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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tudy area is located in the western part of the Precambrian stock type of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the Jirisan province of the Yeongnam massif, in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We perform a detailed

field geological investigation on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and report the characteristics of lithofacies,

occurrences, foliations, and research formation process and its mechanism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is classified into massive and foliation types of Sancheong anorthosite (SA),

Fe-Ti ore body (FTO), and mafic granulite (MG). Foliations are developed in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except the massif type of SA. The foliation type of SA, FTO, MG foliations are magmatic foliations which were

formed in a not fully congealed state of SA from a result of the flow of FTO and MG melts and the kinematic

interaction of SA blocks, and were continuously produced in the comagmatic differentiation.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is formed as the following sequence: the massive type of SA (a primary fractional crystalliza-

tion of parental magmas under high pressure)→ the foliation type of SA [a secondary fractional crystallization of

the plagioclase-rich crystal mushes (anorthositic magmas) primarily differentiated from parental magmas under low

pressure]→ the FTO (an injection by filter pressing of the residual mafic magmas in the last differentiation stage of

anorthositic magmas into the not fully congealed SA)→ the MG (a solidification of the finally residual mafic mag-

mas). It indicates that the massive and foliation types of SA, the FTO, and the MG were not formed from the

intrusion and differentiation of magmas which were different from each other in genesis and age but from the mul-

tiple fractionation and polybaric crystallization of the coeval and cogenetic magma.

Key words :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Fe-Ti ore body, mafic granulite, magmatic foliation, comagmatic dif-

ferentiation

연구지역은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 암주상 산청 회장암복합체 (이하, 회장암체)의 서부에 위

치한다. 본 논문은 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사를 통하여 산청 회장암체의 암상, 엽리, 산상의

특징을 조사하고, 산청 회장암체의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연구하였다.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과 엽상형 산청 회

장암 (이하, SA), 철-티탄 광체 (이하, FTO), 고철질 백립암 (이하, MG)으로 구분된다. 괴상형 SA를 제외한 산청 회

장암체에는 엽리가 발달한다. 엽상형 SA, FTO, MG의 엽리는 SA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물리적 상태에서 FTO 및

MG 용융체의 유동과 SA 블록들 사이의 상호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마그마 엽리이며, 이들은 동원 마그마의 분화작용

을 통해 연속적으로 형성되었다.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 SA (고압 하에서 모 마그마의 1차 분별정출작용)→ 엽상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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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 [저압 하에서 모 마그마로부터 1차적으로 분화된 사장석-풍부 결정-용융 혼합체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

출작용]→ FTO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출작용의 최종 분화단계에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의 압착여과작용에 의해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SA로 주입)→ MG (최종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의 고화작용) 순으로 형성되었다. 이는 산청 회장

암체를 구성하는 괴상형과 엽상형 SA, FTO, MG는 성인과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마그마의 분화 및 관입 산물

이 아니라 동일시대의 동일기원 마그마로서 다단계 분별정출작용과 다중압력 결정화작용을 통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주요어 : 산청 회장암복합체, 철-티탄 광체, 고철질 백립암, 마그마 엽리, 동원 마그마의 분화작용

1. 서 론 

전 세계적으로 분포하는 회장암은 선캠브리아기 시

대에 정치된 것이 대부분이다(Ashwal, 1993). 이들 중

에 원생대 매시프형(massif type) 회장암은 다단계 분

별정출작용과 다중 압력 결정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

고, 마그마의 분화작용과 정치과정에서 철-티탄 광체

(Fe-Ti ore body: 이하, FTO)를 흔히 수반하는 것으

로 알려져 있다(Balk, 1931; McLelland et al., 1994;

Chubb et al., 1995; Owens and Dymek, 2001;

Charlier et al., 2007).

원생대 회장암은 고변성도 순상지 지역에서 동일시

대의 다른 기원 마그마로부터 유래된 맹겔라이트

(mangerite)-차노카이트(charnockite)-라파키빅 화강암

(rapakivi granite)이라는 소위 '회장암 슈트(anorthosite

suite)'와 공간적 연관성을 갖고 산출한다. 비록 그 기

원 마그마가 맨틀퓨륨(Ashwal, 1993)인지 아니면 하부

지각(Duchesne et al., 1999) 인지는 명확하지 않지만,

대륙 충돌후 비조산성 신장성 지구조 환경하에서 정치

된 것으로 알려진 원생대 회장암은 원생대 맨틀과 지

각의 진화 그리고 중-신기 원생대 로디니아 및 고-중기

원생대 콜롬비아 초대륙의 탄생과 분열(Ashwal, 1993;

River, 1997; Duchesne et al., 1999; Mukherjee and

Das, 2002; Zhao, 2002, 2009; Zhang et al., 2007;

McLelland et al., 2010; Charlier et al., 2010)을 이

해하는 데에 매우 중요한 연구도구로써 이용되어 왔다.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의 하동-산청지역에는 원생대 매

시프형 하동-산청 회장암복합체(이하, 회장암체)가 분

포한다(Figs. 1, 2). 따라서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우리

나라 선캠브리아 시대의 맨틀과 지각 그리고 대륙의

진화 및 지사를 연구하는데 매우 중요한 연구매체라고

인식되어 그 성인과 분화과정에 대한 연구는 지금까지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가 있다(Son and

Cheong, 1972; Jeong and Lee, 1986; Jeong, 1987;

Jeong et al., 1989; Lee et al., 1999; June et al.,

2010; Kim et al., 2011). 또한 하동-산청 회장암체

내에 FTO가 존재하고 있음은 1980년대부터 알려져

왔고, 하동-산청 회장암체 내 배태된 FTO의 산상 및

지화학에 대한 연구는 자원개발 측면에서 지금까지 역

시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되어 왔다(Jeong et

al., 1989; Kim et al., 1991; Seo et al., 1992; Lee

et al., 1999; Koh et al., 2003; Chi et al., 2008;

Ahn et al., 2009; Jung et al., 2010; Koh, 2010; Kim

et al., 2011). Ahn et al. (2009)와 Kim et al. (2011)

은 산청 회장암체 내에서 다량의 티탄철석을 함유하는

고철질 백립암(mafic granulite: 이하, MG)과 이를 성

Fig. 1. (a) Tectonic province map of the southern part of

the Korean Peninsula and (b)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Jirisan province of the Yeongnam massif (modified

from Lee and Kang, 2012). B: Bonghwa, G: Gwangju, Ga:

Gangneung, Gc: Geochang, Gi: Gimcheon, Hd: Hadong,

Hy: Hamyang, J: Jeomchon, Je: Jeonju, Jj: Jinju, Jn: Jinan,

Mo: Mokpo, Mt.J: Jirisan, Mt.S: Sobaeksan, Nw:

Namweon S: Sunchang, Sc: Sancheong, Se: Seoul, Su:

Subi, W: Wando, Y: Yecheon, Ye: Yeongk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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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적 모암으로 하는 FTO를 보고한 바가 있다.

