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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olcanic rocks related to the Guamsan cadera, which find in the southeastern Cheongsong, are divided into

Volcanic breccia, Guamsan Tuff and Post-collapse intrusions. We determined their eruption, intrusion and caldera-

forming timings based on SHRIMP U-Pb zircon dating. The dating results yield earlier eruption age of 63.77±0.94

Ma from the lower ash-flow tuff and an later eruption age of 60.1±1.8 Ma from the upper ash-flow tuff of the

Guamsam Tuff, and intrusion age of 60.65±0.95 Ma from the rhyolite ring dyke of the Post-collapse intrusions. The

age data suggest that the Guamsan caldera is formed in 60.65~60.1 Ma between eruption of the upper ash-flow tuff

and intrusion of the rhyolite ring dyke. The Guamsan cadera exhibits the volcanic processes of a perfect igneous

cycle passing from ash-flow eruptions through caldera collapse to ring intrusions during 63.77~60.1 Ma.

Key words : Guamsan cadera, Guamsan Tuff, Post-collapse intrusions, U-Pb dating, eruption timing, intrusion timing,

timing volcanic processes

구암산 칼데라는 청송 남동부에 나타나며, 이 칼데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질은 규질 화산암류이고 화산각력암,

구암산응회암과 함몰후 관입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SHRIMP를 이용하여 저어콘 U-Pb 연령측정을 실시함으로서 화

산암류의 분출시기, 관입시기와 칼데라 형성시기를 확실하게 하였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구암산응회암은 하부 회류응

회암이 63.77±0.94 Ma, 상부 회류응회암이 60.1±1.8 Ma의 분출시기, 함몰후 관입체의 환상 유문암맥은 60.65±0.95

Ma의 관입시기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암산 칼데라는 구암산응회암의 상부 회류응회암 분출 직후, 환상암맥

관입 직전의 60.65~60.1 Ma 무렵에 형성되었음을 암시해준다. 구암산 칼데라 지역에서는 63.77~60.1 Ma 기간에 회

류분출-칼데라함몰-환상관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벽한 칼데라윤회를 거치는 화산과정을 나타낸다.

주요어 : 구암산 칼데라, 구암산응회암, 함몰후 관입암, U-Pb 연령측정, 분출시기, 관입시기, 화산과정

1. 서 언

의성소분지의 중동부에는 화산암류가 상당히 넓게 분

포한다. 특히 청송 남동부 구암산 일대는 백악기 하양층

군 상부에서부터 유천층군에 대비되는 화산암류가 넓게

분포한다. 이 일대의 화산층서를 정립하고 동시에 새로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Corresponding author: hwangsk@anu.ac.kr



468 황상구 · 조인화 · 이기욱

운 구암산 칼데라를 발견하게 되어 이들의 성격에 대해

보고하였다(Hwang, 2002a). 이 일대는 칼데라 내외부

에 중성 및 규질(silicic) 화산암류, 칼데라 연변부의 환

상관입체 등이 잘 노출된다. 이 암석들은 층서적인 문

제와 화산학적인 해석과 구조적인 이해를 동시에 해결

함으로서 하나의 칼데라 진화를 유추하게 해주었다.

구암산 칼데라는 그 내부에 칼데라 형성의 구암산응

회암(Guamsan Tuff)이 분포되고, 칼데라내부 관입체

(intracaldera intrusion)와 환상암맥(ring dike)이 이에

조합되어있다(Fig. 1). 이 분출암과 관입암들의 암상과

층서는 구암산 칼데라에서 그 과정을 엮는데 토대가

되었다(Hwang et al., 2002).

구암산 칼데라에 관련된 화산암류는 여러 층서단위

로 구분되지만 그 분출 및 관입시기와 같은 미해결 과

제들이 남아있다. 더군다나 떨어져 분포하는 다른 지

역의 화산암류와 층서를 암질만의 대비로 논하기란 더

욱 어려운 과제이다. 하지만 최근에는 저어콘에 대한

U-Pb 연령측정을 바탕으로 분출 및 관입시기를 정확

하게 알아내거나 또는 그 시기를 보다 좁은 범위로 한

정할 수 있다.

그래서 이 연구는 층서단위에 대한 절대연대 측정이

필수적이며 최근에 정확도가 높은 SHRIMP U-Pb 연

대측정 자료를 보고하고 이들을 바탕으로 하여 이 화

산암류에 대한 분출 및 관입시기와 화산과정을 정립하고

다른 지역의 화산암류와 대비하는데 기여하고자 한다.

2. 지질개요

경상분지는 신동, 하양 및 유천층군으로 세분되는 경

상누층군의 두꺼운 퇴적암층 및 화산암층으로 구성된

다(Chang, 1975, 1988). 신동 및 하양층군은 주로 비

해성 환경에서 유래된 퇴적암류로 구성되고 화산암층

을 협재하는 반면에, 유천층군은 화산암류로 지배되는

특징을 가진다. 신동 및 하양층군의 연대는 백악기 초

엽과 후엽 전기를 나타내며, 유천층군은 대개 백악기

후엽 후기를 나타내고 주로 화산층(용암과 화성쇄설암)

과 소량으로 조합된 화산쇄설층(층회암)으로 구성된다.

