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Ÿ 랜터만 산맥에서 함망간 규암이 석류석-펜자이트 편암과 함께 산출함.
Ÿ 함망간 규암의 전암 지화학 조성은 해양저 철망간 광상의 특징인 양의 Ce 이상치를 보임.
Ÿ 함망간 규암의 모암은 비활성 경계의 대륙 사면-대륙붕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됨.
Ÿ 함망간 규암의 주요 광물조합은 스페서틴 석류석, 녹니석, 피몬타이트-알라나이트 녹염석,

Si 함량이 높은 펜자이트, 자철석과 석영으로 구성되며, 녹색편암-청색변암 상에 해당함.
Ÿ 함망간 규암에서 채집한 7개의 저어콘 결정으로부터 503±5 Ma (2σ, MSWD=1.03) 가중평

균연령을 측정하였으며, 이 연령은 렌터만 산맥 에클로자이트에서 측정한 마지막 섭입 시
기와 오차 범위에서 일치함.

Ÿ 이 결과를 종합하면 비활성 경계의 대륙 사면-대륙붕에서 퇴적된 쇄설성 해양퇴적물과 철
망간 광상 복합체가 캠브리아기 로스 조산운동과 관련하여 섭입 작용의 최후기에 대륙에 
부가된 것으로 해석됨.

Ÿ 윌슨 암체와 바우어스 암체의 경계에 산출하는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의 고철질 심성암은 
층상형 구조를 보이며, 아알칼리(subalkaline) 계열에 속함.

Ÿ 시원 운석값으로 표준화한 희토류원소 분포도에서 중앙 해령 현무암에서 나타나는 특징인 
경희토류의 결핍과 평평한 중희토류 패턴을 보임.

Ÿ 지구화학자료와 Sr-Nd 동위원소 성분으로부터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의 고철질 심성암의 
모마그마는 결핍맨틀 기원임을 지시함.

Ÿ 9개의 시료에서 측정한 Sm-Nd 동위원소성분으로부터 590±120 Ma (MSWD=3.3)의 등시선 
연령과 0.51204±0.00017의 143Nd/144Nd 초기값을 구함.

Ÿ 3개의 시료에서 측정한 저어콘 연령은 (1) 쇄설성 저어콘(>1.5 Ga)와 후기 신원생대(553
Ma), (2) 에디아카라기(~620), (3) 캠브리아기(∼500Ma)로 상이한 형태를 보임.

Ÿ 이를 종합하면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의 고철질 심성암들은 에디아카라기 결핍 맨틀로부터 
기원한 모마그마의 관입에 의해 형성되었으며, 이후 캠브리아기 로스 조산운동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해석됨

색  인  어
(각 5개 이상)

한  글
함망간 규암(코티큘), 고철질 심성암, 렌터만 산맥,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북
빅토리아랜드 

영  어
Manganiferous quartzite (coticule), mafic intrusives, Lanterman Range,
Tiger Gabbro Complex, northern Victoria L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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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문

Ⅰ. 제    목

남극대륙 지체구조: 빅토리아랜드 기반암 연구를 통한 남극대륙 형성 연구

Ⅱ. 연구개발의 목적 및 필요성

장보고기지가 위치한 북빅토리아랜드에서 산출하는 변성암과 고철질 심성암을 연

구하여 신원생대-오르도비스기 빅토리아랜드의 지각형성과정을 이해하고 이를 기

반으로 남극 내륙 지질정보 획득 및 남극대륙의 지체구조 및 지각진화 모델을 도

출하기 위한 기반 조성

Ⅲ. 연구개발의 내용 및 범위

이 위탁개발과제는 남극대륙을 가로지르는 남극종단산맥의 태평양쪽 끝에 해당하

는 빅토리아랜드에 분포하는 변성암과 고철질 심성암 시료의 성인을 밝히기 위한 

광물학, 지구화학, 동위원소 분석을 바탕으로 이 지역의 지체구조 진화사 규명.

Ⅳ. 연구개발결과

․ 랜터만 산맥에서 산출하는 함망간 규암의 변성 진화사 규명

․ 윌슨암체와 바우어스 암체의 경계에 산출하는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의 암석 성

인 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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Ⅴ.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 빅토리아랜드 지체구조진화 모델 구축에 기여

․ 곤드와나 초대륙과 관련한 지체구조 모델 구축에 기여

․ 곤드와나 초대륙에서 분리된 동아시아지체구조 형성 모델 구축에 기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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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 U M M A R Y

I.  Title Tectonic evolution of the Antarctic continent: a petrological study on the basement rocks in Victoria Land
II.  Purpose and Necessity of R&D
Metamorphic rocks and mafic plutonic rocks at the boundary beteen the Wilson and Bowers Terranes around the Jang Bo Go station were investigated in order to understand the crustal evolution of Victoria Land during the late Neoproterozoic to Ordovician times, and further to develop the routes and methods for the inland geological information and tectonic-crustal evolution of Antarctica.  
III.  Contents and Extent of R&D
This research project focuses on the petrogeneses of manganiferous quartzite and mafic gabbroic rocks in northern Victoria Land at the Pacific end of the Transantarctic Moutains using mineralogy, geochemistry, and isotopic analyses, in order to reveal its crustal evolution.     
IV.  R&D Results

․ Metamorphic evolution of manganiferous quartzite in the Lanterman Range

․ Petrogeneses of gabbroic rocks in the Tiger Gabbro Comple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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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  Application Plans of R&D Results

․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he Neoproterozoic to

Ordovician tectonic model in Victoria Land

․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tonic model of Gondwana

supercontinent

․ Potential contribution to the development of tectonic evlution of East Asian

blocks separated from Gondwan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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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론

해양지각의 소멸과 이에 수반한 대륙지각의 충돌은 판구조론의 과정으로 활동형

대륙연변부, 해안경계부의 부가대, 전호분지, 화산호, 대륙순상지의 형태로 대륙

내부에 존재한다. 남극 대륙은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의 기록이 매우 잘

보존되어 있어 초대륙 스케일의 지체구조운동을 이해하기에 좋은 지역일 뿐만 아니라

장보고 기지가 위치한 빅토리아랜드는 동남극의 판아프리카 조산운동을 대표하는

로스조산대가 발달하고 있다(Fig. 1-1). 변성암은 해양지각의 섭입과 대륙지각의

충돌에 대한 과정과 시기를 기록하고 있기 때문에 지각의 진화사를 이해할 수 있는

직접적인 재료이다. 따라서, 남극횡단산맥과 빅토리아랜드의 형성과정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이 지역에서 산출하는 변성암들의 변성진화사를 이해하는 것이 가장

기초적이고 중요한 과제이다. 이를 바탕으로 장보고 기지를 기점으로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과 분열에 수반한 전지구적 지체구조 연구의 기반을 마련할 수 있다.

Fig. 1-1. 약 5 억 년 전의 곤드와나 초대륙의 재구성. 대륙 내부와 

주변부에 발달한 지체구조들이 나타나있다. 초대륙을 이루고 있던 현

재 대륙들의 모습은 점선으로 표시되어있다 (Myrow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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빅토리아랜드는 남극대륙에서 기반암의 노출이 가장 넓은 지역으로, 과거

곤드와나 대륙의 충돌과 분리에 수반된 지질활동의 흔적이 잘 남아 있음(Palmeri et

al., 2003, 2009; Gibson, 2011; Godard and Palmeri, 2013). 곤드와나 초대륙의

중심부에 위치했던 남극대륙의 지각진화와 이와 관련된 지질현상을 규명하는 것은

남극대륙의 발달사를 밝히는 것과 더불어 남극대륙에 존재하는 부존 자원의 기원 및

분포에 대한 정보를 축적하는데 필수적인 사항이다. 장보고 기지의 완공과 함께

빅토리아랜드 일대에 대한 지질학적 조사가 요구되고 있는 시점에서, 기지 인근 약

100마일을 구성하고 있는 변성퇴적암과 이를 관입하고 있는 화성암에 대한

지질조사와 열역사 규명은 가장 우선되어야 할 연구분야이다. 특히, 장보고 기지가

위치한 빅토리아랜드는 지난 수십억 년 동안 대륙의 연변부에 위치해 있어 수많은

지질활동과 여러차례 조산운동을 경험하였기 때문에 이 지역의 지각진화를 이해하기

위해서는 변성진화사를 이해하는 것이 필수적인 요소이다. 남극 빅토리아랜드 결정질

암석의 연령 측정 과제는 1차적으로 변성퇴적암에서 저어콘을 분리해 이에 대한

우라늄-납 동위원소 절대연령을 측정하는데 집중하였다. 이들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분석을 통해 빅토리아랜드 기반암의 퇴적물 기원지 및 퇴적연령의 상한을 추정할

수 있다(Fedo et al., 2003). 이러한 쇄설성 저어콘의 연령분포 특징을 이해하는 것은

차년도 과제에서 규명하고자 하는 고변성 혼성암의 변성시기, 중압-고압 변성암

온도-압력-시간 경로, 고압 각섬암, 에클로자이트 석류석-십자석-남정석 편암의 변성

온도-압력 조건 규명을 위해 기초 자료에 해당한다.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과정을 연구하는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곤드와나 초대륙의 주요 구성단위였던 아프리카, 남아메리카, 인도, 오스트리아

대륙에는 세계적으로 유수의 금속, 비금속, 석유 자원이 매장되어 있기 때문이다 (Fig.