그러나 지금까지 보고된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성인

및 분화과정은 단일 회장암질 마그마의 연속적인 분화

과정(Jeong et al., 1989)과 서로 다른 2회의 다이어피

어에 의한 관입과정(Lee et al., 1999) 그리고 성인과

시대를 서로 달리하는 다른 마그마의 분화 및 관입과

정(Jung et al., 2010; Kim et al., 2011) 등으로 기

존 연구자들 사이에 서로 견해를 달리한다. 또한 하동-

산청 회장암체 내에 배태된 FTO 산상은 산점상, 층상,

괴상(Jeong et al., 1989), 산점상, 층상, 맥상(Lee et

al., 1999), 맥상과 층상(Jung et al., 2010), 그리고 규

칙 관입 광맥형과 불규칙 광맥군형(Kim et al., 2011)

등으로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역시 다양하게 분류되고

명명되어 왔다. 그리고 최근 Kang et al. (2013)과

Kang and Lee (2014)는 산청 회장암체에 산출되는 산

청 회장암(Sancheong anorthosite: 이하, SA)과 FTO

에 대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사와 SA와 FTO의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FTO 엽리의 성인과 FTO의

산상 그리고 SA와 FTO 사이의 발생적 관계를 새롭게

보고하여 제안한 바가 있다. 

따라서 본 논문에서는 산청 회장암체에 산출되는

SA, FTO, MG를 중심으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

사를 수행한 SA 내에 특징적인 암상 변화와 FTO와

MG의 구조적 특징 및 상관관계에 대한 새로운 연구결

과를 보고하고, 최근 보고된 Kang et al. (2013)와

Kang and Lee (2014)의 연구결과와 본 연구결과를 종합

하여 산청 회장암체를 구성하는 SA, MG, FTO 사이의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자세히 고찰해 보고자 한다.

Fig. 2. (a) Geological map of the Handong-Sancheong area (after Kang and Lee, 2014). (b)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showing stock type and its surrounding area with the locality of study area (after Kang and

Lee, 2014). (c)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with the sites and numbers of SA, FTO, MG outcrops. (d-f)

Stereoplots of the ploes to the (d) SA foliation (AF) (contours at 3-6-9-12% of area), and (e) FTO foliation (FF) (contours at

2-4-6-8% of area), and (f) MG foliation (MF) (contours at 3-6-9% of area). Lower-hemisphere equal area proj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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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연구배경 및 이전 연구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서 남북 방향으로 발달하는

선캠브리아기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북부의 암주상 산

청 회장암체와 남부의 시트상 하동 회장암체로 구분된

다(Figs. 1, 2). 

Jeong et al. (1989)은 하동지역 회장암을 유색광물

의 함량과 구조적 특징을 바탕으로 동측으로부터 괴상

형(massive type), 층상형(layer type), 간극누적형

(intercumulate type), 엽상형(foliation type) 등으로

분대하였다. 또한 사장석의 An(78→59)과 휘석류의

Fs/(Fs+En)(0.28→0.34)의 함량 변화를 근거로 하여

이들 암형을 괴상형 → 층상형 → 간극누적형 → 엽상형

순으로 분화된 단일 회장암질 마그마의 연속적인 분화

산물로 보고하고, 하동 회장암내에 배태된 FTO를 단

일 회장암질 마그마 분화의 후기단계에 정출된 누적기

원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한편 Lee et al. (1999)은 Jeong et al. (1989)의 층

상형을 엽상형으로 통합하여 덕천강 이북의 하동 회장

암을 유색 규산염광물과 산화광물의 함량을 기준으로

주변부에서 내부로 향해 엽상형, 간극누적형, 괴상형

등으로 분류하였다. 또한 광물·암석학적 특징, FeO*/

MgO비, 희토류원소 및 Eu의 이상치 패턴 등을 근거로

하여 엽상형과 괴상형 회장암은 각각 1차와 2차 회장암

질 마그마의 다이어피어 관입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간

극누적형 회장암과 FTO는 2차 회장암질 마그마의 분화

후기단계에 높은 액상압력의 고철질 마그마가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괴상형 회장암으로 압착여과작용에 의해

선택적으로 주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한 바가 있다.

Jung et al. (2010)은 Jeong et al. (1989)과 Lee et

al. (1999)을 종합하여 하동 회장암을 괴상형, 엽상형, 간

극누적형 등으로 분류하고, 이들을 역시 단일 회장암

질 마그마의 연속적인 분화산물로 해석하였다. 또한

FTO를 맥상 광체와 층상 광체로 구분하고, 광체와 회

장암의 누적엽리를 절단하고 엽상형 회장암을 포획물

로 하며 모든 회장암과 뚜렷한 관입 경계를 보이는 맥

상 광체는 회장암이 정치되고 누적엽리가 완전히 형성

된 이후에 다른 시대의 고철질 마그마가 관입하여 형

성되었으며, 광체의 방향이 주변 회장암의 마그마 엽

리와 평행한 관계를 보이는 층상 광체는 상대적으로

규모가 큰 맥상 광체가 후기의 강력한 우수향 연성 전

단작용에 의해 압쇄암화 되어 회장암의 전단엽리와 평

행하게 전위되어 형성되었다고 해석한 바가 있다. 

Kim et al. (2011)은 주변 회장암과의 경계 특성과

내부변형 유무에 따라 산청지역 FTO 산상을 규칙 관

입광맥형과 불규칙 광맥군형으로 구분하였다. FTO는

간극누적형 회장암 내 또는 인접한 곳에서만 제한되어

산출되는 것(Jeong et al., 1989; Lee et al., 1999)이

아니라 회장암의 암형에 무관하게 출현하고(Jung et

al., 2010), 회장암을 포획하고 포획된 회장암의 엽리를

절단하는 야외산상으로부터 FTO의 관입시기를 회장암

이 정치되고 회장암에 엽리가 형성된 이후로 설정한 바

가 있다. 또한 그들은 이를 근거로 산청 회장암질 마그

마와 FTO를 형성시킨 고철질 마그마는 성인 및 시기적

으로 서로 다른 마그마일 가능성을 제시한 바가 있다.

그러나 최근 Kang and Lee (2014)는 산청지역 SA

와 FTO에 대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사와 SA와

FTO의 엽리, 전단대, 산상 등에 대한 구조적 특징 연

구를 통하여 SA가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상태에서 주

입된 FTO와 SA는 성인과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마그마의 분화 및 관입산물이 아니라 동일시대의 동일

기원 마그마로서 다단계 분별정출작용과 다중압력 결

정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산청지역의 FTO는 SA

와 FTO가 완전히 고결된 이후에 관입한 북동 방향의

염기성 암맥 및 세맥과 같이 연장성이 있고 규칙적인

산상을 보이는 것이 아니라 부분 고화된 SA가 블록화

될 때 만들어진 불규칙한 단열을 따라 주입하여 매우

불규칙한 산상을 보인다고 보고한 바가 있다. 

영남육괴 지리산지구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 지리

산 변성암복합체의 대부분은 광역변성작용, 화강암화작

용, 부분용융작용 등에 의해 화강암질 내지 혼성암질

로 편마암화 되어 있다. 지리산 변성암복합체에 대한

변성암석학적 연구(Kim, 1970; Lee, 1980; Lee et

al., 1981; Lee and Kim, 1984; Song and Lee, 1989;

Song, 1999), 차노카이트 연구(Kim et al., 1998; Park

et al., 2001; Kim et al., 2002; Lee et al., 2004),

지구연대학적 연구(Turek and Kim, 1995, 1996;

Park et al., 2000, 2001) 등은 다수의 연구자에 의해

수행된 바가 있다. 

