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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자양 칼데라 주변의 화산암류는 죽장화산암층, 도일유문암, 운주산응회암, 유문암관입체 순으로 분류

된다. 저어콘의 SHRIMP U-Pb 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운주산응회암은 칼데라 내부에서 66.65±0.96 Ma, 칼

데라 외부에서 66.08±0.62 Ma의 분출연대를 나타내고, 환상암맥은 60.74±0.66 Ma의 관입연대를 나타낸다. 연

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자양 칼데라는 운주산응회암의 폭발성 분출과 환상암맥 관입 사이인 66.08~60.74 Ma

사이에 함몰되었음을 지시해준다. 자양 칼데라는 이 지역에서 회류응회암-칼데라함몰-환상암맥으로 연결되는

완벽한 화산윤회를 거치는 복잡한 화산과정을 나타낸다.

핵심어: 운주산응회암, 환상암맥, SHRIMP U-Pb 연대측정, 자양 칼데라, 화산과정

Abstract: The volcanic rocks around the Jayang caldera are classified in an order such as Jukjang

Volcanics, Doil Rhyolite, Unjusan Tuff and Rhyolite intrusions. By the SHRIMP U-Pb zircon datings from

zircons, eruption ages of the Unjusan Tuff are constrained as 66.65±0.96 Ma in the intracaldera, and

66.08±0.62 Ma in the extracaldera outflow, and intrusion age of the ring dike is investigated as 60.74±0.66 Ma.

The age data indicate that the caldera was collapsed between 66.08 Ma and 60.74 Ma, just before the dike

intruded after the explosive eruption of the Unjusan Tuff. The Jayang caldera shows the composite igneous

process of a perfect volcanic cycle passing from ash-flow tuffs through caldera collapse into ring dikes in

the Jayang area.

Keywords: Unjusan Tuff, Ring dike, SHRIMP U-Pb dating, Jayang caldera, Volcanic process

서 언

경상분지는 백악기동안 격렬한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유천층군이 넓게 분포한다. 이 유천층군은 대

부분 화산암류로 구성되고 국부적으로 퇴적암층을 적

게 협재함으로서 화석에 의해 지층들의 퇴적시기를

결정하기가 어려웠다. 한편 화산암류에 대한 절대연

대가 여러 방법으로 측정될 수 있었지만. 큰 오차와

방법 간의 상치된 결과 등으로 인해 연대의 확정에는

상당한 한계가 있는 상태이다. 그러나 최근에는 보다

신뢰할 수 있는 절대연대 측정법이 개발되고 이들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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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한 연대측정 자료가 축적됨에 따라 유천층군 각 지

층들의 분출시기를 보다 정량적으로 한정할 수 있게

되었다. 우리는 정확한 연대측정이 가능한 SHRIMP

U-Pb 저어콘 측정법으로부터 얻어진 절대연대 자료

를 바탕으로 복잡한 칼데라 지역에 대한 화산층서를

고찰하고자 하였다.

지질학자가 당면한 문제 중의 하나는 야외에 산재

된 노두에서 얻어지는 단편적 증거로부터 삼차원적으

로 재현하는 것이고 여기에 시간을 결부시켜 지질과

정을 설명하는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암석 속에

보존된 수많은 기록을 어디서 어떻게 찾을 것인가를

결정해야 하며, 또한 발견한 것을 어떻게 해석하고

이용할 것인가를 알아야만 한다. 그렇게 하기 위해서

가장 핵심적 문제로는 암층서(lithostratigraphy)를 가

장 먼저 결정하지 않으면 안된다. 마찬가지로 화산암

류 지역에서도 암층서는 과거의 활동과정을 풀어내기

위해서 가장 중요하다고 아니할 수 없을 것이다.

특히 백악기 유천층군에서도 암층서는 야외에서 암

상분석과 상호관계를 판단기준으로 가장 먼저 설정해

야 한다. 그러나 이 화산암류에서 암층서가 설정되었

다고 하더라도 각 암상은 화산의 중첩으로 인하여 혹

은 화구에서 멀어지면서 연결성이 부족할 뿐만 아니

라 다른 암상으로 쉽게 변화하기 때문에, 암상만으로

화산암류의 층서대비를 논하기란 매우 어려운 문제이

다. 더욱이 유천층군은 화구에서 수십 km 떨어진 경

우 혹은 칼데라 함몰로 인해 층서가 단절되는 경우에

는 인접한 층서라도 대비하기란 매우 어려운 일이다

. 그러므로 우리는 암상과 상호관계에 의한 암층서를

바탕으로 하면서 주요 화산암층에 대해 SHRIMP U-

Pb 저어콘 연대측정 자료를 결부함으로서 칼데라 지

역에서 화산층서를 체계화시켜 광역적인 층서대비에

적용하고자 하였다.

영천 북부 자양-기룡산 지역은 하양층군 퇴적암류

위에 유천층군 화산암류가 놓이며 환상암맥이 발달되

어 있는 칼데라 함몰 산악지역이다(Fig. 1). 선행연구

로서 도평도폭과 기계도폭 지질도가 발간되었으며

(Kwon and Lee, 1973; Oh and Jeong, 1975), 북서

쪽에 보현산 암주(Jwa and Kim, 2000; Hwang and

Choi, 2001)와 면봉산 칼데라에 관한 연구(Hwang

and Kim, 1999)가 있고 북동쪽에 구암산 칼데라에

대한 연구(Hwang, 2002a, b, Hwang et al., 2002)

가 수행되었다. 최근에는 두 칼데라에 관계된 화산암

류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를

토대로 화산층서를 확립하였다(Hwang et al., 2017a,

b). 그러나 기룡산과 운주산 사이에 발견되는 자양 칼

데라 지역에서 이에 관련된 화산암류의 층서가 정립되

지 않았고, 이를 뒷받침할 수 있는 연대측정도 시행되

지 않았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이 지역에서 칼데라에 따른

화산층서를 확립하고 주요 층서단위에 대해 SHRIMP

Fig. 1. Geological map around the Jayang caldera, showing sample locations of the present study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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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 저어콘 연대측정을 실시함으로써 이들의 분출

및 관입시기와 칼데라의 함몰시기를 정확하게 밝히고,

화산과정을 엮어보고자 한다.

지질배경

경상분지에는 백악기에 채워진 경상누층군이 발달

하고 있다. 이 경상누층군은 암층서적으로 신동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 불국사 관입암군으로 구분 명명

되었으며, 이에 따라 경상분지의 발달과정을 선화산

활동 퇴적기, 화산활동 동시성 퇴적기, 화산활동 절정

기, 심성암 관입기로 구분하였다(Chang, 1975, 1977).

