서부를 중심으로

그 북부-북동부와 남서부로 연장된 넓은 지역에 분포

하는 쥬라기 화강암질암에 대해 기존에 보고된 U-Pb

Fig. 1. Geologic map and sample sites. Geology modified after Lee et al. (1997); LEGEND: 1=Metamorphic rocks of

sedimentary origin (Okcheon Group); 2=Jurassic granites (2a=foliated granites; 2b=unfoliated granites); 3=Cretaceous

sedimentary rocks (Jinan Group); 4=Cretaceous igneous rocks (4a=andesitic/intermediate volcanics; 4b=hypabyssal rocks

and rhyolitic/acidic volcanics); 5=pegmatite dykes/quartz veins; ★=Hot-springs; SAMPLE SITES: ■=foliated granites

(G1~G11); □=unfoliated granites (G12~G14); ◇Q=quartz porphyry; ◈F=feldspar porphyry; ◆D=diorite; △R=rhyolite;

CROSS-SECTIONS: Subsurface aeromagnetic structures computed along the three profile lines A-A’, B-B’and C-C’after

Baag and Kwon (1994); ABBREVIATIONS: JSZ=Jeonju Shear Zone; SSZ=Sunchang Shear Zone; GB=Gyeongsang Basin;

YM=Yeongnam Massif; OB=Okcheon Belt; GM=Gyeonggi Massif; IB=Imjingang Belt; YF=Yangsan Faul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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저콘/스핀 연대를 제시하였다. U-Pb 연대에 기반한 관

입 시기를 보면, 연구지역인 전주-김제-정읍지역의 엽

리상 화강암질암은 173~170 Ma 범위로 파악되었다:

김제 금산면지역=173±1 Ma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정읍지역=173±2 Ma (Jeong et al.,

2008); 전주지역=170±2 Ma (Sagong et al., 2005).

한편 김제 금산면지역의 비엽리상 화강암질암의 U-Pb

저콘 연대는 170±2 Ma와 168±2 Ma로 보고되었다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참고로 연구대

상에는 포함되지 않으나 연구지역 동남단의 임실 일대

의 순창전단대(Fig. 1에서 SSZ) 내 엽리상 흑운모 화

강암의 U-Pb 스핀 연대는 175±2 Ma로 보고되었다

(Sagong et al., 2005).

2.1.3. 백악기 퇴적암류(진안층군)

진안분지 내에 충전된 퇴적암은 1:5만 지질도 전주-

진안도폭(Shimamura, 1925)과 갈담도폭(Hong et al.,

1966)에서는 진안통(만덕산층, 달길층, 산수동층)과 이

를 덮은 마이산역암층으로 구분되었다. Son (1969)은

마이산역암을 기저역암으로 보고 웅치(역암)층이라 하

였고, 그 위를 부정합으로 덮는 만덕산층(역암, 역질/조

립질 사암), 달길층(라필리/세립질 응회암, 응회질 사암

/이질암), 산수동층(세립질 사암, 이질암)의 구분은 불필

요하다고 보고 산수동층 하나로 묶었다. 한편 Chang

(1985)은 이 층들을 수직 정합 관계가 아닌 설교(舌交)

관계로 보았다. 이 연구에서 측정된 죽림온천 부근의

퇴적암을 관입한 석영반암의 FT 저콘 연대(72±4 Ma)

에 의하면 분지 내 퇴적암의 충전 시기는 적어도 후기

백악기말 이전으로 제한된다.    

 

2.1.4. 후기 화성암류

쥬라기 화강암질암과 백악기 퇴적암보다 후기에 생

성된 화성암류는 ①유문암질암을 위시한 산성 화산암

류; ②안산암질암을 위시한 중성 화산암류; ③석영반암,

장석반암, 규장암 등 반심성암류; ④섬록암 등 심성암

류; ⑤기타 페그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 등으로 크게

구분할 수 있다. 

유문암질 화산암은 대부분 쇄설성암으로 세립질 응

회암과 라필리응회암이 우세하며 일부는 응회질각력암

이다. 용암류(溶岩流)와 관입상의 유문암도 공존한다.

안산암질 화산암은 용암류, 응회암, 화산각력암으로 이

루어진다(Lee et al., 1997). 이들 화산암류는 백악기

의 유라시아판 연변부에서 쿨라-태평양 해양판이 섭입

하면서 생성된 칼크-알칼리계열 마그마 활동의 산물로

해석되었다(Won et al., 1990). 

반심성암류는 장석반암, 규장암, 석영반암 등 규장질

암이 우세하다. 장석반암은 임실군 신덕면 일대에 비

교적 큰 규모로 관입해 있다. 석영반암은 지역 중앙부

의 옥정호 북쪽에 비교적 넓게 관입해있으며, 화심온

천-죽림온천-회봉온천을 잇는 넓은 지역에는 백악기 퇴

적암과 일부 쥬라기 화강암체 내에 매우 작은 암주상

또는 암맥상으로 관입해있는 것이 도처에서 확인된다.

이들 반심성암류는 1:25만 광주도폭 지질도(Lee et

al., 1997)에서는 별도로 분류하지 않고 산성 화산암류

와 함께 묶었다(Fig. 1). 

심성암으로는 남부의 정읍시 산외면 목욕리온천 부

근의 왕자산 일대에 매우 작은 암주상으로 관입해있는

섬록암체가 대표적이다. 이 섬록암의 생성 시기는 시

대미상으로 분류되었다(Hong et al., 1966). 

암맥류는 주로 페그마타이트질 암맥, 석영맥, 반화강

암질 암맥, 램프로파이어[황반암] 암맥, 기타 산성암맥

등이다. 지역 북서부에는 쥬라기 화강암체 내에 페그

마타이트질 암맥들과 석영맥들이 군집을 이루며 관입

해있으며, 대체로 NE-SW 방향으로 서로 평행하게 양

호한 연장성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다. 암맥군 주변의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의 절리면에는 후기 열수작용

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몰리브덴 광체가 국지적으

로 배태된 것이 확인되었다. 페그마타이트질 암맥은 지

역 동부의 회봉온천 부근에서도 백악기 퇴적암을

NNW-SSE 방향으로 관입해있다(Fig. 1). 

2.2.전주전단대의 엽리상 화강암질암과 그 주변의

비엽리상 화강암질암

전주전단대 내의 엽리상 화강암질암은 정읍-김제지

역에서는 중앙부의 NE-SW 방향의 단층으로부터 약

10 km의 폭으로 분포하나, 전주 쪽에서는 폭이 15 km에

달한다. 비엽리상인 부분과의 경계는 정읍-김제지역에서

는 대체로 평행한 편이나, 전주지역 쪽에서는 불규칙한

편이다(Fig. 1). 일반적으로 전단대에서는 단층대에 가까

울수록 압쇄변형정도가 심한 경향이 있다고 기술된 바

있으나(Kim et al., 1994), 연구지역에서는 단층에서 멀

어질수록 엽리가 약하거나 없어지는 경향이 있긴 하나,

단층에 가깝다고 해서 반드시 엽리가 뚜렷한 것은 아

닌 것으로 확인되었다. 연성변형작용에 의해 형성된 엽

리조직은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1,2,3,4,6,11)과 흑

운모 화강암(G5,7,8,9,10)에서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전

단대 바깥의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과 복운모 화

강암(G13,14)에는 엽리조직이 나타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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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제 금산면지역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의 U-Pb 저콘 연대는 172.7±1.4 Ma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정읍시 옹동면지역의 엽리상 흑

운모 화강섬록암의 U-Pb 스핀 연대는 172.9±1.7 Ma

(Jeong et al., 2008)로 서로 잘 일치한다(가중평균

=172.8±1.1(1σ) Ma). 더 북동쪽인 전주지역의 엽리상 반

상 흑운모 화강암의 U-Pb 스핀 연대는 169.6±1.5 Ma

(Sagong et al., 2005)로 전자들에 비해 약간 낮은 편

이다. 세 지역의 엽리상 화강암질암의 U-Pb 연대는 가

중평균 171.7±2.3 Ma의 오차범위(1σ) 내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한편 김제 금산면지역에서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

암을 포획한 채로 산출되는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의

U-Pb 저콘 연대는 169.6±1.8 Ma과 167.5±2.4 Ma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이 두 연대는 가중평균 168.8±1.4(1σ) Ma의 오차범위

에서 일치한다. 가장 후기 산물에 해당하는 복운모 화

강암의 관입 시기를 지시하는 연대 측정자료는 아직

보고된 바 없다. 그러나 연구지역의 훨씬 북쪽인 익산시

함열지역에 산출되는 복운모 화강암의 저콘의 중심부

와 외곽부에 대한 U-Pb 저콘 연대는 각각 ~170 Ma와

~165 Ma인데(Kim et al., 2005), 그와 경계한 흑운모

화강암의 U-Pb 스핀연대는 165.0±2.1 Ma (Sagong et

al., 2005)인 것으로 보고되었다. 

전단운동이 일어난 시기는 엽리상 화강암질암이 관

입하고 나서 적어도 비엽리상 화강암질암이 관입하기

이전으로 제한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김제 금산면지역

에서의 전단운동 시기는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

록암(172.7±1.4 Ma)과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의 관입

시기(169.6±1.8 Ma) 사이인 173~170 Ma로 정의된

바 있다(Lee et al., 2001; Lee et al., 2003). 정읍

지역에서도 전단운동 시기는 적어도 엽리상 화강섬록

암의 관입(172.9±1.7 Ma) 이후로 제시되었다(Jeong

et al., 2008). 

연구지역을 벗어난 남서쪽의 전주전단대와 그 주변

에 산출되는 화강암질암의 U-Pb 연대는 위치에 따라

~176 Ma부터 ~166 Ma 범위에서 다양하다(Table 1):

영광지역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173.0±1.7 Ma

(Kim et al., 2003); 장성지역의 각섬석-흑운모 화강암

=170.2±1.7 Ma (Sagong et al., 2005); 무안지역의

엽리상 각섬석 화강섬록암과 각섬석 화강암=각각

176.3±1.7 Ma, 165.8±2.0 Ma (Lee et al., 2003). 

Lee et al. (2003)은 전단운동 시기를 김제지역

(173~170 Ma)과 무안지역(166 Ma 이후)에서 각기

달리 정의하고 같은 전주전단대 내에서도 전단운동이

단속적으로 몇 차례 재활성되었음을 제시하였다.

2.3. 지표 및 지하 지질구조

지표 지질을 규제하는 대표적인 단층계는 대체로

NE-SW 방향으로 발달된 큰 규모의 단층들과 이들과

거의 직교하는 대체로 NNW-SSE 방향의 단층들로 크

게 나눠진다(Fig. 1). 특히 NE-SW 방향의 두 단층은

진안분지 내 퇴적암(진안층군)의 분포를 규제하며, 단

층 바깥의 기반암인 화강암질암을 직접 접하게 해준다.

NE-SW 방향의 두 단층대 주변에는 전주전단대(Fig. 1

에서 JSZ)와 순창전단대(Fig. 1에서 SSZ)가 형성돼있다.

NNW-SSE 방향의 단층은 진안분지 내의 전주-남원간

국도를 따라 발달된 것과 그 남서쪽으로 약 10 km

떨어져 거의 같은 방향으로 발달된 것으로 대표된다.

지표에서 나타나는 지질 분포가 나타내는 가장 특징적

인 방향은 NE-SW 방향인데, 지역 북부와 남서부에

분포된 퇴적기원 변성암류(옥천층군)와 지역 북서부의

군집상 페그마타이트 암맥들과 석영맥들의 분포에서 대

표적으로 확인된다. 특히 군집상으로 관입한 수많은 암

맥들은 연장성이 매우 양호하여 뚜렷한 선구조를 이룬

다(Fig. 1). 