Kim et al. (2000)과 Park et al. (2000, 2001)은 지

리산 변성암복합체와 하동-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지구

연대학적 연구를 통하여 차노카이트의 전암 및 석류석

Sm-Nd 연대측정치(괴상형: 1827±32 Ma, 엽리상:

1820±22 Ma)와 FTO의 석류석, 사장석 및 유색광물

에 대한 Sm-Nd 연대측정치(1792±90 Ma)를 각각 하

동-산청 회장암체의 관입시기와 최소 생성연대로 해석

하여 보고한 바가 있다. 또한 그들은 지리산 변성암복

합체의 광역변성작용에 대한 Sm-Nd 연대측정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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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17±34~1819±106 Ma)로부터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Sm-Nd 연대측정치(1678±90 Ma와 1690±22 Ma;

Kwon and Jeong, 1990)를 후기 광역변성작용에 의한

교란 연대로 해석하여 차노카이트는 하동-산청 회장암

체와 동시기 내지 그 이전에 형성되었으며,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광역변성작용과 동시기 내지 그 이전에 형

성되었음을 보고한 바가 있다. 최근 Lee et al. (2014)

은 하동-산청 회장암체와 지리산 변성암복합체의 U-Pb

저어콘 연대측정치(회장암: 1862 ± 2 Ma, 각섬석 반려

암: 1873 ± 4 Ma, 화강암질 편마암: 1875 ± 5 Ma,

고철질 백립암: 1860 ± 5 Ma, 미그마타이트질 편마

암: 1858 ± 4 Ma)를 보고하고, 백립암상 변성작용과

재용융(anatexis)은 회장암의 정치와 관련되어 있으며,

하동-산청 회장암체(~1.86 Ga)는 북중국 지괴에서 산

출되는 회장암체와 같이 맨틀 박리작용과 연관된 후기

조산성 화성활동의 산물로 해석한 바가 있다. 

3. 지질 및 구성암류 

연구지역은 경상남도 산청군 금서면 방곡리와 자혜

리 일부를 점하고 있으며, 암주상 산청 회장암체의 서

부에 위치한다(Fig. 2). 선캠브리아기 지리산 변성암복

합체와 이를 관입하는 산청 회장암체로 주로 구성되어

있고, 전자는 연구지역의 남서단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후자는 연구지역의 대부분을 차지한다(Fig. 2c). 

연구지역의 산청 회장암체는 SA, FTO, MG로 구분

되고(Kim et al., 2011; Kang and Lee, 2014), SA

는 괴상형과 엽상형으로 세분된다(Kang and Lee,

2014). 괴상형 SA는 주로 소량의 유색광물과 함께 중

립과 조립의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엽리의 발

달이 없다(Fig. 3a). 엽상형 SA는 유색광물의 함량 증

가와 함께 주로 사장석과 유색광물 집합체의 정향배열

에 의한 엽상 구조를 발달시킨다(Fig. 3b). 

FTO는 주로 각섬석과 티탄철석으로 구성된 다량의

유색광물 집합체와 소량의 거정 사장석과 SA 블록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구성광물과 산상은 간극누적형

SA(Jeong et al., 1989; Lee et al., 1999)와 유사하

다(Fig. 3c, 3d)(Kang and Lee, 2014). FTO 엽리는

거정의 사장석과 SA 블록 그리고 이들 사이를 메우는

유색광물 집합체의 정향배열에 의해 정의된다. 우세한

엽리면상에서는 경사 방향으로 이들 엽리 구성요소들

의 선상배열에 의한 선구조가 관찰된다(Fig. 3c, 3d).

이들 엽리와 선구조는 기존 연구자들에 의해 상부-남

쪽-좌수이동 연성전단변형(Kim et al., 2010) 내지 상

부-동북동-역이동 연성전단변형(Ryoo et al., 2013)에

의한 전단엽리와 신장선구조로 각각 기재된 바가 있다.

그러나 Kang and Lee (2014)는 SA와 FTO에 대한

구조적 특징 연구를 통하여 FTO 엽리는 SA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FTO 용융체와 SA 블록 사이

의 상호 압밀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마그마 엽리로서

SA와 FTO의 경계면에 평행하고 이들 경계면으로 갈

수록 우세하게 발달하고, FTO 선구조는 마그마의 유

동방향을 지시하는 것으로 기재한 바가 있다. 

MG는 남부 방곡천과 동부 상사계곡에서 각각 동서

방향과 서북서 방향으로 대상 분포한다(Fig. 2c). FTO

에 비해 평균 입도가 크고, (극)조립의 사장석과 함께

주로 산점상의 티탄철석과 조립의 석류석이 관찰된다

(Fig. 3e, 3f). MG 엽리는 주로 유색광물과 무색광물

집합체의 정향배열에 의해 인지된다(Fig. 3e). 엽리의

발달이 우세한 MG 엽리면상에서는 역시 경사 방향으

로 마치 연성전단변형에 의해 신장된 것 같은 이들 엽

리 구성요소들의 선상배열이 관찰된다(Fig. 3f). 그러나

이들 구성요소는 거의 봉상에 가까운 형태를 취하고

있으며, 전단운동감각 결정면상에서 이들 봉상 선구조

형성과 관련된 전단변형의 흔적은 전혀 관찰할 수가

없다(Fig. 3e, 3f). MG 엽리 및 선구조의 구조적 특징

은 마그마의 유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FTO의 마그마

유동구조와 유사하다(Fig. 3c-3f). 

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박편관찰 및 전자현미분석 결

과(Kim et al., 2011)에 의하면 SA는 주로 사장석, 각

섬석, 휘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분적으로 녹니석, 인

회석, 견운모, 불투명광물 등이 관찰된다. FTO의 주요

구성광물은 각섬석, 사장석, 산화광물, 석류석 등이며,

소량의 인회석, 석영 등이 관찰된다. MG는 주로 사방휘

석, 석류석, 사장석, 산화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녹니석이 관찰된다. 사방휘석과 같은 유색광물

의 함량은 FTO에 비해 높게 나타나고, 이들 유색광물은

엽리와 평행하게 배열한다. FTO와 MG의 산화광물은

대부분 티탄철석과 자철석으로 인지되고, 티탄철석은 유

사한 조성을 보인다. TiO2의 함량은 규칙 관입광맥형

광체에서 50.70~51.96 wt.%, 불규칙 광맥군형 광체에

서 49.77~50.97 wt.%, MG에서 50.93~51.50 wt.% 의

값을 보인다. Ahn et al. (2009)와 Kim et al. (2011)

은 산청 회장암체 내에서 FTO와 다량의 티탄철석을 함

유하는 MG를 보고하고, FTO와 MG 사이의 유사한

유색광물 조합과 티탄철석의 화학조성 그리고 주변 회

장암의 내부로 MG의 주입 및 연장에 의한 FTO로의

변화 산상 등으로부터 Kim et al. (2011)은 MG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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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TO의 성인적 모암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4. SA 엽리와 암상 변화

괴상형 SA를 제외한 산청 회장암체에는 엽리가 발

달한다(Fig. 3). 주로 사장석과 유색광물 집합체의 정향

배열에 의해 인지되는 엽상형 SA의 엽리는 유색광물

의 함량이 많을수록 우세하게 나타나고, 이들 엽리면

상에서 구성광물의 정향배열에 의한 선상배열은 인지

되지 않는다(Kang and Lee, 2014). 상세한 야외지질

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SA 엽리 및 암상 변화의 특징

은 다음과 같다.