본역은 지체구조상으로 경상분지의 의성소분지 동

부에 위치하며, 백악기에 한반도에 발달한 북동-남서

방향의 여러 화산호들(Hwang et al., 2019a) 중에서

경상호의 북동부에 해당하는 곳이다. 경상호는 크게

백악기 전기의 화산작용으로 하양층군의 여러 층준에

화산층이 협재되었고, 백악기 후기의 화산작용으로 화

산층이 절대적으로 우세한 유천층군이 형성되었다

(Hwang, 2012). 본역은 하양층군 퇴적암류의 상위에

발달하는 백악기 후엽의 안산암질 및 유문암질의 화

성쇄설암과 용암으로 구성되며, 심성암류가 이를 관

입하고 있다.

본역의 지질은 크게 백악기의 하양층군과 이를 부

정합으로 덮는 유천층군(Hwang et al., 2016), 그리

고 이들을 관입하는 불국사관입암군으로 나뉜다(Fig.

1). 하양층군은 신양동층에 해당되며, 유천층군은 안

산암질암류와 유문암질암류로 구분된다. 안산암질암

류는 화성쇄설암과 용암이 교호하는 죽장화산암층에

해당되고 유문암질암류는 자양 칼데라에 관련된다.

유문암질암류는 도일유문암, 운주산응회암과 유문

암관입체 순으로 구분되며(Fig. 1), 자양 칼데라와 밀

접하게 관련된다. 최후기 심성암류는 동부의 소암주

와 북부의 보현산 암주로 노출되며, 이 암주들은 각

각 세립질 섬록암과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본역에서 나타나는 큰 구조선은 NE-SW 방향으로

이어지는 자양천단층과 자양 칼데라의 단열대를 따르

는 환상암맥 및 단층이 있다(Fig. 1).

칼데라 주변의 지질

퇴적암류

퇴적암류는 대부분 의성소분지의 신양동층에 해당

하며 유천소분지의 반야월층에 대비된다(Won et al.,

1980).

신양동층은 자양 칼데라 서측과 남측 외곽부에 넓

게 분포한다. 이 층은 춘산층 위에 정합으로 놓이며

죽장화산암층에 의해 덮인다. 이 층은 주로 암회색

내지 흑색 셰일로 구성되고 세립 사암이 협재된다

(Fig. 2a). 이 층은 엽층리가 발달되어 있는 것이 특

징이며, 엽층리는 담회색과 흑색의 띠가 대상구조를

이룬다. 국부적으로 석회조(stromatolite) 화석이 보존

되어 있다. 또한 주로 10~20o 내외의 완만한 경사를

이루며, 북부 보현산 암주 주변에서 심한 열변성으로

견고하다. 이 층은 구산동도폭에서 약 200 m에 달한

다고 기재되었다(Chang et al., 1977).

안산암질암류

안산암질암류는 죽장화산암층에 해당하며 자양 칼

데라의 북측과 동측 외곽부에 주로 분포하고 칼데라

내에도 국부적으로 분포한다. 죽장화산암층은 하부,

중부와 상부 안산암질 응회암 및 용암으로 세분되며

그 사이에 중부와 상부 층회암(tuffite)이 협재된다

(Fig. 1). 따라서 이 안산암질암류는 전체적으로 북서

쪽에 위치하는 보현산을 중심으로 한 성층화산의 잔

류체인 것으로 생각된다.

하부 안산암질 응회암과 용암: 하부 안산암질 응회

암은 칼데라 북서측의 외곽부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Fig. 1). 이 암층은 층서적으로 신양동층의 상위에

놓이고 하부 안산암질 용암에 의해 덮이며, 약 150

m의 두께를 가진다. 이 응회암층은 신선한 곳에서 사

장석 반정이 소량으로 나타나며, 전체적으로 괴상을

나타내지만, 주로 납작해진 부석(pumice)이 최대

2×0.2 cm 크기의 피아메(fiamme)를 형성하여 용결되

어 있다. 암편들은 안산암편이 대부분이고 데사이트

편이 소량 함유되며 기저부에서 풍부한 양상인데,

1~8 cm의 크기로 나타난다.

안산암질 용암은 칼데라 서측, 북서측 및 동측 외

곽부와 칼데라 내부에서 대개 남북 방향으로 대상으

로 산재하여 분포한다(Fig. 1). 이 암층은 북서측 외

곽부에서 하부 안산암질 응회암의 위에 약 200 m 두

께로 놓이고 중부 층회암에 의해 덮이는 반면에 서측

외곽부에서 신양동층 위에 직접 놓이고 운주산응회암

에 의해 덮인다. 나머지는 그 하위가 노출되지 않으

며, 칼데라 내부에서 중부 층회암에 의해 덮이지만

동측 외곽부에서 중부 안산암질 응회암에 의해 덮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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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이 용암은 주로 암회색을 띠며, 전반적으로 괴상

이지만 국부적으로 유상구조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이

용암은 대부분 비반상이고 흔히 녹니석과 옥수로 채

워진 행인상 구조를 나타낸다(Fig. 2b).

중부 층회암: 중부 층회암은 칼데라 북서측 외곽부

와 칼데라 내부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하부 안산암질

용암과 중부 안산암질 응회암 사이에 협재된다(Fig.

1). 이 암층은 칼데라 내부에서 최고 약 100 m의 두

께를 보여준다. 이 암층은 암회색을 띠고 세립질의

응회질 사암이 가장 우세하며 층리가 발달되어 있다.

이들은 자세가 칼데라 북서측에서 N10°E, 20°NW

방향으로 가장 우세하지만 칼데라 내부에서 북쪽으로

10°N 정도로 매우 완만하다.

중부 안산암질 응회암 및 용암: 중부 안산암질 응회

암은 칼데라 동측 외곽부에 소규모로 분포하며, 중부

층회암 혹은 하부 안산암질 용암의 상위에 놓이고 중

부 안산암질 용암에 의해 덮인다(Fig. 1). 두께는 최

대 약 150 m 정도를 보여준다. 이 응회암은 주로 암

녹색 내지 녹회색을 띠며 풍화면에서는 암회색 혹은

암갈색 표피를 형성한다(Fig. 2c). 드물지만 사장석을

Fig. 2. Photographs of sedimentary and andesitic rocks from the Sinyangdong Formation and Jukjang Volcanics.
(a) Dark grey shales and lamination in the Sinyangdong Formation; (b) Lower andesitic lava in the Jukjang
Volcanics, including dark chlorite and whitish chalcedony amygdules; (c) Middle andesitic tuff in the Jukjang
Volcanics. Note the contrasting features showing between dark grey fresh surface (left) and pale grey weathered
one (right); (d) Middle andesitic lava with aphyric texture; (e) Upper andesitic tuff rich in plagioclase phenocrysts
and dark green pumices; (f) Upper andesitic lava with porphyritic tex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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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정으로 함유하며 흔히 최대 15×5 mm 크기의 피아

메를 가진다. 본암의 하부에는 라필리(lapilli) 크기의

안산암편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이들은 대개 각상이

고 최대 2×10 cm의 크기를 가진다. 기질은 전체적으

로 암녹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미약하지만 완배열상

석리(eutaxitic fabric)를 관찰할 수 있다.