지하 지질구조는 쥬라기 화강암질 기반암과 진안분

지를 대상으로 실시된 바 있는 항공자력탐사(Baag and

Kwon, 1994)에서 파악된 바 있다. 탐사결과 파악된

지하구조 해석에 따르면, 쥬라기 화강암질암과 백악기

퇴적암의 지하 2 km 안팎의 깊이에는 현재 지표에 노

출되지 않은 후기 관입체가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확

인되었다(Fig. 1). 이들 후기 관입체는 주변의 쥬라기

화강암질암에 비해 대조적으로 훨씬 높은 대자율

(2,400~2,500×10-6 cgs emu)을 가짐으로써 쉽게 판별

될 수 있었다(Baag and Kwon, 1994). 또한 진안분지

를 충전한 퇴적층의 두께는 북서쪽에 비해 남동쪽 부

분에서 더 두꺼우며 최고 두께는 약 1.5 km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으며, 지하의 후기 관입체들 가운데 큰

규모의 것은 중앙 단층대와 진안분지 북서부의 지하에

NNE-SSW 방향으로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

다(Baag and Kwon, 1994). 

3. 시료 및 연구방법

3.1. 시료 채취

시료 채취 대상암석은 연구목적에 따라 거대한 저반

상으로 산출되는 쥬라기 화강암질암(Table 2)과 그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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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에 생성되어 기반암에 지열영향을 미쳤을 것이 확실

시 되는 후기 화성암류(Table 3)로 크게 나누어진다.

3.1.1. 쥬라기 화강암질암

넓은 지역에 걸쳐 거대한 규모로 관입해있는 쥬라기

화강암체의 채취 목적은 정치 이후에 백악기와 신생대

를 거쳐 현재 시점에 이르기까지의 지열사와 융기사를

규명하기 위함이다. 시료위치의 선정 시에는 다음과 같

은 여러 요인들을 고려하였다: 분화에 따른 암상(화강

섬록암/화강암/복운모 화강암); 연성변형작용 유무를 고

려한 암상(엽리상/비엽리상); 후기 지열상승을 초래하

였을 것으로 추정되는 후기 화성암류의 존재 유무와

Table 2. Sample information of granitic rocks in southern Jeonju

Sample

No.
Rock typea Longitude (E)/

Latitude (N)
Locality

Neighboring 

later igneous body

Horizontal 

distanceb

Under-

groundc

G1 Foliated Hb-Bi GD 127°06'35''/35°47'50'' Hyojadong, Wansan-gu, Jeonju-si  ~6 km No

G2 Foliated Hb-Bi GD 127°09'20''/35°44'45'' Pyeongchon-ri, Gui-myeon, Wanju-gun  <2 km Yes

G3 Foliated Hb-Bi GD 127°03'15''/35°44'35'' Cheongdo-ri, Geumsan-myeon, Gimje-si  <2 km* Yes

G4 Foliated Hb-Bi GD 127°06'53''/35°43'46'' Duhyeon-ri, Gui-myeon, Wanju-gun  <2 km Yes

G5 Foliated Bi GR 127°05'48''/35°41'28'' Andeok-ri, Gui-myeon, Wanju-gun  <2 km Yes

G6 Foliated Hb-Bi GD 127°03'55''/35°41'20'' Hwayul-ri, Geumsan-myeon, Gimje-si  <2 km Yes

G7 Foliated Bi GR 127°02'32''/35°38'52'' Sangdu-ri, Sanoe-myeon, Jeongeup-si  ~4 km Yes

G8 Foliated Bi GR 127°03'18''/35°39'31'' -ditto-  ~4 km Yes

G9 Foliated Bi GR 127°03'00''/35°38'35'' -ditto-  ~4 km Yes

G10 Foliated Bi GR 126°58'15''/35°36'58'' Sanseong-ri, Ongdong-myeon, Jeongeup-si  ~3 km No

G11 Foliated Hb-Bi GD 127°00'45''/35°34'58'' Sisan-ri, Chilbo-myeon, Jeongeup-si  <2 km Yes

G12 Unfoliated Hb-Bi GR 127°01'47''/35°45'40'' Seonam-ri, Geumgu-myeon, Gimje-si  <2 km* Yes

G13 Unfoliated Two-Mi GR 127°05'37''/35°46'18'' Yongbok-dong, Wansan-gu, Jeonju-si  ~4 km No

G14 Unfoliated Two-Mi GR 126°54'10''/35°38'35'' Jangsun-ri, Jeongu-myeon, Jeongeup-si ~10 km No

(a) Hb=Hornblende; Bi=Biotite; Mi=Mica; GR=Granite; GD=Granodiorite;  

(b) Distance from later hypabyssal and volcanic rocks; Asterisked*=Distance from neighboring pegmatite dykes and quartz

veins;

(c) Presence of later intrusive bodies of high susceptibility identified from aeromagnetic survey (Baag and Kwon, 1994); See

cross-sections in Fig. 1.

Table 3. Sample information of later igneous rocks in southern Jeonju

Rock 

type

Sample

No.

Longitude (E)/

Latitude (N)
Locality

Neighboring hot-spring/

Distance 

Quartz 

porphyry 

Q1a

Q1b

Q2a

Q2b

127°15'10''/35°48'50''

127°15'09''/35°48'48''

127°15'35''/35°45'50''

127°14'22''/35°46'12''

Hwasim-ri, Soyang-myeon, Wanju-gun

-ditto-

Machi-ri, Sanggwan-myeon, Wanju-gun

Sangwol-ri, Gwanchon-myeon, Imsil-gun

Hwasim/~3.5 km 

Hwasim/~3 km

Jukrim/~3.5 km

Jukrim/~3.5 km

Feldspar 

porphyry

F1a

F1b

127°09'45''/35°40'20''

127°08'15''/35°40'35''

Samgil-ri, Sindeok-myeon, Imsil-gun

Sinheung-ri, Sindeok-myeon, Imsil-gun

None (Jukrim/~9 km)

None (Jukrim/~10 km)

Rhyolite 

(lava)

R1a

R1b

127°06'00''/35°40'50''

127°06'00''/35°40'50''

Andeok-ri, Gui-myeon, Wanju-gun 

-ditto-

None (Jukrim/~13 km; 

Mogyokri/~10 km)

-ditto-

Rhyolite 

(intrusive)

R2a

R2b

127°06'50''/35°38'25''

127°06'38''/35°38'30''

Baekyeo-ri, Gui-myeon, Wanju-gun 

-ditto-

None (Mogyokri/~7 km)

-ditto-

Diorite D1a

D1b

127°03'12''/35°35'05''

127°03'13''/35°35'06''

Mogyok-ri, Sanoe-myeon, Jeongeup-si

-ditto-

Mogyokri/~2.3 km

Mogyokri/~2.4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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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접 거리; 후기 관입체의 지하 근접 여부 또는 추정

깊이(지하구조 해석자료 참조); 열수변질 등 지열상승

에 관한 현장 증거.

시료 채취는 중앙의 NE-SW 방향 단층에 가까운 전단

대 내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1,2,3,4,6,11)

과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5,7,8,9,10)에 비중을 두었

으며, 전단대 바깥의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

(G12)과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3,14)도 포함되었

다(Fig. 1; Table 2). 이들 후기 관입체는 쥬라기 화강

암체에 근접한 정도에 따라 다양한 온도범위에 걸쳐

화강암체를 가열시켰을 것이 확실시 되므로, 화강암체

전반에 걸쳐 후기 화성활동의 영향으로 인한 차별적인

지열사를 파악하기 위해 지표에서의 수평 거리와 지하

에 후기 관입체의 존재 여부와 근접 거리 등을 고려하

였다(Table 1; Table 2).

광물분리 과정에서의 스핀/저콘/인회석의 회수량과

광물입자의 상태에 따라 총 14개 시료들 중에서 최종

적으로 연대 측정이 가능하였던 암석시료는 스핀 6개

소, 저콘 12개소, 인회석 10개소이다. 

 

3.1.2. 후기 화성암류

쥬라기 화강암질암과 백악기 퇴적암보다 뒤에 생성

되어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후기 지열상승을 초래한

역할을 하였을 것이 확실시 되는 후기 화성암류의 시

료 채취 목적은 이들의 화성활동 시기 규명을 위한

FT 연대 측정과 이들보다 후기에 지열사건의 존재유

무 판정에 정보를 줄 수 있는 트랙 길이 단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대상 시료는 여러 요인을 고려하

여 선정하였다. FT 연대 측정의 대상광물인 저콘의 회

수 가능성이 높은 암석(예: 석영반암/장석반암; 유문암;

섬록암)을 고루 포함시켰으며, 안산암 같은 중성 화산

암은 제외하였다. 산출 규모(큰 규모/작은 암주상)와 산

출 상태(관입상/분출상/암맥상)도 고려하였다. 

석영반암은 화심온천(완주군 소양면)과 죽림온천(완

주군 상관면) 부근에서 각각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퇴적암 등 서로 다른 모암을 관입한 2개 암체(각각

Q1, Q2)를 선정하였다. 장석반암(F1)은 온천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임실군 신덕면 일대에 큰 규모로 관

입한 것을 선정하였다. 주변에 온천이 존재하지 않는

완주군 구이면 일대의 유문암은 관입체인 유문암(R2)

과 분출상 용암류의 유문암(R1)을 함께 채취하여 생성

시기의 비교를 시도하였다. 심성암은 정읍시 산외면 왕

자산 일대에 쥬라기 화강암과 백악기 퇴적암을 관입한

매우 작은 암주상의 섬록암(D1)이 유일하다. Table 3

에는 시료 채취 지점 주변에 온천의 존재 유무와 주변

온천까지의 수평거리를 참고로 제시하였다.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도 검증을 위해 한 암체에 대

해 각기 다른 두 지점으로부터 중복해서 채취하였다.

매우 작은 규모의 암주인 경우에는 두 지점 간의 거리

는 가까우나, 넓은 지역에 걸쳐 분포하는 장석반암과

유문암의 경우에는 멀리 떨어진 지점에서 채취되었다. 

3.2. 피션트랙 연대 측정 및 길이 측정 

3.2.1. FT 연대 측정

쥬라기 화강암질암의 FT 연대 측정은 300oC,

200oC, 100oC 등온선을 각각 대표하는 스핀, 저콘, 인

회석을 대상으로 하였다. 후기 화성암의 경우에는 비

교적 지하 천부에서 형성되어 급냉한 반심성암이나 화

산암의 생성 시기 규명에 가장 유효한 것으로 알려진

저콘만을 대상으로 하였다. 한 암체의 두 지점으로부

터 별도로 채취된 시료에 대해 중복해서 연대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연대 측정 결과의 신뢰도를 검증하였다. 

FT 연대 측정 절차는 연마한 광물 내부면을 이용한

외부디텍터법을 적용하였다. 광물내 자발트랙의 에칭,

표준그래스 사용, 열중성자 조사(照射), 연대 보정은 표

준화된 실험방법(Shin and Nishimura, 1991; Shin,

2012)에 준하여 실시하였다. 이 연구에서 냉각 연대 해석

시에 고려한 폐쇄온도(closure temperature)는 스핀과

저콘의 경우에는 290±40oC (Harrison and McDougall,

1980)와 200±30oC (Nishimura and Mogi, 1986)이며,

인회석의 경우에는 105±10oC (Harrison and McDougall,

1980)를 기준으로 하였다. 