No. 589 노두: 상사폭포의 계곡바닥에 위치한다

(Fig. 2c). 본 노두에서 관찰되는 SA 암형은 유색광물의

함량에 의해 4가지로 분류된다(Fig. 4): 유색광물을 거

의 포함하지 않는 괴상형(An-I), 유색광물을 소량 포함

하는 엽상형(An-II), 유색광물과 무색광물의 함량이 거

의 동일한 엽상형(An-III), 유색광물을 다량 포함하는

An-IV. An-I은 각각 An-II와 An-III 내에 명확한 경계

(Fig. 4c)와 점이적 경계(Fig. 4d)를 보이며 배태되어

Fig. 3. Outcrop photographs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a, b) SA (a: massive type, b: foliation type). (c, d) FTO

and (e, f) MG showing lineations (L) and foliations (F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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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ig. 4a). An-II와 An-III는 점이적이며 불규칙한

경계를 갖고 각각 An-III(Fig. 4a)와 An-IV(Fig. 4b)

내에 배태되어 산출한다. An-IV는 An-II 사이, An-III 사

이, 그리고 An-II와 An-III 사이를 분리시키고(Fig. 4a,

4b), 이들과 매우 점이적이고 불규칙한 경계면 산상을

보인다(Fig. 4e, 4f). 즉 No 589 노두에서 SA암형은

Fig. 4. Outcrop photographs of No. 589 site exposed in the bottom of the Sangsa Fall. An-I: massive type of SA, An-II:

foliation type of SA with less mafic minerals, An-III: foliation type of SA with more mafic minerals, An-IV: FTO, Bd: basic

dyke.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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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색광물의 함량이 보다 많은 암상일수록 보다 적은

암상을 배태하거나 이들 사이에 산출하고, 점이적이며

불규칙한 암상 경계를 갖고 후기에 정출된 산상적 특

징을 보인다. 또한 An-I을 제외하고 이들 모든 암형에

서는 유색광물의 정향배열에 의한 엽리가 관찰된다. 그

러나 An-II와 An-III에 발달하는 엽리는 일정한 방향성

을 보이는 반면에 An-IV에 발달하는 엽리는 접촉하고

있는 An-II와 An-III의 경계면에 평행한 방향성을 보인

다(Fig. 4e-4g). An-IV 엽리의 이러한 방향성은 후술할

FTO 엽리의 방향성 특징과 일치하고, An-IV 암상은

역시 유색광물을 다량 포함하는 간극누적형 SA 내지

FTO의 암상과 매우 유사하다. 

No. 598 노두: 남부 방곡천의 하안에 위치한다

(Fig. 2c). 본 노두에서는 An-II와 An-III 사이의 접촉관

계 그리고 이들을 관입하는 북동 방향의 염기성 암맥

을 관찰할 수 있다(Fig. 5a, 5b). An-II 블록들 사이에

폭이 좁은 An-III가 산출하고, 이들 사이의 경계는 점

이적이며 불규칙하다. An-II 서쪽 블록에 발달하는 엽

리는 북북서 방향으로 대체로 일정한 방향성을 보이나,

An-II의 동쪽 블록에 발달하는 엽리는 An-III와의 접촉

부에서 우수향적으로 굴절하고, An-III에 발달하는 엽

리는 An-II 동쪽 블록과의 경계면에 평행하게 발달한

다. 이러한 An-II와 An-III 엽리의 산상으로부터 An-

III가 용융체일 당시 An-II는 완전히 고화되지 않았고,

An-II 동쪽 블록 주변부와 An-III의 엽리는 An-III가

용융체일 당시에 완전 고화된 An-II 서쪽 블록과 부분

고화된 An-II 동쪽 블록 사이의 상호운동의 결과로 형

성된 마그마 엽리이며, An 암상은 거의 동시기 내지

An-II 서쪽 블록, An-II 동쪽 블록, An-III 순으로 고

결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An-II 동쪽 블록의 중심

부와 주변부에 발달하는 엽리의 연속성으로부터 이들

엽리의 형성 시기는 연속적임을 알 수 있다. 

No. 572 노두: 북부 방곡천의 하상에 노출한다

(Fig. 2c). 본 노두에서는 유색광물이 산점상으로 나타

나는 점문형 SA(spot An)와 소량의 유색광물이 정향

배열하는 An-II 사이의 접촉관계를 관찰할 수 있다

(Fig. 5c). 점문형 SA는 전반적으로 엽리의 발달이 없

고, 접촉부에서만 엽리가 발달한다. 엽리는 접촉부를

Fig. 5. Outcrop photographs of (a, b) No. 598 and (c, d) No. 572 sites exposed in the southern and northern Banggok stream,

respectively. An-II and spot An: foliation type of SA with less mafic minerals, An-III: foliation type of SA with more mafic

minerals, AF: SA foliation, Bd: basic dyke.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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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해 좌수향적으로 굴곡하여 접촉부에 평행하고 접촉

면으로 갈수록 우세하게 발달하는 반면에 An-II 내에

발달된 동북동 방향의 엽리는 접촉부를 향해 굴곡없이

직선적이며 북서 방향의 접촉면과 우수향적으로 사교

한다. 점문형 SA와 An-II 엽리의 이러한 산상으로부터

An-II가 고결되었을 때 점문형 SA은 완전히 고결되지

않았으며, 점문형 SA의 엽리는 역시 점문형 SA의 주

변부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들 두 블록

의 상호 압밀작용에 의해 형성된 마그마 엽리임을 알

수 있다. 이는 유색광물을 보다 많이 포함하는 점문형

SA는 An-II와 거의 동시기 내지 그 이후에 정출·고

결되었음을 지시한다.

5. FTO 엽리 및 산상

No. 573 노두는 묵은터 계곡 입구 남쪽의 방곡천의

하안에 위치하고(Fig. 2c), 노두의 연장이 약 90~100 m

에 달한다. 상세한 야외조사를 통하여 본 노두에서 밝

혀진 FTO의 엽리 및 산상의 특징을 북부, 중부, 남부

등 세 개의 블록으로 구분하여 기재하면 다음과 같다.

5.1. 북부 블록 

Fig. 6은 북부 블록의 노두로서 본 노두는 Kim et

al. (2011)에 의해 기재된 규칙 관입광맥형의 101 노두

와 일치한다. 전체적으로 북부 블록의 북부는 SA와 염

기성 암맥이, 중부와 남부는 FTO가 각각 우세하게 산

출한다(Fig. 6a). 염기성 암맥은 대체로 북동 방향으로

발달하며, SA와 FTO를 관입한다. 몇몇 염기성 암맥은

다량의 포획암을 포함한다(Fig. 6a, 6b). 모암인 SA로

구성된 포획암이 주로 암맥의 중심 선상에 배열된다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이들 염기성 암맥은 안티탁셜 암

맥(antitaxial dyke)으로 분류된다. SA는 괴상형과 소량

의 유색광물을 함유하는 엽상형으로 인지된다. 이들

SA는 FTO 내 분급이 불량한 SA 블록으로 산출하고,

FTO를 규칙 관입광맥형으로 판단할 SA와 FTO 사이

에 일정한 관입 경계는 인지되지 않는다(Fig. 6a, 6b).