중부 안산암질 용암은 칼데라 북측 및 동측 외곽부

와 칼데라 내부에서 대상으로 가장 넓게 분포하며 반

드시 중부 안산암질 응회암 위에 놓이고 상부 안산암

질 응회암에 의해 덮인다(Fig. 1). 두께는 최고 약

300 m이며 남쪽으로 갈수록 얇아진다. 이 용암은 주

로 암녹색을 띠며, 전반적으로 괴상이지만 국부적으

로 유상구조를 보이는 곳도 있다. 이 용암은 최하부

에서 각력암을 협재하며, 하부에서 비반상을 나타내

지만(Fig. 2d) 상부로 갈수록 반정이 많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반정은 대부분 사장석이며 대략 1~2 mm 내

외 크기이다.

상부 층회암: 상부 층회암은 본역 동부의 계곡부에

소규모로 노출되며, 상부 안산암질 응회암 및 용암에

덮이며, 유문암맥 혹은 심성암체에 의해 관입된다(Fig.

1). 이 암층은 암회색을 띠고 응회질 셰일과 사암이

교호하며 층리를 발달시킨다. 이들은 자세가 10° 내

외로 완만하지만 관입암의 영향으로 불규칙하다.

상부 안산암질 응회암 및 용암: 상부 안산암질 응회

암은 칼데라 북측 외곽부와 본역 동부에 죽장화산암

층 중에 가장 넓게 분포하며, 칼데라 내부에도 소규

모로 분포한다(Fig. 1). 상부 층회암 위에 놓이거나

중부 안산암질 용암 위에 놓이고 상부 안산암질 용암,

도일유문암 혹은 운주산응회암에 의해 덮이며, 최대

약 300 m 두께를 가진다. 이 응회암은 주로 암녹색

내지 녹회색을 띠며 대부분 사장석을 반정으로 다량

함유하며 흔히 최대 3×1 cm 크기의 피아메를 가진다

(Fig. 2e). 암편은 하부에서 우세하게 나타나며 대부분

안산암이다. 기질은 전체적으로 녹회색 내지 암녹색

을 띤다.

상부 안산암질 용암은 본역 동부에서 능선부에 소

규모로 분포하며, 운주산응회암에 의해 덮이고 유문

암맥에 의한 관입되어 있다(Fig. 1). 이 용암은 주로

녹회색을 띠며, 사장석에 의한 반상 구조를 나타낸다

(Fig. 2f).

유문암질암류

유문암질암류는 도일유문암, 운주산응회암과 유문

암관입체로 구분되며(Fig. 1), 후자의 두 암체는 자양

칼데라에 직접적으로 관련된다.

도일유문암: 이 유문암은 본역 동부에서 산정부와

산복부에 돔상 혹은 대상으로 분포하며, 상부 안산암

질 응회암 혹은 신양동층 위에 놓이고 운주산응회암

에 의해 덮인다(Fig. 1). 이 유문암은 대개 담홍색 내

지 회백색을 띠며 대부분 희미하게 유대상 구조를 나

타내는 유문암질 용암이다. 하지만 드물게 석영과 사

장석에 의해 반상 조직을 나타내는 곳도 있다.

운주산응회암: 운주산응회암은 모두 유문암질 조성

이고 대부분 회류응회암으로 구성되며 칼데라 내부와

외부에 분포한다.

칼데라 내부에서 운주산응회암은 대개 죽장화산암

층의 상부 유문암질 응회암 위에 놓이고 유문암맥과

플러그에 의해 관입된다(Fig. 1). 이 응회암은 약 500

m 이상의 두께를 나타내며 칼데라 연변부로 갈수록

두꺼워지고 중심부에서 다소 얇아진다.

이 응회암은 회백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전체적으

로 분급되어 있지 않고 괴상을 나타낸다. 대체로 부

석과 결정을 적게 함유하고 암편이 다소 풍부하며 화

산회가 풍부한 파리질 응회암에 속한다(Fig. 3a). 그

러나 하부에서 특징적으로 암편들이 매우 풍부하여

암편질 라필리응회암(lapilli tuff) 내지 응회각력암(tuff

breccia)에 가깝다(Fig. 3b). 암편은 대부분 회백색 유

문암편이고 간혹 안산암편과 응회암편을 함유한다. 부

석은 암편들 사이에서 드물게 피아메로 발견되고 반

정은 드물게 함유된다(Fig. 3c). 기질은 주로 회색 내

지 담회색을 띠며 분급되지 않고 괴상을 나타낸다.

렌즈상 피아메가 다소 풍부한 곳에서는 드물게 유상

엽리를 관찰할 수 있다(Fig. 3c).

칼데라 외부에서 운주산응회암은 도일유문암 위에

놓인다(Fig. 1). 이 응회암은 두께가 약 400 m 이상

이고 기저부에 층회암을 협재하며 동쪽으로 연장된다.

층회암은 약 30 m 정도의 얇은 두께를 가지며, 자

세가 대체로 N20°E, 18°SE로 경사지며, 동쪽으로 가

면서 얇아진다. 대개 회색 내지 담회색의 응회질 이

암과 셰일이 10~30 cm 두께로 교호하며 층리를 발

달시킨다.

응회암은 칼데라 내부에서보다 암편이 적지만 결정

과 부석을 더 많이 함유하고 화산회가 풍부한 파리질

응회암(vitric tuff)에 속한다(Fig. 3d). 반정은 사장석

반정이 가장 풍부하며, 부석은 암녹색을 띠고 대체로

약 3×1 cm 정도로 편평화되어 대개 용결엽리를 나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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낸다(Fig. 3d). 암편은 약 2×1 cm 크기이며 유문암

편이 가장 많고 안산암편, 셰일편과 사암편 등이 드

물게 포함된다. 기질은 풍화된 노두에서 담회색 내지

녹회색을 띠며 용결되어 있다.

유문암관입체: 유문암관입체는 플러그상 중앙관입체,

환상암맥과 기타 암맥으로 산출되며, 대개 운주산응

회암을 관입하였다(Fig. 3e). 중앙관입체는 원통상을

이루기 때문에 화구를 따라서 관입한 것이며, 환상암

맥은 환상단열대를 따라서 관입한 것이다(Fig. 1).

