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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한반도 백악기 지층의 고지자기 특성과 지구조 운동을 고찰하기 위하여 백악기 지층이 주로 분포하는 

경상분지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민경덕 외 , 1982; Otofuji et al, 1986; Zhao et al, 1999; 도성재 외, 1999)
가 수행되었다. 최근에 와서는 그 동안의 한반도 고지자기 연구들을 종합한 연구 결과가 발표(Park et al, 
2005)되었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연구에서는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류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

를 통하여 향상된 고지자기 데이터를 제공하며, 이를 바탕으로 백악기 동안의 한반도 회전에 대한 세부적인 

지체구조학적 의미를 제시하고자 경상분지에 분포하는 백악기 화산암류(청룡사 현무암, 학봉 현무암)에 

대한 고지자기 연구를 수행하였다. 

2. 본론 및 결론

잔류자화를 기록하고 있는 자성광물을 확인하고, 특성잔류자화 방향을 추출하기 위하여 단계별 교류소

자와 열소자 실험을 실시한 결과, 연구지역의 주 자성광물은 자철석과 적철석이다. 청룡사 현무암의 평균 

고지자기 방향은 지층 경사 보정 전 D/I=16.9°/ 63.5°(k=75.1, a95=29.2°), 경사 보정 후 D/I=35.8°/ 
58.2°(k=159.6, a95=19.9°)이며, 기 보고(Otofuji et al., 1986, Lee et al., 1987)된 청룡사 현무암의 방향과 

잘 일치한다. 이는 청룡사 현무암에서 추출된 특성잔류자화 성분이 일차잔류자화일 가능성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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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룡사 현무암의 지층 생성 시기는 전기 백악기의 Middle Aptian이다. 학봉현무암의 평균 고지자기 방향은 

지층 경사 보정 전 D/I=354.0°/ 59.6°(k=22.1, a95=14.6°), 지층 경사 보정 후 D/I=26.9°/ 70.2°(k=43.0, 
a95=10.3°)로 선행연구(Lee et al., 1987, Zhao et al., 1999)에서 보고되었던 방향과 비슷한 방향으로 나타나

며, 지층 생성 시기는 전기 백악기의 late Aptian∼Albian이다. 
청룡사 현무암과 학봉 현무암의 평균 고지자기 방향을 밀양지괴 하양층군 방향과 같이 평균하여 새로운 

전기 백악기 말(late Early Cretaceous)의 고지자기 극(Lat./Long=65.1 /̊169.3 ,̊ A95=5.0 )̊의 위치를 계

산하였다. 연구지층과 층서적, 시기적으로 대비되는 밀양지괴 하양층군의 칠곡층과 함안층의 고지자기 방

향을 재계산한 결과, 하양층군 내에서 각 층별로 이동이 나타났다. 하양층군 내에서의 움직임 확인을 위해 

하양층군 상부 지층인 진동층과 비교한 결과, 진동층과 함안층 사이에서 6.1 ±̊ 4.5  ̊이동양이 관찰되었

다. 이는 하양층군 내에서 지층의 움직임이 있었다면 함안층이 쌓인 후 진동층이 생성되는 동안 1.6˚∼ 

10.6  ̊범위 내에서 위도 방향으로 움직인 것으로 해석된다. 이러한 움직임은 백악기 동안의 화산활동, 
단층운동 등의 가능성으로 제시되며 향후 자세한 고지자기학적, 구조지질학적 연구가 수행되어야 한다. 

Fig. 1. Inclination fall in Hayang Grou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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