FTO 엽리는 일반적으로 SA 블록의 경계면과 평행하

고, SA 블록의 경계면으로 갈수록 우세하게 발달한다

(Fig. 6a-6h). FTO 용융체의 흐름 장해물로 존재하는

SA 블록의 주변부로 FTO 엽리가 굴절되는 FTO 유

동구조(Fig. 6c), FTO의 폭에 비례하는 FTO 엽리의

우세성과 함께 FTO가 SA 블록 안으로 불규칙하게 함

입하는 둥근 열편상 잠입구조(bulbous and lobate

structure)(Fig. 6d), SA 블록의 세립화 과정에서 형성

된 불규칙한 요철형 파생세맥과 파생세맥의 직각형 블

록구조(block structure)(Fig. 6e), FTO와 SA 블록

사이의 설상 경계면 구조(comb structure)(Fig. 6f,

6g), SA 블록의 쐐기 내지 함입된 공간에 FTO 용융

체의 활발한 유동과 관련하여 국부적으로 형성된 유동

습곡 구조(Fig. 6f-6h) 등은 본 노두의 전반에서 관찰

된다. 블록당 측정된 SA와 FTO 엽리들 사이의 방향

성 관계를 살펴보면, SA 블록에 발달하는 엽리는 북동,

북서, 동북동 등 서로 다른 방향성을 보이고, SA 블록

과의 경계면에 평행한 FTO 엽리는 SA 엽리와 평행,

사교, 직교하는 다양한 방향성을 보인다(Fig. 6i, 6j,

6k). 이는 FTO와 SA 블록의 경계면은 SA 엽리와 사

교 내지 직교할 뿐만 아니라 평행하게 나타남을 의미

한다. 또한 본 노두에서 전체적인 FTO의 산상은 Kim

et al. (2011)의 규칙 관입광맥형 보다는 불규칙 광맥

군형으로 인지되고, SA 블록과 FTO 사이의 관계는

화성암의 포이킬리틱(poikilitic) 조직에서 각각 무질서

하게 배열된 누적기원의 조기 정출 결정인 차드결정

(chadacryst)과 이들 둘러쌓고 있는 간극누적액상체

(intercumulus liquid)로부터 후기 정출된 오키오결정

(oikiocryst)의 관계를 연상하게 한다(Fig. 6a).

5.2. 중부 블록 

Fig. 7은 중부 블록의 노두로서 본 노두는 Kim et

al. (2011)에 의해 기재된 규칙 관입광맥형의 102 노두

의 일부에 해당한다. 전체적으로 SA 블록과 FTO의

경계면은 매우 불규칙하다(Fig. 7a). FTO 엽리는 이들

경계면을 따라 평행하게 발달하고, SA 블록의 엽리와

사교 내지 직교하며 부분적으로 평행하게 나타난다

(Fig. 7b). 또한 이들 경계면으로 갈수록 일반적으로 유

색광물 함량의 상대적인 증가와 무색광물의 종횡비 증

가와 함께 FTO 엽리는 보다 우세하게 발달한다

(Fig. 7b-7d). 그러나 자세히 관찰해 보면 이들 모든 경계

부에서 FTO 엽리가 우세하게 발달하는 것이 아니라, 함

입된 일부 경계면에서는 FTO 엽리가 아주 미약하게 발

달하고, 함입된 FTO 영역을 벗어난 외부영역에서 FTO

엽리가 경계면을 따라 우세하게 발달한다(Fig. 7b, 7d).

이러한 FTO 엽리의 경계면 산상은 연구지역에서 빈번히

관찰된다. 이는 FTO 엽리는 FTO 용융체의 유동과

관련된 마그마 엽리로서 마그마 유동이 활발한 경계부

영역에서는 FTO 엽리가 우세하게 발달하는 반면에 제

한된 영역에서는 미약하게 나타난 결과로 해석된다. 또

한 블록별 SA 엽리의 어긋난 방향성(Fig. 7e, 7f), SA

블록 사이의 FTO 영역 폭에 비례하는 FTO 엽리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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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세성(Fig. 7e-7g), 그리고 SA 블록 사이의 FTO 영

역에서 FTO 엽리의 습곡구조와 FTO와 접하고 있는

SA 블록의 가장자리에서는 이와 유사한 SA 엽리의 유

동 습곡구조가 인지된다(Fig. 7g). FTO가 풍부한 영역

에서는 SA 소블록들이 종종 연성변형된 것처럼 신장

되어 있고, 좌수향적 σ-형과 같은 전단운동감각 지시

Fig. 6. (a-h) Outcrop photographs of the northern block of No. 573 sites exposed in the northern Banggok stream and (i-k)

stereoplots of the SA foliation (AF) and FTO foliation (FF) (i: northern part, j: central part, k: southern part). Bd: basic dyke,

p: pole, SF |
←: more predominant foliation toward the arrow.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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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가 관찰된다(Fig. 7h, 7i). 그러나 이들 유사 연성전

단 변형구조는 SA 블록간 습곡구조와 같이 동일 노두

규모에서 관통상 내지 광역적으로 연장성을 갖고 산출

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에서 국부적으로 관찰

된다(Fig. 7e, 7h). 또한 좌수향적 σ-형 구조를 자세히

관찰해 보면 FTO 엽리는 소블록의 경계면에 평행하며

경계면을 향해 우세하게 발달하고, 우세한 엽리 영역

의 기하는 좌수향 전단 압축작용의 결과물이 아닌 마그

마의 유동성과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Fig. 7i). SA와

FTO가 완전히 고결된 이후에 관입한 것으로 판단되는

남북 방향의 산성맥군이 관찰되는데, 이들은 SA 엽리

를 절단하고, 방향성 변화없이 접촉하고 있는 SA 블록

-FTO-SA 블록을 연속성 있게 관통한다(Fig. 7e, 7f).

5.3. 남부 블록 

Fig. 8은 남부 블록의 노두로서 SA 블록의 세립화작

용과 관련된 둥근 열편상 잠입구조와 SA 블록과 FTO

사이에 매우 불규칙한 경계면 구조(Fig. 8a), 경계면을

Fig. 7. Outcrop photographs of the central block of No. 573 sites exposed in the northern Banggok stream. AF: SA foliation,

FF: FTO foliation, SF |
←: more predominant foliation toward the arrow.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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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한 FTO 엽리의 우세한 발달과 유동 습곡구조

(Fig. 8b), 설상 경계면 구조(Fig. 8c) 등이 관찰된다.

본 노두에서는 SA 블록과 FTO의 불규칙한 경계면 구

조와 함께 쐐기형태의 FTO에 발달한다(Fig. 8a). 이들

FTO 쐐기영역(wedge domain, 이하 WD)은 FTO 엽

리의 우세성과 유동 습곡구조 그리고 설상 경계면 구

조의 발달 유무에 따라 크게 세 종류로 구분된다.