이 유문암은 대개 담회색 내지 회백색을 띠고, 사

장석이 반정으로 나타나며, 암체에 따라 다른 조직을

가진다. 좁은 암맥에서는 유상구조를 발달시키지만

(Fig. 3e) 큰 암맥에서는 연변부에서만 유상구조를 나

타내고(Fig. 3f) 중간부에서 괴상으로 산출되는 곳이

많다. 경하에서 사장석이 반정으로 산출되고 자형 내

지 반자형이고 쌍정을 이루며, 석영은 미립으로 산재

되어 있다.

연대측정

시료선정 및 분석과정

자양 칼데라에 관련되는 화산암류는 층서와 정치시

Fig. 3. Photographs of rhyolitic rocks around the Jayang calera. (a) Massive lapilli tuff of the Unjusan Tuff inside
the caldera; (b) Lithic-rich tuff breccia of the Unjusan Tuff inside the caldera; (c) Massive lapilli tuff of the Unjusan
Tuff inside the caldera; (d) Welded tuff of the Unjusan Tuff outside the caldera; (e) Rhyolite dike (right) with flow-
banding, intruding the Unjusan Tuff (left) inside the caldera; (f) Flow-banding with subvertical attitude in the
marginal part of the huge ring dik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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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를 체계화하기 위해 SHRIMP 저어콘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시료는 운주산응회암을 칼데라 외부

(HC707)와 내부(HC730)에서 1개씩 선정하였다(Fig.

1). 그리고 유문암관입체 중의 환상암맥에서 1개

(HC703)를 선택하였다.

저어콘 분리는 파쇄작업과 수세식 패닝, 중액분리

법, 그리고 자성분리법의 절차에 따라 수행되었다. 실

험실에서 먼저 시료를 분쇄한 후, 표준망체로 120~180

메쉬 사이의 입자를 선택하였다. 선택된 입자는 비커

와 물을 이용하여 패닝하고, 자석으로 자성광물을 제

거하였다. 이 중광물 입자들은 실체현미경 하에서 핀

셋으로 저어콘 입자만을 선별하였다. 분리한 저어콘들

은 표준물질과 함께 에폭시 몰드에 넣어 마운트를 만

들었다. 저어콘 입자가 반쯤 드러날 때까지 마운트를

사포로 갈아낸 후 그 표면을 다이아몬드 연마제로 연

마하고, 금으로 코팅하였다.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본원에서 주사전자현미경(JEOL JSM-6610LV 모

델)을 이용하여 마운트 내 개별 저어콘 입자에 대해

음극선발광(cathodoluminescence; CL)과 후방산란전자

(backscattered electron; BSE) 영상을 촬영하고 분석

위치를 선정하였다.

연대측정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본원에서

SHRIMP IIe를 이용하여 저어콘의 U-Pb 분석을 실

시하였다. U-Pb 분석은 일차 이온빔으로 산소 음이온

(O
2

)을 이용하였으며, 이때 이온빔의 직경은 25 μm이

고 세기는 4-6nA이었다. 분석에 사용한 저어콘 표준

물질로는 FC-1과 SL13을 사용하여 U 함량측정과 U/

Pb 연대보정을 실시하였다. 연대측정 절차는 Williams

(1998)과 Ireland and Williams(2003)의 방법을 적용

하였다. 측정자료는 SQUID 2.5 및 Ex v.3.6 프로그램

Fig. 4. Representative cathodoluminescence images of the analysed zircon grains, showing the location of
analytical spots and 206Pb/238U ages in Ma, separated from the Unjusan Tuff (HC707, HC730), and rhyolite ring
dike (HC7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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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Summary of SHRIMP U-Pb isotopic data of the analytical zircons from the volcanic rocks related with the
Jayang caldera

Spot no.
206Pb

c

(%)

U

(ppm)

Th

(ppm)
232Th/238U ±% 207Pb/206Pb ±% 206Pb/238U ±%

(2)
206Pb/238U Age

(1)
207Pb/206Pb Age

Sample HC707 (Extracaldera Unjusan Tuff)

HC707_1.1 2.2 214.7 94.6 0.4549 0.4 0.0651 4.7 0.0365 1.5 66.9 ±1.8 351 ±281

HC707_2.1 3.1 286.2 212.3 0.7663 0.7 0.0717 3.8 0.0347 1.4 68.3 ±2.6 419 ±281

HC707_3.1 1.4 302.6 215.9 0.7370 0.3 0.0586 6.3 0.0360 2.6 65.2 ±0.9 391 ±195

HC707_4.1 1.0 327.4 194.8 0.6146 0.3 0.0554 4.2 0.0290 1.4 64.4 ±0.8 220 ±192

HC707_5.1 1.1 415.0 183.0 0.4555 0.3 0.0562 3.6 0.0320 2.0 65.8 ±0.9 -125 ±295

HC707_6.1 2.0 219.1 138.9 0.6548 0.3 0.0634 4.6 0.0353 1.6 67.0 ±0.9 -103 ±478

HC707_6.2 2.4 227.7 186.5 0.8462 0.5 0.0665 4.4 0.0349 1.6 67.7 ±0.9 1412 ±179

HC707_7.1 2.1 310.5 141.5 0.4708 0.4 0.0640 3.9 0.0335 2.5 67.2 ±0.9 486 ±190

HC707_8.1 1.4 365.5 226.9 0.6413 0.3 0.0581 4.0 0.0309 1.3 67.4 ±1.5 166 ±237

HC707_9.1 2.4 98.6 42.4 0.4440 0.6 0.0691 4.0 0.0963 1.5 190.6 ±3.2 977 ±108

HC707_9.2 0.8 201.5 101.8 0.5220 0.4 0.0564 7.3 0.0934 1.1 191.5 ±2.8 715 ±170

HC707_10.1 6.9 179.2 161.0 0.9280 0.3 0.1018 4.5 0.0342 1.9 67.6 ±1.9 -1000 ±1895

HC707_11.1 2.5 230.5 104.4 0.4680 0.8 0.0674 4.6 0.0334 1.6 64.8 ±1.3 -46 ±495

HC707_12.1 3.2 129.4 68.2 0.5441 0.5 0.0723 6.2 0.0346 2.1 64.7 ±1.0 -- --

HC707_13.1 3.5 120.0 65.6 0.5643 0.5 0.0749 5.9 0.0332 5.0 65.9 ±1.6 -- --

HC707_14.1 3.1 211.5 113.2 0.5528 0.4 0.0719 4.7 0.0331 2.9 67.3 ±2.6 -1012 ±1256

Sample HC730 (Intracaldera Unjusan Tuff)

