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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geology of the Seungryung Zn deposit, located in the Muzu basin, consists of Precambrian leucocratic gra-

nitic gneiss, Cretaceous clastic rocks, pyroclastic rocks, and intrusive rocks. The deposit shows a weakly skarnized

hydrothermal replacement ore developed along limestone bed in the gneiss. The mineralization can be divided into

three stages: the early skarnization producing garnet and pyroxene, the main mineralization in the middle stage pre-

cipitating most metallic minerals such as magnetite, sphalerite, chalcopyrite, pyrrhotite, Pb-Ag-Bi-S system miner-

als, and the late stage for altered or low temperature minerals such as chlorite and marcasite. Pb-Ag-Bi-S system

minerals include heyrovskite-eskimoite solid solution, lillianite-gustavite solid solution, and vikingite. Chalcopyrite

diseases are quite common in sphalerite showing bead chains and dusting textures. The δ34S values of sulfides min-

erals are concentrated within the narrow range of 3.4~4.1‰ for pyrite, 3.3~4.3‰ for sphalerite, 4.0~4.3‰ for chal-

copyrite, and 2.8‰ for galena, suggesting that most sulfur is of igneous origin. Sulfur isotope geothermometry is

calculated to be 346~431oC, implying that the mineralization occurred at relatively high temperature. FeS contents

of sphalerite are relatively high in the range of 6.58~20.16 mole% (avg. 16.58 mole%) with the enrichment of Mn

compared to Cd, similarly to representative skarn Pb-Zn deposits in South Korea. On the contrary, sphalerite from

Au-Ag deposits in the Seolcheon mineralized zone around the Seungryung deposit is enriched in Cd, showing simi-

lar feature like representative epithermal Au-Ag deposits. This suggests that around the related igneous rocks, mag-

netite and sphalerite were produced at high temperature in the Seungryung deposit, and with decreasing temperature

and compositional change of mineralizing fluids, Au-Ag mineralization proceeded in the Seolcheon mineraliz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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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주분지에 발달하는 승륭 아연광상 주변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우백질 화강편마암, 백악기 쇄설암, 화산쇄설암과

관입암체로 구성되며, 광상은 편마암내 편리를 따라 협재하는 석회암을 교대한 열수교대광상으로 스카른화작용을 미

약하게 받았다. 광화작용은 석류석, 휘석과 같은 스카른 광물이 형성되는 초기와 자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자류철석,

Pb-Ag-Bi-S계 등의 금속 광물이 정출되는 중기, 그리고 녹니석과 백철석 등의 변질 광물 및 저온 광물이 형성되는 후

기로 구분된다. 섬아연석의 경우 염주(bead chains)와 분말(dusting)조직 등의 황동석 병변조직이 특징적으로 나타나

며, Pb-Ag-Bi-S계 광물로는 헤이로브스카이트-에스키모아이트 고용체, 릴리아나이트-구스터바이트 고용체, 그리고 비

킨자이트 등이 산출된다. 황화광물의 δ34S 값은 황철석 3.4~4.1‰, 섬아연석 3.3~4.3‰, 황동석 4.0~4.3‰, 그리고

방연석 2.8‰로서 비교적 좁은 범위를 나타내며 광상을 형성시킨 황이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 또한 동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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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지질온도계를 적용한 생성온도는 346~431oC로서 비교적 고온에서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섬아연석

의 FeS 함량은 6.58~20.16 mole%(평균 16.58 mole%)로 비교적 높은 편이며, 국내 주요 스카른 연-아연 광상들과

유사하게 Mn이 Cd에 비해 부화되어 나타난다. 반면, 주변 설천광화대 금-은 광상은 Cd가 부화되어 천열수 금-은 광

상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내는데 이는 관계화성암을 중심으로 고온에서 승륭광상의 자철석, 섬아연석이 정출되고 이후

온도가 감소하고 광화유체의 조성이 변하면서 주변 지역의 금-은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주요어 : 승륭광상, 열수교대, 섬아연석, Pb-Ag-Bi-S계 광물, 황동위원소

1. 서 론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이 국가성장동력 확보 측면

에서 그 중요성이 커지는 가운데 정부에서도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 등의 6대 전략광종을 지정

하고 국내외 광상들에 대한 탐사, 개발 및 투자에 많

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이를 위해 새로운 미개척지

(green field)에 대한 신규 탐사 외에도 기존 광화대

및 광상(brown field)에 대한 탐사 및 재평가가 활발히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해외 자원 못지않게 국내

자원확보는 가격경쟁력이나 안정적 수급에서 중요한 전

략적 가치를 지니고 있어서 보다 많은 관심을 필요로

하고 있다. 