WD-I 형(Fig. 8b)은 FTO 엽리의 발달이 쐐기 외부영

역보다 매우 우세하며, FTO와 SA 블록 사이에 설상

경계면 구조 대신에 직선의 경계면을 보이고, 쐐기 내

부영역에서는 쐐기영역의 기하와 조화되는 유동 습곡

구조가 발달하지만 외부영역에서는 발달하지 않는 쐐

기영역이다. 또한 외부영역에서 FTO 엽리의 방향성은

쐐기의 포락면과 SA 블록의 경계면을 따라 발달하고,

FTO 엽리의 발달 강도는 이들 면을 향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쐐기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 FTO 엽리

의 이러한 기하와 구조로부터 WD-I 형은 FTO 용융

체의 유동 즉 출입이 빈빈한 쐐기영역으로 해석된다.

WD-II 형(Fig. 8c)은 FTO 엽리의 발달이 아주 미약

하고, 유동습곡 구조가 발달하지 않으며, FTO와 SA

블록 사이에 설상 경계면 구조가 관찰되는 쐐기영역이

다. 쐐기 외부영역에서의 FTO 엽리는 내부영역 보다

매우 우세하게 발달한다. 쐐기 외부영역에서의 엽리의

방향성은 역시 쐐기의 포락면에 평행하고, 쐐기영역 내

미약한 엽리와 사교한다. 쐐기 내부영역에서 FTO 엽

리의 이러한 기하와 구조로부터 WD-II 형은 FTO 용

융체의 출입이 제한된 쐐기영역으로 해석되고, 쐐기 외

부영역에서 FTO 엽리의 우세성은 외부영역에서 FTO

용융체의 활발한 유동에 기인된 것으로 해석된다. WD-

III 형(Fig. 8d)은 WD-I 형과 WD-II 형의 중간적인

형태로서 FTO와 SA 블록 사이의 일부 영역은 FTO

용융체의 유동이 제한된 영역으로서 미약한 FTO 엽리

와 함께 설상 경계면 구조가 발달하는 반면에 다른 일

부 영역은 FTO 용융체의 유동이 활발한 영역으로서

FTO 엽리는 경계면을 향해 발달 강도가 증가하면서

경계면에 평행한 유동 습곡구조가 발달한다. 

6. MG의 엽리 및 산상

MG는 남부 방곡천과 동부 상사계곡에서 각각 동서

Fig. 8. Outcrop photographs of the southern block of No. 573 sites exposed in the northern Banggok stream. AF: SA

foliation, FF: FTO foliation, SF |
←: more predominant foliation toward the arrow.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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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과 서북서 방향으로 산출하고, MG 엽리는 지질도

규모에서 SA와 MG의 경계면에 평행하게 발달한다

(Fig. 2). SA와의 경계부에 해당하는 No. 596 노두

(Fig. 2c)에서 상세한 야외조사를 통하여 밝혀진 MG의

엽리 및 산상 특징은 다음과 같다.

전체적으로 SA와 MG의 경계면은 매우 불규칙하고,

MG가 SA로 함입하는 둥근 열편상 잠입구조가 발달한

다(Fig. 9). 트라이아스기 암맥(Kim et al., 2010)은

SA, MG, FTO를 거의 직선상으로 관입하고 있으나,

SA와 MG 사이에 직선상의 관입 경계는 인지되지 않

는다. SA 내에 발달하는 엽리는 SA와 MG의 경계면

에 사교하며 일정한 방향성을 보인다(Fig. 9c, 9d). 반

Fig. 9. Outcrop photographs (a, c-h) and sketches (b, i), and stereoplot (j) showing the characteristics of occurrence and

foliation of the MG in the No. 596 sites exposed in the southern Banggok stream. (a) Whole view and (b) its sketch. (c)

Irregular boundary of SA and MG and orientation of their foliations and (d) partially enlarged photograph of (c). (e) MF

parallel to the boundary of SA and MG showing bulbous and lobate structure and (f) partially enlarged photograph of (e). (g)

Flow folding structures of MF parallel to the boundary of SA and MG in the wedge domains, like the outcrop photograph of (e).

(h) Occurrence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and (i) its sketch. Note that FTO generally occurs near MG, as also shown

in the outcrop photograph. AF: SA foliation, Bd: basic dyke, MF: MG foliation, p: pole. For detailed explanation see tex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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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에 MG 엽리는 SA와 MG의 경계면에 평행하며 다

양한 방향성을 보이고, 이들 경계면으로 갈수록 우세

하게 발달한다(Figs. 9e-9g, 10a, 10c). 노두 규모에서

MG 엽리의 이러한 방향성은 지질도 규모에서 SA와

MG의 경계면에 평행하게 발달하는 MG 엽리의 방향

성과 동일하다(Fig. 2c). SA와 MG의 불규칙한 경계면

구조와 함께 SA와 MG의 경계부에 다수의 MG 쐐기

영역이 발달한다(Fig. 9a). 전술된 FTO의 WD-I형 쐐

기영역과 같이 MG의 쐐기영역에서는 MG 용융체의

활발한 유동과 관련하여 MG 엽리는 경계면으로 갈수

록 우세하게 발달하고, 경계면에 평행한 유동 습곡구

조를 형성한다(Fig. 9e, 9g). MG 내에서는 포획된 SA

블록들이 종종 관찰되고, MG 엽리는 역시 포획된 SA

블록의 경계면에 평행하며 경계면으로 갈수록 우세하

게 발달한다. MG가 용융체일 당시에 SA 블록 사이의

유동성과 상호 압밀작용과 관련하여 SA 블록 사이의

영역 폭이 좁을수록 MG 엽리의 발달도 역시 우세하

게 나타난다(Fig. 9f). 이러한 MG의 엽리 및 산출 특

성은 전술된 FTO와 거의 동일하다. 

FTO는 다량의 티탄철석을 함유하는 MG의 인접부

에서 관찰된다(Figs. 9a, 9b, 9h, 10a). SA의 경계부에

서 MG는 SA로 주입되어 불규칙한 파생세맥을 형성하

고, 그 연장선 상에 있는 MG는 다수의 혈관상 FTO

로 변화한다(Fig. 10b). 따라서 FTO와 MG 사이의 유

사한 유색광물 조합과 티탄철석의 화학조성(Kim et

al., 2011)과 거의 동일한 MG와 FTO의 엽리 및 산상

특징 그리고 SA 내부로 세맥 주입에 의한 MG의

FTO로 변화하는 야외산상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볼

때, MG는 FTO의 성인적 모암(Kim et al., 2011)으

로서 MG와 FTO는 동일기원 마그마 산물이며, FTO는

SA가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상태(Kang and Lee, 2014)

에서 MG 용융체가 주입되어 형성된 것으로 판단된다.

7. 고 찰
 

7.1. FTO와 MG 엽리의 성인과 형성 당시에 SA의

물리적 상태

최근 FTO 엽리와 선구조는 상부-남쪽-좌수이동 연

성전단변형(Kim et al., 2010) 내지 상부-동북동-역이

동 연성전단변형(Ryoo et al., 2013)에 의해 형성된

전단엽리와 신장선구조로 각각 기재된 바가 있다. 그

러나 FTO 엽리를 정의하는 거정의 사장석 결정과 SA

블록과 유색광물 집합체 사이의 경계는 매우 불규칙한

유동적 산상을 보이고, 이들 종횡비 역시 동일 노두에

서 매우 불균질하게 나타난다(Figs. 3d, 6d). 또한

FTO 엽리의 우세성은 FTO 용융체의 유동성과 관련

하여 FTO의 폭에 비례하고(Figs. 6d, 7e-7g), FTO

쐐기 내부 및 외부 영역에서의 FTO 엽리의 다양한

기하와 구조는 FTO 용융체의 유동성과 SA 블록의 기

하와 밀접한 관련성을 보인다(Figs. 6f-6h, 7a-7d, 8).