HC730_1.1 0.0 271.7 184.5 0.7016 0.9 0.0488 8.7 0.0593 7.1 118.6 ±12.3 -348 ±429

HC730_2.1 -0.3 616.1 270.0 0.4527 0.3 0.0442 4.8 0.0314 3.7 65.7 ±2.1 -- --

HC730_3.1 0.1 585.5 550.8 0.9718 0.5 0.0479 4.7 0.0306 3.8 64.6 ±2.0 -40 ±188

HC730_4.1 -1.3 254.7 168.3 0.6829 0.5 0.0369 9.6 0.0259 5.2 68.9 ±2.7 -- --

HC730_6.1 0.0 435.0 325.0 0.7719 0.4 0.0472 6.4 0.0250 2.1 63.7 ±1.6 630 ±293

HC730_7.1 0.2 470.9 546.4 1.1986 1.0 0.0488 5.9 0.0281 2.0 59.2 ±0.5 1178 ±267

HC730_8.1 0.4 494.5 587.0 1.2261 0.3 0.0502 5.2 0.0296 3.7 64.3 ±1.6 206 ±119

HC730_9.1 -0.3 1062.5 419.5 0.4079 1.4 0.0450 6.8 0.0292 1.1 67.8 ±1.0 -461 ±315

HC730_10.1 -0.4 1077.7 733.2 0.7028 1.8 0.0443 4.2 0.0277 1.3 68.6 ±1.3 -96 ±104

HC730_11.1 0.8 406.8 370.0 0.9395 0.3 0.0534 6.1 0.0262 2.0 67.7 ±1.5 700 ±247

HC730_12.1 0.0 1125.2 645.0 0.5922 0.9 0.0477 3.5 0.0315 3.6 71.2 ±0.5 152 ±102

HC730_13.1 -0.6 127.5 69.7 0.5643 0.8 0.0427 12.8 0.0270 6.3 69.4 ±4.8 -- --

HC730_14.1 0.0 452.7 463.7 1.0581 0.3 0.0475 5.6 0.0303 1.7 66.2 ±0.6 240 ±197

HC730_14.2 -0.4 215.4 167.5 0.8034 0.9 0.0443 9.2 0.0287 2.6 65.6 ±2.0 -650 ±739

HC730_15.1 -0.1 331.0 235.7 0.7358 1.0 0.0466 6.5 0.0296 3.6 67.5 ±1.0 -243 ±350

HC730_5.1 -0.1 369.8 245.3 0.6853 0.4 0.0465 6.3 0.0291 4.6 69.7 ±2.8 25 ±152

HC730_16.1 0.3 256.3 195.3 0.7871 1.3 0.0492 8.4 0.0248 6.3 62.4 ±1.5 761 ±372

HC730_17.1 -0.1 788.2 778.0 1.0195 0.3 0.0466 4.5 0.0270 1.4 68.3 ±1.0 -384 ±305

Sample HC703 (Rhyolite ring dyke)

HC703_1.1 1.0 419.4 728.4 1.7942 0.1 0.0551 2.5 0.0272 2.4 60.4 ±0.6 -16 ±167

HC703_2.1 0.2 1056.5 581.1 0.5682 0.1 0.0487 1.6 0.0325 1.4 62.3 ±0.5 106 ±43

HC703_3.1 0.3 484.9 616.9 1.3140 0.6 0.0500 2.5 0.0289 1.9 60.3 ±0.4 264 ±73

HC703_4.1 1.4 144.7 175.1 1.2497 0.3 0.0586 4.5 0.0284 3.2 59.6 ±2.0 -445 ±561

HC703_5.1 0.1 1176.6 954.2 0.8377 0.1 0.0483 1.6 0.0331 0.8 62.6 ±0.4 22 ±54

HC703_6.1 0.3 895.6 786.2 0.9067 0.1 0.0495 2.1 0.0295 1.9 61.1 ±0.6 277 ±66

HC703_6.2 0.7 566.1 259.3 0.4731 0.7 0.0530 2.5 0.0299 1.8 60.4 ±0.4 330 ±56

HC703_7.1 0.2 566.6 596.4 1.0873 0.2 0.0491 2.6 0.0282 1.8 59.6 ±0.8 33 ±96

HC703_8.1 0.3 948.4 708.5 0.7717 0.1 0.0497 1.8 0.0324 0.7 61.9 ±0.6 -127 ±105

HC703_9.1 0.7 372.9 554.4 1.5359 0.2 0.0530 3.2 0.0282 1.7 59.2 ±0.4 327 ±72

HC703_10.1 1.3 220.3 337.5 1.5827 0.2 0.0577 3.9 0.0287 1.3 58.4 ±0.5 805 ±148

HC703_11.1 0.7 630.0 351.4 0.5761 0.2 0.0526 2.5 0.0305 1.4 60.6 ±0.7 207 ±86

HC703_12.1 0.0 676.7 1618.7 2.4709 1.0 0.0470 2.5 0.0284 0.8 60.0 ±0.9 -24 ±82

HC703_13.1 3.6 188.8 127.9 0.6998 0.4 0.0759 10.4 0.0306 3.9 58.9 ±2.0 736 ±355

HC703_14.1 1.31 412 497 1.2442 0.2 0.0577 3.6 0.0324 4.3 62.5 ±2 -274 ±369

HC703_15.1 0.74 445 665 1.5433 0.2 0.0531 7.5 0.0277 2.2 60.1 ±¾1 242 ±202

HC703_16.1 3.53 227 171 0.7768 0.3 0.0752 4.9 0.0306 3.0 58.4 ±¾2 -98 ±633

Errors are 1-σ; Pb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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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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udwig, 2008)을 이용하여 연대계산을 하였다. 각

분석치와 겉보기연대의 오차는 1이고, 가중평균 및

일치곡선(concordia) 연대계산은 95%(2)의 신뢰도를

나타낸다.

3개 시료에 대한 분석 저어콘의 대표적인 CL영상

은 그림으로 나타냈고(Fig. 4), 정밀분석치는 Table 1

에 정리하였다.

측정결과

운주산응회암(HC707): HC707은 칼데라 외부의 운

주산응회암에서 회류응회암의 시료이다. 저어콘 입자

들은 대부분 자형이며 주상이지만 장주상도 산출된다.