3.2.2. 트랙 길이 측정

트랙 길이 측정의 목적은 쥬라기 화강암체의 경우에

는 정출 이후에 겪은 냉각, 가열, 재냉각 등 지질학적

열이력 정보를 얻기 위함이며, 후기 화성암류의 경우

에는 FT 저콘 연대가 생성 시기를 정의하기에 적합한

교란되지 않은 일차냉각연대라는 것을 입증하고 이들

보다 후기에 지열사건의 존재유무 판정에 정보를 줄

수 있는 트랙 길이 단축여부를 확인하기 위함이다.

길이 측정 대상으로 적합한 트랙은 광물 표면에 드

러나서 전체 길이의 일부가 잘려나가지 않고 광물 내

부에 갇힌 채로 들어있는 트랙(confined tracks) 중에

서 실제 길이를 잘 반영하는 거의 수평으로 관찰되는

것들이다. 이러한 트랙들은 광물결정 내의 균열이나 광

물표면에 드러난 딴 트랙들과 교차될 경우에만 트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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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으로 에칭제(etchant)가 침투되어 투시광에서 환하게

되어 관찰이 가능해진다. 충분한 트랙 길이가 드러나

도록 하기 위해서 연대 측정용 시료에 비해 훨씬 긴

에칭 시간(예, ~2.5 배)을 적용하였다.

트랙 길이 측정에서 충분한 수의 트랙을 확보하기

어려운 경우가 많으므로, 시료의 지열 이력에 관한 정

보를 제대로 얻기가 쉽지 않다. 이런 때에는 광물표면

에 노출된 트랙의 잘린 부분의 크기(직경)와 몸통부분

(통로)의 아문(annealed) 정도를 함께 주의 깊게 관찰

하였다.

Table 4. Fission-track analytical data for granitic rocks in southern Jeonju

Sample

No.
Mineral ρs (Ns) ρi (Ni) ρd (Nd)  n  γ

P(χ2)

(%)

FT Age

(1σ, Ma)

G1 Sphene 6.72×106 cm-2 (706) 5.68×106 cm-2 (597) 2.42×106 cm-2 (4,158)  5 0.91 65 157.7 ± 9.9

Apatite 4.26×105 cm-2 (106) 4.57×106 cm-2 (1,173) 1.05×107 cm-2 (5,620)  8 0.98 85  54.1 ± 5.7

G2 Zircon 6.39×106 cm-2 (445) 7.26×106 cm-2 (506) 1.46×106 cm-2 (3,914)  5 0.66 (0.88)  71.0 ± 5.1

Apatite 4.82×105 cm-2 (76) 5.46×106 cm-2 (861) 1.05×107 cm-2 (5,633)  4 0.97 9  51.3 ± 6.3

G3 Sphene 3.57×106 cm-2 (203) 6.99×107 cm-2 (397) 2.46×106 cm-2 (4,216)  3 0.98 25  69.5 ± 6.3

Zircon 1.09×107 cm-2 (187) 1.14×106 cm-2 (195) 1.47×106 cm-2 (3,940)  3 0.99 >99  77.9 ± 8.3

Apatite 6.96×105 cm-2 (106) 6.16×106 cm-2 (937) 1.04×107 cm-2 (5,600)  7 0.83 40  65.3 ± 6.9

G4 Sphene 2.02×106 cm-2 (269) 2.34×106 cm-2 (311) 2.49×106 cm-2 (4,273)  4 0.85 65 118.8 ±10.5

G5 Zircon 9.49×106 cm-2 (417) 7.19×106 cm-2 (316) 1.52×106 cm-2 (4,068)  4 0.99 85 110.5 ± 8.8

G6 Zircon 9.15×106 cm-2 (765) 6.20×106 cm-2 (518) 1.47×106 cm-2 (3,947)  6 0.99 77 119.9 ± 7.7

G7 Sphene 1.36×107 cm-2 (131) 1.21×107 cm-2 (117) 2.48×106 cm-2 (4,245)  1 - - 152.5 ±19.9

Zircon 5.29×106 cm-2 (102) 4.92×106 cm-2 (95) 1.51×106 cm-2 (4,045)  3 0.95 55  89.5 ±13.0

Apatite 7.22×105 cm-2 (123) 6.83×106 cm-2 (1,164) 1.03×107 cm-2 (5,518)  8 0.93 60  60.2 ± 5.9

G8 Zircon 6.55×106 cm-2 (597) 4.88×106 cm-2 (445) 1.50×106 cm-2 (4,019)  5 0.97 97 111.0 ± 7.7

Apatite 6.61×105 cm-2 (90) 8.12×106 cm-2 (1,105) 1.03×107 cm-2 (5,535)  7 0.96 40  46.5 ± 5.3

G9 Zircon 5.51×106 cm-2 (378) 4.97×106 cm-2 (341) 1.49×106 cm-2 (3,993)  6 0.87 40  91.2 ± 7.3

Apatite 4.65×105 cm-2 (206) 4.78×106 cm-2 (2,118) 1.04×107 cm-2 (5,555)  6 0.72 23  55.7 ± 4.4

G10 Zircon 5.63×106 cm-2 (809) 3.73×106 cm-2 (535) 1.53×106 cm-2 (4,095)  9 0.95 85 127.3 ± 8.0

Apatite 5.52×105 cm-2 (103) 6.48×106 cm-2 (1,278) 1.02×107 cm-2 (5,487)  6 0.85 30  45.7 ± 4.9

G11 Sphene 4.81×106 cm-2 (134) 7.00×107 cm-2 (195) 2.44×106 cm-2 (4,187)  3 0.97 90  92.6 ±10.7

Zircon 7.22×106 cm-2 (480) 6.40×106 cm-2 (425) 1.47×106 cm-2 (3,930)  5 0.39 (1.13)  91.4 ± 6.7

Apatite 2.69×105 cm-2 (89) 2.90×106 cm-2 (961) 1.05×107 cm-2 (5,610)  6 0.83 18  53.6 ± 6.1

G12 Sphene 8.35×106 cm-2 (689) 1.22×107 cm-2 (1,008) 2.51×106 cm-2 (4,300)  6 0.98 60  94.6 ± 5.4

Zircon 7.06×106 cm-2 (363) 8.20×106 cm-2 (422) 1.55×106 cm-2 (4,148)  4 0.71 47  73.6 ± 5.7

Apatite 0.33×106 cm-2 (65) 2.60×106 cm-2 (507) 1.02×107 cm-2 (5,475)  11 0.89 52  72.4 ± 9.7

G13 Zircon 1.20×107 cm-2 (77) 8.24×106 cm-2 (53) 1.54×106 cm-2 (4,132)  1 - - 123.5 ±22.3

G14 Zircon 7.20×106 cm-2 (934) 5.07×106 cm-2 (657) 1.55×106 cm-2 (4,140)  6 0.93 25 121.1 ± 7.1

Apatite 7.59×105 cm-2 (183) 8.97×106 cm-2 (2,164) 1.02×107 cm-2 (5,480)  6 0.93 75  47.8 ± 3.9

ρs=spontaneous track density of mineral; ρi=induced track density of mineral measured in the external detector; ρd=induced

track density of standard glass dosimeter measured in the external detector; Ns, Ni and Nd=number of tracks counted in deter-

mining ρs, ρi and ρd, respectively; n=number of crystals analyzed; γ=correlation coefficient between individual track counts;

P(χ2)=probability obtaining the observed value of χ2 parameter, for ν degrees of freedom, where ν=n-1 (parenthesized

value=ρs⁄ρi for samples giving unacceptable [P(χ2)<5%]; age calibration using a zeta constant for standard glass CN1, viz.

ζCN1=110.9±2.7 (2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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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연구결과 

광물 내 트랙이 보존되는 정도는 온도영역에 따라

달라진다. 즉 해당 광물이 폐쇄온도 이하로 냉각되어

트랙 안정영역(stability zone)에 이르면 트랙의 길이와

직경이 본래 모양대로 보존된다. 반대로 후기 지질학

적 사건 등으로 인해 온도가 해당 광물의 폐쇄온도 이

상으로 상승되어 트랙 불안정영역(instability zone)에

이르면 모든 트랙들은 아물어 없어진다. 그러나 온도

가 이 두 영역 사이의 부분안정영역(partial stability

zone)에 머물게 되면 일부 트랙들이 부분적으로 아물

게 되어 길이는 짧아지고 직경은 작아지게 된다. 이

연구에서 지열사 해석에서 적용한 트랙 부분안정영역

은 스핀과 저콘의 경우에는 폐쇄온도 범위(각각

250~330oC, 170~230oC; Harrison and McDougall,

1980; Nishimura and Mogi, 1986)와 같다. 인회석의

경우에는, 실내 트랙 소멸실험결과를 지질학적 시간에

외삽시킨 결과(Naeser and Faul, 1969; Wagner and

Reimer, 1972)와 심부시추공 내 소멸자료(Gleadow

and Duddy, 1981)에 의하면, ~70oC 이상의 온도에

이르면 부분소멸되기 시작하며 ~10oC/Ma의 냉각속도

로 지질학적 규모의 시간을 거친 경우를 가정하면

~125oC 이상에서 완전소멸되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따

라서 이 연구에서는 인회석의 트랙 부분안정영역을

70~125oC 범위로 고려하였는데, 이 범위는 Harrison

and McDougall (1980)이 제안한 폐쇄온도(105±10oC)

의 오차범위보다는 약간 넓은 편이다.

4.1. 피션트랙 연대

Table 4는 쥬라기 화강암질암의 FT 스핀-저콘-인회

석 연대의 분석결과이다. 총 14개 시료 가운데 FT 연

대가 구해진 시료는 스핀 6개, 저콘 12개, 인회석 10

개이다. 한편 Table 5는 석영반암, 장석반암, 섬록암,

유문암 등 후기 화성암의 FT 저콘 연대 분석자료이다.

연대 측정 결과의 통계적 신뢰도 검증은 자발트랙과

유도트랙 사이의 상관계수와 카이제곱(χ2) 테스트를 통

해 확인하였다. 연대오차(1σ)는 계수된 트랙수에 좌우

되며, 포아송(Poisson) 분포 통계와 제타(zeta, ζ) 상수

요인의 불확도를 고려하여 계산되었다.