연성전단 변형상 구조 주변에 발달하는 우세한 FTO

엽리 영역의 기하는 전단 압축작용의 결과물이 아닌

마그마의 유동성과 관련된 기하를 보이고, 이들 유사

연성전단 변형구조는 동일 노두에서 연장성을 갖고 관

Fig. 10. Outcrop photographs related the occurrence of SA, FTO, MG and the orientation of MG foliation (MF) in the No.

596 sites exposed in the southern Banggok stream. (a) Whole view and (b-c) partially enlarged photograph of (a) [b:

occurrence of transition MG into FTO related to the injection of MG into SA, c: MF parallel to and more predominant toward

the boundary of SA and oblique to SA foliation (A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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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상 내지 광역적으로 산출되는 것이 아니라 제한된

영역에서 국부적으로 관찰된다(Fig. 7h, 7i). FTO 엽리

는 SA와 FTO의 경계면에 평행하고 이들 경계면으로

갈수록 우세하게 발달하고(Figs. 6a-6h, 7b-7d), FTO

엽리면상에 엽리 구성요소들의 선상배열의 신장도와 방

향성은 매우 불균질하고 일관성없이 유동적으로 나타

나며(Fig. 3c), 이러한 FTO 엽리와 선구조의 야외산상

은 MG 엽리와 선구조의 야외산상과 거의 동일하다

(Figs. 3e, 3f, 9c-9g, 10a, 10c). 이는 연구지역의

FTO 및 MG 엽리와 선구조는 각각 연성전단변형에

의해 형성된 전단엽리와 신장선구조가 아니라 FTO 및

MG 용융체의 유동과 관련되어 형성된 마그마 엽리와

유동선구조 임을 지시한다(Kang and Lee, 2014).

산청지역에서 SA와 FTO의 경계면은 FTO 용융체

와 SA 블록 사이의 상호반응에 의해 형성되는 설상

경계면 구조와 둥근 열편상 잠입구조(McLelland et

al., 1994)와 함께 매우 불규칙하게 산출하고, FTO 엽

리는 이들 불규칙한 경계면에 평행하고 거정의 사장석

결정과 SA 블록의 종횡비 증가와 함께 이들 경계면으

로 갈수록 우세하게 발달한다(Figs. 6a-6h, 7a-7d, 8).

SA 블록 사이의 FTO 영역에서는 FTO가 용융체일

당시에 SA 블록 사이의 상호 압밀작용에 의한 FTO

엽리의 유동 습곡구조가 관찰되고, 이와 접하고 있는

SA 블록의 가장자리에서는 이와 연장되는 유사한 SA

엽리의 유동 습곡구조가 관찰된다(Fig. 7e, 7g). 이는

이러한 상호 압밀작용은 SA 블록의 접촉부가 완전히

고결되지 않은 상태에서 발생하였으며, FTO 엽리는

사장석-풍부 결정-용융 혼합체(plagioclase-rich crystal

mush) 상태에서 FTO 용융체와 부분 고결된 SA 블록

사이의 상호운동의 결과로 형성된 마그마 엽리이고, 마

그마 엽리가 형성될 당시 조기 정출된 사장석 거정결

정 또는 SA 블록은 완전히 고결되지 않았음을 의미한

다(McLelland et al., 1994). 

또한 SA와 FTO의 불규칙한 경계면 구조와 함께

발달하는 다양한 형태의 FTO 쐐기영역은 전술된 바와

같이 FTO 엽리의 우세정도와 유동 습곡구조 및 설상

경계면 구조의 발달 유무에 따라 WD-I형, WD-II형,

WD-III형으로 구분되고, 이러한 쐐기영역 내에 FTO

엽리의 기하와 유동 및 정체 구조는 FTO 용융체의

유동성, SA 블록의 고결정도, FTO와 SA 블록 사이의

상호반응 정도 등에 좌우되어 다양하게 나타난다. 즉

FTO 용융체의 유동이 활발한 WD-I형 쐐기영역에서는

보다 우세한 FTO 엽리의 발달과 함께 유동 습곡구조

가 형성되고(Figs. 6d, 6f, 6h, 8b), 제한된 WD-II형

쐐기영역에서는 보다 미약한 FTO 엽리의 발달과 함께

SA 블록의 고결정도에 따른 FTO와 SA 블록 사이의

상호반응에 의한 설상 경계면 구조가 형성되며

(Figs. 7b, 7d, 8c), 부분적으로 제한된 WD-III형 쐐기

영역에서는 FTO 용융체의 유동과 SA 블록과 FTO

용융체 사이의 상호반응이 동시에 발생하여 WD-I 형

과 WD-II 형의 중간적인 형태의 경계면 구조가 형성

된 것으로 고찰된다(Fig. 8d). 이는 FTO 쐐기영역 내

에 다양한 FTO 엽리의 기하와 구조는 FTO가 용융체

로 존재할 당시에 형성되었으며, 이때 SA의 물리적 상

태는 완전히 고화되지 않았음을 의미한다(Kang and

Lee, 2014). 그리고 SA와 FTO 사이의 이러한 특징적

인 경계부 구조는 SA와 MG 사이의 경계부에서도 역시

거의 동일한 형태로 관찰되는 데(Figs. 9, 10a, 10c),

이는 산청지역 FTO와 MG가 용융체로 존재할 당시에

SA의 물리적 상태는 완전히 고결되지 않았으며, 산청

지역 SA, FTO, MG는 성인과 시대를 달리하는 서로

다른 마그마의 분화 및 관입산물이 아니라 동일시대의

동일기원 마그마로부터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7.2. 산청 회장암체 발생적 관계

원생대 매시프형 회장암체 내에 배태된 FTO의 산

상에 대한 연구는 다수의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가 있다(cf. Balk, 1931; McLelland et al., 1994;

Chubb et al., 1995; Chen et al., 2013). 이들 중에

McLelland et al. (1994)는 뉴욕 애디론택(Adirondack)

회장암체내 공존하는 FTO와 유사한 OAGN(Fe-Ti

oxide-apatite gabbronorites)의 성인, 성분, 산상에 대

한 연구를 통하여 회장암과 OAGN의 모 마그마는 동

일기원의 고-알루미늄 반려암질 마그마이며, 회장암은

모 마그마의 1차 분별정출작용과 모 마그마로부터 1차

분화된 사장석-풍부 결정-용융 혼합체 즉 회장암질 마

그마의 2차 분별정출작용을 통한 고압, 다중압력 결정

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고, OAGN는 회장암질 마그마

의 2차 분별정출작용의 최종 분화단계에 잔류된 고철

질 마그마가 압착여과작용(filter pressing)에 의해 완전

히 고화되지 않은 회장암 물질로 주입되어 형성된 것

으로 해석한 바가 있다. McLelland et al. (1994)의

OAGN 주요 야외산상은 산청지역의 FTO와 MG 노두에

서 흔히 관찰된다(Kang and Lee, 2014)(Figs. 6-10).