1-2). 활동성 대륙 연변부의 조산운동은 광산을 생성하는 주요환경으로 장보고

기지가 위치한 빅토리아랜드는 로스 조산운동의 직접적인 영향을 받은 지역이기

때문에 전통적 금속, 비금속 자원 이외에도 변성작용시 희토류광물들의 생성이

활발하기 때문에 전략자원인 희토류원소의 분포에 대한 조사의 필요성이 제기된다.

21세기 중반부터 논의될 남극자원개발 시대를 대비하여 자원분포, 잠재 자원량 등

핵심자료 확보에 있어서 결정질 암석이 생성연령 측정은 가장 기초가 되는 자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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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남극과 주변대륙의 자원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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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국내외 기술개발 현황

남극 빅토리아랜드(Victoria Land)의 기반암체들은 대부분 고생대 초기 화산호

화성암류와 중-저압형 변성퇴적암류로,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 직후 연변부

고태평양해의 남서방향 섭입으로 인해 로스 조산운동을 경험한 것으로

알려져있다(Borg et al., 1987; Talarico et al., 2004; Goodge, 2007). 특히

북빅토리아랜드는 섭입단층대의 상반에 해당하는 대륙기원 윌슨 터레인에 해양기원

바우어스 및 로버트슨베이 터레인이 북서방향 단층대 혹은 봉합대를 따라 부가하는

중요한 지역으로, 지체구조 진화모델에 대한 논쟁이 수십 년간 계속되었다(Fig.

2-1; Bradshaw and Laird, 1982; Kleinschmidt and Tessensohn, 1987; Federico et

al., 2009). 또한 에클로자이트상 변성고철질 암류들이 랜터만 단층대를 따라

보고되는 등 로스 조산대 지체구조 진화사의 귀추가 주목되는 핵심지역이다(Di

Vincenzo et al., 1997, 2016; Crispini et al., 2007; Palmeri et al., 2012; Kim et al.,

2019). 최근 들어 저어콘 등 광물의 정밀연령측정 결과가 보고됨에 따라 외래성

기원이라 여겨진 바우어스와 로버트슨베이 터레인의 기원과 퇴적물 공급원에 대한

면밀한 재검토가 대두됨과 함께(Roland et al., 2004; Estrada et al., 2016; Paulsen

et al., 2016, Kim et al., 2017), 화산호 화강암류들의 정확한 지체구조 환경에 대한

재해석이 요구되는 등(Bomparola et al., 2007; Giacomini et al., 2007; Rocchi et al.,

2011; Goodge et al., 2012) 빅토리아랜드 전체에서 기존과 다른 증거 및 해석들이

나오는 실정이다.

빅토리아랜드의 기반암체 중 중압형 변성이질암 및 고압형 에클로자이트와

각섬암은 고태평양판의 섭입으로 인한 지각의 두꺼워짐과 매몰 사건의 지시자이다.

이미 기존 연구를 통해 석류석-남정석-십자석 및 석류석-녹휘석-금홍석을 포함한

광물조합들이 각각 보고된 바 있고, 저어콘 연령측정을 통해 약 530-500Ma의

변성시기가 알려졌다(Di Vincenzo et al., 1997, 2016). Kim et al. (2019)는

에클로자이트의 석류석과 저어콘의 누대구조를 재해석하여 약 15Ma 동안 2회의

섭입-융기 반복 과정을 제안하고 이를 일본 산바가와 조산대 및 알프스의

에크로자이트의 진화 경로와 대비하였다. 에클로자이트상 변성작용 동안 섭입대

상부인 윌슨 터레인에서는 광범위한 캘크-알칼라인 화성암류의 관입이 있었는데,

그 시기는 약 520-490Ma에 집중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omparola et al., 2007;

Giacomini et al., 2007; Rocchi et al., 2011). 빙퇴석에서 추출한 저어콘

연령으로부터 최대 590 Ma부터 화산호 화성활동이 시작되었다고 주장된 바

있으나(Goodge et al., 2012) 다량의 전암지화학자료에 비해 국소 정밀연령측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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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과가 많지 않아 믿을만한 자료는 부족한 실정이다.

남극 로스 조산대는 남극해를 지나 타즈마니아를 거쳐 호주 남부의

데라메리안 조산대까지 대비된다(Boger and Miller, 2004; Goodge, 2007; Fergusson

et al., 2009). 초기 고생대 수렴형 조산대 암석들의 대비는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

이전인 선캠브리아기로의 대비로 확장가능하며, 실제로 호주 남동부와

타스마니아에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최후기 신원생대(약 600-580Ma) 열곡대 화산

및 퇴적암류가 지구조적으로 빅토리아랜드의 암석들과도 연관될 것이라는 생각은

유효하다(Goodge et al., 2002, 2004). 타스마니아와 호주에는 열곡대- 및

수동형-경계부의 화성활동과 퇴적작용이 각각 고철질 화산암류와 쇄설성 퇴적암류

등의 형태로 보존되어 그 지구조층서가 비교적 잘 알려져 있다(Cawood, 2005;

Berry et al., 2008; Ferguson et al., 2009). 이에 반해 남극종단산맥의 로스

조산대에서는 퇴적작용 외에 신원생대 화성활동은 거의 보고된 바 없어 동곤드와나

주변부 내 신원생대 지질정보의 불균형이 존재한다(cf. Goodge et al., 2002; Cooper

et al., 2011). 조산대 내에서 이전 단계인 수동형 경계부의 지질은 신장력 이후

압축력으로 지구조응력이 변하는 과정에서 매몰 등의 이유로 그 보존이 어려울 수

있기 때문에 빅토리아랜드의 터레인 봉합대 변성고철질암류나 주변 저-중압형

변성퇴적암류에서 그 증거를 찾기 위한 야외 지질조사와 정밀연령측정이

Fig. 2-1. 북빅토리아랜드를 구성하는 세 부가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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필수적이다.

신원생대 지질활동 증거에 대한 추적은 로스 조산대를 구성하는 변성퇴적암의

기원물질에 대한 연구에도 도움이 된다. 윌슨 암체의 저변성 퇴적암에서 산출하는

쇄설성 저어콘 연령은 로스, 팬-아프리칸, 그렌빌 조산운동의 시기를 지시하는

다양한 연령과 1.6 Ga 이상의 선캠브리아기 대륙강괴에 해당하는 연령까지 매우

다양한 분포를 보임이 확인되고 있다(Adams et al., 2014; Estrada et al., 2016;

