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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enam epithermal mineralized zone is located in the southwestern part of South Korea, and hosts low sulfi-

dation epithermal Au-Ag deposit (Eunsan-Moisan) and clay quarries (Okmaesan, Seongsan, and Chunsan). Epither-

mal deposits and accompanying hydrothermal alteration related to Cretaceous volcanism caused large zoned

assemblages of hydrothermal alteration minerals.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with mineral assemblages of

alunite-quartz, alunite-dickite-quartz, and dickite-kaolinite-quartz exposed on the Okmaesan, Seongsan, and Chun-

san area.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 with three visible and near

infrared bands, six shortwave infrared bands, and five thermal infrared bands, was used to identify advanced argil-

lic-altered rocks within the Haenam epithermal mineralized zone. The distinct spectral features of hydrothermal

minerals allow discrimination of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from non-altered rocks within the study area.

Because alunite, dickite, and kaolinite, consisting of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within the study area are charac-

terized by Al-O-H-bearing minerals, these acid hydrothermal minerals have a strong absorption feature at 2.20 µm.

The band combination and band ratio transformation cause increasing differences of DN values between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 and non-altered rock. The alunite and dickite-kaolinite of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from

the Okmaesan, Seongsan, and Chunsan have average DN values of 1.523 and 1.737, respectively. These values are

much higher than those (1.211 and 1.308, respectively) of non-altered area. ASTER images can remotely provide

the distribution of hydrothermal minerals on the surface. In this way good relation between ASTER spectra analysis

and field data suggests that ASTER spectral analysis can be useful tool in the initial steps of mineral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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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남 천열수 광화대는 우리나라 남서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저유황계 천열수 금-은 광상(은산-모이산)과 점토광상(

옥매산, 성산, 춘산)을 배태하고 있다. 백악기 화산활동과 관련된 천열수 광상과 이와 함께 수반되는 열수변질작용은

열수변질광물들로 구성된 대규모의 대상분포를 야기 시켰다. 명반석-석영, 명반석-딕카이트-석영, 딕카이트-카올리나이

트-석영의 광물조합을 갖는 강고령토변질작용으로 변질된 암석들은 옥매산, 성산, 춘산지역에 노출되어 있다. 세 개의

가시근적외선 밴드, 여섯 개의 단파장적외선 밴드, 다섯 개의 열적외선 밴드로 구성된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ASTER)는 해남 천열수 광화대 내 강고령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

을 식별하는데 사용되었다. 열수변질광물들의 특정한 분광특성들은 연구지역내 변질 받지 않은 암석들로부터 강고령

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의 식별을 가능하게 한다. 연구지역 내 강고령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을 주로 구성하는

명반석, 딕카이트, 카올리나이트는 대표적인 함 Al-O-H 광물로 2.20 µm에서 강한 흡수특성을 갖는다. ASTER 밴드

조합 및 밴드비 변환은 강고령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과 비변질 암석으로부터 획득된 DN 값의 차이를 증가시킨다.

옥매산, 성산, 춘산지역으로부터 강고령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 내 명반석과 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는 각각 1.523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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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37의 평균 DN 값을 갖는다. 이러한 DN 값은 비변질 지역으로부터 획득된 DN (각각 평균 1.211과 1.308)값에 비

해 훨씬 높다. ASTER 영상은 지표환경에서 열수변질광물의 분포특성을 원격적으로 제공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

서 ASTER 분광분석과 야외지질조사 결과의 좋은 상관성은 ASTER 분광분석이 광물자원탐사의 초기 단계에서 유용

한 탐사방법이 될 수 있음을 제시한다.

주요어 : 해남 천열수 광화대, 강고령토변질작용을 받은 암석, ASTER 분광분석

1. 서 론

해남 천열수 광화대는 전라남도 해남군 황산면 부곡리

일대(UTM: 258000 mE ~ 263000 mE/ 3824000 mN

~ 3830000 mN; Fig. 1)로, 백악기 해남분지의 발달

및 화산활동과 관련된 천열수 귀금속광상(은산-모이산

광산)과 명반석-카올리나이트 점토광상(옥매산, 춘산,

백암, 성산광산)이 발달되어 있다. 연구지역 내 발달하

고 있는 천열수 귀금속 및 점토광상들은 Hedenquist

et al. (2000)에 의해 널리 사용되어 지고 있는 분류기

준에 따라 저유황(Low sulfidation)과 고유황(High

sulfidation) 천열수계로부터 형성되었다(Bowden, 2007;

Kim, 2011). 서로 대조적인 특징을 갖는 천열수계로부

터 발달하는 열수변질대의 발달양상은 다소 차이가 있

으나, 연구지역 내 열수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은 대

체적으로 명반석, 카올리나이트-딕카이트, 몬모릴로나

이트, 일라이트, 스멕타이트, 일라이트-스멕타이트, 녹

니석, 녹렴석, 석영, 방해석, 황철석 등으로 구성된 광

물조합으로 구성되어 있다(Kim, 1992; Koh, 1996;

Bowden, 2007).