경상분지는 구조적으로 밀양, 의성과 영양지괴라 부르

는 3개의 작은 지괴로 나눠지고(Chang, 1977), 분지발

달사적 견지에서 유천, 의성과 영양소분지라 하는 3개

소분지로 나눠진다(Chang, 1977; Won et al., 1978).

구암산 칼데라 지역은 의성소분지의 동부에 위치하며

하부에 하양층군의 퇴적암류와 상부에 화산암류로 구성

된다. 구암산 칼데라의 지질은 백악기의 퇴적암류, 심성

암류와 화산암류로 대분된다(Fig. 1). 퇴적암류는 대구층

으로 되어 있지만(Kwon and Lee, 1973) 구체적으로 춘

산층과 신양동층 중의 어느 층인지 구분하기란 어렵다.

심성암류는 북서우에 노출되는 관입체로서 부남암주

에 해당된다. 이 암주는 마그마 혼합으로 화강암, 화강

섬록암과 석영몬조섬록암 등의 다양한 암상을 나타내

며(Hwang and Seo, 2016), SHRIMP 저어콘 연대측

Fig. 1. Geological map in the Guamsan caldera, together showing sampl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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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에 의하면 77.1~75.7 Ma에 정치되었다(Hwang et

al., 2016).

화산암류는 분출암류와 관입암류로 구분된다. 분출

암류는 하부의 중성 분출암류와 상부의 규질 분출암류

로 구성된다. 중성 분출암류는 도평도폭에서 안산암질

암로 묶어 기재하였고(Kwon and Lee, 1973) 기계도

폭에서 화산각력암으로 묶어 하나로 취급하였다(Oh

and Jeong, 1975). 규질 분출암류는 도평도폭에서 관입

암류를 포함하여 하나로 기재하였지만(Kwon and Lee,

1973), 여기서 관입암류를 제외한 응회암들만을 총칭한

다. 이 응회암들은 대부분 회류응회암들이고 암상과 공

급지의 차이에 의해 3개의 층서단위로 구분된다.

그리고 관입암류는 대부분 암맥으로 산출되며 산출

패턴이 주로 환상관입체를 나타낸다. 이들은 대체로 세

립질로서 유문암질에서 대사이트질 조성을 나타낸다.

이 모든 지질은 북동-남서 방향의 주향이동 단층인

삼포단층과 자양천단층(Oh and Jeong, 1975)의 연장

부에 의해 잘려 있어 이들을 경계로 하여 암체의 산출

형태가 변위되어 있다.

3. 칼데라 이전 지질

칼데라 이전에 형성된 지질은 크게 퇴적암류, 중성

화산암류, 규질 화산암류로 대분할 수 있다.

3.1. 퇴적암류

퇴적암류는 남서부에 분포되며 서쪽으로 크게 연장된

다(Fig. 1). 이 암류은 하부에서 국부적으로 저색 사암과

이암이 교호하는 사곡층이 놓이며, 상부에서는 주로 녹

회색 내지 회색의 셰일과 사암으로 구성되는 춘산층이

놓인다. 이들의 층리는 대체로 북동 방향으로 10~15° 내

외로 경사되며, 화산암류와 인접되는 곳에서는 대체로 화

산암류 분포지 쪽으로 기울어지지만 불규칙한 곳도 많다.

3.2. 중성 화산암류

중성 화산암류는 남부에 노출되며 화성쇄설암, 용암

과 지표쇄설암으로 구성되는 죽장화산암층(Jukjang

Volcanics)이다. 구체적으로 이들은 하부로부터 대사이

트질 회류응회암, 안산암질 용암, 층회암, 현무안산암

질 용암과 회류응회암 순으로 놓이는 성층화산

(stratovolcano)의 일부분을 나타낸다(Fig. 1). 이들의

조성은 층회암(tuffite)을 제외하면 대체로 하부의 대사

이트에서 안산암, 현무암질 안산암 조성으로 점진적인

조성변화를 나타낸다.

3.3. 규질 화산암류

규질 화산암류는 대부분 회류응회암과 층회암으로

구성되며 암상과 공급지의 차이에 따라서 내연산응회

암, 너구동층과 무포산응회암으로 구분된다(Fig. 1).

내연산응회암은 동부와 암맥들 사이에 분포되며 중

성 분출암류 상위에 놓인다. 이 암층은 암회색 내지

갈회색이고 구성원에 따르면 파리질응회암(vitric tuff)

이며 대부분 심하게 용결되어 있다(Jo and Hwang,

2017). 부석들은 편평화되어 완배열상 석리(eutaxitic

fabric)를 가지는 용결엽리를 나타내고 이 엽리면에서

부석들이 정향배열되거나 혹은 신장화되어 있어 공급

지의 방향이 동쪽에서 이동했음을 알려준다(Jo and

Hwang, 2017). 이 암층은 유문암맥 근처에서 심하게

탈파리화되어 원래의 암회색에서 유백색으로 탈색되어

규장암으로 오인되는 곳도 있다.

너구동층은 칼데라 내부에서 내연산응회암과 무포산

응회암 사이에서 기다랗게 렌즈상으로 협재되는 약

200 m 이상 두께의 층회암층이다(Fig. 1). 이 층은 주

로 회색의 사암과 셰일로 구성되며, 층리가 대체로 북

쪽으로 15~20° 내외로 경사되지만 관입체와 인접되는

곳에서 급경사를 이루고 동서방향 단층과 인접부에서

55°NW 내외로 급하게 경사된다.