Paulsen et al., 2016; Kim et al., 2017). 로스 화성암에서 추출한 저어콘의 상속핵

연령 또한 동일한 분포를 보여(Kim et al., 2017), 맨틀기원 물질보다 퇴적물의

부분용융에 의해 만들어진 화성암류의 존재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윌슨

변성퇴적암의 모암이 다양한 기원의 공급지로부터 유래함과 동시에, 앞서 기술한

화산호 화성활동의 시기를 제한하는데도 도움이 된다. 현재까지

북빅토리아랜드에서 윌슨 암체 변성퇴적암의 쇄설성 저어콘 중 신원생대에

해당하는 공급지의 역할을 할 수 있는 모암의 존재가 직접적으로 밝혀진 바가

없는데, 특히 그렌빌 등 신원생대 연령의 암석에 대한 보고는 전무하다. 최근

지구물리검층을 통해 빙하기저의 기반암에 대한 연구가 진행 중이며(Goodge and

Fanning, 2010; Goodge and Finn, 2010), 연구 결과 동남극 대륙을 관통하는 약

1.1Ga에 형성된 조산대가 존재하며(Ferraccioli et al., 2011) 이 조산대가 700Ma에

다시 열곡대를 형성 그렌빌 연령을 갖는 쇄설성 저어콘을 공급하였을 것이라는

주장이 제기되는 등 새로운 시각이 펼쳐지고 있다. 따라서 우리 연구팀은 지금까지

보고되지 않은 신원생대 암석들에 대한 추적을 위해 야외 지질조사와 저어콘

연령측정에 집중할 계획이다. 이는 북빅토리아랜드 변성퇴적암에서의 쇄설성

퇴적물 기원지를 판별하는 한편, 남빅토리아랜드의 퇴적암 층서 및 쇄설성 저어콘

연구(Goodge et al., 2002, 2004)와 대비하여 로스 조산운동 시기 터레인의 부가 및

충돌 등 지체구조 진화모델 도출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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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위탁연구사업의 내용 및 결과

이번 위탁 연구 최종보고서는 두 개의 절로 구성되어 있다. 첫 번째 절에서는

렌터만 산맥에서 산출하는 함망간 규암에 대한 암석기재학적 관찰과 함께 석류석,

녹염석, 펜자이트 등의 광물들에 대한 광물화학 및 전암 주원소 성분과 저어콘

연령 측정 등의 자료들을 포함하고 있다. 이들 자료들로부터 함망간 규암 모암의

퇴적 환경과 변성 조건 등을 규명하였다. 두 번째 절은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생성

환경과 시기에 관한 내용을 담고 있다.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반려암질 암석에

대한 미량원소 분석 결과는 이들 암석의 모암이 후기 신원생대 열곡대 환경에서

생성된 고철질 심성암임을 지시한다. 이 절에서는 후기 신원생대 에디아카란

열곡대가 갖는 지구조적 의미와 함께 남빅토리아랜드, 타즈마니아, 호주 동남부의

후기 신원생대 지각 진화사를 대비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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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북빅토리아랜드 랜터만 산맥의 고압 변성퇴적암류는 석류석-펜자이트 편암 및

편마암이 대부분이나, 특정 층준 혹은 레이어에서 망간이 풍부한 석류석을 함유한

규암이 산출한다(Fig. 3-1-1). 이러한 함망간규암류는 알프스나 뉴질랜드 부가대,

일본 산바가와대(Sanbagawa belt) 등의 조산대에서 종종 발견되며, 망간이 부화된

심해퇴적물이 그 모암으로 알려져있다(Coombs et al., 1985; Reinecke, 1998;

Izadyar et al., 2003). 일반 변성퇴적암류에 비해 망간이 풍부한 전암 성분 때문에

다양한 망간 규산염 및 산화물 광물들이 산출하는데, 피몬타이트(piemontite,

Ca2Al2Mn3+Si3O12(OH))를 함유한 함망간규암은 변성작용 당시의 높은 산소분압을

지시한다(Abs-Wurmbach & Peters, 1999). 뿐만 아니라, 흔하지 않은

활석-펜자이트 광물조합의 산출이 최대 초고압 변성조건을 지시하기도 하는

등(Massone & Schreyer, 1989; Reinecke, 1998) 모암 생성환경 및 변성진화사와

관련하여 연구 가치가 높다. 그러나 산출 빈도와 양이 적은 탓에 함망간규암의

암석성인과 지구조환경에 대한 연구는 제한적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랜터만 산맥의

함망간규암 전암 조성과 쇄설성 저어콘 연령 등을 통해 망간 부화 원인 등

퇴적기원 모암 형성 과정을 추적하고 대략적인 변성 온도-압력 조건과 변성

저어콘의 성장사를 밝힘으로써 로스 조산운동 당시 고압 변성작용의 증거를 얻고자

한다.

2. 지질학적 배경

북빅토리아랜드는 남빅토리아랜드 및 중부남극종단산맥과 함께 로스 조산대를

구성한다. 로스 조산운동은 곤드와나 형성이후 대륙경계부에서 시작되었으며

남서방향 섭입의 결과로 윌슨, 바워스, 로버트슨 베이 터레인이 접합되어

북빅토리아랜드를 형성하였다(예, GANOVEX Team, 1987; Kleinschmidt &

Tessensohn, 1987). 가장 내륙에 위치한 윌슨 터레인은 동남극 대륙경계부에

발달한 화성호로, 조산운동과 관련된 심성암체와 대륙경계부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된다(Bomparola et al., 2007; Estrada et al., 2016). 윌슨 터레인의 동쪽

경계부에 부가된 바워스 터레인은 화산쇄설성 퇴적암류가 우세하며(Weaver et al.,

1984), 그 동쪽에 접합된 로버트슨 베이 터레인은 두꺼운 저탁암 대이다(Dallmey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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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Wright, 1992).

Fig. 3-1-1. 북빅토리아랜드 지질도.

에클로자이트가 산출하는 랜터만 산맥은 윌슨-바워스 터레인 경계부인

북서-남동 방향 랜터만 단층대의 중부에 위치한다(Fig. 3-1-2). 터레인 경계부에

가까워지는 동쪽으로 갈수록 중고압형 변성암류가 우세해지며, 경계부를 따라 부딘

혹은 렌즈상의 에클로자이트, 각섬암, 변성고철질암류가 석영장석질 편암/편마암류

내에 포획된 형태로 산출한다(Di Vincenzo et al., 1997; Ricci et al., 1996).

에클로자이트 표식지는 허스키 패스의 한 능선으로 이탈리아 지질학자들에 의해

많은 연구가 진행된 바 있다(예, Capponi et al., 1997; Di Vincenzo et al., 1997,

2016; Ghiribelli et al., 2002; Palmeri et al., 2003, 2009, 2011). 최대 코에사이트가

안정한 초고압 변성작용과 캠브리아기 변성시기(약 530-500Ma)가 제안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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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2. 랜터만 산맥의 지질도(a)와 함망간규암의 산출 양상(b,c).

3. 함망간 규암의 산상과 암석기재

산맥의 함망간규암은 석류석-펜자이트 편암 및 편마암류 내에 드물게 교호하는

형태로 산출하나, 이들에 비해 연구는 거의 전무하다. 함망간규암은 세립 내지

중립질이며, 엽리는 펜자이트의 배열에 의해 잘 정의된다(Fig. 3-1-2). 규암

시료(151223-1F)의 광물조합은 피몬타이트/녹렴석 + 석류석 + 자철석 + 펜자이트 +

석영으로 대표되며(Fig. 3-1-3), 부수광물로 저어콘, 모나자이트, 인회석, 전기석

등이 산출한다. 석류석 반상변정은 반자형, 타형으로 석영, 금홍석 등 소량의

포획물을 갖는다. 옅은 갈색의 녹렴석 군 광물은 대부분 녹렴석이나, 드물게

중심부로부터 최외부까지 피몬타이트, 갈렴석(allanite), 녹렴석 순의 누대구조를

갖는다. 녹렴석 군 광물 반상변정은 테프로이트(tephroite, Mn2SiO4) 등 망간규산염

광물을 포획하기도 한다. 자철석은 늘어난 모양으로 엽리에 배열하며, 금홍석,

티탄철석, 파이로파나이트(pyrophanite, MnTiO3) 등을 포획한다. 펜자이트와 석영은

입자가 상대적으로 크며, 엽리에 잘 배열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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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광물화학 및 온도-압력 조건

함망간규암 시료(151223-1F)의 석류석, 녹렴석 군 광물, 펜자이트, 자철석, 녹니석의

화학조성을 전자현미분석기를 통해 분석하였다. 석류석 반상변정 대부분은 뚜렷한

누대구조를 갖는데(Fig. 3-1-4), 주로 Mn 함량이 높은

중심부(Sps=Mn/(Fe2++Mg+Ca+Mn)=0.58–0.61; XFe=Fe2+/(Fe2++Mg)=0.07–0.12)와

이를 둘러싼 Fe가 급작스럽게 높아진 외연부(Sps=0.56-0.57; XFe=0.54-0.61)로

구성된다. 그 외 세립질의 석류석 반상변정은 상대적으로 높은 XFe 값(0.27-0.48)이

특징적이다. 녹렴석 군 광물 중 누대구조가 잘 발달하는 경우(Fig. 3-1-5), 중심부는

피몬타이트가 부화된다(XPmt=Mn3+/(Fe3++Mn3++AlVI–2)=0.54–0.59;

XEp=Fe3+/(Fe3++Mn3++AlVI–2)=0.41–0.46). 외연부에서는 희토류원소 함량이 높은

갈렴석이 우세해지고(REEs=0.17–0.20; XPmt=0.57–0.62; XEp=0.38–0.41),

최외부에서는 거의 순수한 녹렴석 조성(XEp=0.89–0.90)을 갖는다. 펜자이트는 Si

함량이 높은 중심부(Si=3.23–3.34 apfu)와 약간 낮은 외연부(Si=3.14–3.27 apfu)가

인지된다. 자철석은 울뵈스피넬과의 고용체(XUsp=Si+Ti=0.18–0.22)고, 녹니석은

Fig. 3-1-3. 함망간규암 시료(151223-1F)의 현미경사진과 후방산란전자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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클리노클로어 조성이다.

