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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humation mechanism of migmatite in orogenic belts provides insights into thermo-mechanical evolution of

lithosphere in association with orogeny. This study deals with kinematics of structures in and around the

Gwangcheon Gneiss, as a preliminary study on exhumation mechanism, which is a main constituent of a domal

structure (viz., Oseosan Dome) in the Hongseong area, southwestern margin of the Gyeonggi massif. Geological

structures in the Gwangcheon Gneiss, which mainly comprises southern and northwestern part of the Oseosan

Dome, generally have kinematic component of top-outward shear. This feature is likely to represent diapiric dome-

up movement. In addition, a high strain zone, by which the tectonic domain involving the Gwangcheon Gneiss is

bounded on the west, show structural features with normal sense of shear component. Taking available

(thermo)chronological data into account, it is interpreted that activation of the high strain zone and exhumation of

the Gwangcheon Gneiss occurred during Late Triassic, when the Gyeonggi massif was widely affected by post-

collisional processes. It means that the Gwangcheon Gneiss was diapirically moved up and exhumed in the footwall

of extensional high strain zone in association with Triassic post-collisional proces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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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산대에 분포하는 혼성암의 노출기작은 조산운동과 관련된 암석권의 열-역학적 진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본

연구는 경기육괴 남서 연변부 홍성지역에 발달하는 돔 구조(viz., 오서산 돔)의 주 구성요소인 고생대 광천편마암의 노

출기작에 대한 예비 연구로서, 광천편마암의 내부 그리고 주변에서 획득한 지질구조 요소의 운동학적 특성을 다룬다.

오서산 돔의 남측과 북서측 날개부를 이루는 광천편마암의 내부 지질구조는 상부가 바깥 방향으로 내려가는 정 이동

감각의 전단운동 요소를 가진다. 이는 광천편마암 및 이를 포함하는 오서산 돔이 다이아퍼 형태로 상승하였음을 지시

할 수 있다. 또한 광천편마암이 속한 지구조영역을 서쪽으로 구획하는 고변형대에서 역시 상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정

이동감각의 전단운동 요소가 뚜렷하게 인지된다. 기존에 보고된 (열)연대학적 자료를 고려하면 광천편마암을 포함하는

오서산 돔의 노출시기와 고변형대의 운동 시기는 경기육괴가 후 충돌 작용들에 의해 영향을 받았던 후기 트라이아스

기로 해석된다. 이는 광천편마암이 트라이아스기의 후 충돌 과정으로서 확장성 요소를 가지는 고변형대의 하반에서

다이어퍼 형태로 상승 및 노출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광천편마암, 오서산 돔, 다이어퍼 상승, 고변형대, 확장성 운동 요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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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페름기-트라이아스기 동안 아시아 대륙은 대륙 암군

(continental terrane)들의 충돌 및 부가에 의해 지속적

으로 성장하였으며, 이러한 기록들은 중앙아시아조산대

(Central Asian Orogenic Belt), 중앙중국조산대

(Central China Orogenic Belt) 등지에 보존되어 있다

(Xiao et al., 2003; Ernst et al., 2007). 이 기간 동

안 한반도 역시 대륙충돌의 영향을 받아 조산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viz., 송림조산운동:

Chough et al., 2000; Kim et al., 2012). 하지만 봉

합대(suture zone)의 위치에 대한 다양한 모델(e.g.,

Chough et al., 2000; Zhai et al., 2007; Oh and

Kusky, 2007; Kwon et al., 2009; Cho et al.,

2013)이 존재하여 아직까지 한반도 주변 충돌대의 아

키텍쳐에 대한 논란이 많은 것이 사실이다. 다만 최근

연대학 및 암석학적 연구 결과들에 따르면, 경기육괴

서부에는 후기 페름기 내지는 트라이아스기의 고압변

성암(e.g., Oh et al., 2005; Kim et al., 2006;

Kwon et al., 2009; Sajeev et al., 2010)이 발달하며

후기 트라이아스기의 후 충돌(post-collisional) 화성-변

성작용이 넓게 인지된다(e.g., Kim et al., 2000;

Williams et al., 2009; de Jong et al., 2015). 이는

적어도 경기육괴의 일부를 이루는 대륙지각이 충돌사

건에 의해 극도로 두꺼워진 이후 지각이 얇아지는 과

정을 경험하였을 가능성을 지시한다(Kim et al., 2000;

de Jong et al., 2015). 