이 층은 화산활동 중간의 휴지기에 퇴적되었음을 의

미하며 이때 화산활동의 휴지기간이 상당히 길었음을

나타낸다(Hwang, 2002a; Hwang et al., 2017).

무포산응회암은 내연산응회암 위에 바로 놓이거나

퇴적암을 사이에 두고 놓이며 역시 대부분 녹회색의

회류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이 암층은 최고 약 500 m

이상의 두께를 가지며, 주로 암회색 내지 녹회색을 띠

고 풍화면에서 암갈색 표피를 형성한다. 이 응회암은

특히 사장석 반정이 매우 풍부하고 큰 부석을 함유하

는 결정풍부 파리질응회암에 속하며 국지적으로 용결

되어 있다. 이 부석들은 청록색으로서 대부분 편평화

되어 있어 완배열상 석리에 의한 용결엽리를 나타내고

기질은 전체적으로 녹회색 내지 담회색을 띤다. 용결

엽리면에서 규칙적으로 배열되어 있어 동쪽에서 이동

했다고 알려져 있다(Ahn and Hwang, 2007). 이 응회

암은 SHRIMP U-Pb 연령이 67.08 Ma로 알려져 있

다(Hwang et al., 2016).

4. 칼데라 관련 지질

칼데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질은 SiO2가

67.1~78.2 wt% 범위의 규질 화산암류로서 유문암에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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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데사이트 조성을 가지며(Hwang, 2002b), 화산각력

암(volcanic breccia), 구암산응회암과 함몰후 관입암으

로 구분할 수 있다.

4.1. 화산각력암

화산각력암은 구암산 칼데라의 남서 외곽부에 분포

하며(Fig. 1) 무질서 괴상 각력암(disorganized massive

breccia)으로 분류되는 암상이다(Hwang et al., 2002).

이 암상은 주로 유문암질 암괴로 거의 단암질로만 구

성되는데, 이는 활동성 용암도움의 붕괴에 의해 그 조

각들이 산사면으로 흘러서 형성된 암괴회류각력암(block

and ash-flow breccia)으로 분류되고 근접화구상(near-

vent facies)을 나타내며 구암산 지역에서 화산작용의

시작을 의미한다(Hwang et al., 2002).

4.2. 구암산응회암

구암산응회암은 구암산 칼데라의 환상암맥 내에만

분포하며(Fig. 1) 무포산응회암의 상위에 놓이고 최고

약 850 m 이상의 두께를 나타낸다(Hwang, 2002a).

이 구암산응회암은 유문암에서 유문데사이트 조성을 가

지며(Hwang et al., 2002b), 대부분 구암산 칼데라에

서 유래된 회류응회암(ash-flow tuff)으로 구성되고 중

부에 2 m 내외의 얇은 강하응회암(fallout tuff)이 협재

되어 있어 상 ·하부 회류응회암으로 구분된다(Hwang

et al., 2002). 

(1) 하부 회류응회암

하부 회류응회암은 최하부에 암편질 각력암이 놓이

고 중 ·상부에 얇은 강하응회암을 협재한다. 암편질 각

력암은 암편이 기저부로 갈수록 풍부해지고 남서부로

갈수록 최고 1 m로 커지는데, 이는 화구 주위에서 펠

리언 분출에 의한 암괴회류상에 해당된다(Hwang et

al., 2002). 그러나 이 각력암은 남서부로부터 멀어지고

상부로 가면서 암편이 작아져 화쇄류로부터 처짐 각력

암(lag breccia)으로 점이되고 더 먼 곳에서 결국 회류

응회암으로 점이된다.

하부 회류응회암들은 회백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전

체적으로 분급되어 있지 않고 층리가 없다. 대체로 앞

의 다른 회류응회암들에 비해 부석과 결정을 적게 함

유하고 암편이 다소 풍부하며 화산회가 풍부한 파리질

응회암에 속한다. 암편은 매우 미약하게 점이현상을 나

타내고 하부에 다소 밀집된다. 최하부에서 거의 비용

결 내지 부분용결로 파리쇄설상 석리(vitroclastic

fabric)를 나타낸다. 이들은 다소 높은 분연주 붕괴에

의한 팽창성 화쇄류상에 의해 형성된 것이다(Hwang

et al., 2002).

(2) 강하응회암

강하응회암은 칼데라 북변부와 동변부에서 나타나며

담청록색 혹은 회색으로서 층리가 발달된다. 대부분

중 ·세립질로서 분급이 양호하고 드물게 상향 세립화

하는 정점이 현상을 나타내며 간혹 5~10 mm 내외의

누적라필리(accretionary lapilli)가 발견된다.

그리고 강하응회암 상위에는 부분적이지만 응회질

이암과 셰일에 해당하는 층회암이 소규모로 얇게 협재

된다. 이 층회암은 두께가 10~40 cm이고 층리가 응

회암보다 잘 발달되는 특징을 가진다.

(3) 상부 회류응회암

상부 회류응회암은 하부에서 북부 환상단열대를 따

라 국지적으로 칼데라함몰 각력암을 쐐기상으로 협재

한다. 이 각력암은 칼데라 함몰에 의한 암설류상(debris

flow phase)으로 나타내며 칼데라를 따라 열극분출을

의미하는 화구 전이를 암시한다(Hwang et al., 2002).