여러 유형의 금속광상 중에서 반암동광상은 열수변

질광물들로 구성된 개별 열수변질대가 대상분포를 갖

는 유형의 광상으로 대표된다(Lowell and Guilbert,

1970). 열수변질대를 구성하는 열수변질광물들은 가시

근적외선, 단파장적외선, 열적외선 영역의 특정파장대

역에서 특징적인 분광학적 흡수특성을 보인다(Abrams

et al., 1983; Spatz and Wilson, 1995). 열수변질광물

들의 이러한 분광학적 특성 차이를 이용하여, 서로 다

른 광물조합으로 구성된 열수변질대를 원격적으로 도

화(mapping)하는 연구가 2000년도에 들어와서 활발히

Fig. 1. Aerial photography of the Haenam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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진행되고 있다(Rowan and Mars, 2003; Rowan et al.,

2006; Di Tommaso and Rubinstein, 2007). 특히

ASTER (Advanced Spaceborne Thermal Emission

and Reflection Radiometer) 분광반사자료는 열수변질

작용으로 형성된 열수변질대내 개별 대상의 구분과 이

들을 구성하는 열수변질광물들의 지표분포 특성을 파

악하는데 적합하다.

비록 수반되는 열수변질대의 구성광물과 발달규모면

에서 반암동광상과 다소 차이는 있으나, 천열수 귀금

속 및 천금속광상 또한 특정한 광물조합으로 구성된

열수변질대의 대상분포 특성을 보이는 광상 유형중 하

나이다(Steven and Ratt, 1960; Buchanan, 1981;

Stoffregen, 1987; Sillitoe, 1993; Fig. 2). 심부에서

천열수환경으로 상승하는 열수유체는 대규모의 광역단

층을 따라 이동하는 동안 주변암과의 반응을 통해서

대칭 또는 비대칭적인 열수변질대의 발달을 야기 시킨

다. 천열수환경에서 발달하는 열수변질대의 개별대상들

은 주로 Al-O-H를 함유하는 점토광물들로 구성되어

있어, ASTER 단파장적외선 영역내 특정 파장영역에

서 강한 흡수특성을 보인다. 따라서 열수변질광물들의

이러한 분광학적 특성은 주변지역으로부터 열수변질대

의 구분을 가능하게 한다.

이번 연구는 해남지역내 강고령토변질작용을 수반하

는 지역을 대상으로 변질된 암석의 지표분포특성, 이

를 구성하는 열수변질광물의 광물학적 및 분광학적 특

성을 이해하고, 이를 바탕으로 ASTER 분광분석을 통

한 천열수 광화대내 열수변질광물들의 지표 분포특성

파악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ASTER 분광분석을 통한

Fig. 2. Schematic cross section of the generalized patterns of alteration in high- and low-sulfidation epithermal system,

showing the representative spatial distribution of hydrothermal alteration zone from centered up-flow zone(A. High

sulfidation system: Hedenquist et al., 2000; B. Low sulfidation system: Stoffregen, 19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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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지역과 열수변질대의 식별은 광물자원탐사의 시간

과 경비의 절약이 가능하고, 천열수 광화작용이 수반

되나 아직 인지되지 않은 지역을 대상으로 한 예비조

사에 적극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2. 지 질

해남지역의 지질은 대보 화강암류들을 기저로 상부

는 유천층군에 해당하는 백악기 퇴적암류, 후기의 화

산저 관입암과 분출암 및 이와 함께 수반되는 산성 응

회암류와 화산쇄설류들로 구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중성질 화산암류(화원층과 우항리층)와 산성질 화산암

류(해남층)로 세분되며(Koh, 1996), 이 중 해남층은 다

시 6개 화산암류와 서로 시기가 다른 3개의 화성복합

체로 세분된다(Bowden, 2007).

