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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 Mo-W 열수 맥상 광상의 유체 진화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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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olution of Hydrothermal Fluids at Daehwa Mo-W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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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ehwa Mo-W deposit is located within the Gyeonggi massif. Quartz and calcite vein mineralization

occurred in the Precambrian gneiss and Jurassic granites. Three main types (Type I: liquid-rich H2O type, Type II:

vapor-rich H2O type, Type III: CO2-H2O type) of fluid inclusions were observed and are classified herein based on

their phase relations at room temperature. Within ore shoots, type III fluid inclusions have been classified into four

subtypes (type IIIa, IIIb, IIIc and IIId) based on their volume percent of aqueous and carbonaceous (CO2) phase at

room temperatures combined with their total homogenization behavior and homogenization behavior of CO2 phase.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primary type I fluid inclusions in the quartz range from 374oC to 161oC with

salinities between 13.6 and 0.5 equiv. wt.% NaCl.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primary type III fluid inclu-

sions in quartz of main generation, are in the range of 303oC to 251oC. Clathrate melting temperatures of the

type III fluid inclusions were 7.3 to 9.5oC, corresponding to salinities of 5.2 to 1.0 equiv. wt. % NaCl. Melting and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CO2 phase of type III fluid inclusions were –57.4 to –56.6oC and 29.0 to 30.8oC,

respectively. Fluid inclusion data indicate a complex geochemical evolution of hydrothermal fluids. The Daehwa

early hydrothermal system is characterized by H2O-CO2-NaCl fluid at about 400oC. The main mineralization

occurred by CO2 immiscibility at temperatures of about 300 to 250oC. At the late base-metal mineralization aque-

ous fluid formed by mixing with cooler and less saline meteoric ground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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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화광상은 경기육괴의 편마암류와 화강암류에 발달한 열극을 충진 발달한 함 Mo-W 열수 맥상 광상이다. 대화광

상의 몰리브덴-텅스텐 광화작용과 관련된 주요 수반광물인 석영에서 관찰되는 유체포유물은 상온 (20oC) 에서의 상

(phase) 관계와 냉각 및 가열 실험을 통해 측정된 균일화 온도와 상변화를 기초로 하여 3가지 주요 유형 (Type I, 액상

이 우세한 H2O-NaCl 유형; Type II, 기상이 우세한 H2O-NaCl 유형; Type III; CO2-H2O-NaCl 유형) 으로 분류된다. 또

한, 함 CO2 Type III 유체포유물은 CO2 균일화 및 최종 균일화 특성을 바탕으로 4가지 유형 (IIIa, IIIb, IIIc, IIId)

으로 세분된다. 대화광상 Type I 유체포유물의 균일화 온도는 약 374oC~161oC로 넓은 범위를 보여주며, 염농도 역시 약

13.6~0.5 equiv. wt. % NaCl의 넓은 조성 범위를 보인다. Type III 유체포유물 냉각 실험 시 측정된 CO2 상의 용

융 온도는 –57.4~-56.6oC이며, CO2 균일화 온도는 29.0~30.8oC이다. 또한 CO2 clathrate 용융 온도는 7.3~9.5oC로

염농도는 5.2~1.0 equiv. wt. % NaCl이고, 최종 균일화 온도는 303oC~251oC로 비교적 좁은 범위로 확인되었다.

CO2-H2O-NaCl계 (Type III) 유체포유물의 경우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염농도 역시 감소하는데, 이는 높은 염농도를

가진 H2O-NaCl계 유체와 낮은 염농도를 가진 CO2-H2O-NaCl계 유체의 불혼화에 의해 열수의 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Type I 유체포유물은 온도 감소와 염농도 사이의 뚜렷한 변화가 인지되지 않았다. 따라서, 대화 열수계의

함 몰리브덴-중석 광화작용은 400oC, 5.2 equiv. wt.% NaCl의 염농도를 가진 광화유체로부터 시작되어, 약 350oC 부근에

서 유체의 불혼화 용융에 의해 진행되었다. 이후 대화 열수계에 유입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염농도를 갖는 유체 (천

수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암석 비를 갖는 열수유체) 의 혼입 작용에 의해 후기 천금속 광화작용이 야기되었다.

주요어 : 대화, 몰리브덴-텅스텐, 유체포유물, H2O-CO2-NaCl, 불혼화 용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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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대화광상은 충청북도 충주시 앙성면 능암리 및 돈산

리에 위치하고 있으며,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를

관입한 쥬라기 화강암류 내에 발달된 열극을 충진한

열수 맥상 광상으로 남북 방향에 가까운 수개조의 평

행한 함 몰리브덴 및 중석 석영맥으로 구성된 다금속

광상이다.

본 광상에서는 1938~1945년에 텅스텐정광 538.6

M/T (WO3 67%) 과 몰리브덴정광 484.3 M/T (MoS2

90%) 이 생산되었고, 1962~1968년에는 텅스텐정광

39.3 M/T (WO3 67%) 과 몰리브덴정광 921.4 M/T

(MoS2 90%) 이 생산되었다 (KORES, 2010).