상부 회류응회암은 하부 회류응회암과 마찬가지로

대체로 파리질 응회암에 속한다. 그러나 이 상부 회류

응회암은 대개 회색 내지 암회색을 띰으로서 하부 회

류응회암보다 훨씬 더 어두운 색이고 암편은 드물다.

부석들은 암회색을 띠고 작지만 다소 풍부하며 거의

모든 곳에서 매우 심하게 용결되어 있고 대개 완배열

상 석리를 나타낸다. 이들은 끓어넘침 분출(boiling-

over eruption)에 의한 비팽창성 회류상에 의한 산물이

다(Hwang et al., 2002).

4.3. 함몰후 관입암

구암산 칼데라 함몰후에 형성된 관입암은 유문암질

관입체이다. 이 관입체들은 현재 여러 암상으로 노출

되며 아마도 모두 지하로 동일 마그마챔버에 연결된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이 유문암은 암홍회색 내지 홍

회색, 담홍회색 내지 회백색을 띠며 조직 차이에 의하

여 유대상 유문암(flow-banded rhyolite), 규장암 양상

을 띠는 석정상 유문암(stony rhyolite) 등의 암상을

나타낸다. 야외에서 같은 한 암체라도 측방으로 수

100 m 내지 수 km 이내에서 암상 변화가 나타난다.

이런 경우에 이 칼데라 지역에서 침식 수준은 관입체

의 원래지붕에 거의 접근된 것으로 보인다. 그러므로

이 관입체들은 칼데라 형성에 관련하여 분포위치와 산

출패턴에 따라 칼데라내부 관입체와 환상암맥으로 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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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된다. 이들이 구암산응회암의 높은 부위까지 관입한

것은 함몰후 화산(postcollapse volcano)의 뿌리라는

증거이다. 왜냐하면 구암산응회암은 이 지역에서 최후

분출물이고 칼데라가 형성될 때 높은 위치에 놓여있었

기 때문이다(Lipman, 1984).

칼데라내부 관입체는 구암산 칼데라 중앙부와 주변

부 사이의 모우트(moat)에 구암산응회암을 관입하며 불

규칙한 원형 플러그와 직선상 암맥을 형성하며 흔히

유상엽리와 구과상 구조를 발달시킨다. 이들은 칼데라

의 모우트를 따라 환상 고리를 형성하며 분포하는 것

이 특징적이다. 환상암맥은 칼데라 경계부를 따라 산

출되며 내측 환상암맥(inner ring dike), 중간 환상암맥

(intermediate ring dike)과 외측 환상암맥(outer ring

dike)으로 구분된다.

4.4. 칼데라 형태

구암산 칼데라는 구암산응회암의 제한적 분포와 층

서적 부조화, 환상암맥의 존재 등에 의해 인식된다. 이

칼데라는 직경이 북서-남동 방향 약 9.2 km, 북동-남

서 방향 약 8.0 km를 가진 거의 원형을 보이며, 그

면적이 대략 66.0 km2로 계산된다.

이 칼데라의 함몰 심도는 남동부에서 약 300 m를

나타내는 반면에 북서부로 갈수록 커져 최고 약 900 m

를 나타낸다. 따라서 구암산 칼데라에서 분출된 구암

산응회암의 용적은 이의 층후와 칼데라 면적에 의해

56.1 km3로 계산된다. 칼데라 내부는 용결엽리와 층리

에 의하면 칼데라 중심부로 향하여 분상구조를 보여준

다. 또한 칼데라 블록이 남동부에서보다 북서부에서 더

심하게 함몰하는 비대칭 양상을 가지는 비대칭 피스톤

형 칼데라를 나타낸다(Hwang, 2002a).

5. 연령 측정결과

5.1. 분석기술

구암산 칼데라에 관련된 화산암류의 정치시기를 정

립하기 위해 SHRIMP 저어콘 연령측정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구암산응회암에서 2개와 함몰후 관입암에서 1

개를 선정하였다. 즉 구암산응회암은 하부 회류응회암

과 상부 회류응회암에서 1개씩 시료를 선택하였고, 환

상암맥은 북서측 유대상 유문암맥에서 1개 시료를 선

택하였다.

시료는 파쇄, 초기 중액과 다음으로 자성분리의 절

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비자성 부분의 입자들로부터 저

어콘을 수작업으로 분리하였고 이 저어콘들은 점착테

이프에 올려놓고 에폭시액으로 발라 고정시켰으며 약

절반 두께로 갈고 반사 및 투사광에서 사진을 찍었다.

이 마운트는 세척하고 금-코팅을 하였으며 JXA-8100

전자탐촉자를 이용하여 저어콘 입자의 음극선발광(CL)

영상작업을 수행하였다.

연령측정은 먼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SHRIMP

IIe를 이용하여 저어콘의 U-Pb 분석을 실시하였다. U-Pb

분석은 일차 이온빔으로 산소 음이온(O2
-)을 이용하였으

며, 이때 이온빔의 직경은 25 μm이고 세기는 4-6 nA

이었다. 분석에 사용한 저어콘 표준물질로는 FC-1과

SL13을 사용하여 U 함량측정과 U/Pb 연령보정을 실

시하였다. 연령측정 절차는 Williams et al.(1998)과

Ireland and Williams(2003)의 방법을 적용하였다. 측정

자료는 SQUID 2.5 및 Ex v. 3.6 프로그램(Ludwig,

2008)을 이용하여 연령계산을 하였다. 각 분석치와 겉

보기연령의 오차는 1σ이고, 가중평균 및 일치곡선

(concordia) 연령계산은 95%(2σ)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3개 시료에 대한 정밀분석치는 Table 1에 주어졌고,

분석 저어콘의 대표적인 CL 영상은 Fig. 2에 나타냈

으며, 각 시료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의

콘코디아 그림은 Fig. 4와 5에 나타냈다.