함망간규암의 광물조합은 지온지압계 사용에 그리 적절치 못 하다. 다만

피몬타이트의 존재는 변성작용 당시 높은 산소분압을 지시하며,

피몬타이트-테프로이트-스페서틴 석류석-금홍석 등의 광물조합은 녹색편암 내지

청색편암상을 지시한다(Reinecke, 1986; Martin & Lombardo, 1995;

Abs-Wurmbach & Peters, 1999). 석류석-녹니석 지온계(Grambling, 1990;

Dickenson & Hewitt, 1986)는 5-10kbar에서 약 450-480°C를 도출한다.

Fig. 3-1-4. 석류석 반상변정의 X선 지도(a,b)와 성분 변화도(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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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1-5. 녹렴석 군 광물 반상변정의 후방산란전자영상과 X선 지도

및 성분변화도.

 

5. 전암 지구화학 조성

Figure 3-1-6에 함망간규암 시료(151223-1F)의 전암 지화학조성과 함께 뉴질랜드

오타고(Otago) 편암대, 일본 산바가와의 자료들(Coombs et al., 1985; Izadyar et al.,

2003)과 함께 도시하였다. 함망간규암 시료는 주변 석류석-펜자이트 편암류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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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간과 규소가 풍부하며, 다른 지역 함망간규암류처럼 처트(Hein & Karl, 1983) 및

원양성 점토(pelagic clay; Marchig, 1978)와 그 주원소 조성이 유사하다. 해수(Alibo

& Nozaki, 1999), 북미셰일복합체(North America Shale Composite; Gromet et al.,

1984), C1 콘드라이트와 N-MORB(Sun & McDonough, 1989) 등에 표준화한

희토류원소 패턴은 강한 Ce 양의 이상치가(positive anomaly) 가장 특징적이다.

Fig. 3-1-6. 함망간규암 시료(151223-1F)의 전암 지화학조성.

6. 저어콘 연령측정 결과

함망간 규암 시료(151223-1F)에서 회수한 소량의 저어콘 결정들은 대부분 100μm

이하의 세립질이다. 저어콘 결정들은 드물게 음극선발광 영상에서 진동누대구조를

갖는 중심부와 어둡거나 밝은 외연부로 구성된다. SHRIMP 분석결과, 누대구조를

갖는 한 개 저어콘 결정에서 고원생대 겉보기연령이 도출되었고(2,160±13 Ma와



- 22 -

1,899±10 Ma, 1σ), 나머지 저어콘 결정들은 캠브리아기 겉보기연령을 갖는다.

불일치도가 높은 점분석과 Th/U 비가 높은 한 점분석(Th/U=0.45; 531±6Ma, 1σ)을

제외하고, Th/U 비(0.01-0.05)가 낮은 7개 점분석에서 503±4 Ma(2σ;

MSWD=1.03)의 206Pb/238U 가중평균연령을 도출하였다(Fig. 3-1-7).

Fig. 3-1-7. 저어콘 분석결과를 도시한 테라-와서버그도.

7. 토의

가. 함망간 규암 모암의 기원

함망간규암의 전암 지화학조성은 심해저 처트나 원양성 점토와 유사하며,

변성이질암 내지 변성사암 기원의 주변 퇴적암류보다 망간과 규소가 풍부하다.

비슷한 지화학자료를 토대로, Reinecke et al.(1985)는 망간 노줄(nodule)을 함유한

원양성 이암을 모암으로 상정한 바 있다. 강한 Ce 양의 이상치는 노줄 뿐만 아니라,

망간각을 포함한 심해저 함철망간광상 암석들을 지시한다(Hein & Koschinsky,

2014). 해수로부터 침전된 수성 기원과 퇴적물 내 공극유체로부터 침전된 속성 기원

광상들 모두 산화환경 조건에서 만들어지며, 이러한 조건은 산소가 풍부한

심해저층류 환경에서 모암이 형성되었음을 의미한다. 규소가 풍부한 심해퇴적물 내

망간각과 같은 광상 암류의 포함에 더해, 쇄설성 저어콘의 존재로부터 육성 기원

퇴적물의 유입 또한 인지된다. 이에 반해 주변 변성퇴적암류의 주를 이루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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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류석-펜자이트 편암-편마암류는 규산쇄설성 조성, 즉 육성 기원이 우세하므로,

함망간규암 모암과 조산운동 이전에 함께 퇴적되었는지, 이후에 접합되었는지에

따라 대륙붕, 대륙사면부터 심해저평원 등 여러 해양성 지구조환경의 유추가

가능하다.

나. 섭입대 변성작용 및 지구조운동에의 의의

변성퇴적암류의 고압 변성조건은 흔히 해양지각의 섭입과 연관된 지구조환경에서

인지된다. 함망간규암의 변성작용은 그 외에도 대개 제한하기 어려운 산소분압을

지시한다는 데 그 의의가 크다. 피몬타이트의 존재는 높은 산소분압을 지시하나,

적철석이 아닌 자철석의 우세는 전진변성작용 동안 탈수작용에 의해 산소분압이

일정 정도 낮아졌음을 뒷받침한다. 또한 상대적으로 환원환경에서 형성된 육성기원

변성퇴적암류(Palmeri et al., 2003)와의 교호는 고압 변성작용 동안 퇴적암류 내에

큰 산소분압 차가 상당 수준 유지되었으며, 산소 유동성이 유체 유동성에 항상

연관되지는 않을 수도 있음을 보여준다.

함망간규암 내 가장 젊은 쇄설성 저어콘의 겉보기연령인 약 530 Ma는 윌슨

터레인에서 캠브리아기 전기까지 지속된 퇴적작용(Estrada et al., 2016; Paulsen et

al., 2016; Kim Y. et al., 2017)과 잘 일치한다. 이러한 규산쇄설성 퇴적암류는 로스

조산운동 초기 동안 혹은 이전에 수동형 경계부에서 형성되었으며, 이는

함망간규암 모암이 대륙으로부터 그리 멀지 않은 심해저에서 만들어진 주장과 잘

맞는다. 청색편암상 변성조건과, Th/U 비가 낮은 저어콘들로부터 얻은 503±4

Ma(2σ)의 가중평균연령은 함망간규암 역시 에클로자이트를 포함한 고압

변성암류와 유사하게 캠브리아기에 고태평양판의 섭입 및 터레인 부가과정에

관련된 고압 변성작용을 경험하였음을 지시한다.

8. 결론

랜터만 산맥에 산출하는 함망간규암의 성인을 밝히기 위해 광물 화학, 전암

지화학분석, 저어콘 연령측정 등을 수행하였다. 강한 Ce 양의 이상치와 처트 및

원양성 퇴적암과의 유사한 지화학 조성으로부터 함철망간각 내지 노줄을 포함한

심해저 퇴적물 기원임을 밝혔다. 스페서틴이 풍부한 석류석,

피몬타이트-갈렴석-녹렴석, Si가 풍부한 펜자이트, 자철석의 광물조합과 포획물들은

녹색편암상 내지 청색편암상의 변성조건을 지시한다. 피몬타이트의 보존 등은

전진변성작용 동안 탈수반응에도 불구하고 상대적으로 산소분압이 높았음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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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미하며, 추후 자철석이 우세한 낮은 산소분압 환경으로 바뀌었음을 알 수 있다.