2012년 말 기준 국내 연-아연 광상의 매장량은 약

1,700만 톤 가량으로 31개 광산이 등록되어 있으나 현

재 탐사나 개발이 진행되고 있는 곳은 태백산광화대의

가곡, 금호(장군) 광산 뿐이다(KORES, 2013). 이 밖

에도 태백산광화대에는 제1연화, 신예미, 울진광상 등

국내 대표적인 스카른 및 열수교대형 연-아연 광상이

밀집되어 산출되고 있어서 이들에 대한 기존광체의 연

장성 및 잠두 광체의 부존가능성을 두고 탐사모델기법

개발을 포함한 여러 연구와 조사가 수행되어 왔다(Seo

et al., 2007; Choi et al., 2009; Choi et al., 2010).

이 밖에도 경남 밀양의 국전광상(Yang and Choi,

2010), 충북 제천의 당두광상(Lim et al., 2013), 그리

고 전남 해남광상(Im et al., 2014) 등 연-아연 광상들

에 대한 광석광물의 산상 및 광화작용 특징에 대한 연

구결과가 보고된 바 있다.

한편, 무주지역에는 설천금은광화대를 중심으로 다

양한 유형의 금속 광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용화, 월성,

그리고 수왕광상의 금-은 광화작용에 대한 연구가 수

행된바 있고(So et al., 1992; Youn and Park, 1991,

1993, 1997, 2004), 이 일대 분포하는 퇴적암과 화성

암에 대한 다양한 지질 및 암석학적 연구도 이루어진

바 있다(Park and Lee, 1997; Kim et al., 2008).

그러나 설천광화대에 인접하여 분포하는 승륭광상은 과

거 비교적 큰 규모로 아연을 개발한 적이 있으나 한국

의 광상(KMPC, 1990)과 광상시추조사보고(KMPC,

1982; 1983)의 조사 자료만 있을 뿐 광상에 대한 체계

적인 연구는 이루어진 바가 없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는 승륭광상의 주변지질, 광석광물의 산출양상, 광물화

학 및 동위원소 연구를 실시하여 광상의 생성환경 및

특징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지질 및 광상

2.1. 지질

승륭광상은 전라북도 무주군 적상면 북창리에 속하

고 지리좌표상 북위 35° 59' 54'', 동경 127° 42' 52.90''

에 해당하며, 영남육괴 중부에 해당하는 무주분지 북

동쪽에 위치한다. 연구지역 지질은 선캄브리아기의 우

백질화강편마암을 기저로 하고 백악기 퇴적층인 설천

응회암, 무주층군(Muju Group)에 포함되는 길왕리층과

적상산층이 존재하며 이를 백악기 반상화강암, 조면안

산암 및 규장암이 관입하며 분포한다(Park and Lee,

1997, 2000)(Fig. 1). 무주분지는 옥천변성대와 영남육

괴 사이에 분포하는 백악기 퇴적분지 중 하나로 적상

산을 중심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총 두께는 약 2,000 m

이다(Park and Lee, 1997).

무주분지 전역에 걸쳐서 산출되는 편마암은 크게 호

상화강편마암, 반상변정화강편마암 그리고 우백질화강

편마암으로 분류할 수 있다. 승륭광상 주변에 기반암

으로 분포하고 있는 우백질화강편마암은 호상화강편마

암을 관입하면서 산출되며 편마구조가 잘 나타나는 것

이 특징이다. 현미경관찰 결과 대부분 석영, 사장석, 미

사장석, 그리고 백운모로 이뤄져 있으며 부분적으로 방

해석과 장석의 변질산물로 견운모가 관찰된다. 백악기

암석인 설천응회암은 석영안산암질, 결정질 라필리 응

회암(dacitic, crystal lapilli tuff)으로 구성되며, 신선한

노두에서는 짙은 회색이나 청회색을 띠지만 풍화된 노

두에서는 황색으로 산출된다. 응회암의 암편은 대부분

3~20 cm 크기로 안산암편이나 편마암류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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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미경관찰 결과 응회암은 주로 석영과 장석 그리고

점토광물로 이뤄진 기질로 구성되는데, 석영은 균열이

발달된 특징을 보이고 장석은 대부분 알바이트 쌍정이

발달한 사장석이며, 칼스바드 쌍정을 보이는 정장석이

소량 산출된다. 이들 장석은 벽개면을 따라서 견운모

로 변질되어 있기도 한다. 