5.2. 구암산응회암

HC715는 구암산응회암의 하부 회류응회암에서 나온

시료이다. 저어콘 입자들은 대부분 자형 주상이며 CL

영상에서 강하게 발광하고 동심원상 강한 자형누대를

보여준다(Fig. 2). 미량원소 Th/U 비는 0.372~1.070

범위로 높게 나타나고(Table 1) 직선상 분포를 나타내

는데(Fig. 3). 이는 내부구조와 함께 마그마에서 성장한

저어콘의 특징을 반영한다(Vavra et al., 1999; Hartman

et al., 2000). 21개 분석치 중에서 1개 젊은 분석치를

제외하고 모든 분석치는 61.3±2 Ma에서 70.1±3 Ma

범위의 연대를 가진다(Table 1). 12개 분석치는 조화적이

고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는 63.77±0.94 Ma (MSWD

=1.7)를 갖는 균질한 군집을 형성하는데(Fig. 4a), 이는

하부 회류응회암의 분출연령으로 해석된다.

HC740은 구암산응회암의 상부 회류응회암에서 나온

시료이다. 저어콘 입자들은 자형이고 주로 주상이지만

약간은 단주상이며, CL 영상에서 강하게 발광하고 동

심원상 강한 자형 누대구조를 나타낸다(Fig. 2). Th/U

비는 0.50~1.10 범위로 높은 편이고(Table 1) 직선상

분포를 나타내는데(Fig. 3), 이도 내부구조와 함께 역시

화성성인을 반영한다. 동심원상 진동누대를 가진 저어콘

에서 17개 분석치는 57.4±1.0 Ma에서 69.4±0.5 Ma



472 황상구 · 조인화 · 이기욱

Table 1. Summary of SHRIMP U-Pb isotopic data of the analytical zircons from the Guamsan Tuff and Rhyolite ring dyke.

Spot No.
206Pb

(%)

U

(ppm)

Th

(ppm)

232Th/
238U

±%
207Pb/
206Pb

±%
206Pb/
238U

±%

(2)
206Pb/238U

Age(Ma)

(1)
207Pb/206Pb

Age(Ma)

Discor-

dant

(%)

Sample HC715 (Lower ash-flow tuff of the Guamsan Tuff)

HC715_1.1 1.45 152.93 66.44 0.448 0.4 0.0588 5.9 0.0342 5.7 64.6 ±1.0 -- -- --

HC715_2.1 3.01 121.31 67.01 0.570 0.8 0.0712 12.7 0.0369 2.2 69.0 ±1.3 -678 ±1334 +111

HC715_3.1 2.53 118.49 68.60 0.598 4.1 0.0672 6.4 0.0353 5.3 56.4 ±1.8 -- -- --

HC715_5.1 0.76 571.12 358.13 0.647 0.4 0.0533 3.2 0.0333 4.8 63.1 ±2.3 -934 ±528 +107

HC715_6.1 2.89 131.80 73.25 0.574 0.8 0.0702 5.6 0.0354 1.9 63.3 ±4.0 -- -- --

HC715_7.1 0.98 437.77 254.23 0.599 0.5 0.0552 5.2 0.0342 1.0 70.1 ±2.6 60 ±222 -17

HC715_9.1 1.49 174.89 109.09 0.644 0.3 0.0590 5.8 0.0305 3.4 61.3 ±1.5 568 ±127 +89

HC715_10.1 1.38 181.02 149.17 0.851 2.4 0.0583 9.4 0.0359 3.6 69.0 ±4.3 -887 ±1008 +108

HC715_11.1 1.17 279.24 140.99 0.521 0.2 0.0566 3.9 0.0362 1.3 65.3 ±1.7 -621 ±550 +111

HC715_12.1 1.95 97.89 49.43 0.521 1.0 0.0627 6.6 0.0326 2.2 61.8 ±1.0 -- -- --

HC715_13.1 3.03 98.76 55.85 0.584 0.8 0.0713 6.2 0.0333 2.2 63.2 ±1.0 1402 ±233 +96

HC715_14.1 0.37 614.44 346.01 0.581 0.3 0.0503 2.8 0.0337 2.7 68.8 ±1.1 -47 ±147 +246

HC715_15.1 2.38 148.80 86.72 0.602 1.3 0.0662 4.8 0.0343 2.8 67.7 ±2.7 -270 ±633 +126

HC715_17.1 -0.62 123.07 44.31 0.371 0.8 0.0424 4.9 0.0313 3.0 67.8 ±3.2 -904 ±478 +108

HC715_18.1 0.21 174.35 95.13 0.563 0.6 0.0490 7.8 0.0300 2.5 65.9 ±1.0 147 ±183 +55

HC715_19.1 -0.91 126.80 71.18 0.579 0.7 0.0400 11.1 0.0269 3.1 63.3 ±0.8 -179 ±305 +136

HC715_20.1 - 0.00 192.02 115.20 0.619 0.6 0.0473 7.6 0.0314 2.3 63.1 ±0.7 367 ±204 +83

HC715_21.1 0.14 317.31 328.75 1.070 0.4 0.0484 5.8 0.0302 1.9 63.6 ±1.3 20 ±165 -211

Sample HC740 (Upper ash-flow tuff of the Guamsan Tuff)