화원층은 안산암질 라필리 응회암과 결정질 응회암,

세립질의 조면암질 안산암, 현무암질 및 안산암질 용

암류, 적갈색 실트스톤 등이 서로 교호하고 있으며, 이

들의 형성연대는 40K/40Ar 연대측정 결과 103.4±2.5

Ma에 해당한다(Kim and Nagao, 1992). 화원층의 상

부에 정합적으로 놓인 우항리층은 세립질의 흑색 내지

회색 이암으로 실트스톤이 일부 협재되어 있다.

우항리층의 상부에 정합적으로 놓인 해남층은 황산

응회암(HVf: Hwangsan tuff), 라필리 응회암질 퇴적암

(HVxo: Heterolithic crystal-rich lapilli tuffaceous

sediments), 화산성 퇴적암(HVci: Co-ignimbrite volcanic

deposit), 황산 이암(Hms: Hwangsan mudstone and

siltstone), 황산쇄설암(HV: Hwangsan volcaniclastics)

을 포함하는 5개의 하위층으로 구성되어 있다(Bowden,

2007; Fig. 3). 해남층의 최하부인 황산응회암은 피아메

(Fiamme)를 갖는 암녹색 화산재 응회암으로 층후는 대

략 20-100 m 정도이며, 석영-일라이트-일라이트/스멕타

이트-황철석 변질작용을 수반한다. 황산응회암내 잔류

부석(pumice)으로 추정되는 피아메의 산출은 초생 화

산쇄설암 또는 용결응회암임을 시사한다. 또한 하부 우

항리층으로부터 기원된 석질의 존재는 침전 당시 상당

히 폭발적 화산작용이 있었음을 지시하며, 피아메의 일

정한 배열은 압축작용 동안 용결이 가능한 고온 환경

이었음을 시사한다(Bowden, 2007). 황산 응회암 상부

의 라필리 응회암질 퇴적암은 자형 내지 반자형의 석

영과 사장석을 포함하고 있으며, 불균질한 석질 결정

들이 풍부하다. 층 내에서 관찰되는 점진적인 층리의

Fig. 3. General geological map of the Haenam area, southwestern part of South Korea, showing the general geology,

structure, mining area, and alunite occurrence (Modified from Bowden, 2007). Abbreviation: Avdb=altered volcaniclastic

debris flow breccia, Hms=Haenam mudstone and siltstone, HV=Hwangsan volcaniclastics, Ic2=igneous complex 2,

Ic3=igneous complex 3, Qa=Alluvi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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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은 화산쇄설물의 일반적 퇴적과정에 의한 결과가

아닌 하성 또는 해양환경에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을 시

사한다. 화산성 퇴적암은 결정들이 풍부한 용결응회암,

구상화산력 응회암, 용결응회암질 화산재 응회암 등으

로 구성된다. 화산성 퇴적암의 상부 황산 이암층은 부

분적으로 실트스톤이 협재되어 있고, 해남층 내에서 제

한적으로 산출되기 때문에 우항리층과 구분된다. 해남

층의 최상부는 미분화된 황산 화산쇄설암으로, 엽상의

화산재 응회암질 퇴적암(HVlm), 화산쇄설성 사암

(HVs), 화산력 응회암(HVo), 화산재 응회암(HVa), 석

질 응회암(HVl), 경석 응회암(HVp)이 서로 교호하면서

산출된다. 복잡한 암상으로 구성된 미분화 황산 화산

쇄설암은 폭발적인 화산작용에 따른 화산쇄설물로 간

주되며, 층 내에 협재된 황산 이암 및 실트스톤의 존

재는 화산활동의 소강과 함께 퇴적기가 존재하였음을

시사한다. 성산과 백암 노천채굴적 일대에 널리 분포

하는 화산쇄설성 각력암은 주로 석영안산암질 용암류,

응회암, 유문암 및 이암-실트스톤 암편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기질부는 주로 석영-녹니석-일라이트 변질작용

을 수반하고 있다(Bowden, 2007).

3. 시료 및 분석

이번 연구에서는 해남지역에 분포하는 점토광상(성

산, 부곡, 백암, 옥매산 지역)에서 산출되는 열수변질광

물들의 동정과 광물조합 및 정량적 분석을 위해서 명

반석과 점토광물들을 포함하는 시료를 대상으로 X-선

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 연구지역을 대상으로 한 야외

지질조사에서 획득된 분홍색의 명반석을 함유하고 있

는 것으로 판단되는 시료와 그 주변부에서 광물상의

변화가 인지되는 지역의 시료를 분석에 사용하였다.