대화광상에 대한 기존 연구는 기존 개발 광체 등을

대상으로 광물 공생관계, 유체포유물, 동위원소 분석

등을 통하여 다양하게 이루어진 바 있다 (Park et al.,

1974; Park et al., 1985; So et al., 1983). 특히, 대

화광상 유체포유물 연구 결과 함 CO2 유체포유물이

다량 관찰됨으로써 대화광상의 열수계는 CO2가 풍부

한 유체였음이 확인되었으며, Park et al. (1974) 은

액체 CO2 유체포유물의 충진 온도가 함 중석 광물 정

출 시기와 거의 동시기이며 약 250oC, 500 bar 이상

인 환경에서 함 CO2 유체에서 기상이 분리되었을 것

으로 추정하였다. So et al. (1983) 은 유체포유물 실

험 결과로부터 광화작용이 일어날 당시의 압력이 100-

350 bar이며, 이때의 심도는 정수압과 암압이 교차하는

약 1,250 m로 추정하였다. Park et al. (1985) 은 중

석 및 몰리브덴 등 주요 광석광물 광화기의 유체 내에

CO2가 우세하였으며, 황화광물 정출기인 광화 후기 광

화작용은 CO2가 거의 없는 유체에서 진행되었음을 제

시하였다. 이들 연구 결과에 따르면, 대화광상은 광화

초기 약 250oC, 500 bar 이상의 환경에서 균질한

H2O-CO2 광화유체가 불혼화 분리되며 주요 광석광물

의 정출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남갱과 본갱에서 채취한 갱내 시료

와 함께 2011년에 새로운 잠두 광맥의 확인을 위해

시추한 11-2, 11-3, 11-4호 공 시료 중 함 몰리브덴

및 중석 석영맥 시료를 대상으로 유체포유물 실험·연

구를 수행하였으며, 유체포유물에 대한 냉각 및 가열

실험 결과 (용융 온도, 균일화 온도, 염농도 등) 와 각

상의 부피비를 이용한 CO2 농도, CO2 밀도, CO2 몰

분율 등 광화작용 관련 열수계의 물리·화학적 특성을

정량적으로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이들 결과를 바탕으

로 광화작용과 관련된 대화 열수계의 물리·화학적 환

경과 광화유체의 기원 및 진화과정을 규명하여 제시하

고자 한다. 

2. 지 질

대화광상은 경기육괴의 경기편마암복합체의 한반도

주요 몰리브덴-텅스텐 광화대인 황강리 광화대 북부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편마암류와 이

Fig. 1. Geological map of Daehwa deposit (after Shin, 19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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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관입한 쥬라기 화강암류로 구성되어있다 (Shin,

1972; Fig. 1). 광상 일대에 분포하는 선캠브리아기 편

마암류는 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 편상 편마암, 화강

암질 편마암으로 분류되며, 남남서-북북동 방향으로 길

게 대상 분포하고 있다 (KORES, 2010). 엽리는 대체

로 N15oE~N25oW, 30o~70oE로 발달하며, 흑운모 화

강암이 편마암류를 둘러싸며 사방에서 관입하고 있다.

광상은 주로 화강편마암에 발달하고 있지만 일부 석영

반암 내에도 광맥이 발달하며, 광상 남단에서는 화강

암 내에도 발달하고 있다 (Park et al., 1985).

호상 흑운모 편마암은 편상 흑운모 편마암과 화강암

질 편마암에 점이적인 상태로 암상을 변화시키며 접하

고 있다. 주 구성광물은 흑운모, 장석, 석영이며, 부 구

성광물은 각섬석, 백운모, 녹니석, 견운모이다. 이 중

일부 장석은 견운모 내지 백운모로 변질을 되었다

(KORES, 2010).

편상 편마암은 흑운모 화강암에 의하여 관입당하고

있으며 산성 암맥이 다양한 규모로 관입되어있다. 또

한 남북으로 호상 흑운모 편마암과 접하고 있고, 동서

로는 화강암질 편마암과 접하고 있다. 주 구성광물인

흑색 운모류가 뚜렷한 엽리를 보이고, 이를 따라 안구

상 장석 결정이 배태되어 있다. 또한 녹니석이 풍부한

곳은 진한 녹색을 띠기도 하며, 석영의 결정이 쇄설되

어 취합된 것도 관찰할 수 있다. (Park and Yeo, 1971).

화강암질 편마암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 중 가

장 넓게 분포하고 있다. 중립 내지 조립질의 입상 변

정질 조직이며, 엽리의 발달은 미약하다. 주로 석영, 장

석, 흑운모 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부분적으로는 거정

의 장석에 의한 반상 변정질 조직을 나타내기도 한다.

흑운모 화강암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를 관입하

고 있으며, 가장 넓게 분포한다. 주로 석영, 장석, 흑운

모로 구성되어있으며, 중립 내지 조립질이고 등립상 조

직을 보인다.

석영반암은 편마암류와 화강암류를 암맥상으로 관입

하고 있으며, 광산 북쪽에는 여러 조의 암맥상 석영반

암이 평행하게 산출 분포하고 있다. 암맥의 폭은

5~30 m 정도이다.

3. 연구 방법

유체포유물 실험·연구는 광상의 몰리브덴 및 중석

광화작용과 관련된 맥상 석영을 대상으로 실시하였다.

석영을 양면 연마박편으로 제작하여 현미경 하 냉각 및

가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Linkam Scientific

Instruments의 THMS 600 Heating/Freezing stage

를 이용하였다. 냉각 및 가열 실험 시 정확도를 높이

기 위하여 온도가 확인된 인공 시료를 대상으로 보정

작업을 하였고, Haynes (1985) 가 제안한 반복 냉각

법을 활용하였다.