본 단보에서는 경기육괴 남서부 홍성지역에 분포하는

고생대 광천편마암의 노출기작(exhumation mechanism)

에 대해 논하고자 한다. 이를 위해 광천편마암의 일부

구간 및 광천편마암이 속해 있는 지구조적 영역을 구

획하는 고변형대에서 획득한 지질구조의 운동학적 자

료가 제시된다. 본 연구의 결과는 현생이언 충돌조산

대의 일부로서 홍성지역과 이를 포함하는 경기육괴가

경험한 진화사를 전주기적 관점에서 복원하는데 중요

한 정보를 제공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질개요

경기육괴 남서 연변부에 위치한 홍성지역(Fig. 1)은

신원생대부터 중생대까지의 섭입-충돌 지구조 사건과

관련된 화성-변성 작용을 기록하고 있다(Kim et al.,

2014a, b and references therein). 오랜 기간 동안

활동성 대륙연변부에 위치했던 홍성지역은 구성암석의

형성시기, 지구조환경, 그리고 변성 및 구조 특성에 의

거해 전단대 및 단층으로 구획되는 세 지구조영역으로

분대된다(Kim et al., 2014a, b: Fig. 2) 지구조영역

1은 동부 영역으로 주로 고원생대의 모암연령을 가지

는 편마암류(유구편마암)로 구성된다. 지구조영역 2는

중부 영역으로 주로 신원생대-고생대의 모암연령을 가

지는 편마암류 및 변성화산암류로 구성된다. 지구조영

역 2에 기록되어 있는 신원생대-고생대의 화성작용은

섭입작용과 관련된 호(arc) 환경 내지는 조산운동 후

열개(post-orogenic rift) 환경에서 발생된 것으로 해석

되어진다(Park et al., 2014a, 2017; Kim et al., 2013,

2015). 지구조영역 3은 후기 고생대의 모암연령을 가지

는 저변성 저탁암(태안층)으로 이루어져 있다. 세 지구

조영역들 내에는 모두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0 Ma)

의 변성연령이 인지되며(Kim et al., 2008, 2013; de

Jong et al., 2015; Park et al., 2017), 영역 2와 3의

경우 유사 시기의 후충돌(post-collision) 화성암체들에

Fig. 1. Map of the central-western margin of the Korean

Peninsula showing distribution of Paleoproterozoic gneisses,

Neoproterozoic metaigneous rocks, Early to Middle Paleozoic

gneisses, Middle Paleozoic (meta)sedimentary rocks, and

Late Paleozoic metasedimentary rocks. Black polygon is

indicative of the location of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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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빈번하게 관입되어 있다(Williams et al., 2009;

Oh and Kim, 2013).

본 연구의 대상인 광천편마암은 영역 2의 주된 구성

요소이며, 전기-중기 고생대의 모암연령을 가지는 준편

마암, 변성화산암, 변성돌러라이트를 통칭한다(Kim et

al., 2014a, b: Fig. 2). 광천편마암은 호상구조(banded

structure), 슐리렌(schlieren), 티그마 습곡(ptygmatic

fold) 등과 같은 혼성구조를 보이는 메타텍사이트

(metatexite)로 구성된다(Kim et al., 2017). 광천편마암

은 백립암상의 변성작용(약 9.2~12.0 kbar, 770°~870°)

을 경험하였는데, 준편마암 내 저어콘의 과성장 혹은

재결정 연령을 통해 추정된 변성(혼성암화)작용의 시기

는 약 441∼403 Ma이다(Kim et al., 2015, 2017).

Kim et al. (2015)은 이러한 준편마암의 혼성암화 시

Fig. 2. Geological map of the Hongseong and adjacent areas in the central-western Korean Peninsula (modified from Kim et

al., 2014a, b), and miniature map showing tectonic domains. Black rectangles in the geological map are indicative of the

location of Figs. 3 and 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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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가 호 환경을 지시하는 인접 염기성 관입체의 형성

시기와 유사한 점을 근거로 고생대 섭입환경에서의 변

성(혼성암화)작용을 주장하였다. 하지만 Oh et al.

(2017)은 준편마암의 모암연령을 신원생대로 해석하였

으며, 이들이 경험한 중기 고생대의 최고 변성작용은

대륙충돌과 관련되어 발생하였음을 주장하였다. 비록

서로 다른 의견들이 존재하나 홍성지역에 분포하는 다

른 암상단위들과 달리 광천편마암 내에 중기 고생대의

고변성작용이 기록되어 있다는 점은 주목할 만하다. 