무주분지내 길왕리층은 원마도가 좋은 왕자갈-거력

역암, 왕모래 역암, 사암, 셰일을 구성암석으로 가지며

암석의 조성과 분포 위치에 따라 서창층원, 북창층원,

고방층원으로 세분된다. 연구지역에는 광상 북서부에

북창층원이 분포하며, 대부분 원마도가 좋은 짙은 녹

회색의 조립질 역암으로 산출되고, 기반암인 편마암과

는 단층이나 부정합으로 접하며 역은 암록색의 결정질

응회암이 거의 대부분이고, 드물게 우백질화강편마암이

산출된다. 현미경 관찰결과 주로 세립질의 파편으로 산

출되는 석영과 견운모화 된 장석류 그리고 점토광물로

이뤄진 기질로 구성되어 산출된다. 

연구지역 북쪽에서 우백질화강편마암과 백악기 퇴적

암을 관입한 반상화강암은 비교적 큰 암체를 형성하며

분포하는데, 흑운모의 K-Ar 절대 연령은 98.7±3.60 Ma

로 백악기 중기에 속한다(Youn and Park, 1991). 반

상화강암은 분홍색의 정장석을 반정으로 포함하고 사

장석과 석영이 조립질을 이루며 소량의 녹니석과 흑운

모 및 불투명광물을 포함한다. 중성 분출암인 조면안

산암은 광상 북쪽에 분포하며 막대모양의 장석이 주를

이루는 조면상조직이 잘 발달한다(Park and Lee,

1997, 2000). 산성관입암체인 규장암은 연구지역 기반

암인 선캄브리아기의 우백질화강편마암을 관입하여 소

규모로 산출되는데, 석영과 사장석, 정장석 그리고 소

량의 백운모가 주로 산출되며 장석은 부분적으로 변질

되어 견운모화 되어있기도 한다. 규장암 전암시료에 대

한 K-Ar 절대연령 측정결과 72.2±1.40 Ma로서 백악기

말기에 해당하는 것으로 나타났다(Yeom, 2014).

2.2. 광상

승륭광상은 무주분지의 기반암인 우백질화강편마암

내의 편리를 따라 협재하는 석회암을 교대한 열수교대

형 광상이 주를 이루며, 부분적으로 스카른이 발달한

다. 주광체의 방향은 N40~50°E, 경사는 80°NW이며,

맥폭은 1~3 m, 맥의 연장은 약 120 m 이다. 광체의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Youn and Park (1993)). Abbreviations: IB = Imjingang Belt, KM =

Kyounggi Massif, OB = Ogcheon Belt, TB = Taebaegsan Basin, YM = Youngnam Massif, KB = Kyoungsang Bas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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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연 품위는 5.231.6% 이고, 매광실적은 2,788M/T 이

다. 또한 화강편마암내에 발달하는 열극을 충진하여 형

성된 함금은석영맥이 소규모로 발달하기도 한다. 광체

는 상부에서는 섬아연석이 주를 이루다가 하부로 가면

서 자철석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보인다(KMPC, 1982).

광상은 산의 8부 능선부터 정상에 걸쳐 발달되어 있

어서 접근이 비교적 어려운 편이다. 과거 개발을 위해

6-7 개소의 갱도굴진 및 트렌치를 하였으나(KMPC,

1983), 현재는 표토에 덮이고 붕락되어 일부만 확인할

수 있다(Fig. 2A-C).

3. 연구방법

광상일대의 지질 및 광상의 산출상태를 알아보기 위

해 야외조사 및 시료채취를 실시하였다. 시료의 관찰

및 채취는 광상의 주 채굴지 또는 버럭에서 광석 및

주변 모암을 대상으로 이루어졌다. 획득된 시료에 대

해 박편 및 연마편을 제작하고 투과 및 반사현미경을

통하여 광석 및 맥석광물을 관찰하여 광물의 공생관계

를 규명하였다.

광석광물의 화학조성을 파악하기 위해 한국기초과학

지원연구원 전주센터에서 SHIMAEDZU사 EPMA1600

을 이용하여 전자현미분석을 수행하였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eV, 전류 20 nA, 전자선 지름 1 µm이

다. 광화유체의 기원 및 생성환경을 파악하기 위해 황

화광물을 대상으로 Ueda and Krouse (1986) 방법을

따라 SO2 가스를 준비하고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

창센터의 Micromass Limited사의 Optima를 이용하여

황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분석 오차는

±0.2‰ 이내이다. 