주변 석류석-펜자이트 편암류와의 교호와 캠브리아기 전기 퇴적작용은 로스

조산운동 동시 전호분지 혹은 이전 수동형 경계부의 지구조환경을 지시한다. 이후

캠브리아기 중기에 섭입 및 부가작용에 연관된 고압 변성작용을 경험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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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론

고철질 화성암은 지구화학 연구의 주재료이며, 그 이유는 (1) 모마그마의 조성이

맨틀의 특성을 반영하고(e.g., Arai and Matsukage, 1996; Kelemen et al., 1997),

(2) 초생 마그마의 분화 초기과정, 동력학적, 구조적인 정보를 보존하며(Martin et

al., 1987; Stewart and DePaolo, 1990), (3) 지체구조적 환경의 판별에 유용하기

때문이다(Xia and Li, 2019). 고철질 화성암의 지구화학적 특성은 분화 초기 수렴과

발산의 구조적 환경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특히 조산대 환경에서 이들의

지구화학 조성의 범위는 퇴적물의 성분과 열수활동에 따라 다양하게 변화한다.

유체상에 우선적으로 포함되는 불호정성 원소들은 변성 및 변질에 따른

물리적 변화에 반응하기 때문에 고철질 마그마의 기원과 진화에 대한 정보를

우선적으로 기록할 수 있다(e.g., Pearce, 1985; 2014). 따라서, 고철질 마그마의 진화

과정에서 지체구조 환경을 추론하는데 불호정원소들의 패턴이 우선적으로 적용되어

왔다(Floyd and Winchester, 1975; Pearce, 1985). 또한, Sm-Nd 동위원소계는

고철질 마그마의 정치 이후에 풍화나 변성과정에서 비교적 둔감하고(Depaolo, 1988;

White, 2015), 모마그마가 기원한 맨틀의 143Nd/144Nd 초기 비율을 고철질 마그마가

공유한다.

반려암질 암석은 고철질마그마가 심부에서 냉각되어 형성되는 산물이며 (Gill,

2010; Winter, 2010), 중앙해령 (Wolff et al., 2013), 화산호 환경 (Hobson et al.,

1998), 열곡대 (Pedersen et al., 1998; Lambert et al., 1988)와 같은 다양한 지구조

환경에서 관찰된다. 층상형의 고철질 관입암체(layered mafic intrusion)는 반려암

복합체가 존재하는 독특한 곳이다. 이는 비조산대 환경(anorogenic setting)에서

형성되며 하부지각 및 상부지각에서의 특성과 진화에 관한 정보를 갖고 있다(Dick

et al., 2006; Gills et al., 2014). 더불어, 층상형 고철질 관입암체는 다양한 크기로

나타난다 (Duchesne et al., 2004; Egorova and Latypov 2012; Hoshide and Obata

2014; Rautenschlein et al., 1985).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Tiger Gabbroic Complex;

이하 TGC)는 남극 북빅토리아랜드에 존재하는 층상형의 반려암이 주를 이루고

있는 고철질 관입복합체이다. TGC에 대한 연대 측정 및 지구조적 환경에 대한

연구는 Bracchiali et al., (2009)에 의해 보고된바 있다. 그러나, 아직까지 그 결과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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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논란이 존재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관입 환경, 관입시기, 변성시기와 같은

여러 논란을 해결 하기 위해 TGC에 대한 암석학적, 지구화학적, 그리고

지구연대학적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 결과를 토대로 로스 조산운동과 관련된 북

빅토리아랜드 지구조적 형성사에 대해서 논의해보자 한다.

2. 지질학적 배경

남극종단 산맥(Transantarctic Moutains; 이하 TAM)의 캠브리아-오르도비스기

로스 조산대는 원시 태평양(Palaeo-Pacific Ocean)을 따라 형성된 대규모의 부가형

테라 오스트레일스 조산대(Terra Australis orogen)의 일부(Boger, 2011; Borg and

DePaolo, 1991; Cawood, 2005)이며, 크게 중앙 남극종단산맥(Central Transantatctic

Moutains; 이하 CTM), 남빅토리아랜드(Southern Victoria Land; 이하 SVL),

그리고 북빅토리아랜드(Nortern Victoria Land; 이하 NVL)로 구성된다 (Fig.

3-2-1a; Cawood, 2005; Rocchi et al., 2011). NVL은 TAM의 남동쪽 태평양

끝자락에 위치하며, 윌슨(Wilson), 바워스(Bowers) 그리고 로버트슨만

터레인(Robertson Bay Terranes)으로 구성된다 (Fig. 3-2-1b). 윌슨 터레인은

저에서 고변성까지의 다양한 변성도의 변성퇴적암류와 섭입 관련 심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Borg and Stump, 1987; Di Vincenzo and Rocchi, 1999;

Henjes-Kunst, 2003; Bomparola et al., 2007). 바워스 터레인은

캠브리아-오르도비스기의 주로 화산암류와 퇴적암으로 구성(Estrada et al.,

2016)되어 있으며, 립이어(Leap Year), 메리너(Marniner), 슬레저스(Sledgers)

층군으로 나뉜다 (Faure and Mesing, 2010; Roland et al., 2004). 슬레저스 층군은

화산기원의 글라스고우(Glasgow)층과 녹색편암-각섬암상의 변성 사암과 이암으로

구성된 몰라(Molar)층으로 구성되어 있다(Di Vincenzo et al., 2014; Engel, 1987).

글라스고우 층은 호상열도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되었다(Rocchi et al., 2011;

Weaver et al., 1984). 로버트슨만 터레인은 캠브리아-오르도비스기 연대의 두꺼운

저탁암 층이 주를 이루고 있다(Henjes-Kunst, 2003). 북동방향의 립이어와 랜터만

단층대는 각각 바워스테레인과 로버트슨베이 터레인, 윌슨터레인과 바워스터레인의

경계로 정의된다(Capponi et al., 1999; Federico et al., 2006). 남정석 함유

변성이질암(Kleinschmidt et al., 1984)과 베로이사이트 에클로자이트(barroisite

eclogite; Di Vincenzo et al., 2016; Kim et al., 2019)와 같은 중-고압의 변성암들은

렌터만 단층대의 데센트 릿지와 랜터만 레인지에서 나타난다.

TGC의 반려암질 암석은 바워스 터레인의 남동쪽 끝부분에 위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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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페툴레이트 릿지(Spatulate Ridge) 남쪽의 어퍼스트로피 섬(Apostrophe Island)과

드레곤테일 힐스(Dragontail Hills)에서 잘 나타난다(Fig. 3-2-1b). 층상형의

반려암은 TGC의 주 구성암석이다. 이 암체는 주로 단사휘석과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수적으로 사방휘석, 감람석 그리고 티탄철석철, 황철석 등의

철광물로 이루어져 있다. TGC의 반려암질 암석에 대한 전암 지화학 분석결과는

중앙해령현무암(Mid ocean ridge basalt; MORB)의 특성을 보이며, 이들의 Sm-Nd

동위원소계를 활용한 등시선연대의 정치 연령은 535±21 Ma로 보고된바 있다

(Bracciali et al., 2009). TGC와 글라스고우층의 접촉 관계는 TGC의 북서쪽과

북동쪽 경계의 가파른 절벽에 있기 때문에 불명확하다(Henjes-Kunst et al., 2014).

그러나, Engel (1987)과 Henjes-Kunst et al. (2014)은 반려암이 주변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했다고 보고하였으며, Capponi et al. (2003)은 지구조적

접촉으로 보고한바 있다. TGC의 모마그마에 대한 기원과 지구조 환경은 여전히

논란의 중심에 있다(Bracciali et al., 2009; Capponi et al., 2003; Rocchi et al.,

2011). 그러나, 일부 연구자들은 TGC의 형성환경이 NE-SW 방향의 전단력을 받은

호상열도의 심부에 해당한다고 보고하기도 하였다(Bracciali et al., 2009; Rocchi et

al., 2011).