광천편마암은 신원생대 정편마암류(덕정리 화강섬록

암, 장곡리 정편마암)와 함께 돔형태의 분포를 보인다

(Fig. 3). Park and Kim (2016)은 이러한 돔 형태의

Fig. 3. Detailed geological map of the Oseosan Dome, showing distribution of the Gwangcheon Gneiss (modified from Park

and Kim (2016)). Biotite K-Ar ages from Park et al.(2012) are shown in the ma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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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조를 오서산 돔으로 명명하였으며, 기존의 암석학적,

퇴적학적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오서산 돔이 후기 트

라이아스기 확장성 운동 및 이에 수반된 다이어퍼 상

승흐름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추정하였다. 하지만 이

들은 상기 해석을 뒷받침 해줄 수 있는 운동학적 자료

를 제시하지는 않아 모델 검증을 위한 좀 더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한 것이 사실이다. 

3. 운동학적 지시자

광천편마암의 노출기작을 해석하기 위해서 1) 광천

편마암이 분포하는 오서산 돔의 남측 및 북서측 날개

부(오서산-광천 지역)와 2) 광천편마암이 속한 홍성지

역 지구조영역 2의 서측 경계부(고남-영목 지역)를 따

른 고변형대(high strain zone)에서 지질구조요소를 획

득하였다. 본 논문에서는 예비 연구 결과로서 이들 구

간에서 획득한 구조요소의 운동학적 특징에 대해 개괄

적으로 기술하고자 한다.

3.1. 오서산 돔의 날개부(오서산-광천 지역)

고변성암(high-grade metamorphic rock)의 경우 고

온에서의 재결정작용에 기인하여 물질 흐름의 방향을

지시하는 광물선구조 혹은 신장선구조가 잘 인지되지

않을 수 있지만(Passchier and Trouw, 2005; Passchier

and Coelho, 2006), 광천편마암에는 석영이나 장석 집

합체, 각섬석 입자, 운모의 선형배열에 의해 선구조가

Fig. 4. Structural map of the southern part of the Oseosan Dome, composed mainly of the paragneiss and metadolerite units

of the Gwangcheon Gneiss. Equal-area lower-hemisphere plots of foliation (great circles) and mineral/stretching lineation

(black dots with contours) are also show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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잘 정의된다. 특히 오서산 돔의 남측에 주로 분포하는

광천편마암의 준편마암과 변성돌러라이트에는 운동학

적 지시자들이 비교적 잘 보존되어 있다.

오서산 돔 남측 날개부에서 측정된 선구조(광물 및

신장선구조)는 전체적으로 남쪽(남서 혹은 남동 방향)

으로 침강(plunge)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4). 이들은

엽리면을 기준으로 중간 내지는 저각의 면선각(pitch)

을 가진다. 선구조가 남쪽을 향해 침강하는 경우 석류석

반상변정 주변의 비대칭적인 변형그늘(strain shadow)

혹은 계단 모양의 엽리기하(stair-step geometry)는 상

부가 남쪽으로 내려가는(top-down-to-the-south) 운동

감각을 지시한다(Fig. 5a). 선구조의 면선각(pitch)이 전

체적으로 중간 내지는 저각임을 고려하였을 때, 미구

조를 통해 인지된 운동학적 특징은 오서산 남측 날개

부가 적어도 정 이동감각의 전단운동 요소(normal

sense of shear component)와 함께 수평적 전단운동

(horizontal shear component)의 요소를 가지고 있음

을 지시한다. 

광천편마암의 단위 중 준편마암 및 변성화산암으로

주로 구성되는 오서산 돔의 북서측 날개부의 경우 내

부에 발달하는 비대칭 무근습곡의 기하형태를 통해 운

동학적 정보를 파악할 수 있다(Fig. 5b). 이 지역에는

북서 방향의 버전스(NW-vergence)를 가지는 비대칭

습곡들이 빈번하게 발달한다. 물질의 이동방향을 지시

하는 선구조의 공간적 발달 특성이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은 상황에서 운동감각을 정확하게 제시하기는 힘들

지만, 오서산 돔의 북서측 날개부 역시 상부가 아래로

내려가는 정 이동감각의 전단운동 요소(normal sense

of shear component)를 가지고 있음은 명확하다. 