CL 영상에서 대부분의 저어콘들이 동심원상으로 섬

세한 진동누대를 보이는 반면, 상속핵은 관찰되지 않

는다(Fig. 4a). 16개 저어콘 입자의 U과 Th 농도는

각각 98~415 ppm과 42~216 ppm이고, Th/U 비는

0.44~0.93의 좁은 범위로 나타난다(Table 1). U-Th

관계도에서 분석된 저어콘들은 대체로 Th/U 비가 1

과 0.1인 등치선 사이에서 1 등치선을 따라 직선상으

로 도시된다(Fig. 5). 이는 외형 및 내부구조와 함께

마그마에서 성장한 저어콘의 특징을 지시한다(Vavra

et al., 1999; Hartman et al., 2000). 가장 오래된

분석치 2개를 제외한 나머지 14개 분석점에서의 겉

보기 206Pb/238U 연대는 64.7~68.3 Ma의 범위를 가지

며(Table 1), 14개 분석치는 모두 일치곡선 상에 놓

인다. 이 14개 분석치의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는

66.08±0.62 Ma(MSWD=1.15)에 군집된다(Fig. 6a). 2

개의 오래된 분석치 190.6~191.5 Ma는 이 응회암이

분출할 때 하부에 놓이는 기존의 쥬라기 암층으로부

터 들어온 외래 저어콘의 연대로 해석된다.

운주산응회암(HC730): HC730은 칼데라 내부의 운

주산응회암 중에 회류응회암의 시료이다. 저어콘 입

자들은 자형이고 주로 주상이지만 약간은 단주상이며,

CL 영상에서 강하게 발광하고 동심원상으로 섬세한

자형 누대구조를 나타낸다(Fig. 4b). Th/U 비는 0.40~

1.23 범위로 나타나고(Table 1) 1과 0.1인 등치선 사

이에서 1 등치선을 따라 직선상 분포를 보여주는데

(Fig. 5), 이는 내부구조와 함께 화성성인을 반영하는

것으로 보인다. 동심원상 누대를 가진 저어콘에서 15

개 분석치는 62.4 Ma에서 69.7 Ma 범위의 연대를 가

진다(Table 1). 콘코디아 그림에서 17개 중에 15개

분석치는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 66.65±0.96 Ma

(MSWD=1.7)를 갖는 조화적 군집을 형성한다(Fig. 6b),

환상암맥(HC703): HC703은 동남측 환상암맥의 괴

상 유문암의 시료이다. 저어콘 입자들은 자형이면서

장주상이고 날카로운 끝을 가지지만 몇 개가 단주상

이며, CL 영상에서 동심원상의 자형 누대구조를 가

진다(Fig. 4c). Th/U 비는 0.58~2.47 넓은 범위로 나

타나며(Table 1), 1 등치선을 따라 다소 산만하지만

직선상으로 도시된다(Fig. 5). 이도 내부구조와 함께

역시 화성성인을 나타낸다. 분석치는 58.4 Ma에서

62.6 Ma 범위의 젊은 연대를 갖는다. 17개 분석치

중에서 15개 분석치는 가중평균 206Pb/238U 연대

60.74±0.66 Ma(MSWD=2.2)로 조화적인 군집으로 정

의된다(Fig. 6c),

토 의

구암산 칼데라 지역에서 측정한 연대에 의하면 화

산암류는 백악기와 고신기(Paleogene)의 경계되는 시

기에 분출된 것으로 나타난다. 따라서 먼저 운주산응

회암의 분출기간에 대해 토의하며, 그 다음에 환상암

맥의 관입시기와 칼데라 형성시기를 논의하고 화성과

정을 엮어보기로 한다(Table 2).

운주산응회암의 분출시기

운주산응회암은 칼데라 내부에서 66.65±0.96 Ma와

칼데라 외부에서 66.08±0.62 Ma의 SHRIMP 저어콘

Fig. 5. Correlation diagram showing the proportions of
Th to U concentrations (ppm) of the zircons analyzed
by SHRIM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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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Pb 연대가 도출되었다(Fig. 6a, b). 저어콘은 폐쇄

온도가 매우 높기(Brouand et al., 1990; Vavra, 1990;

Hanchar and Miller, 1993) 때문에 이 연대는 운주

산응회암의 분출시기를 나타내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

는 운주산응회암이 백악기가 끝날 즈음에 형성되었으

며 칼데라 내부의 운주산응회암이 외부에서보다 빠른

시기에 분출하였음을 암시한다. 두 지역에서의 응회

암은 유문암질로서 유사한 조성을 가지고 층서적으로

유사한 층위에 속하지만 지역적으로 완전히 떨어져

있기 때문에 두 암층의 관계는 확실하게 정의하기 어

렵다. 그렇지만 이 두 지역 간의 연대차이는 0.57 Ma

를 나타내는데, 이 차이는 오차를 감안하면 거의 동

일시기라는 범위를 지니기 때문에 동일한 암층으로

판단해야 한다. 

한편 칼데라 외부의 운주산응회암은 소량의 암편을

함유하는 반면(Fig. 3d), 칼데라 내부의 운주산응회암

은 암편을 풍부하게 함유하며 그 크기도 상대적으로

더 크다(Fig. 3a, b, c). 이는 이 응회암의 분화구가

자양 칼데라 내부에 존재했음을 지시하며, 두 지역의

응회암이 동일한 암층임을 지지한다.

환상암맥의 관입시기

SHRIMP 저어콘 U-Pb 측정에 의하면 이 환상암맥

의 연대는 60.74±0.66 Ma을 나타낸다. 이 연대는 아

마도 운주산응회암이 분출된 후에 칼데라 함몰로 발

생한 환상단열대를 따라 관입했던 시기를 나타낸다.

즉 자양 지역에서 폭발적인 화쇄류 분출로 인해서

마그마가 충분히 제거되어 마그마챔버의 지붕이 함몰

됨으로서 발생한 칼데라의 환상단열대를 따라 잔류

마그마가 주입된 시기를 의미한다. 왜냐하면 자양 칼

데라에서 환상암맥과 같은 유문암질 관입체는 운주산

응회암의 회류응회암과 함께 유문암질 조성을 나타내

는 마그마챔버에서 유래된 것(예, Hwang, 2002b;

Hwang et al., 2017a, b)으로 해석되기 때문이다.

칼데라의 함몰시기

칼데라 함몰은 흔히 대규모 회류의 분출로 인해 환

상단열대를 따라 내측의 칼데라 블록이 하중에 의해

일어나고 이때 챔버에 가해지는 압력으로 인해 잔류

마그마가 틈을 따라 주입된다. 운주산응회암의 분출

은 66.65~66.08 Ma에 일어났으며, 또한 환상암맥의

관입은 60.74 Ma에 일어났다. 두 연대 간의 시간적
Fig. 6. Concordia diagrams for SHRIMP U-Pb ages of
zircons separated from three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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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이는 적어도 5.34 Ma로서 비교적 크다고 할 수 있

다. 따라서 운주산응회암이 분출된 후에 자양 칼데라

가 형성되었더라도 환상암맥은 환상단열대를 따라 서

서히 관입했던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그러나 면봉산

칼데라에서 유문암맥은 면봉산응회암이 분출된 후에

발생한 칼데라가 환상단열대를 따라 63.45~58.00 Ma

사이에 순차적으로 관입했던 것(Hwang et al., 2017b)

과 유사한 양상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할 수 있다.