냉각 및 가열 실험 과정에서 각 상의 변화를 관찰하

며 상변화가 이루어지는 온도를 측정하였다. 본 연구

에서 특징적으로 관찰되는 함 CO2 유체포유물의 실험

과정을 기술하면 다음과 같으며 대표적인 한 시료에

대한 실험 과정이 Fig. 2에 제시되어 있다. 상온

(20oC) 에서 관찰되는 함 CO2 유체포유물을 –190oC

이하로 완전히 냉각한 후, 서서히 온도를 올리며 CO2

용융 온도를 측정하였다. 그 후 계속적인 가열을 하다

가 clathrate 용융 온도를 측정하였고, 기상 CO2

(Vco2) 또는 액상 CO2 (Lco2) 로 CO2 균일화가 이루

어지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액상 (Laq), 액

상 CO2 (Lco2) 또는 기상 CO2 (Vco2) 로 최종 균일

화되는 것을 확인하였다.

가열 실험에서 측정되는 균일화온도의 측정 오차는

±1.0oC이며, CO2의 균일화 온도 측정 오차는 ±0.2oC

Fig. 2. Sequence of photomicrographs showing the phase

changes observed CO2-bearing fluid inclusion (Type III) in

quartz during freezing/heating cycle. (A) Type III fluid inclusion

at 20oC (B) freezing at -190oC (C) CO2 melting at -57.4oC

(D) clathrate melting at 9.1oC (E) CO2 homogenization into

VCO2
 at 30.2oC (F) total homogenization into Laq at 290oC.



14 조진희·최상훈

이다. 염농도는 일반 유체포유물의 경우 H2O-NaCl계

의 freezing-point depression (Potter et al., 1978) 을

이용하였고, 함 CO2 유체포유물 (Laq+LCO2
+VCO2

)

의 경우, 수화물 용융 온도 (Diamond, 1992) 를 이용

하여 산출하였다.

4. 연구 결과

4.1. 유체포유물의 분류

유체포유물 연구 시 관찰되는 유체포유물은 상온

(20oC) 에서의 상 (phase) 관계를 기초로 하여 다음의

3가지 유형 (Type I, II, III) 으로 분류된다 (Fig. 3).

Type I 유체포유물 (aqueous, liquid-rich) : 관찰되는

유체포유물 중 가장 우세한 유형으로, 기상과 액상으

로 구성된다. 액상이 우세하여 가열 실험 시 액상으로

균일화된다. Type I 유체포유물 중 일부는 냉각 후 서

서히 가열 시 CO2 수화물 용융이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는 액상에 극히 미량의 CO2 (≤0.85 mole CO2) 가

함유되어있기 때문이다 (Hedenquist and Henley,

1985). 이러한 유체포유물을 Type Ib로 구분하였다.

Type II 유체포유물 (aqueous, vapor-rich) : 일부

시료에서만 시공간적으로 제한되어 산출되는 유형이다.

기상과 액상으로 구성되며, 기상이 우세하여 가열 실

험 시 기상으로 균일화된다. 대부분 유체포유물의 크

기가 매우 작아 (<10 µm) 실험이 매우 힘들며, 특히

냉각 실험에 어려움이 많은 유형이다.

Type III 유체포유물 (liquid CO2-bearing) : liquid

H2O, liquid CO2, vapor CO2 등 3상으로 구성되며,

CO2 균일화와 최종 균일화가 어떤 상으로 이루어지는가

에 따라 Type IIIa, IIIb, IIIc, IIId로 세분된다 (Fig. 3).

4.2. 유체포유물의 특성

Type I 유체포유물의 균일화 온도는 374~161oC로

넓은 범위를 보여주며, 염농도 역시 13.6~0.5 equiv.

wt.% NaCl의 넓은 조성 범위로 확인되었다 (Figs. 4

and 5).

Type III 유체포유물의 경우 액상 및 기상 CO2가 차

지하는 부피비는 약 23~59%이며, 최종 균일화 온도 범

위는 303oC~251oC로 Type I에 비해 비교적 좁은 범

위로 확인되었다. CO2 상의 용융 온도 범위는 –57.4

~–56.6oC이며, CO2 clathrate 용융 온도는 7.3~9.5oC

이고, CO2 균일화 온도는 29.0~30.8oC이다 (Fig. 6).

CO2 clathrate 용융 온도로부터 계산된 염농도는

5.2~1.0 equiv. wt.% NaCl이다. CO2 상의 용융 온도

가 대부분 –56.6oC 부근에서 측정되어 CO2 phase 내

에 CH4나 N2 등이 거의 없는 비교적 순수한 CO2로

구성되었음이 확인된다 (Burruss, 1981).

Type III 유체포유물의 성분과 밀도는 상온에서 관찰

되는 CO2 상과 액상의 부피비, 측정된 용융 온도와

균일화 온도를 바탕으로 계산되었다. 이때 이용되는 부

피비는 현미경 하 관찰되는 유체포유물을 디지털카메

라로 촬영한 후, 오토캐드를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O2

밀도는 균일화 온도와 CO2 균일화가 어떤 상으로 이

루어지는가에 따라 Span and Wagner (1996) 가 제

안한 식을 이용하여 계산하였다. CO2가 액상으로 균일

화되는 경우 eq. 1, 기상으로 균일화되는 경우에는 eq.

2를 이용하였다. 액상 밀도는 Bodnar (1983) 의 식에

따라 최종 균일화 온도와 염농도를 이용하여 계산하였

다 (eq. 3).