X-선 회절분석에 이용된 시료는 입도 분리 또는 화

학적 처리를 거치지 않은 원 시료 자체를 분말 상태로

분쇄하여, 가능한 방향성을 가지지 않도록 X-선 회절

분석기 홀더(holder)에 장착한 후, 고분해능 X-선 회절

분석기를 이용하여 획득한 X-선 회절 자료를 Siroquant

v. 3.0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정량분석 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광물자원연구

실에서 보유하고 있는 Rikaku/ Rint2002 고분해능 X-

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였으며, 흑연 단색화된 파장

(CuKα = 1.5406Å)을 사용하였다. 정량분석을 위한 원

시료의 분석조건은 40 kv/20mA, 2~60o 2-theta 구간

에서 주사 간격 0.01o, 주사 시간 2o two-theta/min로

설정하여 회절값을 기록하였다.

4. 열수변질작용

연구지역내 백악기 천열수 광화작용(40K/40Ar age

dating, Kim and Choi, 2009)과 함께 수반되는 열수

변질작용은 프로필리틱변질작용, 강고령토변질작용

(advanced argillic alteration I, II, III, siliceous±silicic),

필릭변질작용의 순으로 순차적인 발달양상을 보인다

(Bowden, 2007). 변질작용 중에서 강고령토변질작용은

지역에 따라 발달정도의 차이로 인하여, 옥매산, 성산,

춘산, 백암지역의 강고령토변질작용은 서로 다른 광물

조합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 일반적으로 강고령토변질

작용의 광물조합은 명반석-석영, 석영-명반석-산성질 광

물들, 엽납석-딕카이트-석영으로 분류되고 있으나

(Hedenquist et al., 2000), 연구지역 강고령토변질작용

은 변질작용 I(카올리나이트, 석영, ±황철석), 변질작용

II(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 석영, ±황철석), 변질작용

III(명반석, 딕카이트-카올리나아트, 석영)으로 세분된다

(Bowden, 2007).

성산광산지역은 경제성을 갖는 카올리나이트±딕카

이트±명반석을 대상으로 개발이 되어 왔으며, 과거 성

산 명반석 노천채굴적 사면에서 명반석-석영 암체는 딕

카이트-석영-황철석의 광물조합을 갖는 강고령토변질작

용 II와 접촉하고 있다(Fig. 4A and B). 과거 성산광산

지역을 대상으로 한 시추탐사 시추코어에서 수 cm 폭

을 갖는 분홍색 명반석 맥이 흔히 관찰된다(Fig. 4C).

부곡 노천채굴적의 변질된 암석들은 주로 명반석-딕카

이트-석영 또는 명반석-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석영의

광물조합으로 구성되어 있으며(Table 1), 일부지역은 상

당히 규화된 부분들이 흔히 관찰된다(Fig. 4D).

백암 노천채굴적의 지표는 변질된 화산성 쇄설류

(altered volcanic debris flow: AVDF)로 피복되어 있

고, 하부 황산 화산암류들은 딕카이트-석영 변질작용이

발달되어 있다(Table 1, Fig. 4E). 또한 강산의 열유체

가 모암과의 반응에 의한 용탈작용으로 인해 형성된

정동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 정동들은 상대적으로 후

기 열수유체로부터 침전된 석영 결정들로 충진되어 있

다(Fig. 4F).

옥매산 지역은 대략 해발 200 m에 이르는 낮은 산

으로, 과거 카올리나이트±딕카이트±명반석을 대상으

로 개발이 되었으나 현재는 휴광상태에 있다. 옥매산

지역은 강고령토변질작용(I, II, III)이 광범위하게 발달

되어 있고(Fig. 4G and H), 옥매산 정상부(중심)에서

부터 외곽부로가면서 강고령토변질작용으로 변질된 암

석의 광물조합은 점진적인 변화를 보인다(Bowde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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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7). 이번 연구에서 옥매산지역의 변질된 암석들은

딕카이트-석영의 광물조합을 갖는 것으로 나타나지만

(Table 1), 옥매산지역 정상부는 명반석을 포함하는 강

고령토변질작용 III가 넓은 범위에 걸쳐 발달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천열수 환경에서, 상승하는 열수유체의

중심부에 발달하는 규화대 및 강고령토변질대는 광화

작용과 다소 관련성이 적으나(Hedenquist et al., 2000),

과거 Ivanhoe사에 의해 수행된 상봉(춘산)과 부곡(성산)

노천채굴적을 대상으로 한 지구화학조사는 5.82 g/t

Au과 12 g/t Ag, 0.48 g/t Au과 26.4 g/t Ag이 각각

함유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Sangbong pit,

Kirwin and Spadafora, 1994; Bugok, Panther et al.,

2000). 옥매산 지역의 파이프상 각력암으로 구성된 중

심부는 또한 저품위 금-은 광화작용(0.16 g/t Au,

<0.5 g/t Ag)을 수반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Bowden, 2007).