4.1.1. 쥬라기 화강암질암의 FT 연대

화강암질암의 FT 연대 측정결과는 시료위치에 따라

Table 5. Duplicate measurements of fission-track zircon ages for later igneous rocks in southern Jeonju

Sample

No.
ρs (Ns) ρi (Ni) ρd (Nd)  n  γ

P(χ2)

(%)

FT Age

(1σ, Ma)

Q1a 5.50×106 cm-2 (330) 6.73×106 cm-2 (404) 1.59×106 cm-2 (4,266)  6 0.99 (0.817) 73.5 ± 6.1

Q1b 6.66×106 cm-2 (300) 7.66×106 cm-2 (345) 1.59×106 cm-2 (4,260)  5 0.99 (0.870) 76.4 ± 6.4

Mean : 74.9 ± 4.4

Q2a 5.04×106 cm-2 (486) 6.10×106 cm-2 (588) 1.58×106 cm-2 (4,234)  5 0.99 35 73.8 ± 5.3

Q2b 5.66×106 cm-2 (388) 7.00×106 cm-2 (480) 1.58×106 cm-2 (4,225)  4 0.99 25 70.4 ± 5.2

Mean : 72.1 ± 3.7

F1a 1.00×107 cm-2 (613) 1.16×107 cm-2 (706) 1.63×106 cm-2 (4,358)  9 0.63 20 79.8 ± 5.4

F1b 1.03×107 cm-2 (528) 1.22×107 cm-2 (626) 1.63×106 cm-2 (4,365)  8 0.59 25 75.9 ± 5.0

Mean : 77.7 ± 3.6

R1a 4.06×106 cm-2 (540) 4.77×106 cm-2 (634) 1.55×106 cm-2 (4,154)  8 0.99 87 74.7 ± 5.2

R1b 4.30×106 cm-2 (484) 4.98×106 cm-2 (560) 1.55×106 cm-2 (4,163)  7 0.99 85 74.2 ± 5.1

Mean : 74.4 ± 3.6

R2a 4.49×106 cm-2 (390) 5.69×106 cm-2 (494) 1.61×106 cm-2 (4,324)  8 0.87 74 72.0 ± 5.6

R2b 4.65×106 cm-2 (364) 6.11×106 cm-2 (478) 1.61×106 cm-2 (4,330)  7 0.90 70 68.0 ± 5.1

Mean : 69.8 ± 3.7

D1a 1.87×107 cm-2 (2,267) 2.11×107 cm-2 (2,558) 1.55×106 cm-2 (4,162)  7 -0.15 (0.886) 72.6 ± 2.9

D1b 1.78×107 cm-2 (2,446) 2.11×107 cm-2 (2,888) 1.55×106 cm-2 (4,155)  8 0.02 (0.847) 72.6 ± 2.9

Mean : 72.6 ± 2.0

Captions are same as those in Table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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큰 폭의 범위 내에서 다양한 값을 나타낸다: 스핀 연

대=158~70 Ma; 저콘 연대=127~71 Ma; 인회석

연대=72~46 Ma. 이러한 차이는 시료마다 복잡한 후

기 지열영향을 겪어 온도상승 정도에 따른 원래냉각연

대의 차별적인 교란 정도(완전리셋 또는 부분감소)에

기인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즉 측정된 FT 연대의 종류

는 교란되지 않은 채 그대로 보존된 일차냉각연대, 후

기 지열영향으로 인한 일차냉각연대의 부분감소연대,

또는 후기 지열영향에 의한 완전리셋 후의 재냉각연대

등 다양하다. 그러나 연대 측정 결과만으로는 어느 종

류의 연대에 해당되는지를 정의하기는 쉽지 않으므로,

고배율 현미경 하에서 길이의 단축, 직경의 축소, 통로

의 아문 정도 등 트랙의 형태변화를 면밀히 관찰하고,

후기 지열상승을 초래한 지질학적 사건의 증거를 야외

에서 확인할 필요가 있다. 또한 후기 지열영향을 약간

받아 트랙 길이가 부분단축된 경우일지라도 단축정도

가 15~20%에 못 미칠 때에는 트랙 밀도는 줄어들지

않아 원래연대 값에 변함이 없다는 점(Gleadow and

Duddy, 1981)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1) FT 스핀 연대는 교란되지 않고 일차냉각연대

(158~153 Ma)가 그대로 보존된 경우도 확인되나, 후

기 지열상승으로 인해 교란된 연대들(119~70 Ma)도

여러 곳에서 확인된다. 즉 전주시 완산구 일대의 엽리

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1)의 5개 스핀 입자로

부터 구한 연대(158±10 Ma)는 정출 이후 300oC 등

온선의 일차냉각연대로 정의된다. 또한 정읍시 산외면

일대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의 단 1개 스핀 입자

로부터 측정된 연대(153±20 Ma)는 큰 불확도로 인한

연대오차는 매우 크지만 일차연대로 간주된다. 

같은 암상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이라

도 완주군 구이면 일대(G4: ~119 Ma), 정읍시 목욕

리온천 서쪽의 칠보면지역(G11: ~93 Ma), 김제시 금

산면지역(G3: ~70 Ma)으로부터 측정된 훨씬 낮은 스

핀 연대들은 후기 지열영향으로 인한 교란된 연대들로

서, 차별적인 연대는 위치에 따른 후기 지열영향의 차

이에 기인한다. 

특히 김제시 금산면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

록암(G3)에서는 스핀 연대(70±6 Ma) 외에도 저콘 연

대(78±8 Ma)와 인회석 연대(65±7 Ma) 세 연대 모두

매우 젊은 값으로 리셋되었는데, 큰 오차범위 내에서

대체로 중첩된다. 이는 후기 지열상승으로 인해 스핀

등온선이 완전리셋된 후에 저콘-인회석 등온선 아래로

급작스레 냉각되었음을 지시한다. 스핀 등온선의 리셋

은 주변의 군집상 페그마타이트 암맥들의 관입에 좌우

되었을 가능성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FT 저콘 연대는 후기에 겪은 지열상승 정도에

따라 127 Ma부터 71 Ma의 범위에서 큰 폭의 차이를

보인다. 전단대에서 비교적 멀리 떨어진 비엽리상 복

운모 화강암(G14,13)은 127±8 Ma (n=9)과 121±7 Ma

(n=6), 그리고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은

124±22 Ma (n=1) 등의 교란되지 않은 일차냉각연대

를 그대로 보존하고 있다. 이들보다 약간 북쪽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6: 120±8 Ma)도 상기 비엽

리상 암체와 오차범위에서 유사한 일차냉각연대를 보존

한다. 한편 전단대 내의 두 지역의 엽리상 흑운모 화

강암(G8,5)으로부터 구한 저콘 연대(각각 111±8 Ma,

111±9 Ma)는 교란되지 않은 연대(127~121 Ma)에

비해 훨씬 낮다. 이 화강암 시료의 저콘 내 트랙의 평

균길이와 표준편차(10.2±1.3 μm)가 단축되지 않은 유

문암(10.8±0.6 μm)에 비하면 상대적으로 약간 짧은

평균길이와 큰 표준편차를 보임으로써, 두 지역의 엽

리상 복운모의 저콘 연대(~111 Ma)는 일부 트랙들의

단축에 기인한 부분감소된 연대로 해석된다.

한편 남서쪽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9: 91~90

Ma)은 교란되지 않은 저콘 연대(127~121 Ma)에 비해

훨씬 감소된 연대를 나타내며, 북동쪽의 엽리상 각섬

석-흑운모 화강섬록암(G3,2)의 젊은 연대(78~71 Ma)는

완전리셋된 후의 재냉각연대로 해석된다. 김제시 금구

면에 분포하는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의

매우 젊은 저콘 연대(~74 Ma)는 후기 페그마타이트

암맥군의 관입에 의해 완전리셋된 후에 재냉각된 연대

로 해석된다.

3) FT 인회석 연대는 위치별 암상 차이에 따라 다

양하다: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1,2,11:

54~51 Ma);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8,9,10: 60~46

Ma);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 72 Ma);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 48 Ma). 인회석 연대는

다양한 온도영역에 이르는 후기 가열사건으로 인해 원

래 일차냉각연대는 완전리셋되었고, 다시 냉각되었을

때부터의 이차냉각연대로 해석된다. 

김제-정읍지역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의 매

우 젊은 인회석 연대(~48 Ma)는, 교란되지 않은 저콘

연대(~121 Ma)를 고려하면 예상 일차냉각 경로를 크

게 벗어나는데, 리셋 후의 재냉각연대일 가능성이 매

우 크다. 한편 연구지역 중앙부의 김제시 금산면과 금

구면지역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3)과 비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의 인회석 연대(각

각 65±7 Ma, 72±10 Ma)는 그들의 저콘 연대(각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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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8±8 Ma, 74±6 Ma)와 큰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뚜

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데, 이는 주변에 군집상 페그

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들의 격렬한 관입으로 인해 리

셋된 후에 200oC-100oC 등온선에 걸쳐 매우 급격하게

이차냉각이 진행되었을 가능성을 제시한다. 

4.1.2. 후기 화성암의 FT 저콘 연대

후기 화성암체 6개로부터 중복측정된 저콘 연대값은

오차범위(1σ) 내에서 서로 잘 부합한다(Table 5). 각

암체의 생성 시기는 두 값의 가중평균으로 정의할 수

있다. 화심온천 부근의 쥬라기 화강암질암 내에 매우

작은 암주상으로 관입한 석영반암(Q1)은 75±4 Ma, 죽

림온천 부근의 백악기 퇴적암 내에 작은 암주상으로

관입한 석영반암(Q2)은 72±4 Ma로써 두 암체의 FT

저콘 연대는 일치한다(가중평균=73±3(1σ) Ma). 목욕리

온천 부근의 섬록암(D1)의 FT 저콘 연대도 73±2 Ma

로 앞의 석영반암들과 같다. 또한 완주군 구이면 일대에

관입상 유문암(R2: 70±4 Ma)은 용암류로 분출한 유문

암(R1: 74±4 Ma)보다 약간 후기 연대를 보이나 서로

가중평균 72±3(1σ) Ma의 오차범위 내에서 중첩된다.

임실군 삼덕면 일대에 비교적 큰 규모로 관입해있는

장석반암(F1)의 두 측정값은 76±5 Ma와 80±5 Ma(평

균 78±4 Ma)로 딴 암체들에 비해 약간 큰 연대값을

보인다.

각기 다른 형태로 산출되는 다양한 후기 화성암체들

의 FT 저콘 연대의 각 암체별 평균값은 78±4 Ma부

터 70±4 Ma 범위에서 약간의 차이를 보이지만, 전체

가중평균 73±3(2σ) Ma의 오차범위를 고려하면 큰 차

이를 보이지 않는다. 

4.2. 피션트랙 길이

트랙 길이 측정으로부터 얻는 정보는 ①트랙의 단축

정도를 전체적으로 반영해주는 평균길이, ②평균값의

표준오차(standard error of the mean), ③트랙 길이

변화 폭에 따른 표준편차(standard deviation), ④트랙

길이 측정자료의 분포히스토그램 패턴 등이다. 트랙의

평균길이와 표준편차 측정치(Table 6)는 해당 광물 내

트랙들이 안정영역에 머물렀는지, 또는 후기 지열영향

을 받아 부분단축되었는지를 반영하는 척도가 된다. 또

한 트랙 길이 측정치의 분포히스토그램으로부터 해당

암체의 냉각패턴 뿐 아니라 후기 지열영향의 유무와

그 정도를 파악할 수 있다. 지열영향을 받지 않은 시

료는 원래 길이를 보존하지만, 후기 지열영향을 겪으

면 원래 트랙들이 부분단축되거나 완전소멸되게 되어

평균길이 값은 작아지고, 표준편차 값은 커진다. 부분

단축된 트랙들이 원래 긴 트랙들과 혼재됨으로써 트랙

길이 분포히스토그램에서 두 부분의 피크가 겹치게 되

거나 제대로 피크를 이루지 못하고 불규칙한 모양을

보이게 된다(Shin, 2012). 

후기 지열영향을 받지 않았더라도, 정치심도가 매우

깊고 매우 느린 속도로 냉각된 거대한 저반상 화강암

체 경우에는 오랜 지질학적 시간을 거치면서 일부 트

랙들이 단축되어 평균길이는 약간 줄어들게 되는 점에

유의할 필요가 있다(Shin and Nishimura, 1993). 반면

에 지하 천부에서 관입하여 매우 빠른 속도로 냉각된

반심성암류 또는 화산암류, 그리고 매우 작은 암주상

의 심성암체 등의 경우에는 후기 지열영향을 받지 않았

다면 분포히스토그램은 하나의 좁은 피크를 나타낸다.