Fig. 3. Type of fluid inclusions. L=liquid, V=vapor, aq=aque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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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q. 1]

T
c
 = 304.1282K, ρ

c
 = 467.6 kg/m3, 

a1 = 1.9245108,

a2 = -0.6238555, a3 = -0.32731127, 

a4 = 0.39245142

t1 = 0.34, t2 = 1/2, t3 = 10/6, t4 = 11/6

[eq. 2]

T
c
 = 304.1282K, ρ

c
 = 467.6 kg/m3, 

a1 = -1.7074879,

a2 = -0.82274670, a3 = -4.6008549, 

a4 = -10.111178, 

a5 = -29.742252, t1 = 0.340, t2 = 1/2, t3 = 1,

t4 = 7/3, t5 = 14/3

RHO = 0.9923 − 3.0512 × 10-2A2− 2.1977 × 10-4A4 +

8.6241 × 10 -2B − 4.1768 × 10 -2AB +

1.4825 × 10-2A2B + 1.4460 × 10-3A3B −

3.0852 × 10-9A8B + 1.3051 × 10-2AB2 −

6.1402 × 10-3A2B2 − 1.2843 × 10-3B3 +

3.7604 × 10-4A2B3 − 9.9594 × 10-9A2B7

[eq. 3]

ln
ρ′
ρc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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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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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 ⎞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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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n
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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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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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

Tc

----–⎝ ⎠
⎛ ⎞

t
i

i=1

4

∑=

Fig. 4. Frequency histogram of salinities (equiv. wt.%

NaCl) in quartz, Daehwa deposit.

Fig. 5. Frequency histogram of homogenization temperatures

in quartz and fluorite, Daehwa deposit.

Fig. 6. Frequency histogram of CO2 homogenization

temperatures in quartz, Daehwa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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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HO = density(g/cm3), A = temperature(oC/100), B =

salinity(wt.%/10)

Type III 유체포유물의 CO2 밀도는 각각 IIIa: 0.57~

0.63 g/cm3, IIIb: 0.54~0.61 g/cm3, IIIc: 0.32~0.39

g/cm3, IIId: 0.32 g/cm3이고, CO2 몰분율은 IIIa:

0.15~0.16, IIIb: 0.09~0.16, IIIc: 0.06~0.11, IIId:

0.19이다. CO2 균일화가 액상으로 이루어지는 Type IIIa

와 IIIb 유체포유물의 CO2 밀도가 기상으로 균일화되

는 Type IIIc, IIId 보다 높은 것으로 확인되었다. 하

지만 CO2 몰분율은 유형에 따른 변화가 인지되지 않

았다 (Table 1).

광화작용과 관련된 H2O-CO2-NaCl계 유체포유물

(Type III) 의 최종 균일화 온도와 실험 결과로부터 계

산된 CO2 밀도, CO2 몰분율을 그래프에 도시하여 광

화작용 당시의 압력을 추정하였다 (Fig. 7). Type III

유체포유물은 1 kb CO2-H2O 와 1 kb CO2-H2O-2.6

wt.% NaCl 솔버스 사이에 도시되어진다. Type III 유

체포유물 평균 염농도는 3 wt.% NaCl로 대화광상의

CO2를 포획한 유체포유물 (광화작용 시의 유체) 조성

은 CO2-H2O 와 1kb CO2-H2O-2.6 wt.% NaCl으로

간주될 수 있다. 따라서 Type III 유체포유물의 CO2

몰분율과 균일화 온도로부터 유추할 수 있는 압력은

약 500~1000 bar이다 (Tödheide and Frank, 1963;

Shepherd et al., 1985; Hendel and Hollister, 1981).

Fig. 8은 CO2 밀도와 최종 균일화 온도를 통해 광화

작용 당시의 압력을 추정한 것으로, 약 300~850 bar

로 유추할 수 있으며, CO2 몰분율을 이용해 추정한

압력과 비슷한 범위를 보이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이처럼 압력이 300~850 bar로 넓은 범위로 나타나는

이유는 주 광화작용이 일어난 시기에 광화유체가 진화

Table 1. Microthermometric data for Type III fluid inclusions in quartz, Daehwa deposit