3. 시료 기재

드래곤 테일 힐스와 어퍼스트로피 섬에서 각각 3개의 샘플을 채취하였다. 이

시료들은 각섬암에서 우백질반려암까지 다양한 반려암질 암석이다. 드레곤테일

힐스의 반려암질 암석의 광물 조성은 90 modal% 이상의 사장석+단사휘석으로

구성되며, 더불어 소량의 각섬석(∼10 modal%)이 존재한다. 우백질 반려암

시료(140123-02)는 약한 변질을 받은 우백질 반려암으로 주로 중립질의 사장석과

단사휘석으로 구성(Fig. 3-2-2a)되어있으며, 소량의 사방휘석과 각섬석도

존재한다(Fig. 3-2-3a). 이 중에서 자형 내지 반자형의 사장석은 ∼70 modal%

이며, 약한 누대구조와 파동소광이 나타난다. 중-조립질의 층상형 반려암 시료(

171130-0C)는 우백대와 우흑대가 잘 나타난다(Figs. 3-2-2b and 3-2-3b). 우백대는

자형의 사장석과 타형의 단사휘석 및 감람석으로 구성되어 있으며(Fig. 3-2-3c),

감람석과 각섬석 주변에서 철 산화물의 심플렉타이트 조직(symplectic texture)이

관찰된다. 반면, 우흑대는 자형의 사방휘석, 단사휘석,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3-2-3d). 조립질 반려암 시료(171130-01D)는 사장석과 단사휘석 각섬석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2-2c). 정누적 조직(orthocumulate texture)이 관찰되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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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사휘석 결정 내에 용리 조직(exolution lamellae)가 관찰된다 (Fig. 3-2-3e).

어퍼스트로피 섬의 반려암질 암석은 세립질의 사장석과 각섬석

반상쇄정(porphyroclast)가 주를 이루며, 소량의 휘석이 나타난다(Fig. 3-2-2d, e, f).

이 지역에서 압쇄 변형 구조나 조직은 흔하게 관찰된다. 141123-03A와 141123-03B

시료는 압쇄 각섬석 반려암으로 대부분 변형을 받은 반상쇄정의 각섬석과

사장석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3-2-3f, g). 시료내의 각섬석 반상쇄정은 소량의

사방휘석에 둘러싸이는 반면, 세립의 사장석은 기질부를 구성한다. 사장석은 또한

각섬석 반상쇄정 내에 포유물로 존재 한다. TGC 시료는 미약한 엽리를 갖는

각섬암이며 세립질 반자형의 각섬석과 사장석으로 구성된다. 각섬석은 녹색 계열의

Fig. 3-2-1. 지체구조도와 지질도. (a) 곤드와나 대륙 분리

전 호주와 남극의 위치. (b) 북빅토리아 랜드의 지체구조

도. (c)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의 지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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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색성을 갖는다. 이 암석은 비교적 변질을 덜받은 신선한 암체이다.

Fig. 3-2-2.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반려암의 노두 사진. (a) 중립질 우백질 반려암. (b) 중립

질 층상 반려암. (c) 조립질 반려암. (d-f) 압쇄 각섬석 반려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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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3. 연구 지역 내 대표적 반려암 시료들에 대한 현미경 사진. (a) 각섬

석, 단사휘석, 사방휘석과 사정석으로 구성된 우백질 반려암. (b) 감람석을 함

유하고 있는 중립질 층상 반려암. (c, d) 층상 반려암의 우백질과 우흑질 층.

(e) 조립질 반려암. (f) 강한 엽리를 보이는 압쇄화된 각섬석 반려암. (g) 세립

질 사장석과 사방휘석 기질에서 산출하는 각섬석 반상쇄정. (h) 각섬석과 세립

질 사장석으로 구성된 각섬암. 스케일 바의 크기는 1 mm임.



- 31 -

4. 분석 방법

3개의 시료(140123-02, 141123-0B 및 171130-01D)에서 각섬석, 휘석, 사장석의

화학 성분을 입자의 중심과 가장자리로에서 측정하여 변성작용동안의 광물 화학의

평형상태와 화학적 변화과정을 확인하였다. 광물의 점 분석은 한국극지연구소

(KOPRI)에서 보유중인 전계방사 전자현미분석기(FE-EPMA; JEOL JXA-8530F)를

사용하여 수행되었다. 분석조건은 10nA 빔 전류, 가속전압 15kV, 전자빔 직경 3㎛

이다. 분석 원소는 총 10개(Si, Al, Ti, Cr, Fe, Mn, Mg, Ca, Na, K)이다. 천연

규삼염과 합성 규산염 광물을 표준시료로 사용하였으며, 매트릭스 보정에

Phi-rho-Z 방법을 적용하였다.

지화학 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에는 위해 6개의 반려암질 시료를 이용하였다.

채취해온 시료에서 가장 신선하고 균질한 부분을 선별하여 파쇄 및 분쇄를 하였다.

각 시료에 대한 전암 주성분 및 미량성분 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에

설치된 X-선 형광분석기(XRF)와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ICP-MS; 펄킨

엘머사의 NexIon 350X)를 각각 이용하였다. 분석기법은 Lee et al. (2012)의 방법을

따랐다. 순수한 Sr 및 Nd 동위원소를 얻기 위하여 컬럼 실험을 진행하였고, 분리된

각각의 동위원소는 KIGAM에 설치된 써모피셔 사의 Neptune plus 다중 수신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분석기를 사용하였다. Sr동위원소 분석에 활용된

표준시료는 NBS 987이며 87Sr/86Sr 비는 0.710270로 측정되었다. Nd 동위원소

분석에 사용된 표준시료는 Jndi-1이며 143Nd/144Nd의 비는 0.512082로 측정되었다.
143Nd/144Nd 와 87Sr/86Sr 초기값은 저어콘의 SHRIMP U-Pb 연대를 기반으로

계산하였다.

저어콘 입자들은 선광팬과 비중액을 이용한 광물 분리법을 이용하였다(Cheong

et al., 2013). 분리된 저어콘 입자들은 표준시료인 FC1와 함께 에폭시로 마운트를

제작하였으며, 광물의 중심부가 드러날때까지 연마를 진행하였다. 저어콘 결정들에

대한 조직과 누대구조는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KBSI)의 주사전자현미경(JEOL

6610LV)을 이용하여 음극선 발광영상(CL)과 후방산란전자 영상(BSE)으로

확인하였다. 저어콘의 U-Pb 동위원소 연대측정은 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초정밀이차이온질량분석기(SHRIMP)를 이용하였다. 분석 방법은 Williams

(1998)을 따랐다. 저어콘 표준시료인 FC-1(206Pb/238U=0.1859; Paces & Miller,

1993)과 SL13(U=238ppm)는 각각 U-Pb 동위원소비율과와 U 농도 계산에

활용되었다. 분석 조건은 2차 이온빔의 전류 3-5 nA, 직경 ∼25 ㎛이다. 측정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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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은 보통 납을 활용한 207Pb 보정법을 사용하였다. SHRIMP를 이용하여 획득한

데이터의 처리는 SQUID2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수행되었고, Isoplot/Ex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다이어그램에 도시하였다(Ludwig, 2012). 분석의 불확실도는 95%

신뢰수준으로 계산하였다.

5. 분석 결과

가. 광물 화학

3개의 시료 140123-02, 141123-03A, 171130-01D의 휘석, 각섬석 및 사장석에 대한

분석을 진행하였다. 각섬석과 휘석에 대한 명명법은 각각 Leake et al. (1997)과

Morimoto et al. (1988)을 참조하였다.

(1) 휘석

분석된 시료들의 휘석 성분은 거의 유사한 화학 조성으로 나타났다. 단사휘석과

사방휘석의 XFe (=Fe2+/(Fe2++Mg)) 비는 각각 0.15에서 0.25 와 0.25에서 0.34의

값을 갖는다. 단사휘석의 Na 함량은 매우 낮으며 (0.04 apfu), Fe3+ (0.06 apfu) 보다

낮은 값을 갖는다. 반려암 시료의 단사휘석 성분은 보통휘석(augite)과

투휘석(diopside; Wo34-49En39-49Fs8-11) 영역에 도시되었고, 높은 일반적인 휘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높은 Mg# (72-78)과 TiO2 함량 (0.3-1.3 wt.%)을 갖는다 (Fig.

3-2-4a). BSE 이미지에서 확인한 단사휘석은 뚜렷한 누대구조가 관찰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사방휘석의 성분은 엔스타타이트(enstatite; Wo1-7En65-72Fs24-34)로

분류되며, 단사휘석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의 Mg# (66-73)과 TiO2 (0.09-0.46

wt.%)를 갖는다.