4.2.1. 쥬라기 화강암질암의 트랙 길이

연대 측정이 실시된 화강암질암 시료 14개 가운데

트랙 길이 측정이 가능하였던 시료는 저콘 9개, 인회

석 11개이다. 대부분 시료에서 트랙 길이 측정수가 매

우 적어(12개 이하), 평균값과 표준편차 계산과 히스토

Table 6. Confined fission-track length data for granites and later intrusions in southern Jeonju

Sample 

No.
Rock typea Mineral

Mean track length

(1σb, μm)

Standard deviation

(1σ, μm)

Number of tracks

measured 

G8 Foliated Bi GR Zircon 10.2±0.3 1.3 19

G9 Foliated Bi GR Apatite 11.0±0.5 2.1 16

G10 Foliated Bi GR Zircon 10.1±0.6 2.2 14

G12 Unfoliated Hb-Bi GR Zircon 11.1±0.4 2.1 22

G14 Unfoliated Two-Mi GR Zircon

Apatite

10.3±0.3

11.9±0.4

1.5

2.4

20

36

D1b Diorite Zircon 10.4±0.2 1.1 25

R2b Rhyolite (intrusive) Zircon 10.8±0.1 0.6 16

(a) Hb=Hornblende; Bi=Biotite; Mi=Mica; GR=Granite

(b) standard error of the me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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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램분포 파악이 어려웠다. 트랙 길이 측정수가 부족

한 주된 이유로는 전반적으로 자발트랙밀도가 낮아(예:

×105 cm-2 내지 ×106 cm-2) 결정 내부에 갇힌 트랙들이

균열과 만나거나 트랙들끼리 교차할 확률이 매우 낮기

때문이다. 측정된 트랙 길이 측정수가 충분하지는 않

으나 4개 시료의 저콘(측정수=14~22개)과 2개 시료

의 인회석(측정수=16개, 36개)에 대한 측정 결과를 중

심으로 기술하기로 한다. 그러나 이 정도의 충분하지

않은 트랙수로는 트랙 길이의 분포히스토그램이 제대

로 형태를 갖추기 어려워 냉각패턴과 열이력에 관한

명확한 판단을 내리기는 쉽지 않다. 이런 제한된 정보

로 인해, 트랙 평균길이와 표준편차 값 외에, 고배율

현미경 관찰에 의해 트랙 직경의 축소정도와 트랙 통

로가 아물어 좁아진 정도를 파악하여, 지열영향의 유

무와 그 정도를 관찰하였다. 

1) 저콘 내 트랙 길이는 4개 지점에서 평균 10.1~

11.1 μm 범위에서 큰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표준편차는

1.3~2.2 μm 범위로 변화폭이 작은 그룹(1.3~1.5 μm)

과 큰 그룹(2.1~2.2 μm)이 혼재한다. 측정된 트랙수

(14~22개)가 부족하여 평균길이와 표준편차 계산에 제

한이 따랐으며 측정치에 기반한 분포히스토그램에 의

한 냉각-가열 패턴의 추정도 효과적이지 못하였다. 전

단대 내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8: 10.2±1.3 μm)과

전단대로부터 떨어진 지역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

(G14: 10.3±1.5 μm)의 저콘 내 트랙 평균길이와 표준

편차는 지역 내 후기 백악기에 관입하여 급냉한 유문

암 내 저콘(10.8±0.6 μm) 또는 급냉 후 아무런 후기

지열영향을 겪지 않은 세계표준연대시료(Fish Canyon

Tuff; 10.7±0.6 μm; Tagami et al., 1990)에 비교하면

평균길이는 약간 짧고 표준편차는 약간 큰 편이다. 그

러나 두 시료(G8,14)의 트랙 길이 측정수가 너무 불충

분하여(각각 19개, 20개) 트랙 단축정도와 후기 지열영

향을 정확히 판단하기는 쉽지 않다. 그러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의 저콘 연대(~121 Ma)가 딴 비

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3)의 교란되지 않은 저콘 연

대(~124 Ma)와 오차범위에서 중첩되는 점으로 보아

전자의 저콘 내 트랙 길이(10.3±1.5 μm)는 거의 단축

되지 않은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2) 인회석 내 트랙 길이는 11개 시료에 대해 측정하

였으나 측정 트랙수가 최소한 15개 이상인 2개 시료에

대해서만 결과를 제시하기로 한다(Table 6). 전단대 내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9: 11.0±2.1 μm, n=16)과 전

단대를 벗어난 지역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

11.9±2.4 μm, n=36)의 평균길이(11~12 μm)와 표준

편차(2.1~2.4 μm)는 기존에 보고된 바 있는 포항북부

의 작은 암주상 쥬라기 화강암체(12.8±1.9 μm; Shin

and Nishimura, 1993)에 비교하면 단축된 트랙들이

차지하는 비율이 약간 많은 것으로 해석된다. 평균값

의 표준오차는 G9의 경우에 0.5 μm로 비교적 큰 편

인데, 이는 측정 트랙수(n=16)가 부족한 것에 기인하

는 것으로 판단된다. G14의 트랙 길이 측정수(n=36)

가 측정시료 중에서 가장 많은 편인데도 불구하고 그

래도 충분하지 않아, 평균값의 표준오차(0.4 μm)는 비

교적 크다. 

4.2.2. 후기 화성암의 저콘 내 트랙 길이

관입상 유문암(R2)의 저콘 내 트랙 평균길이와 표준

편차는 10.8±0.6 μm로(Table 6), 세계표준연대시료인

Fish Canyon Tuff의 측정 값(10.7±0.6 μm)에 잘 비교

됨으로써, 생성 이후에 아무런 지열영향을 겪지 않았음

을 지시한다. 심성암인 섬록암(D1)의 경우(10.4±1.1μm)

에는 화산암인 유문암에 비해 약간 넓은 피크를 보임

으로써 평균값은 약간 작고 표준편차는 약간 크다. 유

문암과 섬록암의 측정된 트랙수(각각 n=16, n=25)가

충분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측정값 분포가 한 군데

로 모여 좁은 피크를 이루는 것은 이들 관입체가

~200oC 등온선 이하로 매우 빠른 속도로 냉각하였음

을 지시한다. 따라서 그들의 생성 시기는 FT 저콘 연

대에 기반하여 정의할 수 있다. 또한 후기 백악기 화

성암의 생성 이후에는 FT 저콘 내 트랙에 영향을 미

칠 만한 지질사건은 존재하지 않았다고 해석된다.

5. 토 의

5.1.쥬라기 화강암체의 정출 후 전기 냉각사와 후기

냉각사 

연구지역의 거대한 저반상 화강암체는 각섬석-흑운

모 화강섬록암, 각섬석-흑운모 화강암, 흑운모 화강암,

복운모 화강암 등 다양한 암상으로 이루어진 화강암복

합체이다. 전주지역의 엽리상 반상 흑운모 화강암

(169.6±1.5 Ma), 김제시 금산면지역의 엽리상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172.7±1.4 Ma), 정읍시 옹동면지역

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172.9±1.7 Ma)

등 엽리상 화강암질암에 대해 기존에 보고된 U-Pb 스

핀/저콘 연대(Table 1)는 173~170 Ma 범위에 해당하

며 서로 오차범위 내에서 중첩된다. U-Pb 저콘 및 스

핀의 폐쇄온도(~750oC , Parrish and Tirrul, 1989;

~700-660oC, Scott and St-Onger, 1995)를 감안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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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의 저반체를 이루는 이 엽리상 화강암질암의 정출

시기는 세 연대의 가중평균인 171.7±2.3(1σ) Ma의 범위

로 볼 수 있다. 한편 김제지역의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

암의 정출 시기는 두 U-Pb 저콘 연대(169.6±1.8 Ma,

167.5±2.4 Ma)의 가중평균인 168.8±1.4(1σ) Ma로 정

의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연구지역 내의 화강암질 저

반체는 중기 쥬라기에 정출하여 다양한 암상으로 분화

하였는데, 정출 시기는 암상 차이에 따라 ~173 Ma부

터 ~168 Ma 범위에서 약간의 시차가 인지된다. 연성

변형작용으로 인한 엽리조직의 존재 유무를 기반으로

전단운동이 일어났던 시기는 엽리상 화강암질암과 비

엽리상 화강암질암의 관입 시기 사이로 제한될 수 있

으므로, 김제 금산면지역 경우에는 173~170 Ma 사이

(Lee et al., 2003)로 정의될 수 있다. 연대오차를 고

려하면 전단운동은 화강섬록암의 정출 후에 그다지 오

래 지나지 않아 일어났던 것으로 해석될 수 있다.

여기서 토의하고자 하는 것은 각각 300oC, 200oC,

100oC 등온선에 대한 냉각연대를 잘 지시하는 스핀,

저콘, 인회석의 FT 연대에 기반하여 화강암질 저반체

의 정출 이후 약 300oC까지의 전기단계 냉각사와 이

후 현재 지표온도에 이르기까지의 후기단계 냉각사에

초점을 맞추기로 한다. 일차냉각 이후에 후기 화성활

동에 의해 겪은 지열상승에 관해서는 별도로 뒤에 논

의하기로 한다. Table 7에는 이 화강암질 저반체의 정

출 마지막 단계의 고온(예, 750~700oC)에서부터 다양

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현재 지표온도에 이르기까지

의 냉각속도를 제시하였다. 300oC와 200oC 등온선을

커버하는 일차냉각속도의 계산은 교란되지 않은 FT 스

핀 및 저콘 연대에 바탕을 두었으며, 후기 지열영향으

로 인해 부분감소된 연대는 계산에서 제외시켰다. 

정읍지역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질암의 U-Pb 스핀

연대(~173 Ma; Jeong et al., 2008)를 정출 시기로

보고, 같은 지역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질암(G7)의

FT 스핀 연대(~153 Ma)에 기반하면, U-Pb 스핀 폐

쇄온도(~700-660oC; Scott and St-Onger, 1995)부터

FT 스핀 폐쇄온도 290oC까지는 평균 ~21oC/Ma의 속도

로 냉각된 것으로 계산된다. 즉 이 화강암체는 정출 이

후 ~290oC까지의 전기냉각단계에 대부분 열을 잃었음

Table 7. Cooling rates of Jurassic granitic rocks in southern Jeonju

Sample No. Methoda Temp. range

(oC)b

Time period

(Ma)

Cooling rate

(oC/Ma)c

G1 FS-sfc 290-13 158-0  1.8

FA-sfc 105-13  54-0  1.7

G6 UZ-FZ 750-200 173-120 10.4

FZ-sfc 200-13 120-0  1.6

G7 US-FS 700-290 173-153 20.5

FS-sfc 290-13 153-0  1.8

FA-sfc 105-13  60-0  1.5

G8 FA-sfc 105-13  47-0  2.0

G9 FA-sfc 105-13  56-0  1.6

G10 FZ-sfc 200-13 127-0  1.5

FA-sfc 105-13  46-0  2.0

G13 FZ-sfc 200-13 124-0  1.5

G14 FZ-sfc 200-13 121-0  1.5

FA-sfc 105-13  48-0  1.9

(a) FS and FZ=FT sphene and zircon ages (undisturbed primary cooling ages); FA=FT apatite age (post-reset cooling age);

sfc=present-day surface; UZ and US=U-Pb zircon and sphene ages; 

(b) Closure temperature: 750oC for U-Pb zircon (Parrish and Tirrul, 1989); 700oC for U-Pb sphene (Scott and St-Onger, 1995);

290oC for FT sphene (Harrison and McDougall, 1980); 200oC for FT zircon (Nishimura and Mogi, 1986); 105oC for FT apatite

(Harrison and McDougall, 1980); 13oC for present-day mean annual surface temperature; 

(c) Cooling rate using ages of two minerals is estimated by an equation CR1-2=(θ1-θ2)/(t1-t2) where θ=closure temperature,

t=age; Cooling rate using an age of a mineral is estimated by an equation CR1-sfc=(θ1-θsfc)/(t1-0) where θsfc=present-day mean

annual surface temperature (e.g., 13o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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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여기서 주냉각의 마지막 단계인 290oC

등온선의 냉각 시점을 지시하는 FT 스핀 연대를 암상

별로 비교하면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158±10 Ma: G1)이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153±20 Ma:

G7)에 비해 큰 연대값을 보인다. 전기 분화 산물이 후

기 분화 산물에 비해 약간 먼저 300oC 등온선 이하로

냉각되었을 가능성을 암시하나, 후자의 연대는 단 1개

의 입자만을 이용하여 구해진 값으로 불확도가 매우

클 뿐 아니라 측정 트랙수에 주로 의존하는 연대 오차

가 매우 커서 두 암상 간에 선후관계를 논의하기에는

적합하지 않다고 본다. 