Tm-

CO2

Tm-

clathrate

Th-

CO2

Th-

total

wt.%

NaCl

vol.%

H2O

Density (g/cm3)
XCO2

XH2O
XNaCl

CO2 aq. total

IIIa
-56.8 7.8 30.4 254.5 4.3 61.3 0.57 0.82 0.72 0.15 0.83 0.02 

-57.4 8.9 29.0 279.0 2.2 64.5 0.63 0.75 0.71 0.16 0.83 0.01 

IIIb

-57.3 8.0 30.6 274.0 3.9 65.3 0.56 0.79 0.71 0.13 0.85 0.01 

-57.3 8.9 30.6 280.0 2.2 67.1 0.56 0.75 0.69 0.13 0.86 0.01 

-57.3 8.2 30.4 279.0 3.6 65.5 0.57 0.74 0.68 0.14 0.85 0.01 

-57.3 8.1 30.7 285.0 3.8 65.1 0.55 0.76 0.69 0.13 0.85 0.01 

-57.4 8.3 30.3 277.7 3.4 72.8 0.58 0.78 0.73 0.10 0.89 0.01 

-57.2 8.2 30.5 289.5 3.6 62.6 0.57 0.74 0.68 0.16 0.83 0.01 

-56.6 7.9 29.7 280.6 4.1 69.7 0.61 0.78 0.73 0.12 0.87 0.01 

-56.6 8.0 30.4 282.0 3.9 68.2 0.57 0.77 0.71 0.12 0.86 0.01 

-56.6 8.8 30.6 275.2 2.4 68.1 0.56 0.74 0.68 0.12 0.87 0.01 

-56.6 8.1 30.5 281.5 3.8 68.1 0.57 0.77 0.70 0.12 0.86 0.01 

-57.4 8.1 30.8 269.3 3.8 66.1 0.54 0.80 0.71 0.12 0.86 0.01 

-57.4 8.6 30.4 274.0 2.8 68.0 0.57 0.77 0.71 0.12 0.87 0.01 

-57.0 8.8 30.8 266.0 2.4 70.0 0.54 0.79 0.71 0.11 0.89 0.01 

-57.0 8.1 30.3 258.5 3.8 73.4 0.58 0.81 0.75 0.09 0.89 0.01 

-57.2 8.5 30.7 268.0 3.0 63.6 0.55 0.79 0.70 0.14 0.85 0.01 

-56.6 8.8 30.8 284.5 2.4 68.4 0.54 0.74 0.68 0.12 0.87 0.01 

-57.1 8.5 30.7 283.0 3.0 70.5 0.55 0.75 0.69 0.11 0.88 0.01 

-57.1 8.3 30.8 280.7 3.4 69.7 0.54 0.75 0.69 0.11 0.88 0.01 

IIIc

-57.4 8.6 29.2 279.0 2.8 64.2 0.32 0.76 0.60 0.09 0.90 0.01 

-56.7 7.3 30.7 303.4 5.2 63.5 0.39 0.79 0.64 0.10 0.88 0.02 

-56.8 8.2 30.7 275.0 3.6 64.5 0.39 0.78 0.64 0.10 0.89 0.01 

-56.7 9.5 30.4 251.0 1.0 67.8 0.37 0.80 0.66 0.08 0.92 0.00 

-57.0 8.7 29.7 266.4 2.6 72.9 0.33 0.80 0.67 0.06 0.93 0.01 

-56.9 8.5 30.4 286.0 3.0 62.5 0.37 0.75 0.61 0.11 0.88 0.01 

-56.9 8.3 30.0 276.4 3.4 60.9 0.35 0.78 0.61 0.10 0.89 0.01 

-57.1 8.7 30.7 277.3 2.6 68.0 0.39 0.77 0.65 0.09 0.90 0.01 

IIId -57.2 8.9 29.2 281.0 2.2 41.5 0.32 0.75 0.50 0.19 0.80 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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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면서 압과 정수압의 환경 변화 하에 있었기 때문인

것으로 사료된다.

광화 초기의 유체에 해당하는 Type IIIa와 IIIb 유체

포유물을 이용해 초기의 압력을 추정하였다. Type IIIa

와 IIIb의 최종 균일화 온도 범위는 254oC~285oC이

며, CO2 밀도 범위는 0.54~0.63 g/cm3이다. 이에 해당

하는 압력은 약 550~820 bar로 전체 Type III 유체

포유물의 CO2 몰분율과 균일화 온도로부터 추정된 압

력에 비해 좁고 높은 범위로 확인되었다 (Fig. 9). 이

는 광화 초기에 해당하는 압력으로 간주될 수 있지만,

전체적으로 균일하게 시료를 채취하여 분석을 하지 못

했기 때문에 실제 초기 광화작용이 야기되었을 당시의

압력은 이보다 조금 더 높았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다.

4.3. 유체의 진화 특성

유체포유물에 대한 냉각 및 가열 실험 시 측정된 균

일화 온도와 염농도 사이의 상관관계를 통해 광석광물

의 침전 메커니즘과 관련된 유체의 진화 과정 및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대화 열수계의 진화 특성을 규명하기

위하여 유체포유물 냉각 및 가열 실험 결과를 균일화

온도와 염농도의 상관관계도에 도시하였다 (Fig. 10,

Fig. 11). H2O-CO2-NaCl계인 Type III 유체포유물의

경우 온도가 감소함에 따라 염농도 (5.2~1.0 equiv.

wt.% NaCl) 감소가 수반되었으나, H2O-NaCl계인

Type I 유체포유물은 온도 감소와 염농도의 뚜렷한 변

화가 인지되지 않았다. H2O-CO2-NaCl계 유체포유물의

온도 감소에 따른 염농도 감소는 대부분의 염성분이

CO2가 풍부한 기상보다는 액상으로 분화되는 특성에

의한 것으로, 높은 염농도를 가진 H2O-NaCl계 유체와

낮은 염농도를 가진 H2O-CO2-NaCl계 유체의 불혼화

에 의해 열수의 진화가 이루어졌음을 의미한다. 따라

서 대화 열수계의 광화작용은 약 400oC, 5.2 equiv.

wt.% NaCl의 염농도를 갖는 H2O-CO2-NaCl계의 광화

유체 유입으로 시작되어 온도 감소에 의한 광화유체

불혼화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이때의 압력은 전술한 바

와 같이 최소 550 bar 이상이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약 350oC 부근에서 온도 감소와 수반된 비등에 의해

H2O-NaCl계와 H2O-CO2-NaCl계로 유체의 불혼화 용

융이 일어나면서 함 몰리브덴 및 중석 주 광화작용이

진행되었다. 그 후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와 염농도를

갖는 유체 (천수 또는 상대적으로 높은 물/암석 비를

갖는 열수유체) 의 혼입 (mixing) 에 의한 희석 및 냉

Fig. 7. A Th-XCO2 plot of Type IIIa, IIIb, IIIc and IIId

fluid inclusions. The solvi for Pure CO2-H2O are from

Tödheide and Frank (1963) and Shepherd et al. (1985); the

1kb CO2-H2O-2.6 wt.% NaCl slovus is from Hendel and

Hollister (1981).

Fig. 8. P-T diagram for the CO2 system. Data are from

Kennedy (1954). The symbolic area represents the trapping

conditions; Th,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251oC to

303oC (Type III); P, 300 to 850bars derived from isochores

of CO2 inclusions (Type III).