(2) 각섬석

광물 분석에 이용된 시료에 포함된 각섬석은 크게 각각의 시료에서 다음과 같이

크게 두 가지 형태로 나타난다. (1) 우백질 반려암과 조립질 반려암 (140123-02,

171130-01D)의 단사휘석 반응연으로 나타나는 각섬석과 (2) 압쇄 각섬석 반려암

(141123-03B)의 반상쇄정으로 존재는 각섬석이 있다. 전자의 각섬석은 페로안

파가사이트(ferroan pargasite) 영역에 속하며, 높은 TiO2 (2.5-3.6 wt.%) 농도값을

갖는 반면, 후자는 파가사이트(pargasite) 영역에 속하며, 비교적 더 높은 TiO2 값

(3.3-3.7 wt.%)을 갖는다(Fig. 3-2-4b, c, d). 140123-02, 171130-01D, 141123-03B의

각섬암의 AlIV 각각1.7-1.9 apfu, 2.0-2.1 apfu 와 2.0-2.1 apfu를 갖는다. 우백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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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암과 조립질 반려암의 각섬석은 NaB 와 (Na+K)A가 각각 0.09-0.20 apfu와

0.54-0.77 apfu이며, 이는 압쇄 각섬석 반려암의 각섬석(NaB=0.21-0.26 and

(Na+K)A=0.69-0.74 apfu)보다 낮은 값이다.

(3) 사장석

3개의 반려암질 시료의 사장석 성분은 An61-77 이며, 이는

라브라도라이트(labradorite)내지 아회장석(bytownite) 성분에 속하는 것이다.

나. 전암 주원소, 미량원소 성분

TGC의 6개의 반려암질 시료에 대한 전암 성분의 SiO2는 45-52 wt.%의 함량을

갖으며, TAS도와 주원소 분류도에서 서브-알칼리, 낮은 K, 쏠레아이트 계열에

속한다(Fig. 3-2-5a, b, c, d). 드래곤테일 힐스와 어퍼스트로피섬의 3개의 시료들은

AFM도에서 각각 Fe가 낮고, 높은 진화 경향을 갖는다(Fig. 3-2-5a). TGC의

Fig. 3-2-4. 전자현미분석 결과. (a-c) 각섬석 성분도. (d) 휘석 성분도. (e) 사장석 성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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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려암질 암석들의 Al2O3 농도는 FeO*/MgO가 증가함에 따라 함께 증가하는

경향성(Fig. 3-2-6a)을 보이는 반면에, CaO 농도는 이와는 반대의 경향성을

보인다(Fig. 3-2-6b). Cr과 Ni의 함량은 FeO*/MgO가 증가함에 따라 급격히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3-2-6c, d). 이러한 지구화학적 특성은 감람석과

단사휘석 크롬철석이 마그마 분화 초기 단계에서 분별 정출 되었음을 지시한다.

TGC의 반려암질 시료는 원시 운석값(Sun and McDonough, 1989)으로

표준화한 희토류원소(rear earth elements; REE) 분포도에서 지역적 변화가

관찰된다(Fig. 7a). 드래곤테일 힐스의 3개의 반려암 시료는 경희토류(LREE)가

약하게 부화되어 있고, 평평한 중희토류(MREE)의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시료들의

(La/Sm)N값은 0.78∼1.83이다. 반면에 어퍼스트로피섬의 3개의 시료들은 상대적으로

결핍된 경희토류 패턴과 분별되지 않은 중희토류 패턴으로 나타난다. 이 시료들의

(La/Sm)N값은 0.25∼0.48이다. 이러한 패턴은 N-MORB형 시료들의 특징이다.

141123-03B 시료(Eu/Eu*=0.94)를 제외한 모든 시료에서 정의 Eu 이상치가

타나난다(Eu/Eu*=1.17∼3.35). 초기 맨틀값(Sun and McDonough, 1989)으로

표준화한 TGC의 반려암질 암석의 미량원소 패턴은 대부분 평평한 패턴으로

도시되었으며, Sr과 Ba의 양의 이상치와 Nb의 음의 이상치가 관찰되었다(Fig.

3-2-7b). 그러나, 141123-03B 시료의 경우 Ba의 음의 이상치와 Sr은 이상치가

나타나지 않았다. Hf-Th-Ta 과 Nb-Zr-Y 원소를 활용한 지구조 판별도에선

대부분의 시료는 MORB영역에 도시되었다(Fig. 3-2-8).

다. Sr-Nd 동위원소

반려암질 암석의 Sr-Nd 동위원소 성분 또한 드래곤테일 힐스와 어퍼스트로피 섬의

사이의 지역적 변화를 보였다. 드레곤테일 힐스 시료의 143Nd/144Nd 비와 초기

입실론 Nd (εNd) 값은 각각 0.5126534-0.5127055, 와 +2.07-+4.03 의 값을 갖는

반면, 어퍼스트로피섬 시료의 경우 0.5130190-0.513529 와 +4.41-+5.07의 값을

갖는다. 또한 87Sr/86Sr비는 트래곤테일 힐즈가 0.7039-0.7048, 어퍼스트로피섬이

0.7029-0.7034의 범위를 갖는다. εNd vs. 87Sr/86Sr도에서 모든 시료들은 맨틀

배열선에 도시되었으며, 어퍼스트로피 섬의 암석들은 드래곤테일 힐스의 암석들과

비교시 더 결핍된 양상으로 나타난다(Fig. 3-2-9a). 147Sm/144Nd-143Nd/144Nd도에서

TGC의 9개 시료의 Sm-Nd 동위원소 등시선 연대는 590±120 Ma (MSWD =

3.3)를 나타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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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5.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반려암 시료들의 마그마 시리즈. (a) AFM도. (b) TAS

도. (c) FeOt/MgO vs. SiO2도. (d) K2O vs. SiO2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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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저어콘 U-Pb 연령

저어콘 U-Pb 연대는 우백질 반려암 (140123-02), 조립 반려암 (171130-01D), 압쇄

각섬석 반려암 (141123-03C)에서 분리된 저어콘을 대상으로 구하였다.

(1) 우백질 반려암(140123-02)의 저어콘 연대

우백질 반려암 시료(140123-02)에서는 8개의 저어콘 입자들을 회수하였다. 대부분의

저어콘 입자들은 50-150 ㎛의 직경을 갖는 구형의 형태이다. 입자 내부는

진동누대구조와 융식구조가 나타난다(Fig. 3-2-10). 저어콘 내부의 포유물은 대부분

석영이다(Fig. 3-2-10). 시료의 겉보기 206Pb/238U 연령 범위는 ∼2034-553 Ma이다.

Fig. 3-2-6. 타이거 반려암 복함체 반려암 시료들의 변이도. (a-d) FeOt/MgO vs. Al2O3,

CaO, Cr, Ni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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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7. 타이거 반려암 복함체 반려암 시료들의 희토류

원소 패턴과 거미도. (a) 시원운석으로 표준화한 희토류 원소

패턴. (b) 원시 맨틀 값으로 표준화한 거미도. (c) 중앙 해령

현무암 값으로 표준화한 거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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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조립질 반려암

조립질 반려암 시료(171130-01D)로 분리된 저어콘 입자는 250 ㎛이하의 자형내지

원형이다(Fig. 3-2-10). 저어콘의 Th/U 비율은 0.56-1.74이다. 저어콘의 겉보기
206Pb/238U연령은 625-613 Ma이다(Fig. 3-2-10). 유사한 연령을 갖는 7개의

분석점의 일치 연령은 620 ± 3 Ma (1σ)이다. 이는 에디아카라 연령과 유사하다.

(3) 압쇄 각섬석 반려암

암쇄 각섬석 반려암시료(141123-03C)에서는 소량의 저어콘 입자만 얻을 수 있었다.

이 입자들은 대부분 100 ㎛ 내외의 타형이다(Fig. 3-2-10). 두개의 저어콘 입자는

백악기에 해당하는 연령(84Ma 와 102Ma)으로 나타났지만, 나머지 입자들은 대략

500Ma의 연령으로 나타났다(Fig. 3-2-10).

Fig. 3-2-9. 타이거 반려암 복함체 반려암 시료들에 대한 Sr-Nd 동위

원소도. (a) 143Nd/144Nd vs. 87Sr/86Sr. (b) Sm-Nd 등시선.