5. ASTER

해남지역내 강고령토변질대의 식별을 위해서 사용된

ASTER 영상자료는 2003년 3월 11일에 촬영된 것으

로 ERSDAC (Earth Remote Sensing Data Analysis

Center, Japan)에서 수신하여 Level 1B로 처리된 것이

다. ASTER 영상의 파장대역은 0.52 ~ 0.86 µm의 가

시근적외선 파장 영역(VNIR: Visible near infrared

wave length region)에서 3개의 밴드, 1.6 ~ 2.43 µm

의 단파장 적외선 파장 영역(SWIR: Short wave

infrared region)에서 6개의 밴드, 8.125 ~ 11.65 µm의

열적외선 파장 영역(TIR: Thermal infrared region)에

서 5개의 밴드로 구성되며, 각 파장대역은 각각 15 m,

30 m, 90 m의 공간해상도를 갖는다(Fujisada, 1995;

Table 2).

미국지질조사소(USGS) 광물 라이브러리로부터 선별된

대표적인 열수변질광물들의 분광특성 자료는 Envi ver.

4.8 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ASTER 밴드의 파장대역

에 맞게 재배열(re-sampling)되었다(Fig. 5). Envi ver.

4.8의 FLAASH를 사용하여 대기보정이 이루어졌으며,

이와 함께 복사휘도(Radiance)는 반사도(Reflectance)로

변환되었다. 일반적으로 Fe3+을 포함하는 철산화광물

Fig. 4. Occurrences of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of

the Haenam area. A-D. Alunite occurrences and siliceous

alteration of the Seongsan and Bugok open pit. E-F. Advanced

argillic altered rocks, consisting of dickite-quartz assemblage

of the Baekam open pit. G-H. Advanced argillic-altered

rocks, consisting of dickite-quartz of the Okmaesan open

pit. Abbreviations: alu= alunite, AVDF= altered volcanic

debris flow, dic= dickite, HV= Hwangsan volcanics, py=

pyrite, qtz= quartz.

Table 1. Results of quantitative XRD analyses of the representative argillic-altered rocks from the Haenam area

Sample no. qtz alu dic kao Description

HNSS01 13.0 87.0 - - Seongsan (alunite pit)

HNSS02 76.6 - 23.4 - Seongsan (peripheral zone)

HNBG01 14.3 15.5 70.2 - Bugok I

HNBG02 18.9 11.8 40.7 28.7 Bugok II

HNBA 84.1 - 15.9 - Baekam

HNOMS 4.4 - 95.6 - Okmaesan

Abbreviations: alu=alunite, dic=dickite, kao=kaolinite, qtz=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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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은 ASTER 밴드 1과 3에서, Al-O-H를 포함하는

점토광물, 명반석, 백운모/견운모는 밴드 5와 6, Fe-OH

를 포함하는 자로사이트와 Fe-백운모로부터 인지되는

Fe-OH는 밴드 7, Mg-OH를 포함하는 녹니석, 녹렴석,

탄산염의 흡수 특성은 밴드 8에서 강하게 발생한다

(Rowan et al., 2003). 특정 광물들을 구성하는 화학원

소들은 특정 파장에서 강한 흡수 및 반사특성을 보이

기 때문에, ASTER 밴드의 파장대역으로 재배열된 각

밴드들의 밴드 조합(Band combination) 및 밴드 비

(Band ratio)를 통해서 얻어진 디지털 수치(Digital

numerical value: DN)는 주변지역 수치와의 차를 증

가 시킨다. 따라서 특정 광물로 농집된 지역을 그 주

변지역으로부터 식별하는데 용이하게 사용될 수 있으

며, GIS 시스템과의 연계가 용이하기 때문에 정확한

위치정보를 제공할 수 있다.