Fig. 9. P-T diagram for the CO2 system. Data are from

Kennedy (1954). The symbolic area represents the trapping

conditions; Th, Homogenization temperatures of 254oC to

285oC (Type IIIa and IIIb); P, 550 to 820bars derived from

isochores of CO2 inclusions (Type IIIa and III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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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작용에 의해 광화 유체의 온도와 염농도가 감소하

며 후기 탄산염광물 광화작용이 지배되었음이 확인된

다. 또한 불혼화 용융되어 분리된 H2O-CO2-NaCl계

내에서 후기에 약 250oC 이하로 온도가 감소하며

retrograde boiling이 일어나 CO2 탈 가스화 작용에

의해 염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Fig. 10).

5. 결 론

유체포유물 실험 결과 Type I 유체포유물의 균일화

온도는 비교적 높고 넓은 온도 변화 (약 374~161oC)

를 보여주며, 염농도 역시 변화폭이 (13.6~0.5 equiv.

wt.% NaCl) 큰 것으로 확인되었다. Type III 유체포

유물의 CO2 용융 온도 범위는 –58.0~-56.7oC이며,

CO2 균일화 온도는 30.8~29.0oC이다. Type III의 CO2

clathrate 용융 온도는 7.3~9.5oC이고, 염농도는 5.2

~1.0 equiv. wt.% NaCl이다. 이 유형의 최종 균일화

온도는 303~251oC로 Type I에 비해 좁은 범위로 확인

되었다. Type III 유체포유물의 CO2 밀도는 각각 IIIa:

0.57~0.63 g/cm3, IIIb: 0.54~0.61 g/cm3, IIIc: 0.32

~0.39 g/cm3, IIId: 0.32 g/cm3이고, CO2 몰분율은

IIIa: 0.15~0.16, IIIb: 0.09~0.16, IIIc: 0.06~0.11,

IIId: 0.19이다.

Type III 유체포유물의 CO2 몰분율과 염농도, 밀도를

통해 추정되는 주 광화작용 시기의 압력은 약 850~

300 bar이다. 최종 균일화 온도와 염농도 상관 관계도

를 통해 대화 열수계는 약 400oC 이상의 H2O-CO2-

NaCl계의 균질한 열수 유체 유입으로 초기 열수계가

형성되었으며, 온도 감소와 비등 및 이에 의한 유체의

불혼화 용융 (H2O-NaCl계와 H2O-CO2-NaCl계) 에 의

한 열수계 진화에 의하여 주 광화작용이 야기되었고,

그 후 서로 다른 유체의 혼입 등에 의해 후기 광화작

용이 진행되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H2O-CO2-NaCl

계는 후기 약 250oC 이하로 온도가 감소하면서

retrograde boiling에 의한 탈 가스화 작용에 의해 염

농도가 증가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 사

이 논문은 2011년도 충북대학교 학술연구지원사업의

연구비 지원에 의하여 연구되었음.

참고문헌

Bodnar, R.J. (1983) A method of calculating fluid inclusion
volumes based on vapor bubble diameters and P-V-T-
W properties of inclusion fluids. Economic Geology,
v.78, p.535-543.

Burruss, R.C. (1981) Analysis of phase equilibria in C-O-
H-S fluid inclusions. In : Hollister, L.S. & Crawford,
M.L., (eds.). Fluid Inclusions: Application to Petrol-
ogy. Mineralogy Assocication of Canada Short Course
Handbook, v.6, p.39-74.

Diamond, L.W. (1992) Stability of CO2-clathrate + CO2

liquid + CO2 vapour + aqueous KCl-NaCl solutions:
Experimental determination and application to salin-
ity estimates of fluid inclusions. Geochimica et Cos-
mochimica Acta, v.56, p.273-280.

Haynes, F.M. (1985) Determination of fluid inclusion
compositions by sequential freezing. Economic Geol-
ogy. v.80, p.1436-1439.

Hedenquist, J.W. and Henley, R.W. (1985) The impor-
tance of CO2 on freezing point measurements for epi-
thermal ore deposition. Economic Geology, v.80,
p.1379-1406.

Hendel, E.M. and Hollister, L.S. (1981) An empirical
empirical solvus for CO2-H2O-2.6 wt.% salt. Geochim-
ica et Cosmochimica Acta, v.45, p.225-228.

KORES (2010) The detailed geological survey report
(Molybden : Yeonil area, Moggye area)(Uranium :

Fig. 10. Homogenization temperature versus salinity diagram

for fluid inclusions in quartz from Daehwa.

Fig. 11. Schematic homogenization temperature versus salinity

diagram for fluid inclusions in vein quartz from Daehwa.



대화 Mo-W 열수 맥상 광상의 유체 진화 특성 19

Miwon area). Seoul, p.64.
Kennedy, G.C. (1954) Pressure-volume-temperature rela-

tions in CO2 at elevated temperatures and pressures.
American Journal of Science, v.252, p.225-241.

Park, H.I. and Choi, S.W. (1974) A Study on the Fluid
Inclusions in the Minerals from the Dae Hwa Tung-
sten-molybdenum Deposits, Jour. Korean Inst. Mining
Geol. v.7, p.63-78.

Park, H.I., Choi, S.W. and Kim, D.R. (1985) Fluid Inclu-
sions of Daehwa and Donsan Tungsten-Molybdenum
Deposits, Jour. Korean Inst. Mining Geol, v.18, p.225-
237.

Park, B.S. and Yeo, S.C. (1971) Explanatory Text of The
Geological Map of Moggye Sheet. Geological Survey
of Korea.

Potter, R.W., Clynne, M.A. and Brown, D.L. (1978) Freez-
ing point depression of aqueous sodium chloride solu-
tions. Economic Geology, v.73, p.284-285.

Shepherd, T.J., Rankin, A.H. and Alderton, D.H.M.