3.2. 홍성지역 지구조영역 2의 서측 경계부(고남-

영목 지역)

광천편마암이 발달하는 홍성지역 지구조영역 2의 서

측 경계부는 안면도 남측 해안가를 따라 노출된다

(Figs. 2 and 6). 저변성 저탁암(태안층)으로 주로 구성

되는 지구조영역 3과의 접촉 경계는 트라이아스기와

쥬라기의 관입체에 의해 봉합되어 있지만, 그와 인접

한 고남-영목 지역에는 고변형대(high strain zone)가

발달되어 있다(Fig. 6). 이 고변형대는 편암, 규암, 그

리고 대리암을 포함하는 변성퇴적암류와 함께 이를 관

입하는 다양한 염기성-산성 관입체들로 구성된다. 변성

퇴적암류의 경우 모암의 연령이 고원생대와 신원생대

사이로 제한되며, 관입체들의 경우 주로 신원생대와 트

라이아스기의 형성 연령을 가진다(Kee et al., 2011).

염기성-산성 관입체 중 일부는 극도로 변형을 받아

주변 변성퇴적암류의 엽리와 아평행하게 신장되어 있

으며, 부딘구조 및 등사무근습곡(isoclinal rootless

fold)의 힌지를 보인다(Fig. 7a). 고변형대 내부 엽리는

대부분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북서 방향으

로 경사한다(Fig. 6). 물질의 이동 방향을 지시하는 선

구조는 신장된 형태의 석영과 장석 집합체에 의해 주

로 정의되며(Fig. 7b), 북쪽으로 침강(plunge)하는 경향

을 보인다(Fig. 6). 높은 전단변형(high shear strain)을

경험한 지역의 특징(e.g. Cobbold and Quinquis, 1980;

Fig. 5. (a) Thin-section photomicrographs of σ-type strain shadow around garnet porphyroblast, and quartz ribbon wrapping

garnet in a stair-step manner, indicating top-to-the-south shear (normal sense of motion). The sample is from the paragneiss

unit of the Gwangcheon Gneiss in the southern part of the Oseosan Dome. (b) Outcrop photograph showing NW-verging

asymmetric fold of a leucocratic vein, indicative of top-down-to-the-NW shear (normal sense of motion), in the paragneiss

unit of the Gwangcheon Gneiss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Oseosan Do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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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rreras et al., 2005)으로서 상술한 선구조의 방향은

주변에 발달하는 등사 내지는 밀착습곡의 힌지 방향과

아평행하다(Fig. 6). 고변형대 내부의 비등축성(non-

coaxial) 변형요소와 관련된 전단 감각은 야외에서 비

대칭 습곡의 형태를 바탕으로 인지된다. 고남-영목 지

역에 발달하는 비대칭 습곡들은 선구조와 평행 혹은

아평행한 단면에서 대부분 북쪽 방향의 버전스(N-

vergence)를 가진다(Fig. 7c). 이는 상부가 북쪽으로

내려가는(top-down-to-the-north) 운동감각을 지시하며,

엽리와 선구조의 각 관계를 고려하였을 때 정 이동감각

의 전단운동 요소(normal sense of shear component)

와 함께 우수향의 수평적 전단운동 요소(right-lateral

horizontal shear component)가 공존함을 의미한다.

상술한 연성변형대는 동방향의 아취성 정단층(synthetic

semi-brittle normal fault)에 의해 중첩된다(Fig 7d).

4. 토의 및 결론

일반적으로 지각이 두꺼워진 조산대는 이후 중력 불

안정에 따른 붕괴 및 지각이 얇아지는 과정을 겪는다.

북미 코디에라(North American Cordillera), 바리스칸

(Variscides) 등 오래된 조산대(ancient orogenic belt)

에서 인지되는 하부 혹은 중부 지각의 물질은 많은 경

우 지각이 얇아지는 과정에서 지표를 향해 상승해 상

부 지각 물질과 병치된 것으로 해석되며, 이러한 영역

은 북미 서부에서 처음으로 정의된 변성핵복합체

(metamorphic core complex)로서 통칭되는 경향이 있

다(Crittenden et al., 1980; Coney and Harms, 1984;

Malavieille et al., 1990; Whitney et al., 2013). 변

성핵복합체는 일반적으로 저각의 확장성 분리단층(low-

angle extensional detachment)의 하반에 분포하며

(Lister and Davis, 1989; Scott and Lister, 1992),

부분용융을 경험한 혼성암 돔(migmatite dome)의 발

달에 의해 특징지어진다(Vanderhaeghe and Teyssier,

2001; Rey et al., 2009). 이는 두꺼워진 대륙지각이

시간에 따라 경험하는 열적-역학적-화학적 진화를 대변

하며, 충돌조산대의 일부로서 해석되어 온 경기육괴 남

서 연변부의 홍성지역 역시 이와 같은 일련의 지구조

Fig. 6. Geological map in the Gonam-Yeongmok area (modified from Kee et al., 2011), and equal-area lower-hemisphere

plots of foliation (great circles), pole to foliation (circular dots and contours), mineral/stretching lineation (square dots and

contours), and hinge of minor isoclinal to tight fold (triangular dots). It is notable that minor fold hinges are subparallel to

mineral/stretching line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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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과정들을 경험하였을 것으로 추정된다. 