한편 김제지역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

(G6)으로부터는 FT 스핀 연대를 얻지 못하였으나 교

란되지 않은 FT 저콘 연대(~120 Ma)를 얻었는데, 가

까운 지역의 동일 암상으로부터 기존에 보고된 U-Pb

저콘 연대(~173 Ma;  Lee et al., 2001; Lee et al.,

2003)를 이용하면, U-Pb 저콘의 폐쇄온도(~750oC;

Parrish and Tirrul, 1989)부터 FT 저콘의 폐쇄온도인

200oC까지의 평균냉각속도는 ~10oC/Ma 정도로 계산

된다. 

정출 후 290oC까지 주냉각단계의 비교적 빨랐던 냉

각속도(~20oC/Ma)와는 달리, 290oC 이하부터 지표온

도까지의 후기냉각단계에는 온도구간에 따라 약간의 차

이는 있었으나 평균 1.8~1.5oC/Ma의 매우 느린 속도

로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Table 7). 후기냉각단계의

느린 냉각은 위치에 따라 미약한 차이가 있었을 뿐,

암상에 따른 차이는 뚜렷하지 않다. 

Table 7에서 105oC 이하부터 지표온도에 이르기까지

의 잔열 냉각속도의 계산에 이용된 FT 인회석 연대는,

연대 측정과 트랙 길이 측정자료에 의하면, 원래냉각

연대가 아닌 후기 지열영향에 의해 일차냉각연대가 완

전리셋된 후에 재냉각에 따른 이차냉각연대이다. 리셋

후 105oC 이하로 재냉각된 이래 지표온도까지의 잔열

냉각은 평균 2.0~1.7oC/Ma의 느린 속도로 진행되었음

이 확인되었다(Table 7).

5.2.상부지각의 침식에 따른 쥬라기 화강암체의 융

기속도와 융기량

쥬라기 화강암체가 정출 이후 약 300oC까지 비교적

빠른 속도(약 20oC/Ma)로 냉각된 이후에 300oC 이하

의 매우 느린 속도(2.0oC/Ma 이하)로 진행되었던 후기

냉각을 상부지각의 느린 침식-삭박에 따른 상대적 융

기에 의해 지배되었다고 가정하면, 냉각속도로부터 융

기속도를 변환시켜낼 수 있다. 단, 이 연구에서 적용한

평균 지하증온율과 현재 시점(제로 연대)의 지표온도는

기존 연구(Shin and Nishimura, 1993)에서와 같이 각

각 ~30oC/km와 ~13oC로 가정하였다. 연구지역 내

쥬라기 화강암질 저반체의 침식-삭박에 따른 융기사의

토의에 있어서, 화강암질 기반암 위에 부정합으로 놓

인 백악기 퇴적암류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기존의 항

공자력탐사(Baag and Kwon, 1994)에서도 진안분지의

지하 약 1.5 km 아래에는 화강암체가 위치하는 것으

로 보고된 바 있는데, 이 쥬라기 화강암질 저반체는

진안분지 내에 퇴적물이 충전되기 이전에 지표에 완전

히 노출되었거나 거의 지표까지 상승하였다는 조건이

전제될 필요가 있다. 

냉각속도를 융기속도로 변환시키기 위해서는 몇 가

지 가정들이 전제되어야 한다: ①화강암체가 심부에 정

치한 이후의 냉각은 상부지각의 침식-삭박에 따른 상

대적 융기에 의해 근본적으로 지배된다; ②침식에 의

해 융기가 진행되는 동안에 지표 지형에 대한 등온선

은 안정적이고, 지표 지형이나 열전도율에 의해 영향

을 받지 않아야 한다; ③임계등온선(critical isotherm)

은 융기속도에 관계없이 지표면을 기준으로 일정한 깊

이에 수평적으로 머무는 것으로 간주된다; ④시료들 간

의 고도(altitude) 차이가 계산에 미치는 영향은 무시할

정도로 본다. 

화강암체의 융기속도 계산 시에는 위치와 암상이 서

로 다른 여러 시료들에 적용이 가능한 교란되지 않은

FT 연대만을 이용하여야 된다. 따라서 계산에는 원래

일차냉각을 지시하는 FT 저콘 연대만을 이용하였으며,

후기 지열사건에 의해 리셋 또는 부분감소된 저콘 연

대와 리셋 후의 재냉각된 인회석 연대는 제외시켰다. 

Table 8에는 전기 백악기(127~120 Ma) 이후부터 현

재(제로 연대)의 지표면에 이르기까지의 평균 융기속도를

제시하였다. 이 저반상 화강암체는 시료위치와 암상(엽

리상/비엽리상)에 관계없이 연간 0.049~0.052 mm/year

범위의 유사한 속도(평균: 연간 약 0.05 mm; 백만 년

동안 약 50 m)로 천천히 융기한 것으로 입증되었다.

평균 지하증온율을 30oC/km로 가정할 경우, 100 Ma

이후 현재까지의 총융기량(total uplift)을 계산하면 약

5 km로 추정된다. 그 이후에도 평균냉각속도를 일정하

게 적용할 경우, 70 Ma와 40 Ma 이후부터 현재까지

의 총융기량은 각각 3.5 km와 2 km 정도로 추정된다.

이 화강암체의 백악기 이후의 매우 느린 융기는 상부

지각의 매우 느린 침식-삭박에 주로 기인한 것으로 해

석된다. 융기량이 전주-김제-정읍에 걸쳐 대체로 균등

한 것으로 계산된 점은 이 거대한 쥬라기 화강암체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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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치에 관계없이 전기 백악기 이후부터 암체 전반에

걸쳐 고르게 융기(plateau uplift)하였음을 뒷받침한다.

FT 저콘 연대를 이용하여 구한 100 Ma/70 Ma/40

Ma 이후의 융기량을 딴 지구조 단위에 위치하는 선-백

악기 화강암체에 대해 기존에 보고된 값(Shin and

Nishimura, 1993)과 비교해보면, 연구지역인 옥천대 남서

부의 쥬라기 화강암체의 융기량(5 km/3.5 km/2 km)

은 양산단층(Fig. 1에서 YF) 이동의 포항 북부의 쥬라

기 남정화강암체(6 km/4 km/2.5 km)에 비해 약간 작

은 편이며, 경상분지 북동부(영양소분지)의 페름-트라

이아스기 영덕화강암체(4 km/3 km/1.5 km)에 비해서

는 약간 큰 편이다. 즉 전기 백악기 이후의 상부지각

의 침식-삭박된 두께는 양산단층 이동 블록>옥천대 남

서부(연구지역)>경상분지 북서부 순으로 해석된다. 

5.3.후기 화성암의 생성 시기와 지열근원암으로서의

역할

연구지역 내에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온천지

역의 부근에는 지표 조사에서 다양한 후기 관입체들이

근접해있는 것이 확인된다. 과거 항공자력탐사에 의한

지하심부구조 파악(Baag and Kwon, 1994)에 따르면,

중앙단층의 남동부인 진안분지의 지하 약 1.5 km 깊

이에 화강암체가 위치하며, 화강암체의 약 2 km 깊이

에는 훨씬 높은 대자율(2,400~2,500×10-6 cgs emu)

을 가진 후기 관입체가 NNE-SSW 방향으로 길게 근

접해 있는 것으로 해석된 바 있다. 예를 들어, 화심온

천의 지하 약 2 km 깊이에는 쥬라기 화강암체 내에

반심성암체로 추정되는 후기 관입체가 위치하며(Fig. 1

의 단면 A-A’), 죽림온천의 지하에도 후기 관입체가 근

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의 단면 B-B'). 회

봉온천 주변에도 페그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들의 관

입이 지표에서 확인된다(Fig. 1의 단면 B-B').

도처에 분포하는 후기 화성암체의 생성 시기는 각

암체별로 두 지점으로부터 중복측정된 FT 저콘 연대의

가중평균값에 의해 잘 정의된다(Table 5): 죽림온천과 화

심온천 주변의 석영반암=각각 72±4 Ma, 75±4 Ma(평

균 73±3 Ma); 목욕리온천 부근의 섬록암=73±2 Ma;

완주군 구이면 일대의 관입상 유문암과 용암류상 유문

암=각각 74±4 Ma, 70±4 Ma (평균 72±3 Ma); 임

실군 신덕면 일대의 장석반암=78±4 Ma. 

이들 화성암류는 산출지역, 모암 종류, 산출상태 등

에 관계없이 매우 유사한 FT 저콘 연대를 보이며, 총

가중평균 73±3(2σ) Ma의 오차범위 내에서 서로 중첩

된다. 따라서 이들을 73±3 Ma를 정점으로 후기 백악

기 중에 일어난 일련의 반심성-심성-화산활동의 산물로

간주하여도 무리가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T 저콘 연대가 생성 시기로 정의되기 위해서는 생

성 이후 200oC까지의 매우 급작스런 냉각이 전제되어야

한다(Shin, 2013). 예를 들어, 세계표준연대시료로 널리

이용되고 있는 Fish Canyon Tuff (27.77±0.08 Ma)와

Mt. Dromedary Complex (98.7±0.6 Ma)의 경우에는

스핀-저콘-인회석을 대상으로 측정한 FT 연대들이 서

로 잘 일치함으로써 정출 이후 300oC-200oC-100oC

등온선까지 매우 급작스런 냉각이 잘 입증된다(Shin

and Nishimura, 1991). 일반적으로 화산암과 매우 작

은 규모의 천부 관입체의 경우에는 정출 이후의

100oC 등온선까지의 냉각이 급작스레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나, 엄밀히 말하면 실제 냉각속도는 해당

시료가 처한 다양한 조건과 요인에 따라 약간의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냉각속도에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요

인에는 다음과 같은 것들이 포함된다: 관입체의 암상/

산출상태/정치 심도/규모; 관입체가 만난 모암의 생성

시기/암종(결정질암/퇴적암)/물리적 성질/냉각된 정도;

상부 지각 구조 내 천수의 유입과 순환체계 등. 