(1985) A practical guide to fluid inclusion studies.
Blackie, Glasgow, 239p.

Shin, J.B. (1972) Daehwa, Deposits of Korea, Korea Min-
ing Promotion Corporation, v.4, p.254-258.

So, C.S., Kelvin L. Sheltom, David E. Seidemann and
Brian J. Skinner (1983) The Dae Hwa Tungsten-
Molybdenum mine, Republic of Korea: A geochemical
study. Economic Geology, v.78, p.920-930.

Span, R. and Wagner, W. (1996) A new equation of state
for carbon dioxide covering the fluid region from the
triple-point temperature to 1100 K at presures up to
800 MPa. Journal of Physical Chemistry Reference
Data, v.35, p.1509-1596.

Tödheide, K. and Frank, E.U. (1963) Das zwei-phasen-
gebeit und die kritische kurve in sysstem kohlen-
dioxid-wasser bis zu drucken von 3500 bar. Z. Phys.
Chem. N. F., v.37, p.388-401.

2013년 2월 9일 원고접수, 2013년 2월 24일 게재승인



<<
  /ASCII85EncodePages false
  /AllowTransparency false
  /AutoPositionEPSFiles true
  /AutoRotatePages /All
  /Binding /Left
  /CalGrayProfile (Dot Gain 20%)
  /CalRGBProfile (sRGB IEC61966-2.1)
  /CalCMYKProfile (U.S. Web Coated \050SWOP\051 v2)
  /sRGBProfile (sRGB IEC61966-2.1)
  /CannotEmbedFontPolicy /Warning
  /CompatibilityLevel 1.4
  /CompressObjects /Tags
  /CompressPages true
  /ConvertImagesToIndexed true
  /PassThroughJPEGImages true
  /CreateJDFFile false
  /CreateJobTicket false
  /DefaultRenderingIntent /Default
  /DetectBlends true
  /ColorConversionStrategy /LeaveColorUnchanged
  /DoThumbnails false
  /EmbedAllFonts true
  /EmbedJobOptions true
  /DSCReportingLevel 0
  /EmitDSCWarnings false
  /EndPage -1
  /ImageMemory 1048576
  /LockDistillerParams false
  /MaxSubsetPct 100
  /Optimize true
  /OPM 1
  /ParseDSCComments true
  /ParseDSCCommentsForDocInfo true
  /PreserveCopyPage true
  /PreserveEPSInfo true
  /PreserveHalftoneInfo false
  /PreserveOPIComments false
  /PreserveOverprintSettings true
  /StartPage 1
  /SubsetFonts true
  /TransferFunctionInfo /Apply
  /UCRandBGInfo /Preserve
  /UsePrologue false
  /ColorSettingsFile ()
  /AlwaysEmbed [ true
  ]
  /NeverEmbed [ true
  ]
  /AntiAliasColorImages false
  /DownsampleColorImages true
  /ColorImageDownsampleType /Bicubic
  /ColorImageResolution 900
  /ColorImageDepth -1
  /Color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ColorImages true
  /Color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ColorImages true
  /ColorImageAutoFilterStrategy /JPEG
  /Color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Color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Color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Color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GrayImages false
  /DownsampleGrayImages true
  /GrayImageDownsampleType /Bicubic
  /GrayImageResolution 900
  /GrayImageDepth -1
  /Gray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GrayImages true
  /GrayImageFilter /DCTEncode
  /AutoFilterGrayImages true
  /GrayImageAutoFilterStrategy /JPEG
  /GrayACS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GrayImageDict <<
    /QFactor 0.15
    /HSamples [1 1 1 1] /VSamples [1 1 1 1]
  >>
  /JPEG2000GrayACS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JPEG2000GrayImageDict <<
    /TileWidth 256
    /TileHeight 256
    /Quality 30
  >>
  /AntiAliasMonoImages false
  /DownsampleMonoImages true
  /MonoImageDownsampleType /Bicubic
  /MonoImageResolution 1200
  /MonoImageDepth -1
  /MonoImageDownsampleThreshold 1.50000
  /EncodeMonoImages true
  /MonoImageFilter /CCITTFaxEncode
  /MonoImageDict <<
    /K -1
  >>
  /AllowPSXObjects false
  /PDFX1aCheck false
  /PDFX3Check false
  /PDFXCompliantPDFOnly false
  /PDFXNoTrimBoxError true
  /PDFXTrimBoxToMedia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SetBleedBoxToMediaBox true
  /PDFXBleedBoxToTrimBoxOffset [
    0.00000
    0.00000
    0.00000
    0.00000
  ]
  /PDFXOutputIntentProfile ()
  /PDFXOutputCondition ()
  /PDFXRegistryName (http://www.color.org)
  /PDFXTrapped /Unknown