대규모 회류의 분출 결과로 마그마챔버의 상부가

빠져나감과 동시에 이의 지붕이 함몰되어 칼데라를

형성하는 것은 규질 화산활동에서 흔히 일어나는 일

반적인 사건으로 보고 있다(Druitt and Sparks, 1985).

마찬가지로 구암산 칼데라에서 환상암맥은 함몰후 마

그마 활동의 대표적인 표시로 해석된다. 왜냐하면

Smith and Bailey(1968)에 의하면 칼데라 형성 분출

에 관련되는 환상관입체는 조성상으로 회류응회암과

같다고 보기 때문이다.

층서대비

의성소분지 동부에서 칼데라에 관련된 화산암류의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칼데

라에 의해 잘린 화산층서는 죽장화산암층, 운주산응회

암, 면봉산응회암과 구암산응회암 순으로 정립할 수

있고, 3개의 칼데라는 자양 칼데라가 면봉산 칼데라와

구암산 칼데라보다 먼저 형성되었음을 알 수 있다

(Table 2). 이 응회암들의 연대 범위는 66.65~60.1 Ma

를 가지는데 유천층군에서 욕지아층군의 최상부층에

속한다(Hwang et al., 2019b). 따라서 이러한 기준을

바탕으로 하여 인접지역으로 확장시켜 화산층서를 정

립시킬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자양 칼데라에서 운주산응회암은 66.65~66.08 Ma

에 분출되었고 환상암맥이 60.74 Ma에 관입되었지만,

Table 2. Geological sequences and SHRIMP U-Pb ages of the volcanic rocks related to three calderas in the
eastern Uiseong subbasin

Rocks Formation Members
SHRIMP U-Pb 

ages (Ma)
Period Geologic events Volcano

Rhyolitic

Rhyolite
 intrusions

Ring dykes 60.65±0.95 

Paleogene

Central and ring 
intrusion Guamsan 

caldera 
(Hwang et al., 

2017a)

Central plug

Guamsan
 Tuff

Upper ash-flow tuffs 60.1±1.8
Caldera collapse

Explosive eruption
Fallout tuffs

Lower ash-flow tuffs 63.97±0.94

Rhyolite
 intrusions

Ring dykes
58.00±0.66
63.45±0.71 Central and ring 

intrusion Myeonbongsan
caldera 

(Hwang et al., 
2017b)

Central plug

Myeonbongsan 
Tuff

Upper ash-flow tuffs 65.03±0.66
Caldera collapse

Explosive eruption
Bedded tuffs

Lower ash-flow tuffs

Rhyolite
 intrusions

Ring dykes 60.74±0.66 Central and ring 
intrusion Jayang

caldera

Central plugs

Unjusan Tuff
Extracaldera tuffs 66.08±0.62

Cretaceous

Caldera collapse
Explosive eruptionIntracaldera tuffs 66.65±0.96

Doil Rhyolite Lava dome

Andesitic
Jukjang

 Volcanics

Upper andesitic tuffs 
and lavas

Explosive and 
effusive eruptions

Stratovolcano

Upper tuffites Sedimentation

Middle andesitic tuffs 
and lavas

Explosive and 
effusive eruptions

middle tuffites Sedimentation

Lower andesitic tuffs 
and lavas

Explosive and 
effusive eruptions

Sedimentary Sinyangdong Formation Sedimen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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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봉산 칼데라에서 면봉산응회암이 65.03 Ma에 분출

되었고 환상암맥이 동측에서 63.45 Ma, 북서측에서

58.00 Ma에 관입되었으며, 구암산 칼데라에서 구암산

응회암이 63.97~60.1 Ma에 분출되었고 환상암맥이

60.65 Ma에 관입되었다(Table 2). 그러므로 보현산의

남동쪽에서 자양 칼데라가 백악기가 끝나면서 먼저

형성되었으며, 다음으로 북쪽에서 면봉산 칼데라가 고

신기가 시작되면서 형성되었고, 마지막으로 북동쪽에

서 큰 구암산 칼데라가 만들어졌다.

화산과정

이 지역에서 층서는 암층서와 SHRIMP U-Pb 연

대측정치에 따르면 신양동층, 죽장화산암층, 도일유문

암, 운주산응회암, 유문암관입체 순으로 놓인다(Table

2). 이 지역에서 화산과정을 엮어보면 다음과 같다.

이 지역에서 하양층군 퇴적작용이 일어난 후, 안산

암질 화산활동이 폭발상과 분류상이 번갈아 일어나

죽장화산암층을 퇴적시켜 성층화산을 형성하였다. 그

리고 66.65 Ma 경부터 유문암질 화산활동이 일어나

도일유문암, 운주산응회암과 유문암관입체를 정치시

키면서 자양 칼데라를 발달시켰다. 먼저 도일리에서

유문암질의 분류성 분출에 의해 운주산 근처까지 흘

러내려 도일유문암 용암을 정치시켰다. 66.65~66.08 Ma

무렵에 보현산 남쪽 용화리에서 대규모 폭발성 분출

로부터 화쇄류를 연속적으로 집적시켜 운주산응회암

을 정치시켰다. 이 대규모 화쇄류의 연속적 분출로

인하여 마그마가 일시에 제거됨으로써 마그마챔버의

지붕이 함몰되어 자양 칼데라가 형성되었다. 그리고

칼데라의 환상단열대를 따라 잔류 유문암질 마그마가

주입되어 60.74 Ma에 환상암맥을 형성하였으며, 이들

과 함께 중앙화구와 갈라진 틈을 따라 플러그상의 중

앙관입체와 암맥을 형성하였다.

그러므로 자양 칼데라 지역에서는 66.65 Ma에서

60.74 Ma 기간에 회류응회암-칼데라-환상암맥으로 연

결되는 하나의 완벽한 칼데라윤회를 거치는 화산과정

을 보여준다.

결 론

자양 칼데라 주변의 화산암류는 죽장화산암층, 도일

유문암, 운주산응회암, 유문암관입체 순으로 구분된다.

SHRIMP를 이용하여 U-Pb 저어콘 연대측정을 실

시함으로서 화산암류의 정치시기와 층서관계를 확실

하게 하였다. 운주산응회암은 칼데라 내부에서 66.65±

0.96 Ma, 칼데라 외부에서 66.08±0.62 Ma, 환상암맥

은 60.74±0.66 Ma의 분출 혹은 관입 연대를 나타낸

다. 이 자료에 의하면 자양 칼데라는 운주산응회암의

분출 후에 환상암맥 관입 직전의 66.08~60.74 Ma 사

이에 함몰되었음을 암시해준다.