Fig. 3-2-8. 타이거 반려암 복함체 반려암 시료들에 대한 지체구조도. (a)

Th-Hf-Ta 지체구조도. (b) Zr-Nb-Y 지체구조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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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0. 저어콘의 음극선 발광 영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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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 토의

TGC에 대한 여러 개의 지구조적 특징이 보고된바 있다. 고온의 전단대가

드래곤테일 힐스 서부와 어퍼스트로피 섬에서 발견되었다 (Bracciali et al., 2009;

Henjes-Kunst et al., 2014). Engel (1987)는 드레곤 테일 힐스 서부에 존재하는

변성퇴적암류와 변성화산암류가 TGC의 관입에 의한 접촉변성작용을 받았다고

보고하였다. Kreuzer et al. (1987)은 북부 드레곤테일 힐스의 각섬석-사장석

페그마타이트 맥으로부터 521±10 Ma의 K-Ar 연령을 보고했으며, 이 연령은 다른

연구자의 Ar-Ar 연대측정(518.6±4.6 Ma)으로 재확인 되었다(Henjes-Kunst et al.,

2014). Henjes-Kunst et al. (2014)는 또한 어퍼스트로피 섬으로부터 얻은 동력학적

자료를 토대로 북동에서 남서에 이르는 전단에 의해 TGC가 변형되었다고

보고했다.

기존의 야외지질학 및 지화학 자료와 함께 이번 연구의 광물화학분석과 전암

지화학 분석자료를 토대로 TGC는 (1) 어퍼스트로피섬의 전단대 및 (2) 드래곤테일

힐스 상부의 두 그룹으로 나눌 수 있다. 어퍼스트로피섬 전단대 지역과 드레곤테일

힐스 서부의 반려암질암석은 세립의 휘석과 사장석과 함께 반상쇄정의 각섬석으로

구성된다. 또한 휘석은 각섬석 반상쇄정의 반응연에 공존(Figs. 3-2-2 & -3)하며

강도 높은 연성변형을 나타낸다 (Henjes-Kunst et al., 2014). 반면, 후자의 경우

중-조립질의 사장석, 단사휘석과 각섬석과 함께 소량의 사방휘석 및 감람석으로

Fig. 3-2-11. 조립

질 반려암 시료

171130-01D 저어

콘들에 대한 테러

-와서버그 등시선

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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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성된다 (Figs. 3-2-2 & -3). 층상형의 반려암은 주로 사장석과 휘석의

모달레이어링(modal layering)으로 정의되며 다른 층상형의 관입복합체와 비슷하게

나타난다(Duchesne et al., 2004; Egorova and Latypov 2012; Reddy and

Leelanandam 2004). 사장석, 휘석 및 각섬석의 광물 성분은 두 지역 모두

비슷하다(Fig. 3-2-4).

이들 암석에 대한 지화학 분석 및 Sr-Nd동위원소은 지역에 따라서 명확하게

차이가 나타난다. 드래곤테일 힐스에 분포하는 반려암질 시료의 경우 미약한

경희토류의 부화와 정의 Eu 이상치을 보이는 반면 어퍼스트로피섬의 반려암질

암석들은 결핍된 경희토류와 평평한 중희토류 패턴으로 나타난다(Fig. 3-2-7a).

반려암질 시료에 대한 Sr-Nd 동위원소분석 결과, Sr과 εNd성분은 드래곤테일

힐즈의 경우 각각 0.7039-0.7048와 +2.07-+4.03, 어퍼스트로피섬의 경우

0.7030-0.7037와 +4.41-+5.07의 값을 갖는다. 이들은 또한 147Sm/144Nd비와 TDM 에서

지역에 따른 차이가 관찰된다(Fig. 3-2-12). 따라서 시료들에 대한 Sr-Nd 동위원소

비와 미량원소 데이터는 TGC의 반려암질 암석을 형성한 모마그마가 불균질한

맨틀소스로부터 기원했음을 지시한다.

연구지역의 3개의 U-Pb 저어콘 연령은 TGC의 모마그마의 정치연령을 설명해

Fig. 3-2-12. 타이거 반려암 복합체 반려암 시료들에 대한 εNd vs. 시간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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줄 수 있다. 시료 조립 반려암(171130-01D)의 저어콘 입자들은 진동누대조직이 잘

나타나며 ∼620 Ma의 정치연령이 획득되었다. 이 무렵에 발생한 에디아카라기의

고철질 마그마활동은 남극에서 로렌시아 대륙을 이동하게 만든 로디니아 초대륙의

분열과 연관된다(e.g., Goodge et al., 2002, 2008). 왜냐하면, 로디니아 대륙의

분열은 신원생대 후기(∼750Ma; Li et al., 2008) 동안에 발생했지만, 열개 사건과

연관된 화성활동은 남극과 호주의 에디아카라기(∼668-580 Ma)까지 연속되었을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Crawford et al., 1997; Goodge et al., 2002).

에디아카라기의 화성암은 지화학적으로 중앙해령현무암(MORB)과 판내부(within

plate) 현무암질 특성을 보인다. 이전 연구와는 대조적으로 이 연구의 지화학

분석결과는 N-MORB 형태가 나타났다. 우리의 경과는 남극과 동호주로부터

보고된 에디아카라기 화성암에 비해 활동적인 중앙해령과 관련이 있다고 볼 수

있다(Fig. 3-2-13). Fig. 3-2-7c는 중앙해령현무암(MORB) 분석치로 값으로

표준화한 도표(spider diagram)이다. 이 도표에서, LIL원소의 증가는 사장석에 의한

Sr의 증가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TGC의 반려암질 암석은 정치 후 유체의

유입이 존재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8. 결론

(1) 지구화학, Sr-Nd 동위원소와 지구연대학적 연구결과는 드레곤테일 힐스와

어퍼스트로피 섬 사이의 지역적인 다양성과 불균질한 맨틀소스를 시사한다.

(2) 연구에서 얻은 206Pb/238U 연령 (620±1.5 Ma)은 로디니아 분열의 후기의

열개작용과 관련이 있을 수 있는 모마그마의 정치 시기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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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2-13. 호주 동부, 타스마니아, 연구 지역의 신원생대 고철질 화성암의 전암 지화학

자료. (a) 분류도. (b) 시원운석으로 표준화한 희토류 원소 패턴. (c) 지체구조도. (d) 중앙

해령 현무암 값으로 표준화한 거미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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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목표달성도 및 관련분야에의 기여도

이번 위탁연구는 본 연구인 “지구내부물질, 기반암, 화산을 통한 남극종단산맥

의 형성과 진화 연구”의 주요 세부 연구과제로서 빅토리아랜드의 변성-화성 진화사

규명을 통해 빅토리아랜드 고생대 초기 지체구조사를 밝히데 연구의 목적이 있다.

당초 연구의 기획이 5년의 연구 기간을 산정하고 진행되었으나, 연구가 1차년도에

종료된 관계로 목표달성도에 대해서는 언급의 불필요하다.

빅토리아랜드의 지체구조 진화사 규명은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및

한반도의 형성과정을 이해하는데에도 활용할 수 있다. 또한, 2014년 장보고 기지 준

공 이후 첫발을 내디딘 남극대륙연구에 필요한 경험을 쌓고 빅토리아랜드 지질정보

를 조종하여 미래개발시대 대비 및 연구주도권 확보에 초석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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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연구개발결과의 활용계획

이번 위탁연구는 본 연구인 “지구내부물질, 기반암, 화산을 통한 남극종단산맥

의 형성과 진화 연구”의 주요 세부 연구과제로서 빅토리아랜드의 변성사를 규명하

는데 집중하였다. 특히, 변성사 규명은 남극 대륙의 지체구조진화 해석에 있어 필수

적인 요소이며, 곤드와나 초대륙의 형성과 분리 및 한반도의 형성과정의 이해에도

활용할 수 있다. 이번 연구를 통해 빅토리아랜드 미노출지의 암석특성을 예측하는

데 결과를 활용할 수 있다. 이는 5억 년 전 남극대륙과 초대륙의 고지리 복원에 기

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남극에서의 자원개발이 허용될 때를 대비하여 남극 대륙

의 암석 및 자원 분포에 대한 기초자료로 활용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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