본 단보에서 제시한 구조지질학적 자료들을 통해 추

론할 수 있는 두 가지 주목할 만 한 점은 다음과 같

다. (1) 광천편마암 내에서 인지되는 정 이동감각의 전

단운동 요소는 광천편마암을 포함하는 오서산 돔이 상

부가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전단운동(top-outward

shearing)을 경험하였고, 이와 관련하여 돔의 중심부가

상승(dome-up movement)하였음을 지시한다. 상부가

바깥 방향으로 향하는 전단운동은 돔 구조의 형성이

다이어퍼 상승흐름(diapiric flow)에 의해 제어되었음을

지시하는 매우 중요한 증거이다(Vanderhaeghe et al.,

1999; Bonev et al., 2006; Charles et al., 2009).

만약 돔 구조가 압축환경 아래에서 습곡의 간섭에 의

해 형성되었다면(e.g. Fowler and Osman, 2001), 요

굴 흐름(flexural flow)에 의해 반대의 운동학적 특징

(viz., dome-down movement)이 인지되어야 한다

(Whiteney et al., 2004). (2) 광천편마암은 안면도 남

쪽 해변을 따른 고변형대의 하반에 발달한다. 고변형

대 내부에서 인지되는 비등축성 변형이 정 이동감각의

전단운동 요소를 가지고 있음은 광천편마암 및 이를

포함하는 오서산 돔이 하반을 이루는 물질로서 고변형

대의 운동과 동시에 상대적으로 상승하였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위의 두 가지 해석은 광천편마암의 노출기

작이 결국 다이어퍼 상승흐름과 더불어 정 이동감각의

고변형대 발달과 매우 밀접한 관련이 있음을 의미한다.

다만 오서산 돔의 남측 날개부의 광천편마암(Fig. 4)과

고남-영목 지역 고변형대 내부(Fig. 6)에서 인지되는 일

부 선구조가 엽리의 주향과 저각으로 비스듬히 놓이는

점을 고려하였을 때, 오서산 돔의 발달 시 수직적 상

승운동과 더불어 수평적인 물질흐름 역시 발생하였음

을 추정할 수 있다(e.g., Rey et al., 2011).

광천편마암의 노출기작과 지구조운동을 결부시켜 해

석하기 위해서는 융기 및 노출시기에 대한 정보가 매

우 중요하다. Park et al.(2012)은 오서산 돔을 포함하

는 홍성지역 지구조영역2에서 약 227~198 Ma의 흑

운모 K-Ar 연령을 보고하였으며, 이 중 광천편마암 내

에서 구해진 연령은 약 227~216 Ma의 범위를 보인

다(Fig. 3). 이들은 트라이아스기의 흑운모 K-Ar 연령

Fig. 7. Outcrop photographs of highly deformed rocks in the Gonam-Yeongmok area. (a) Extremely stretched and folded

granite (white colour) in schist (gray colour), (b) stretching lineation defined by elongate quartz and feldspar aggregates, (c)

N-verging asymmetric fold indicative of top-down-to-the-north shear (normal sense of motion), (d) Semi-brittle normal fault

imprinted on the ductile high strain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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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드러스트 전단대에 의한 융기 및 노출시기로 해석