4. 산출광물과 공생관계

승륭광상에서 산출되는 주요 광석광물로는 섬아연석,

황철석, 자철석, 황동석 등이 있고, 방연석, 자류철석,

Fig. 2. Photographs of outcrops and rock slabs of the Seungryung deposit. (A) General mine view. (B) Excavated

replacement ore deposit. (C) West adit. (D) Massive magnetite-sphalerite ore. (E) Massive sphalerite-pyrite ore. (F)

Sphalerite-pyrite ore showing banded texture with quartz-chlorite vein.

Fig. 3. Paragenetic sequence of minerals in the Seungryung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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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Ag-Bi-S계 광물, 백철석 및 공작석 등이 수반된다.

이들은 대부분 열수교대광체로 산출되며 산출양상과 공

생관계를 고려할 때 단일광화작용으로 형성된 것으로

보인다(Fig. 2D-F). 열수교대형 광체에는 부분적으로

스카른광물이 수반되고 있어서 광화작용은 초기 스카

른화 작용, 중기 광석광물정출, 그리고 말기 저온광물

정출기로 구분이 가능하다(Fig. 3). 석회암을 모암으로

하는 열수교대형 광체에서 스카른 광물인 석류석과 휘

석이 공존하며 산출되고 금운모와 녹니석에 의해 교대

된 양상을 보인다(Fig. 4A, B). 이들은 대체로 소량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스카른화작용은 광석광물의 형

성에는 주된 영향을 미치지 못하고 소규모로 진행되었

던 것으로 추정되며, 황철석이나 섬아연석 등에 의해

교대되어 나타난다.

황철석은 광화작용 초기와 후기에 각각 정출되는데

전자의 경우 자형 내지 반자형으로 산출되나 부분적으

로 심하게 파쇄되어 그 틈을 후기의 자철석, 황동석

등이 충진하기도 한다(Fig. 4C). 후기 황철석은 세맥상

으로 초기 황철석을 절단하거나 저온의 백철석과 더불

어 산출된다. 광화작용 중기에 금속광물의 정출이 본

격화되면서 자철석과 섬아연석의 산출이 우세하다. 승

륭광상에서 가장 빈번한 산출양상을 보이는 산화광물

인 자철석은 초기 정출된 황철석을 교대하거나 후기에

정출된 황철석에 의해서 교대되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하는데(Fig. 4D, E), 대체로 광화작용 초기에 고온 환

경에서 정출된 양상을 보이고 있다. 

섬아연석은 자철석과 함께 승륭광상의 주광종을 이

루는데 대부분 황동석, 자류철석 및 소량의 방연석과

공존하며(Fig. 4F, G), Pb-Ag-Bi-S계 광물들이 점적을

이루며 함께 산출되기도 한다. 섬아연석은 후기 황철

Fig. 4. Microphotographs of ore minerals from the Seungryung deposit. (A) Skarn ores consisting of garnet and pyroxene

replaced by phlogopite and sphalerite. (B) Pyrite veinlet replacing skarn minerals. (C) Early pyrite replaced by late pyrite.

(D) Magnetite replacing early pyrite. (E) Magnetite replaced by late pyrite. (F)-(G) Chalcopyrite disease showing bead

chains and dusting texture in sphalerite. (H)-(I) Occurrence of Pb-Ag-Bi-S system minerals. Abbreviations = Px: pyroxene,

Gt: garnet, Phl: phlogopite, Chl: chlorite, Py: pyrite, Sph: sphalerite, Mt: magnetite, Cp: chalcopyrite, Po: pyrrhotite, Pba:

Pb-Ag-Bi-S system miner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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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에 의해 교대되거나 또는 황동석과 세맥을 이루면서

자철석을 교대하여 산출되기도 한다. 황동석은 단독으

로 괴상형태를 이루거나 섬아연석 내에서 자류철석과

더불어 점적형태로 산출된다(Fig. 4F, G). 타 광물에

비해 산출량이 적은 자류철석도 섬아연석 내에서 황동

석과 공생관계를 이루거나 드물게 독립적으로 분산되

어 산출되기도 한다(Fig. 4F, H). 방연석을 비롯한 Pb-

Ag-Bi-S계 광물들은 소량 산출되는데 방연석은 초기

황철석을 교대하기도 하며 특유의 삼각형 피트(pit)가

잘 발달하고, 대부분의 Pb-Ag-Bi-S계 광물들은 섬아연석

내에서 점적이나 포획물 형태로 분포하거나, 주변 광물

과 무관하게 독립적으로 산출되기도 한다(Fig. 4H, I).