6. 연구결과 및 토의

6.1. 열수변질광물의 분광학적 특성

상승하는 천열수 유체와 주변모암과의 반응에 의해

야기되는 강고령토변질작용은 그 기원과 발달양상에 있

어 다소 차이가 있으나, 주변모암과 반응하는 동안 유

체 내 pH의 점진적인 증가는 서로 다른 광물조합을

갖는 개별 변질대가 대상분포를 이룬다(Fig. 2). 강고령

토변질작용을 구성하는 명반석과 카올리나이트(±딕카

이트)는 2.165 µm와 2.2 µm 파장에서 Al-O-H로부터

Table 2. ASTER spectra bandpass

Region

ASTER

Band

number

Spectral

range(µm)

Spatial

Res.(m)

Quantization 

levels

VNIR 1 0.520-0.600

15

8 bits

2 0.630-0.690

3N 0.780-0.860

3B 0.780-0.860

SWIR 4 1.600-1.700

30

5 2.145-2.185

6 2.185-2.225

7 2.235-2.285

8 2.295-2.365

9 2.360-2.430

TIR 10 8.125-8.475

90 12 bits

11 8.475-8.825

12 8.925-9.275

13 10.25-10.95

14 10.95-11.65

Fig. 5. A. Laboratory spectra of muscovite, kaolinite, epidote, chlorite, calcite, and alunite that are representative hydrothermal

minerals (Clark et al., 1993). Alunite and Kaolinite are typically associated with argillic altered rocks, muscovite is typically

associated with phyllic altered rocks. Epidote, chlorite, and calcite are typically associated with propylitic altered rocks. B.

Laboratory spectra of limonite, jarosite, hematite, and goethite, which are common supergene minerals in epithermal system

(Mars and Rowan, 2006). C. Spectra re-sampling of representative hydrothermal minerals in epithermal system to ASTER

bandpas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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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기되는 강한 흡수 특성을 보인다(Hunt, 1977; Hunt

and Ashley, 1979; Rowan et al., 2003). 고령토변질

작용으로 견운모화된 암석에서는 2.2 µm와 2.35 µm

파장에서 강한 흡수 특성을 보인다(Abrams and Brown,

1984; Spatz and Wilson, 1995). 일반적으로 열수변질

대의 가장 외곽부 또는 저온환경에서 발달하는 프로필

리틱변질작용을 받은 암석들은 주로 녹니석, 녹렴석,

방해석 등으로 구성되며, 2.31~2.33 µm에서 Fe, Mg-O-

H와 CO3의 강한 흡수 특성을 보인다(Rowan and Mars,

2003; Fig. 5A). 후생성 환경(Supergene environment)

에서 발달하는 모암 변질작용은 주로 명반석, 카올리

나이트, 갈철석, 침철석, 적철석 및 자로사이트(jarosite)

등으로 구성되며, 주로 Fe3+을 함유하고 있는 적철석,

자로사이트, 갈철석등은 0.97~0.83 µm와 0.48 µm에

서 강한 흡수 분광특성을 갖는다(Hunt et al., 1971;

Fig. 5B). Fe2+의 흡수파장대역은 1.65~0.6 µm로

Fe3+의 흡수파장대역에 비해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 나타나는 것을 고려할 때, Fe3+를 함유하는 후생

성 철산화광물들과의 구분이 용이하다(Fig. 5A and B).

6.2. 강고령토변질작용으로 변질된 암석의 식별

연구지역 내 명반석은 성산과 옥매산지역을 중심으

로 산출되고 있으며, 춘산지역에서 미약하게 산출되고

있다(Kim, 1992; Bowden, 2007). 연구지역내 강고령

토변질작용으로 변질된 암석들을 구성하는 광물조합은

X-선 회절분석을 통해서 확인 되었다(Fig. 6; Table 1).

천열수 환경에서 산출되는 명반석의 형성환경은 지

표환경에서의 ‘‘Steam-heated’’, 마그마-열수성, 마그마

성 ‘‘Steam’’, 후생성 환경(Supergene environment)으

로 세분되며, 각각의 환경에서 산출되는 명반석은 산

출특성에 있어서 차이를 보인다(Rye et al., 1992). 천

열수 환경에서 산출되는 명반석은 일반적으로 다양한

조성을 갖으며, 이러한 조성적 차이는 명반석의 생성

환경을 반영한다(Deyell et al., 2005). 명반석의 조성

은 KAl3(SO4)2(OH)6으로 대표되지만, K는 Na, Ca, Ba,

Sr, REE 및 Pb와 Al3+는 Fe3+과 (SO4)
2-는 (PO4)

3-

가 각각 치환을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러나 연구지

역 내 산출되는 명반석은 Al, S, K으로 구성된 단순한

조성을 갖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으며(Bowden, 2007),

안정동위원소의 분석 결과는 마그마성 ‘‘Steam’’

(Bowden, 2007) 혹은 지표환경의 ‘‘Steam-heated’’