이 층서 및 연대자료에 의하면 자양 지역에서는 회

류응회암-칼데라함몰-환상암맥으로 연결되는 하나의

완벽한 화산윤회를 거치는 복잡한 화산과정을 나타낸

다.

사 사

이 논문은 한국동력자원연구원의 도폭지질조사 연

구사업의 결과와 추가 자료에 의한 것이다. 연대측정

은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의 선도장비 이용자 프로

그램에 의한 SHRIMP U-Pb 분석으로 수행되었다.

심사를 통하여 유익한 지적을 해주신 익명의 두분 심

사자에게 사의를 표한다. 그림은 암석학 실험실 이소

진의 도움으로 제작되었다.

References

Brouand, M., Banzet, G., and Brabey, P., 1990, Zircon

behavior during crustal anatexis-Evidence from the

Tibetan Slab migmatites (Nepal). Journal of Volcanology

and Geothermal Research, 44, 149-162.

Chang, K.H., 1975, Cretaceous stratigraphy of southeast

Korea.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11, 1-23.

Chang, K.H., 1977, Late Mesozoic stratigraphy, sedimenta-

tion and tectonics of southeastern Korea. Journal of Geo-

logical Society of Korea, 13, 76-9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Chang, K.H., Ko, I.S., Lee, J.Y. and Kim, S.W., 1977,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of Gusandong

Shee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

eral Resources, 25p.

Druitt, T.H. and Sparks, R.S.J., 1985, On the formation of

calderas during ignimbrite eruptions. Nature, 310, 679-

681.

Hanchar, J.M., and Miller, C.F., 1993, Zircon zonation pat-

terns as revealed by cathodoluminescence and backscat-

tered electron images: Implications for interpretation of

complex crustal histories. Chemical Geology, 110, 1-13.

Hartman, L.A., Leite, J.A.D., Silva, L.C., Remus, M.V.D.,

McNaughton, N.J., Groves, D.I., Fletcher, I.R., Santos,

J.O.S. and Vasconcellos, M.A.Z., 2000, Advances in

SHRIMP geochronology and their impact on understand-



영천 북부 자양 칼데라 주변의 화산암류에 대한 SHRIMP U-Pb 저어콘 연대측정과 화산과정 249

Vol. 28, No. 4, 2019

ing the tectonic and metallogenic evolution of southern

Brazil. Australian Journal of Earth Sciences, 47, 829-844.

Hwang, S.K., 2002a, Collapse type and evolution of the

Guamsan caldera, southeastern Cheongsong, Korea. Jour-

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8, 199-21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2002b, Magmatic evolution of volcanic rocks

related with the Guamsan caldera, southeastern Korea.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8, 341-35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2012, Tectonic Setting and Arc Volcanisms of

the Gyeongsang Arc in the Southeastern Korean Penin-

sula. Journal of the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21,

367-38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and Choi, B.Y., 2001, Lithofacies and igneous

processes of plutonic rocks in Bohyeonsan area, northern

Yeongcheon.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37,

1-20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Jo, I.H. and Yi, K., 2016, SHRIMP zircon U-

Pb dating and stratigraphical relationship of the Bunam

Stock and Muposan Tuff, Cheongsong. Journal of Geo-

logical Society of Korea, 52, 405-41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Jo, I.H. and Yi, K., 2017a, SHRIMP U-Pb

dating and volcanic processes of the volcanic rocks in the

Guamsan caldera, Cheongsong, Korea.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50, 467-47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Jo, I.H. and Yi, K., 2017b, SHRIMP U-Pb

datings and igneous processes of the igneous rocks

around the Myeonbongsan caldera, Cheongsong, Korea.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3, 781-796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and Kim, S.-K., 1999, Type and Evolution in

the Myeonbongsan Caldera, Southern Cheongsong. Jour-

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8, 171-182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Hwang, S.K., Kim, S.W., Kee, W.-S. and Kim, J.J., 2019a,

U-Pb zircon ages and division of the Cretaceous volcanic

arc in the Korean Peninsula: Spatiotemporal evolution of

the arc volcanism.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5, 595-619.

Hwang, S.K., Kim, S.W., Kim, S.-K., Ahn, U.S., Jo, I.H.,

Lee, S.J. and Kim, J.J., 2019b, Chronostratigraphic impli-

cation of the Yucheon Group in Gyeongsang basin,

Korea. Journal of Geological Society of Korea, 55, 633-

647.

Hwang, S.K., Son, J.D., Lee, B.J. and Reedman, A.J., 2002,

Eruptive phases and volcanic processes of the Guamsan

caldera, southeastern Cheongsong, Korea. Journal of

Petrological Society of Korea, 11, 74-89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Ireland, T.R. and Williams, I.S., 2003, Considerations in zir-

con geochronology by SIMS. In: Hanchar, J.M. and

Hoskin, P.W.O. (eds.), Zircon: Reviews in Mineralogy

and Geochemistry, Mineralogical Society of America, 53,

215-241.

Jwa, Y.-J. and Kim, K.-K., 2000, Petrology of host granites

and enclaves in the Bohyeonsan area. Journal of Petro-

logical Society of Korea, 9, 187-203 (in Korean with

English abstract).

Kwon, Y.I. and Lee, I.K., 1973,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of Dopyeong Sheet. Geological and Min-

eral Institute of Korea, 9p.

Ludwig, K.R., 2008. SQUID 2: A User's Manual. Berkeley,

CA, Berkeley Geochronology Center Special Publication,

No 2, 100p.

Oh, I.S. and Jeong, G.S., 1975, Explanatory text of the geo-

logical map of Gigae Sheet, Geological and Mineral

Institute of Korea, 25p.

Smith, R.L. and Bailey, R.A., 1968, Resurge cauldrons. In

Coats et al., (eds.), Studies in Volcanology, 613-662.

Vavra, G., 1990, On zircon kinematics of zircon growth and

its petrogenetic significationce: a cathodoluminescence

study.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106,

90-99.

Vavra, G., Schmid, R. and Gebauer, D., 1999, Internal mor-

phology, habit and U-Th-Pb microanalysis of amphibo-

lite-to-granulite facies zircons: Geochronology of the

Ivrea Zone (Southern Alps). Contributions to Mineralogy

and Petrology, 134, 380-404.

Williams, I.S., 1998, U-Th-Pb geochronology by ion micro-

probe. In: McKibben, M.A., Shanks, W.C.P., and Ridley,

W.I. (eds.), Applications of microanalytical techniques to

understanding mineralizing processes. Reviews in Eco-

nomic Geology, 7, Society of Economic Geologists, 1-35.

Won J.K., Yoon, S. and So, C.S., 1980,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of Sinryeong Sheet. Korea Research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1p.

Received November 12, 2019

Review started November 15, 2019

Accepted December 11, 201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