HC740-2.1 0.47 156.00 125.76 0.832 0.4 0.0509 8.7 0.0228 5.7 61.2 ±1.8 855 ±378 +93

HC740-2.2 1.66 157.14 118.81 0.781 0.8 0.0604 7.8 0.0267 6.1 60.3 ±0.7 -- -- --

HC740-3.1 0.90 532.56 304.83 0.591 0.2 0.0545 3.5 0.0297 4.5 67.0 ±0.9 171 ±165 +61

HC740-4.1 4.23 112.78 78.99 0.723 2.6 0.0808 6.8 0.0278 4.9 66.2 ±0.8 -- -- --

HC740-5.1 1.63 182.17 132.16 0.749 0.6 0.0602 6.0 0.0305 5.2 65.8 ±0.7 771 ±190 +92

HC740-6.1 1.27 177.27 175.78 1.024 0.5 0.0573 5.8 0.0312 1.9 63.3 ±0.6 92 ±375 +32

HC740-7.1 1.10 177.12 120.96 0.705 0.6 0.0561 5.5 0.0345 4.4 68.1 ±2.6 -81 ±411 +185

HC740-8.1 1.55 199.06 200.28 1.039 1.1 0.0595 15.6 0.0195 6.0 57.4 ±1.2 -524 ±1155 +111

HC740-9.1 2.01 104.06 72.42 0.718 0.4 0.0633 7.2 0.0310 2.4 67.3 ±0.8 719 ±152 +91

HC740-11.1 3.61 113.26 86.02 0.784 0.6 0.0759 3.5 0.0305 4.3 64.5 ±1.3 -- -- --

HC740-12.1 2.06 224.26 174.18 0.802 0.5 0.0636 2.9 0.0316 5.4 65.1 ±1.0 455 ±226 +86

HC740-13.1 0.60 524.70 254.35 0.500 0.2 0.0522 2.0 0.0330 0.8 69.4 ±0.4 150 ±117 +54

HC740-14.1 1.87 175.34 145.52 0.857 0.3 0.0621 3.8 0.0275 5.4 60.5 ±0.6 -1134 ±1518 +106

HC740-15.1 3.76 124.02 77.57 0.646 0.4 0.0771 4.0 0.0314 6.0 64.4 ±1.2 1123 ±81 +95

HC740-16.1 0.83 706.90 751.49 1.098 0.9 0.0539 1.9 0.0323 5.2 65.8 ±0.7 251 ±96 +74

HC740-17.1 2.19 178.96 147.74 0.852 0.3 0.0646 3.3 0.0343 5.0 63.8 ±11 -- -- --

Sample HC741 (Rhyolite ring dyke of the Postcollapse intrusions)

HC741_1.1 0.10 384.67 315.03 0.465 0.2 0.0480 4.8 0.0265 1.4 60.8 ±1.1 -575 ±457 +111

HC741_2.1 -0.03 272.91 211.48 0.800 0.3 0.0469 5.8 0.0265 3.0 61.8 ±2.0 368 ±239 +83

HC741_3.1 -0.06 503.47 505.67 1.037 0.2 0.0467 4.1 0.0276 1.2 61.5 ±1.0 -310 ±255 +120

HC741_4.1 -0.23 270.54 375.47 1.433 0.4 0.0453 6.0 0.0260 1.7 61.8 ±1.0 -795 ±616 +108

HC741_5.1 0.78 339.08 263.99 0.804 0.2 0.0534 4.6 0.0277 1.4 63.8 ±1.2 -617 ±578 +111

HC741_6.1 0.16 415.36 344.57 0.856 0.2 0.0484 4.6 0.0260 1.4 61.0 ±0.7 -461 ±386 +114

HC741_7.1 0.11 396.47 303.93 0.791 0.2 0.0481 4.9 0.0265 1.5 60.2 ±0.7 362 ±194 +84

HC741_8.1 0.75 374.27 583.33 1.610 0.4 0.0531 10.0 0.0257 1.5 59.3 ±0.7 -946 ±896 +107

HC741_9.1 -0.22 198.62 193.60 1.006 0.3 0.0454 7.6 0.0252 2.1 59.2 ±0.7 -105 ±252 +157

HC741_10.1 -0.09 254.20 179.08 0.727 0.3 0.0464 6.4 0.0265 1.8 63.1 ±1.5 -879 ±745 +108

HC741_11.1 -0.78 219.82 135.37 0.636 0.4 0.0411 12.9 0.0257 2.1 65.6 ±2.0 -- -- --

HC741_12.1 0.08 240.57 251.12 1.078 0.3 0.0478 6.5 0.0251 2.0 59.4 ±0.8 -945 ±886 +107

Errors are 1-σ; Pbc and Pb* indicate common and radiogenic portions, respectively.

(1) Common Pb corrected using measured 204Pb.