(Kim, 2011)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명반석은 (Ca, Na)-명반석과 K-명반석으로 화학적

구분이 가능하며, 이들의 분광학적 특성 차이는 존재

하나 그 차이는 크지 않다. 그러나 연구지역에서 산출

되는 명반석은 K-명반석으로 보고되어 있어(Bowden,

2007), 이번 연구에서는 K-명반석의 분광특성을 기본

으로 하였다. ASTER 분광분석을 통해 획득된 명반석

의 디지털 수치는 ASTER 밴드 5(2.17 µm)와 밴드

7(2.26 µm)에서 Al-O-H의 강한 흡수 및 반사특성을

보이기 때문에(Table 3), 밴드 조합 및 비를 이용한

비연산 모델은 다음과 같다.

AluASTER=

연구지역 내 명반석을 위한 비연산모델의 적용은 성

band7 band7×

band5 band9×
-------------------------------

Fig. 6. The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representative

argillic-altered rocks from the Haenam area. Abbreviations:

A= alunite, D= dickite, HNBA= Baekam, HNBG= Bugok,

HNOMS= Okmaesan, HNSS= Ssongsan, K=kaolinite, Q=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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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 옥매산, 춘산, 백암지역으로부터 획득된 DN 값이

1.665, 1.549, 1.434, 1.443으로 명반석이 산출되지 않

는 은산과 모이산지역의 DN 값(평균 1.2)에 비해 현

저히 높게 나타난다(Table 3). 이러한 연구결과는 해남

지역내 명반석의 농집대가 적색으로 반영되며(Fig. 7),

이번 야외지질조사의 결과(Table 1) 및 문헌자료로

(Bowden, 2007)부터 명반석의 산출이 확인된 지역과

일치하는 것이 확인된다. 야외지질조사 및 문헌자료에

서 인지되지 않는 명반석의 농집대가 일부 해안지역을

중심으로 반영이 되고 있으나(Fig. 7), 이들 지역은 현재

성산광산이 점토광석의 매적장으로 사용되는 지역이다.

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가 산출되는 강고령토변질작

용 I과 II는 명반석을 포함하는 변질작용 III과 마찬가

지로 옥매산, 성산, 춘산지역을 중심으로 광범위하게

발달하고 있다. 이들 지역을 중심으로 산출되는 딕카

이트와 카올리나이트는 결정학적 조건에서 구별될 수

있으나(Bowden, 2007), 일반적으로 딕카이트와 카올리

나이트는 동일조성을 갖기 때문에, 광물을 구성하는 특

Table 3. Representative mean band ratio values of hydrothermal minerals from the Haenam area

Wavelength (µm) Band no. Seongsan Okmaesan Eunsan Moisan Chunsan Baekam

0.56 1 3866 2614 3164 2241 792 3995

0.66 2 3928 3156 3389 2547 813 4095

0.81 3 4187 3719 3544 3397 1695 4368

1.66 4 2389 3578 3417 3582 1696 3876

2.17 5 999 1505 2246 2354 918 1832

2.21 6 1023 1686 2248 2531 909 1853

2.26 7 1455 2097 2561 2801 1162 2276

2.34 8 1165 1772 2386 2603 864 2055

2.40 9 1273 1886 2443 2723 1026 1960

Alunite AluASTER 1.665 1.549 1.195 1.224 1.434 1.443 

Dickite-kaolinite Dic-KaoASTER 2.071 1.733 1.299 1.317 1.618 1.526 

Fig. 7. Results of band combination and band ratio transformation model for alunite occurrences in 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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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원소들의 분광학적 특성을 바탕으로 하는 ASTER

분광분석에서는 이들을 하나의 단위로 간주하였다.

딕카이트와 카올리나이트는 밴드 5, 6, 7에서 강한

흡수 및 반사 분광특성을 보이기 때문에, 딕카이트-카

올리나이트 식별을 위한 비연산모델은 다음과 같이

ASTER 밴드 조합 및 밴드 비로 구성되어져 있다.

Dic - KaoASTER=

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 비연산모델의 적용은 연구지

역내 성산과 옥매산지역을 중심으로 딕카이트-카올리나

이트의 농집대가 자색으로 반영되어 나타난다(Fig. 8).

위 모델의 적용결과, 이들 지역으로부터 획득된 DN

값은 2.071과 1.733으로 은산과 모이산으로부터 획득

된 DN 값(평균 1.308)에 비해 현저히 높은 값은 것으

로 확인된다(Table 3). 이번 연구에서 사용된 딕카이트

-카올리나이트 비연산모델은 성산과 옥매산지역을 중심

으로 일부지역에 국한되어 나타나며, 기존 문헌자료와

야외지질조사로부터 확인된 춘산 및 백암 노천채굴적

주변지역에서는 딕카이트-카올리나이트 농집대의 식별

이 가능하지 않다.