Jeong et al. (1989)과 Lee et al. (1999)에 의하면

산청 회장암체는 중앙부에 괴상형 그리고 주변부에 엽

상형과 간극누적형이 대상 분포하고, FTO는 주로 간

극누적형 내 또는 인접한 곳에서만 산출한다. 그러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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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극누적형과 FTO는 유사한 암상으로 인지되고(Kang

and Lee, 2014), 산청 회장암체는 영역별 대상 분포를

보이는 것(Jeong et al., 1989; Lee et al., 1999)이

아니라 명확한 경계와 점이적이며 불규칙한 경계를 갖

고 하나의 노두에서도 관찰된다(Figs. 4, 5). 이들 노두

에서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 SA(An-I)→ 엽상형

SA[An-II(spot An)→ An-III]→ FTO(An-IV)→ MG

순으로 유색광물의 함량이 많을수록 보다 후기에 정출

된 산상적 특징을 보이고, An-IV 엽리와 일부 An-III

와 An-II(spot An) 엽리는 FTO와 MG의 엽리와 같

이 이전에 고화 내지 부분 고화된 SA 블록 사이의 상

호 압밀작용의 결과로 SA 블록과의 경계면에 평행하

게 형성된 마그마 엽리의 산상을 보인다(Figs. 4, 5).

An-III가 용융체일 당시에 부분 고화된 An-II의 물리적

상태, 부분 고화된 An-II 주변부의 엽리와 완전 고화된

An-II 중심부의 엽리 사이의 연속성으로부터 인지되는

An-II 엽리의 마그마 엽리 산상(Fig. 5) 등을 종합해

볼 때, 산청 회장암체를 구성하는 SA, FTO, MG는

동일시대 동일기원 마그마의 연속적인 분화산물의 결

과로 형성되었으며, 괴상형 SA를 제외하고 발달하는

엽상형 SA, FTO, MG 엽리는 동일시대 동일기원 마

그마의 연속적인 고결작용 동안에 형성된 마그마 엽리

로서 이들 암상의 고결시기와 이들 엽리의 형성시기는

연속적인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금까지 언급된 산청 회장암체의 엽리, 산

상, 암상의 특징 및 상관관계와 원생대 매시프형 회장

암체에 대한 기존 연구결과(Ashwall, 1993; McLelland

et al., 1994; Kang and Lee, 2014)를 종합하여 산청

회장암체를 구성하는 SA, MG, FTO 사이의 발생적

관계를 고찰해 보면 다음과 같다. 산청 회장암체의 모

마그마인 맨틀 기원의 고-알루미늄 반려암질 마그마가

모호면에서 발생하였다(Fig. 11a). 침강하는 염기성 광

Fig. 11. Schematic model for the generation of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modified from Ashwal, 1993). (a)

Ponding of the parental magma at the crust-mantle boundary (Moho). (b) Crystallization of mafic silicates and formation of

the granitoid magma by partial melting of the crust above the crystallizing ponded magma. (c) The fractional crystallization

of parental magma under high pressure and the formation of the massive type of SA (An-I). Plagioclases rise to the top of the

chamber whereas mafics sink at its bottom. The residual melt becomes enriched in Al and Fe/Mg. (d) Generation of

anorthositic magma. Plagioclase accumulations become less dense than the crust above and rise diapirically as crystal

mushes. Granitoid crustal melts rise as well. (e) The fractional crystallization of the anorthositic magma under low pressure

and the formation of the foliation type of SA (An-II, An-III), FTO (An-IV), MG, and charnockite. Plagioclase-rich crystal

mushes coalesce as plutons at the final (middle- or upper-crustal) levels and form the 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and

the granitoid magma forms the charnockite there, and mafic cumulates remain at depth or detach and sink into the mant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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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들의 결정화작용과 함께 모 마그마의 직상부에서는

하부지각의 부분용융에 의해 화강암질 마그마가 형성

되었다(Fig. 11b). 모 마그마에서 거정의 사장석과 염

기성 광물이 정출되고, 정출된 사장석은 마그마방의 상

부로 올라가고 염기성 광물은 마그마방의 하부로 침강

하는 1차 분별 결정화작용이 발생하고, 괴상형 SA(An-

I)는 고압하의 하부지각에서 정출된 사장석 집합체로부

터 형성되었다(Fig. 11c). 이후 괴상형 SA를 포함하는

사장석 집합체는 하부지각 보다 가볍기 때문에 사장석

-풍부 결정-용융체(회장암질 마그마) 형태로 상승하고,

동일시대의 화강암질 마그마도 역시 중부 내지 상부지

각으로 상승한다(Fig. 11d). 상승된 회장암질 마그마는

매시프형 산청 회장암체룰 형성하기 위해 중부 내지

상부지각에서 보다 큰 덩어리로 병합되는 반면에 염기

성 정출 누적체는 하부지각에 잔류하거나 분리되어 맨

틀로 침강한다(Fig. 11e). 엽상형 SA[An-II(spot An)와

An-III]는 상승 도중 또는 저압하의 중부 내지 상부지

각에서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 결정화작용을 통

한 다중압력 결정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FTO(An-

IV)는 SA가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상태(Kang and

Lee, 2014)에서 FTO의 성인적 모암(Kim et al., 2011)

에 해당하는 고철질 마그마가 압착여과작용에 의해 회

장암질 물질로 주입되어 형성되었다. 그리고 MG는 회

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출작용의 최종 분화단계에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로부터 형성되었으며, 산청 회장

암체와 동일시기 내지 그 이전에 형성된 차노카이트[괴

상형: 1827±32 Ma, 엽리상: 1820±22 Ma(Kim et

al., 2000; Park et al., 2000, 2001)]는 동일시대의 화

강암질 마그마로부터 형성된 것으로 고찰된다. 

8. 결 론

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노두별 상세한 야외지질조사

를 바탕으로 산청 회장암체의 엽리, 산상, 암상의 특징,

형성과정과 그 메커니즘을 연구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1) 산청 회장암체는 괴상형, 엽상형 산청 회장암(SA),

철-티탄 광체(FTO), 고철질 백립암(MG)으로 구분된다.

(2) 괴상형 SA를 제외한 산청 회장암체에는 엽리가

발달한다. 엽상형 SA, FTO, MG의 엽리는 사장석-풍

부 결정-용융 혼합체 상태에서 FTO 및 MG 용융체의

유동과 SA 블록들 사이의 상호 압밀작용의 결과로 형

성된 마그마 엽리이고, 이들 마그마 엽리가 형성될 당

시 SA 블록은 완전히 고화되지 않았으며, 이들 마그마

엽리는 동일시대 동일기원 마그마의 연속적인 고결작

용 동안에 형성되었다. 

(3) 산청 회장암체의 SA는 고압하의 하부지각에서

모 마그마인 고-알루미늄 반려암질 마그마의 1차 분별

정출작용(괴상형)과 저압하의 중부 내지 상부지각에서

회장암질 마그마(사장석-풍부 결정-용융체)의 2차 분별

정출작용(엽상형)을 통한 다중압력 결정화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 FTO는 회장암질 마그마의 2차 분별정출

작용의 최종 분화단계에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가 압착

여과작용에 의해 완전히 고화되지 않은 회장암질 물질

로 주입되어 형성되었으며, MG는 최종 잔류된 고철질

마그마로부터 형성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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