예를 들면, 죽림온천 부근에 관입한 매우 작은 규모

의 석영반암(Q2)은 이미 저온으로 냉각돼있던 퇴적암

Table 8. Estimates of uplift rates and total uplifts of the Jurassic granite batholith in southern Jeonju

Site Methoda Temp. range

(oC)b

Time period

(Ma)

Cooling ratec

(oC/Ma)

Uplift rated

(mm/a)

Total uplift (km)

since 

100 Ma

since 

70 Ma

since 

40 Ma

G6 FZ-sfc 200-13 120-0 1.6 0.052 5.2 3.6 2.1

G10 FZ-sfc 200-13 127-0 1.5 0.049 4.9 3.4 2.0

G13 FZ-sfc 200-13 124-0 1.5 0.050 5.0 3.5 2.0

G14 FZ-sfc 200-13 121-0 1.5 0.052 5.2 3.6 2.1

(a), (b) & (c): see captions in Table 7;

(d) Uplift rates are estimated by an equation UR1-sfc=[(θ1-θsfc)/t1]/(ΔT/ΔZ) where θsfc is present-day mean annual surface tem-

perature (e.g., 13oC) and ΔT/ΔZ is geothermal grdient (e.g., 30oC/M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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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만났을 관입 초기에 모암에 대부분 열을 급작스레

잃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에 화심온천 부근에 관

입한 매우 작은 규모의 석영반암(Q1) 경우에는 모암이

결정질 화강암이어서 죽림온천 부근의 퇴적암 분포지

역과는 모암의 조건과 물리적 성질이 달랐을 것으로

예상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심온천 부근에 석영반

암이 관입하였던 ~75 Ma 경에는 이미 모암인 쥬라기

화강암체는 주냉각을 마치고 100oC 등온선 이하로 냉

각된 상태였으며 후기 관입체와 모암 간의 온도 차이

는 매우 컸을 것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후기 관입체는

~200oC 이하로 급냉하였을 것으로 해석되므로 FT 저

콘 연대를 생성 시기로 간주하여도 문제가 없을 것으

로 본다. 

역으로 후기 관입체에 의해 관입 당한 쥬라기 화강

암체 등 기반암은 후기 관입체를 만난 초기에 상당한

지열을 받아들였던 것으로 볼 수 있다. FT 연대와 트

랙 길이 측정자료에 의한 열연대학적 해석과 지표 지

질조사에 기반하면, 쥬라기 화강암체는 광범위한 지역

에 걸쳐 일차냉각 이후에 적어도 저콘 부분안정영역

(230~170oC) 또는 그 이상(최고 330oC 이상)에 달하

는 지열영향을 받았음이 입증되었다. 이들 중에서 대

부분 시료들(G2,4,5,7,8,9,11)은 전주전단대 부근의

NE-SW 방향의 단층의 주변에 위치하는데, 지표에서

그 남서부의 2 km 이내 또는 약 4 km 가까이에 반

심성암류와 화산암류가 근접해있는 것으로 확인되었으

며(Table 9), 특히 지하구조 해석(Baag and Kwon,

1994)에서는 모든 지점의 지하 가까이에 후기 관입체

들이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 

한편 주단층대에서 북서쪽으로 멀리 떨어져 전단대

의 가장 외곽부(G3) 또는 전단대 밖(G12)에 위치하는

일부 시료들은 그 남서쪽의 반심성암류와 화산암류 주

분포지로부터는 매우 멀리 떨어졌으나, 지표에서 주변

2 km 이내에 수많은 페그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들이

NE-SW 방향으로 대체로 평행하게 군집을 이루며 관입

해 있는 것이 확인될 뿐 아니라, 지하에도 후기 관입체

가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 Table 9).

이와 같이 연구지역 내의 쥬라기 화강암체 내에 지

열상승을 주도한 역할을 한 후기 화성암류는 석영반암

/섬록암 등 작은 암주들과 군집상의 페그마타이트 암맥

또는 석영맥 등 두 그룹으로 나뉘어진다. 그러나 지표

에서 쥬라기 화강암체 내에 후기 화성암체의 관입이

확인된 곳은 화심온천 부근의 석영반암(Q1)과 목욕리

온천 부근의 섬록암(D1) 뿐이다. 화심온천 부근의 석

영반암은 지표에는 매우 일부만 노출되어 있으나 지하

에는 약 2 km 깊이에 후기 비교적 크게 자리 잡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었다(Fig. 1의 단면 A-A’). 화심온천

은 쥬라기 화강암질암을 모암 내의 Na+-SO4
2-

 형 지하

수를 기반으로 한 온천으로서(Lim et al., 1990b), 석

영반암(Q1)이 지열근원암으로서 역할을 한 것으로 판

단된다. 목욕리온천은 Ca2+-(SO4
2-, HCO3

-) 형의 지하

수를 기반으로 하며 지하증온률은 27oC/km로(Lim et

al., 1993), 바로 서쪽에 관입해있는 매우 작은 암주상

섬록암체가 지열근원암인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쥬라기 화강암질암 분포지역 외에 위치하는 온

천에는 죽림온천과 회봉온천 등이 있다. 죽림온천은

NW-SE 방향으로 발달된 단층대를 따라 백악기 퇴적

암과 화산암을 모암으로 개발된 Na+-HCO3
-형의 지하수

를 기반으로 하는 알칼리성 온천(Lim et al., 1990b;

Na et al., 1997b)이며 지하증온률은 26.0~27.6oC/km

정도이다(Lim et al., 1990b). 지하수량 부족으로 지속

적인 개발이 어려운 상태이며, 가까운 곳에 별도의 온

천(상관리조트스파)이 개발되어 있다. 지표에서 죽림온

천의 북동쪽에 백악기 퇴적암과 안산암질암 내에 매우

작은 규모로 관입해있는 석영반암(Q2)은 지하에도 진

안분지의 하부 2 km 정도에 위치하는 화강암질 기반

암 내에 비교적 큰 규모로 근접해 있는 것으로 파악된

다(Fig. 1의 단면 B-B' 참조). 회봉온천은 죽림온천에

서 동남동쪽으로 약 5 km 떨어진 진안군 성수면 용포

리 일대에서 Na+-SO4
2-

 형의 지하수를 기반으로 하는

알칼리성 온천으로 조사된 바 있는데, 지하증온률은

21.5oC/km로 비교적 낮은 편이다(Lim et al., 1990a).

회봉온천 관광지구로 지정되었으나 개발이 지체된 상

태이다. 지표에서 큰 규모의 후기 관입체는 존재하지

않으나 작은 규모의 페그마타이트 암맥들이 NNE-SSW

방향으로 관입해있는 곳이 확인되며 북쪽에는 작은 규

모의 석영반암이 근접해 있다.  

반면에 연대 측정 대상인 후기 화성암류 가운데 매

우 넓은 지역에 큰 규모로 관입해있는 장석반암(F1)은

죽림온천으로부터 9~10 km 정도 멀리 떨어져 위치하

며, 진안분지 위를 분출상으로 덮은 유문암(R1)과 국

지적으로 산출되는 관입상의 유문암(R2)은 죽림온천에

서 13 km, 목욕리온천에서 7~10 km 정도의 먼 거

리에 위치한다. 이들 주변에 개발 완료되었거나 개발

중인 온천이 존재하지 않는 것은 작은 암주상의 석영

반암이나 섬록암 주변에 온천이 존재하는 것과는 대조

적이다.

비록 제한된 수의 후기 화성암(6개)에 대해서만 연

대 측정이 이루어졌으나, 후기 백악기 이후의 신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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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대는 측정되지 않았다. 또한 관입상 유문암(R2)과 섬

록암(D1)의 저콘 내 트랙의 평균길이와 표준편차(각각

10.4±1.1 μm, 10.8±0.6 μm)가 세계표준연대시료의

단축되지 않은 값(10.7±0.6 μm; Tagami et al., 1990)

에 잘 비교되어 트랙 길이의 단축 이력이 없음을 잘

지시하고, 트랙 길이 분포히스토그램이 하나의 좁은 피

크를 보이는 점은 급냉한 이후에 아무런 지열영향을

겪지 않았음을 명백하게 입증한다. 따라서 연구지역 내

에서 후기 백악기(~73 Ma 전후)에 활발하게 일어난

일련의 심성-반심성-화산활동은 연구지역 내의 쥬라기

화강암 저반체와 진안분지 내 백악기 퇴적암 등에 지열

상승을 초래한 마지막 지질학적 사건이었음이 확실하다.

5.4.쥬라기 화강암질암의 지열 이력과 온도상승 정도

앞에서 토의한 바와 같이, FT 열연대학적 해석에

따르면, 전주-김제-정읍 일대에 거대한 저반상으로 노

출돼있는 쥬라기 화강암체는 도처에 암주상으로 관입

한 반심성암과 일부 심성암, 그리고 군집상으로 격렬

하게 관입한 페그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 등 후기 화

성암류의 관입으로 인해 시료위치에 따라 다양한 정도

의 후기 지열영향을 받았다. Table 9에는 쥬라기 화강

암질 저반체의 여러 지점에서 채취한 시료로부터 취득

한 FT 연대와 트랙 길이 자료에 기반하여, 화강암체가

일차냉각된 이후에 겪은 지열상승 정도를 종합적으로

나타내었다. 이해를 돕기 위해 지표에서의 후기 화성

Table 9. Extent of later thermal rises recorded in the Jurassic granites based on fission-track thermochronological analyses

Site

FT age (1σ, Ma)a

Mean track length

±Standard deviation 

(1σ, μm)

Neighboring 

later igneous body
Extent of later 

thermal rise 

after primary 

coolingSphene Zircon Apatite Zircon Apatite
Horizontal 

distanceb

Under-

groundc 

G1 157.7± 9.9 ― 54.1± 5.7 ― ―  ~6 km No Sphene Stability Zone 

(<250oC)

G2 ―  71.0± 5.1 51.3± 6.3 ― ―  <2 km Yes Zircon Instability Zone 

(>230oC) 

G3  69.5± 6.3  77.9± 8.3 65.3± 6.9 ― ―  <2 km* Yes Sphene Instability Zone 

(>330oC) 

G4 118.8±10.5* ― ― ― ―  <2 km Yes Sphene Partial Stability 

Zone (330~250oC)

G5 ― 110.5± 8.8* ― ― ―  <2 km Yes Zircon Partial Stability 

Zone (230~170oC) 

G6 ― 119.9± 7.7 ― ― ―  <2 km Yes Zircon Partial Stability 

Zone (230~170oC) 

G7 152.5±19.9  89.5±13.0* 60.2± 5.9 ― ―  ~4 km  Yes Zircon Partial Stability 

Zone (230~170oC) 

G8 ― 111.0± 7.7* 46.5± 5.3 10.2±1.3 ―  ~4 km Yes Zircon Partial Stability 

Zone (230~170oC) 

G9 ―  91.2± 7.3* 55.7± 4.4 ― 11.0±2.1  ~4 km Yes Zircon Partial Stability 

Zone (230~170oC) 

G10 ― 127.3± 8.0 45.7± 4.9 10.1±2.2 ―  ~3 km No Zircon Stability Zone 

(<170oC) 

G11  92.6±10.7*  91.4± 6.7* 53.6± 6.1 ― ―  <2 km Yes Sphene Partial Stability 

Zone (330~250oC)

G12  94.6± 5.4*  73.6± 5.7 72.4± 9.7 11.1±2.1 ―  <2 km* Yes Sphene Partial Stability 

Zone (330~250oC)

G13 ― 123.5±22.3 ― ― ―  ~4 km No Zircon Stability Zone 

(<170oC) 

G14 ― 121.1± 7.1 47.8± 3.9 10.3±1.5 11.9±2.4 ~10 km No Zircon Stability Zone 

(<170oC) 

(a) Roman=undisturbed primary cooling age; asterisked=partially-reduced age due to later thermal overprint; italics=post-reset

cooling age;

(b) Distance from hypabyssal and volcanic rocks; Asterisked*=Distance from neighboring pegmatite dykes and quartz veins;

(c) Presence of later igneous intrusive body identified from its high susceptibility by previous aeromagnetic survey (Baag and

Kwon, 1994); See cross-sections in Fig.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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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체와의 거리와 지하에 후기 화성암체의 근접여부도

함께 제시하였다.