하였다. 이들의 해석은 야외조사 자료 및 주변의 지질

학적 맥락에 근거하지 않아 재고가 필요한 것이 사실

이나, 열연령 자료 자체는 광천편마암이 후기 트라이

아스기에 흑운모 K-Ar 시스템의 폐쇄온도인 약 300°C

등온선을 지나 상부지각의 깊이까지 융기되었음을 주

장할 수 있는 근거로서 의미를 가진다. 이 흑운모 K-

Ar 자료는 오서산 돔의 일부를 이루는 신원생대 정편

마암체 내부 석류석 각섬암에서 획득한 약 230 Ma(각

섬석), 약 228 Ma(흑운모)의 40Ar-39Ar (가)평형 연령

(de Jong et al., 2014, 2015)과도 냉각역사 내에서

일맥상통하다. 한편 고남-영목 지역 고변형대 내부에

발달하는 극심히 변형된 우백질 화강암은 약 228 Ma의

화성 저어콘 U-Pb 연령을 가지며, 변형된 규암 내부에

는 비등축성 변형의 시기로 해석되는 약 224 Ma의

변성 저어콘 과성장 U-Pb 연령을 보인다(Kee et al.,

2011). 광천편마암의 융기 시기와 고남-영목 지역 고변

형대의 정 이동감각 전단변형 시기가 후기 트라이아스

기로 유사한 점은 두 기작을 서로 밀접하게 연관 지을

수 있는 또 하나의 증거이다. 

기존 연구에 따르면 홍성지역을 포함한 경기육괴 서

부에는 약 235~225 Ma의 후 충돌 화강암과 동시기

의 확장성 전단대가 발달하며(e.g., Kim et al., 2000;

Williams et al., 2009; de Jong et al., 2015), 이는

후기 트라이아스기 동안 해당 지역에 후 충돌 지구조

운동(post-collisional tectonics)이 우세하게 작용하였음

을 지시한다. 시기적 유사성은 광천편마암과 이를 포

함하는 오서산 돔의 노출(exhumation) 역시 후기 페름

기-트라이아스기 대륙충돌 후 지각이 이완되는 과정에

서 발생되었음을 의미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고

남-영목 지역 후기 트라이아스기 연성변성대에 중첩되

어 있는 아취성 정단층은 주변에 분포하는 후기 트라

이아스기-전기 쥬라기 대동누층군(viz., 남포층군)의 퇴

적과 무관하지 않아 보이며, 지각의 지속적 확장의 산

물로서 해석된다. 

앞서 토론한 바와 같이 만약 광천편마암과 이를 포

함하는 오서산 돔이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후 충돌 과

정으로서 정 이동감각 요소를 가지는 고변형대의 하반

을 이루며 다이어퍼 흐름에 의해 융기 및 노출되었다면,

이와 관련된 압력-온도-시간 경로를 보여야 한다. 일반

적으로 다이어퍼 흐름에 의해 중부 혹은 하부 지각이

상승하는 경우 등온감압(isothermal decompression)과

이와 관련된 탈수용융(dehydration melting)을 경험하

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Teyssier and Whitney, 2002;

Fayon et al., 2004). Kim et al.(2017)은 광천편마암

이 부분용융을 경험하였으며 최고변성작용 이후 등온

감압의 경로로서 후퇴하였음을 보고하였다. 하지만 이

들은 1) 광천편마암 내 부분용융이 후퇴과정이 아닌

주변 염기성 화성암체 관입과 관련된 최고온도조건에

서 주로 발생되었으며, 2) 최고변성 및 부분용융의 시

기가 중기 고생대임을 주장하였다. 이는 후기 트라이

아스기의 다이어퍼 흐름 모델을 지지할 수 있는 연구

결과로서 보기는 힘들다. 다만 광천편마암 내 빈번하

게 주입되어 있는 우백질(화강암질) 물질이 최소한 일부

약 230 Ma의 저어콘 U-Pb 연령을 보이는 점(Kim,

S.W., personal communication)은 광천편마암 그리고/

혹은 주변 암체들이 후기 트라이아스기에 추가로 부분

용융을 경험하였음을 지시할 수 있다. 유사하게 de

Jong et al.(2015)는 오서산 돔을 이루는 신원생대 정

편마암체에서 후기 트라이아스기 부분용융의 가능성을

제시한 바 있다. 

광천편마암, 더 나아가 오서산 돔의 노출기작에 대

한 모델을 좀 더 정교하게 수립하기 위해서는 후기 트

라이아스기의 압력-온도-시간 경로 및 이와 부분용융과

의 관계를 지시하는 자료들이 추가적으로 수집되어야

하며, 또한 거시적 구조 및 미구조 특성의 공간적 변

이를 상세히 파악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러한 연구가

향후 진행된다면 광천편마암의 노출기작은 물론이며,

후기 트라이아스기(약 230 Ma)의 저어콘 U-Pb 연령을

가지는 광천편마암 주변 고압변성염기성암(Oh et al.,

2005, 2017; Kim et al., 2006; Kwon et al., 2009;

Park et al., 2014b)의 형성 및 노출기작을 밝히는데도

일조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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