(2) Common Pb corrected by assuming 206Pb/238U-207Pb/235U age-concordan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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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의 연대를 가진다(Table 1). 콘코디아 그림에서 11

개 늙은 분석치는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 65.42±

0.95 Ma (MSWD=2.3)를 갖는 조화적 군집을 형성하

는데(Fig. 4b), 이는 이 응회암이 분출할 때 아마도 무

포산응회암으로부터 들어온 외래결정 저어콘의 영향으로

해석된다. 또한 4개 젊은 분석치는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 60.1±1.18 Ma(MSWD=1.8)를 갖는 조화적 군

집을 형성하는데(Fig. 4b), 이는 아마도 상부 회류응회

암의 분출연령으로 해석된다.

Fig. 3. Correlation diagram showing the proportions of Th

to U concentrations (ppm) of the zircons analyzed by

SHRIMP.

Fig. 4. Concordia diagrams for SHRIMP U-Pb ages of

zircons separated from samples (a) HC715 and (b) HC740.

Fig. 2. Representative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the analysed zircon grains, showing the location of analytical spots

and 206Pb/238U ages in Ma, separated from the lower ash-flow tuffs (HC715) and the upper ash-flow tuffs (HC740) of the

Guamsan Tuff, and Rhyolite ring dyke (HC741) of the Postcollapse intr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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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3. 환상암맥

HC741은 북서측 환상암맥에서 나온 희미한 유대상

유문암의 시료이다. 저어콘 입자들은 자형이면서 대부

분 주상이고 간혹 날카로운 끝을 가지며, CL 영상에서

강한 동심원상 자형 누대구조를 가진다(Fig. 2). Th/U 비

는 0.64~1.61 넓은 범위로 높게 나타나는데(Table 1),

이는 내부구조와 함께 역시 화성성인을 암시해준다. 12

개 분석치는 59.2 Ma에서 65.6 Ma 범위의 젊은 연

대를 갖는다. 이 분석치는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

60.65±0.95 Ma(MSWD=2.3)로 조화적 군집으로 정의

되는데(Fig. 5), 이는 이 암맥의 관입연대로 해석된다.

6. 토 의

지금까지 경상분지에서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는 모두

백악기 후엽에 분출된 것으로 보았지만, 측정한 연대

에 의하면 구암산 칼데라 지역에서 화산암류는 모두

고신기(Paleogene)에 분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구암산응회암의 분출기간에 대해 먼저 토의하며, 그 다

음에 환상암맥의 관입시기와 칼데라 형성시기를 논의

하고 화성과정을 엮어보기로 한다(Table 2).

6.1. 구암산응회암의 분출기간

구암산응회암은 Rb-Sr 동위원소 자료에 의하면

56±11(2σ) Ma의 연대와 0.7054±0.0006(2σ)의 87Sr/86Sr

초기치를 나타낸다(Hwang, 2002b). 그러나 구암산응회

암은 SHRIMP 저어콘 U-Pb 측정에 의하면 이보다

더 오래된 연대를 나타내는데 하부 회류응회암에서

63.77±0.94 Ma 연대이고 상부 회류응회암에서 60.1±

1.8 Ma을 나타낸다. 이 SHRIMP U-Pb 연대는 아마도

구암산응회암의 분출기간를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따라서 구암산응회암은 고신기(Paleogene)에 활동하였

으며 무포산응회암의 분출연대보다 후기에 일어났음이

확실하다.

Fig. 5. Concordia diagram for SHRIMP U-Pb ages of

zircons separated from sample HC741.

Table 2. Geological sequences and SHRIMP U-Pb ages around the Guamsan area.

Rocks Formation Members
SHRIMP 

U-Pb ages
Period Geologic events Remarks

Volcanic

Rhyolite

 intrusions

Ring dykes 60.65±0.95

Paleogene

Ring intrusion this study

Central plug
Caldera collapse

Explosive eruption
Guamsan

 Tuff

Upper ash-flow tuff 60.1±1.8 this study

Fallout tuff

Lower ash-flow tuff 63.97±0.94 this study

Volcanic breccia Dome collapse

Muposan Tuff 67.08±0.96

Cretaceous

Explosive eruption
Hwang et 

al.(2016)

Neogudong Formation Sedimentation

Naeyeonsan Tuff Explosive eruption

Jukjang

 Volcanics

Ash-flow tuff Explosive eruption

Basaltic andesite lava Lava effusion

Tuffite Sedimentation

Andesite lava Lava effusion

Rhyolitic to Andesitic

Pyroclastics
Explosive eruption

Sedimentary
Chunsan Formation

Sedimentation
Sagok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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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암산응회암의 63.77~60.1 Ma 연대는 무포산응회

암의 분출연대 67.92±0.71 Ma 연대(Hwang et al.,

2016)보다 상당히 젊은 나이를 나타낸다. 두 연대 간의

시간적 차이는 화산암에서 4.15 Ma라는 상당한 연대

차이를 보이고 있지만, 부정합보다 정합 관계를 가진

다고 말할 수 있다. 왜냐하면 구암산응회암은 직접적

으로 선기의 무포산응회암에 의해 덮이는 논리에서 부

합되기 때문이다.

6.2. 환상암맥의 관입시기

환상암맥의 유문암은 구암산응회암이 분출되고 칼데

라 함몰의 환상단열대를 따라 관입했던 것이다(Hwang,

2002a; Hwang et al., 2002). SHRIMP 저어콘 U-Pb

측정에 의하면 이 환상암맥의 연대는 환상유문암맥이

60.65±0.95 Ma을 나타낸다. 이 연대는 아마도 구암산

응회암이 분출된 후에 칼데라 함몰로 발생한 환상단열

대를 따라 관입했음을 나타낸다.