천열수 환경에서 강고령토변질작용은 일반적으로 규

화작용과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련을 갖고 있으며

(Hedenquist et al., 2000; Fig. 2), 해남지역내 규화

대의 발달은 옥매산, 춘산, 성산, 모이산 지역을 중심

으로 그 중심부에 소규모로 발달하고 있다(Bowden,

2007). 규화작용 및 규질 변질작용의 구분은 열수계의

형태와 공간적 관련성 및 다양한 형태의 규질물과 밀

접하게 관련된 천열수 광석을 이해하는데 상당히 중요

하다(Hedenquist et al., 2000). ASTER 파장영역 중

에서, TIR (Thermal Infrared) 분광자료로부터 획득될

수 있는 Qi (Quartz Index, Ninomiya, 2003)지수는

규화대의 식별에 용이하나, 연구지역내 발달하고 있는

규화대의 규모가 수 m에 불과하여, TIR의 공간해상도

90 m를 고려하면 이의 식별이 불가능한 것으로 판단

된다.

일라이트-스멕타이트-석영의 광물조합을 갖는 고령토

변질작용은 고유황천열수계에서 일반적으로 강고령변

질작용의 외곽부에 발달하나, 연구지역 내 강고령토변질

작용을 수반하는 옥매산, 성산, 춘산지역에서 고령토변

질작용의 발달이 관찰되지 않는다(Bowden, 2007). 그

러나 저유황 천열수계로부터 발달하는 모이산지역은 일

라이트-펜자이트-황철석-석영의 광물조합을 갖는 필릭

변질대가 그 중심에서 발달하고 있고, 필릭변질대 내

band7 band7×

band5 band6×
-------------------------------

Fig. 8. Results of band combination and band ratio transformation model for dickite-kaolinite occurrences in purp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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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소규모의 규화대가 발달되어 있다(Bowden,

2007; KIGAM, 2009). 필릭변질대는 일반적으로 견운

모화 암석으로 대표되나, 실제 이들 지역의 변질된 암

석을 구성하는 광물조합은 석영-일라이트(KIGAM,

2009)와 석영-펜자이트-황철석-석영(Bowden, 2007)으

로, 이들을 암상 및 광물학적 특성에 근거한 분류기준

(Hedenquist et al., 2000)에 근거하면 고령토변질작용

과 대비될 수 있다. 그러나 이들의 발달 규모가 작고

노출된 부분이 대부분 식생으로 피복되어 있어 지표로

부터 이들의 분광자료 획득이 용이하지 않다. 또한 열

수변질광물의 농집대가 상당히 좁은 지역 내에서 제한

적으로 분포하는 경우, 서로 다른 광물로부터 발생하

는 분광학적 혼합(spectral mixing)현상에 의해서 올바

른 자료의 획득이 어려운 것으로 판단된다.

7. 결 론

연구지역 내 강고령토변질작용은 옥매산, 성산, 춘산,

백암지역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 강고령토변질작용

으로 변질된 암석들은 주로 명반석, 카올리나이트, 딕

카이트 등 Al-O-H를 함유하는 광물들로 구성되어 있

어, 대략 2.2 µm의 ASTER 단파장적외선 영역에서

강한 흡수특성을 갖는다. 광물이 가지는 고유한 분광

학적 특성에 근거할 때, 강고령토변질작용을 수반하는

지역을 대상으로 ASTER 밴드의 조합 및 비 변환을

통한 분광분석은 주변지역과의 DN값 차이를 증가시킴

으로써 열수변질광물들의 지표 분포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해남지역내 ASTER 분광분석의 결과는 야외지질조

사 및 광물학적 연구(X-선 회절분석)를 통한 열수변질

광물들의 지표 분포특성 결과와 일치한다. 해남 천열

수 광화대 내 ASTER 분광분석을 통한 강고령토변질

대 분포 지역의 식별은 천열수 광화대 내 열수변질대

작성을 가능하게 한다. ASTER 분광분석과 야외지질

조사 및 광물학적 연구 간의 좋은 상관성은 열수변질

대를 대상으로 한 ASTER 분광분석이 야외지질조사에

필요한 시간과 경비를 줄이는 것은 물론, 천열수광상

의 탐사를 위한 방법으로서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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