  /Description <<
    /FRA <FEFF004f007000740069006f006e00730020007000650072006d0065007400740061006e007400200064006500200063007200e90065007200200064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7400e900730020006400270075006e00650020007200e9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e9006c0065007600e9006500200070006f0075007200200075006e0065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9002000640027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69006f006e00200061006d00e9006c0069006f007200e90065002e00200049006c002000650073007400200070006f0073007300690062006c0065002000640027006f00750076007200690072002000630065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5000440046002000640061006e0073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c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2000200035002e00300020006f007500200075006c007400e9007200690065007500720065002e>
    /JPN <FEFF3053306e8a2d5b9a306f30019ad889e350cf5ea6753b50cf3092542b3080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924f5c62103059308b3068304d306b4f7f75283057307e30593002537052376642306e753b8cea3092670059279650306b4fdd306430533068304c3067304d307e305930023053306e8a2d5b9a30674f5c62103057305f00200050004400460020658766f83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304a30883073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4ee5964d30678868793a3067304d307e30593002>
    /DEU <FEFF00560065007200770065006e00640065006e002000530069006500200064006900650073006500200045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75006e00670065006e0020007a0075006d002000450072007300740065006c006c0065006e00200076006f006e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650069006e006500720020006800f60068006500720065006e002000420069006c0064006100750066006c00f600730075006e0067002c00200075006d002000650069006e0065002000760065007200620065007300730065007200740065002000420069006c0064007100750061006c0069007400e400740020007a0075002000650072007a00690065006c0065006e002e00200044006900650020005000440046002d004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20006b00f6006e006e0065006e0020006d0069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4006500720020006d00690074002000640065006d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5006e00640020006800f600680065007200200067006500f600660066006e00650074002000770065007200640065006e002e>
    /PTB <FEFF005500740069006c0069007a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3006f006e00660069006700750072006100e700f5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9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d00200075006d0061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e700e3006f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d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000700061007200610020006f006200740065007200200075006d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6400610064006500200064006500200069006d0070007200650073007300e3006f0020006d0065006c0068006f0072002e0020004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640065006d0020007300650072002000610062006500720074006f007300200063006f006d0020006f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c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300750070006500720069006f0072002e>
    /DAN <FEFF0042007200750067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4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72002000740069006c0020006100740020006f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6a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c00650064006f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100740020006600e5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6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b0061006e002000e50062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6e0079006500720065002e>
    /NLD <FEFF004700650062007200750069006b002000640065007a006500200069006e007300740065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20006f006d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7400650020006d0061006b0065006e0020006d0065007400200065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65002000610066006200650065006c00640069006e00670073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500200076006f006f0072002000650065006e0020006200650074006500720065002000610066006400720075006b006b00770061006c00690074006500690074002e0020004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75006e006e0065006e00200077006f007200640065006e002000670065006f00700065006e00640020006d0065007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6e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e00200068006f006700650072002e>
    /ESP <FEFF0055007300650020006500730074006100730020006f0070006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100720061002000630072006500610072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6d00610079006f0072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63006900f3006e00200064006500200069006d006100670065006e00200070006100720061002000610075006d0065006e0074006100720020006c0061002000630061006c006900640061006400200061006c00200069006d007000720069006d00690072002e0020004c006f0073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f00730020005000440046002000730065002000700075006500640065006e002000610062007200690072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79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79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5007300200070006f00730074006500720069006f007200650073002e>
    /SUO <FEFF004e00e4006900640065006e002000610073006500740075007300740065006e0020006100760075006c006c0061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c0075006f00640061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f006a0061002c0020006a006f006900640065006e002000740075006c006f0073007400750073006c00610061007400750020006f006e0020006b006f0072006b006500610020006a00610020006b007500760061006e0020007400610072006b006b007500750073002000730075007500720069002e0020005000440046002d0061007300690061006b00690072006a0061007400200076006f0069006400610061006e00200061007600610074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d0020006a0061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2d006f0068006a0065006c006d0061006c006c0061002000740061006900200075007500640065006d006d0061006c006c0061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c006c0061002e>
    /ITA <FEFF00550073006100720065002000710075006500730074006500200069006d0070006f007300740061007a0069006f006e006900200070006500720020006300720065006100720065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63006f006e00200075006e00610020007200690073006f006c0075007a0069006f006e00650020006d0061006700670069006f00720065002000700065007200200075006e0061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e00020006400690020007300740061006d007000610020006d00690067006c0069006f00720065002e00200049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69002000500044004600200070006f00730073006f006e006f0020006500730073006500720065002000610070006500720074006900200063006f006e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5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2000760065007200730069006f006e006900200073007500630063006500730073006900760065002e>
    /NOR <FEFF004200720075006b00200064006900730073006500200069006e006e007300740069006c006c0069006e00670065006e0065002000740069006c002000e50020006f0070007000720065007400740065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720020006d006500640020006800f800790065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65006f00700070006c00f80073006e0069006e006700200066006f0072002000620065006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650020006b0061006e002000e50070006e0065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7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f0067002000730065006e006500720065002e>
    /SVE <FEFF0041006e007600e4006e00640020006400650020006800e4007200200069006e0073007400e4006c006c006e0069006e006700610072006e00610020006e00e40072002000640075002000760069006c006c00200073006b006100700061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20006d006500640020006800f6006700720065002000620069006c0064007500700070006c00f60073006e0069006e00670020006f006300680020006400e40072006d006500640020006600e50020006200e400740074007200650020007500740073006b00720069006600740073006b00760061006c0069007400650074002e0020005000440046002d0064006f006b0075006d0065006e00740065006e0020006b0061006e002000f600700070006e006100730020006d00650064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f00630068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5006c006c00650072002000730065006e006100720065002e>
    /ENU <FEFF005500730065002000740068006500730065002000730065007400740069006e0067007300200074006f002000630072006500610074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77006900740068002000680069006700680065007200200069006d0061006700650020007200650073006f006c007500740069006f006e00200066006f007200200069006d00700072006f0076006500640020007000720069006e00740069006e00670020007100750061006c006900740079002e0020005400680065002000500044004600200064006f00630075006d0065006e00740073002000630061006e0020006200650020006f00700065006e00650064002000770069007400680020004100630072006f00620061007400200061006e0064002000520065006100640065007200200035002e003000200061006e00640020006c0061007400650072002e>
  >>
>> setdistillerparams
<<
  /HWResolution [600 600]
  /PageSize [612.000 792.000]
>> setpagedevice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