Table 9에서 FT 스핀-저콘-인회석 연대는 각 광물

내 트랙의 안정영역에 따라 원래일차냉각연대(표에서

로마체), 부분감소연대(*표시), 리셋후 재냉각연대(이태

릭체) 등 다양한 이력을 나타내며, 일부 트랙 길이 측

정자료는 후기 지열에 의한 트랙 단축에 관한 정보를

보조적으로 제시한다. 쥬라기 화강암체에 보존돼있는

일련의 일차냉각-후기가열-재냉각 이력과 그들이 겪은

후기 가열사건으로 인한 온도범위는 시료위치에 따라

매우 차별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시료위치에 따른 지

열이력의 차이는 지열상승을 초래한 후기 화성암체의

존재 유무와 지표와 지하에서의 근접 거리에 밀접하게

연관된 것으로 해석되었다. 

예를 들어 FT 저콘 연대의 경우, 일부 엽리상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G6)에서는 원래일차냉각연대(120 Ma)

가 그대로 보존되어 있으나, 딴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11)과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9)에서의

훨씬 젊은 저콘 연대(91~90 Ma)는 후기 지열영향에

의해 부분감소된 연대임을 지시한다. 이 중에서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의 저콘 연

대(~90 Ma)는 부분감소되었으나 스핀 연대(~153 Ma)

는 교란되지 않았으므로 지열상승정도는 저콘 부분안

정영역(230~170oC)에 이르렀지만 스핀 부분안정영역

(330~250oC)에는 달하지 못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면에 목욕리온천지구 남서쪽의 엽리상 각섬석-흑운

모 화강섬록암(G11)의 스핀 연대(~93 Ma)는 스핀 부

분안정영역(330~250oC)의 교란을 지시한다.  

김제시 금구면 선암리 일대의 비엽리상 각섬석-흑운

모 화강암(G12)의 스핀 연대(~95 Ma)의 부분감소는

330~250oC에 이르는 지열상승에 기인하며, 거의 같은

값을 보이는 저콘과 인회석 연대(74~72 Ma)는 일차

연대가 리셋된 후에 재냉각되면서 200oC 및 105oC

등온선 이하로 급작스레 냉각되었음을 가리킨다. 후기

백악기 화성암류의 주 분포지역인 NE-SW 단층대로부

터 ~10 km 이상 멀리 떨어진 이 지역에서의 지열상

승 주근원은 주변에 군집상으로 관입한 페그마타이트

암맥들로 해석된다. 지하에 후기 관입체가 근접해있는

것으로 파악된 점(Fig. 1), 화강암의 절리면을 따라 몰

리브덴(Mo) 열수광체의 배태가 국지적으로 확인된 점

등은 이러한 해석을 강하게 뒷받침한다. 

죽림온천 북서쪽 완주군 구이면 평촌리 일대의 엽리

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섬록암(G2)에 보존된 리셋후 재

냉각 저콘 연대(~71 Ma)도 지표와 지하에 근접해있는

후기 관입체가 크게 기여했기 때문으로 해석된다. 반

면에 화성암 분포지역에서 약 10 km 떨어진 정읍시

정우면 장순리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의 교란

되지 않은 저콘 연대(~121 Ma)와 단축되지 않은 저

콘 내 트랙 길이와 표준편차(10.2±1.3 μm)는 후기 지

열상승 정도가 저콘의 트랙 안정영역(~170oC 이하)에

머물렀음을 지시한다. 

모든 시료의 FT 인회석 연대(72~46 Ma)는 교란되

지 않은 저콘 연대(127~120 Ma)에 비하면 매우 젊은

값들로, 200oC~100oC 등온선의 정상적인 냉각패턴에

서 크게 벗어난다. 따라서 인회석 연대는 일차냉각연

대가 아니며, 다양한 온도범위의 후기 지열상승으로 인

해 리셋된 후에 인회석 등온선 이하로 다시 냉각되면

서 드러난 재냉각연대로 해석된다. 비교적 넓은 범위

의 인회석 연대는 시료위치에 따른 100oC 등온선 이

하의 재냉각 시점에 다소 차이가 있었음을 지시한다.

이와 같이 인회석 내 트랙 불안정영역(>125oC)에 달

하는 온도상승으로 인해 원래트랙이 완전소멸된 후에

다시 트랙 안정영역(<70oC)으로 재냉각된 경우에 새

로 형성된 트랙들의 길이와 모양은 원래 일차냉각 때

의 트랙들과 뚜렷한 차이를 보이지 않는다. 

정읍시 산외면 상두리의 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9)과

정우면 장순리의 비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4)의 인회

석 내 트랙의 평균길이와 표준편차(각각 11.0±2.1 μm와

11.9±2.4 μm)는 기존 연구에서 후기 지열이력을 겪지

않은 딴 지역의 작은 암주상의 쥬라기 화강암체(포항

북부 남정암체)로부터 측정된 값(12.8±1.9 μm; Shin

and Nishimura, 1993)에 비하면 평균길이 값이 약간

작은 편이다. 이는 얼핏 보기에는 후기 지열영향에 의

해 부분단축된 결과로 단순히 판단할 수도 있으나, 이

지역의 화강암체처럼 지하심부에 거대한 저반체로 관

입하여 오랜 지질시대를 거치면서 매우 느린 속도로

냉각된 경우에는 뚜렷한 후기 가열사건을 겪지 않았어

도 인회석 내 존재하던 오래 전에 생긴 트랙들이 부분

적으로 단축되게 되는데, 이런 단축된 트랙들이 차지

하는 부분이 늘어남에 따라 평균길이 값이 약간 작아

진 결과로 해석되는 것이 더 합리적이라고 본다. 이

암체 주변의 지표에서 아무런 후기 화성암체가 존재하

지 않을 뿐 아니라 지하에도 후기 관입체가 가까이에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파악됨으로써, 후자의 가능성에

더 무게가 실린다고 판단된다. 

FT 열연대학적 해석에 의하면, 연구지역의 쥬라기

화강암질 저반체에 기록돼있는 지열상승 이력은 도처

에서 ~200oC가 넘는 다양한 온도범위에 달하였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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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 수 있다(Table 9). 예를 들어, 전주-정읍 일대의 비

엽리상 복운모 화강암(G13,14)은 170oC 이하에 머물렀

으나, 김제시 금구면의 군집상의 페그마타이트 암맥들

에 의해 관입된 일부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

(G12)에 기록된 지열상승 이력은 330~250oC에 달한

다. 김제시 금산면과 완주군 구이면(G4)의 엽리상 각

섬석-흑운모 화강암(각각 G3, G4)에서는 330oC 이상,

정읍시 칠보면의 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1)과

김제시 금구면의 비엽리상 각섬석-흑운모 화강암(G12)

에서는 330~250oC의 지열상승 이력이 보존된다. 정읍

시 산외면 일대의 엽리상 흑운모 화강암(G7,9)은

230~170oC의 지열상승 이력을 보존한다. 

종합적으로 쥬라기 화강암체가 겪은 후기 지열영향

의 정도는 전단대 바깥에 분포하는 연성변형작용을 받

지 않은 후기 분화 산물인 복운모 화강암(예: G13,14)

분포지역에서 가장 낮아 170oC에 훨씬 미치지 못하였

음을 지시한다. 반면에 연성변형작용을 받아 엽리조직

을 나타내는 경우에는, 전기 분화 산물인 각섬석-흑운

모 화강암(G,2,3,4,11)에서 높으며(최고 330oC 이상),

흑운모 화강암(G5,7,8,9)은 모두 230~170oC 범위의

지열 이력을 보존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와 같이 후기

지열상승 정도는 지역 중앙부의 NE-SW 방향 단층대

에 가까운 전단대 쪽에서 더 높은 경향을 보이는데, 이

는 지표에서 뿐 아니라 지하에서도 후기 화성암류에 더

근접해있는 것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6. 결 론

옥천대 남서부에 해당하는 전주-김제-정읍일대에 거

대한 저반상으로 산출되는 쥬라기 화강암체는 각섬석-

흑운모 화강섬록암, 각섬석-흑운모 화강암, 흑운모 화

강암, 복운모 화강암 등 다양한 암상의 분화 산물로

이루어진 화강암복합체이다. 기존에 보고된 U-Pb 저콘

/스핀 연대들은 엽리상 화강섬록암(평균 172±2 Ma)과

비엽리상 흑운모 화강암(평균 169±1 Ma)의 정출 시기

에 약간의 차이가 있는 것으로 정의해준다. 교란되지

않은 FT 스핀 연대(~153 Ma)는 정출 이후 약

300oC까지의 전기단계의 냉각이 비교적 빠른 속도(평

균 ~20oC/Ma)로 진행되었음을 지시한다. ~300oC 이

하의 후기냉각단계의 일차냉각과 ~100oC 이하의 리셋

후에 다시 재개된 이차냉각은 모두 매우 느린 속도

(2.0oC/Ma 이하)로 진행된 것으로 드러났다. 화강암체

가 겪은 지열 상승은 최소한 인회석 등온선을 리셋시

킬 정도(>125oC)였으며, 지역에 따라 스핀 부분안정영

역(330~250oC) 또는 불안정영역(>330oC)의 다양한

수준에 달하였다. 지역 도처에 존재하는 다양한 산출

상태의 후기 화성암류의 생성 시기는 각 암체별 두 지

점으로부터 중복측정된 FT 저콘 연대에 의해 잘 정의

된다: 석영반암=73±3 Ma; 섬록암=73±2 Ma; 유문암

=72±3 Ma; 장석반암=78±4 Ma (전체 가중평균

=73±3 Ma). 이들 화성암은 온천개발지역(화심/죽림/목

욕리)을 위시한 연구지역 내에서 지열상승을 초래한 근

원암으로서 주도적 역할을 하였던 것으로 해석된다. 반

면에 주단층대의 반심성암류와 화산암류 분포지역으로

부터 멀리 떨어진 일부 시료에 기록된 가열 이력은 군

집상 페그마타이트 암맥과 석영맥들에 의한 열수작용

에 주로 기인한다. 후기냉각이 상부지각의 침식에 따

른 상대적 융기에 의해 지배되었다는 전제 하에 추정

한 백악기 이후의 평균 융기속도는 연간 ~0.05 mm(즉

백만 년 동안에 ~50 m) 정도로 매우 느렸다. 100 Ma/

70 Ma/40 Ma 이후 현재까지의 총융기량은 각각 5 km/

3.5 km/2 km 정도이며, 여러 지점의 유사한 융기량은

암체 전체가 비교적 고르게 융기하였음을 지시한다. 이

연구에서의 FT 열연대학적 해석에 기반하면, 옥천대

남서부인 전주-김제-정읍지역에 걸쳐 거대한 저반상의

화강암복합체가 정출 이후 현재 지표에 노출되기까지

겪은 이력은 다음과 같이 여러 단계로 요약된다: i) 전

기 분화 산물의 정출(173 Ma); ii) 전단운동/연성변형

작용(173~170 Ma); iii) 후기 분화 산물의 정출

(170~168 Ma); iv) 전기 냉각(정출 후 300oC: 173~

158 Ma); v) 후기 냉각(300oC 이하: 158 Ma~백악기

말); vi) 후기 화성활동에 의한 가열(~73 Ma 전후);

vii) 재냉각 및 잔열 냉각(100oC~지표온도: 신생대~현

재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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