즉 구암산 지역에서 폭발적인 회류분출로 인해서 마

그마가 충분히 제거되어 마그마챔버의 지붕이 함몰됨

으로서 발생한 칼데라의 환상단열대를 따라 잔류 마그

마가 주입된 시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구암산 칼데

라에서 환상암맥과 같은 유문암질 관입체는 구암산응

회암과 함께 유문암으로부터 유문데사이트 조성으로의

연속적 조성변화를 나타내는 마그마챔버에서 유래된 것

(Hwang, 2002b)으로 보고 있기 때문이다.

6.3. 칼데라의 형성시기

구암산응회암의 60.1 Ma 연대는 상부 회류응회암의

분출시기이다. 또한 환상암맥의 60.65±0.95 Ma 연대

는 북서측 유문암맥의 관입시기를 나타낸다. 두 연대

간의 시간적 차이는 오차범위 내에서 거의 없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구암산응회암의 상부 회류응회암이 분

출된 직후에 구암산 칼데라가 형성되었던 시기로 해석

된다. 왜냐하면 환상단열대를 따라 칼데라 함몰이 일

어나면 칼데라 블록의 하중에 의해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잔류 마그마가 틈을 따라 주입될 수 있기 때문이

다. 그러나 면봉산 칼데라에서 유문암맥은 면봉산응회

암이 분출된 후에 발생한 뚜껑문형 칼데라가 환상단열

대를 따라 순차적으로 관입했던 것(Hwang et al.,

2017)과 매우 다른 양상을 나타낸다.

대규모의 화산폭발의 결과로 마그마챔버의 상부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이의 지붕이 함몰되어 칼데라를 형

성하는 것은 규질 화산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반적

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Druitt and Sparks, 1985). 또

한 환상암맥은 구암산 칼데라에서 일어났던 함몰후 마

그마 활동의 대표적인 표시이다. 왜냐하면 Smith and

Bailey(1968)에 의하면 칼데라 형성 분출에 관련되는

환상관입체는 조성상으로 회류응회암과 같다고 보기 때

문이다.

6.4. 화산과정

구암산 칼데라는 이 지역에서 일어난 화산작용들에

의하면 회류응회암-칼데라-환상암맥으로 연결되는 연속

체를 이루며, 이 칼데라 윤회에 따라 분출 및 관입과

정을 다음과 같이 엮을 수 있다(Table 2).

먼저 분출작용이 용암도움 붕괴를 일으키는 펠리언 분

출의 암괴회류상으로 시작되었으며 63.77±0.94 Ma 무렵

에 연이어 높은 분연주 붕괴로부터 강하게 유체화된

화쇄류상으로 전환되었다(Hwang et al., 2002). 이때

분연주는 높이가 점차 낮아졌으며 화쇄류의 유체화도

줄어들었다. 60.1±0.95 Ma 무렵에 끓어넘침 분출에

의한 회류상으로 전환되어 고온의 화성쇄설 물질이 일

시에 방출되어 정치됨으로써 매우 심하게 용결되었다.

끓어넘침 분출은 칼데라 함몰을 유도하였고 동시에 환

상단열로의 화구 이동에 의해 본격화되었다. 분출초기

에는 중앙화구로부터 화쇄류가 발생되었지만 후기에는

환상단열화구로의 위치가 변경되어 회류가 다량으로 발

생하였다. 이 결과로 칼데라 내부에 최고 850 m 이상

두께의 구암산응회암을 축적하였다.

회류 분출 후에는 칼데라 내부 모우트의 갈라진 틈으

로 마그마가 주입되어 유문암 플러그와 암맥을 형성하였

으며, 거의 동시에 환상단열대를 따라 60.65±0.95 Ma

무렵에 순차적으로 주입되어 유문암 환상암맥을 형성

하였다(Hwang et al., 2002). 그러므로 구암산 칼데라

지역에서는 63.77±0.94 Ma에서 60.1±0.95 Ma 기간

에 회류응회암-칼데라-환상암맥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벽한 칼데라윤회를 거치는 화산과정을 나타낸다.

7. 결 론

구암산 칼데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지질은 규질

화산암류이며, 화산각력암, 구암산응회암과 함몰후 관

입암으로 구분할 수 있다.

SHRIMP를 이용하여 저어콘 U-Pb 연대측정을 실시

함으로서 화산암류의 분출시기, 관입시기와 칼데라 형

성시기를 확실하게 하였다. 측정결과에 의하면 구암산

응회암은 하부 회류응회암이 63.77±0.94 Ma과 상부

회류응회암이 60.1±1.8 Ma의 분출시기, 유문암맥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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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0.65±0.95 Ma의 관입시기를 나타낸다.

이 자료에 의하면 구암산 칼데라는 구암산응회암의

상부 회류응회암 분출 직후, 환상암맥 관입 직전의

60.65~60.1 Ma 무렵에 형성되었음을 암시해준다.

구암산 칼데라 지역에서는 63.77~60.1 Ma 기간에

회류분출-칼데라함몰-환상관입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

벽한 칼데라윤회를 거치는 화산과정을 나타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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