이 시기의 맥석광물로는 석영, 금운모, 녹니석 등이 있

으며 이중 석영과 녹니석은 방해석과 함께 후기까지

정출되는데, 후기 금속광물로는 황철석과 백철석이 주

로 산출되며 소량의 공작석이 수반된다.

5. 광석광물의 화학조성

승륭광상에서 산출되는 주요 광석광물인 섬아연석, 자

철석 및 Pb-Ag-Bi-S계 광물에 대한 전자현미분석을 실시

하였다. 섬아연석의 FeS 함량은 6.58~20.16 mole%(평균

16.58 mole%)로 넓은 범위를 보이나 대부분 16 mole%

이상의 높은 조성을 나타낸다(Table 1). 이 밖에 미량

원소로 MnS는 0.14~1.49 mole%(평균 0.73 mole%),

CdS는 0.31~0.63 mole% (평균 0.44 mole%)로서 대

부분 1% 미만의 함량을 보인다.

자철석은 SiO2가 0.24~3.16 wt.%(평균 2.25 wt.%)로

서 다소 높은 함량을 보이며, Al2O3는 0.03~0.23 wt.%,

그리고 TiO2, Cr2O3, V2O5의 함량은 각각 최대 0.04

Table 1.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sphalerite from the Seungryung deposit

Sample No.
weight %

Total
mole %

Zn Fe Mn Cd Co S ZnS FeS MnS CdS

SR 5-1 54.59 11.24 0.16 0.52 0.08 34.05 100.64 79.89 19.25 0.28 0.45

SR 5-1 53.75 11.50 0.22 0.51 0.06 33.20 99.24 79.24 19.85 0.39 0.44

SR 5-2 55.04 11.94 0.26 0.48 0.08 33.17 100.97 78.98 20.05 0.44 0.40

SR 6-1 54.87 11.11 0.25 0.50 0.07 33.18 99.98 80.05 18.97 0.44 0.42

SR 6-1 54.98 11.25 0.20 0.50 0.10 33.25 100.28 79.94 19.15 0.34 0.42

SR 7-3 57.43 9.47 0.37 0.62 0.03 33.06 100.98 82.81 15.99 0.64 0.52

SR 7-3 54.52 10.37 0.55 0.58 0.03 33.55 99.60 80.56 17.93 0.97 0.49

SR 7-5 56.09 10.04 0.28 0.48 0.06 33.54 100.49 81.87 17.15 0.49 0.41

SR 7-5 56.73 10.01 0.29 0.51 0.06 32.91 100.51 82.03 16.95 0.49 0.43

SR 8-3 53.81 11.86 0.73 0.48 0.02 33.57 100.47 78.15 20.16 1.26 0.40

SR 8-3 54.46 10.73 0.80 0.46 0.04 32.56 99.05 79.77 18.39 1.39 0.39

SR 8-4 56.29 10.22 0.20 0.51 0.04 32.80 100.06 81.78 17.37 0.34 0.43

SR 8-4 55.84 10.26 0.23 0.51 0.06 32.63 99.53 81.55 17.53 0.40 0.43

SR 8-7 62.34 4.31 0.63 0.58 0.05 32.56 100.46 90.98 7.37 1.10 0.49

SR 8-7 62.43 3.82 0.51 0.65 0.00 32.94 100.33 91.97 6.58 0.89 0.55

SR 8-8 59.62 5.94 0.85 0.46 0.08 32.73 99.68 87.76 10.23 1.49 0.39

SR 8-8 59.57 5.60 0.82 0.43 0.03 32.96 99.41 88.40 9.73 1.45 0.37

SR 8-11 55.60 9.82 0.63 0.55 0.02 33.14 99.76 81.54 16.85 1.10 0.47

SR 8-11 55.38 10.51 0.60 0.56 0.00 32.98 100.03 80.59 17.90 1.04 0.47

SR 8-11 55.95 10.19 0.58 0.56 0.02 33.63 100.93 81.20 17.31 0.99 0.47

SR 8-12 56.26 9.62 0.27 0.55 0.07 33.31 100.08 82.44 16.50 0.47 0.47

SR 6-3* 55.64 9.21 0.08 0.73 0.08 33.42 99.16 83.00 16.09 0.14 0.63

SR 6-3*** 54.21 11.08 0.22 0.54 0.09 33.07 99.21 79.88 19.11 0.39 0.46

SR 8-9* 56.48 9.92 0.22 0.53 0.01 33.79 100.95 82.24 16.92 0.38 0.45

SR 8-9** 55.30 11.07 0.59 0.37 0.02 32.75 100.10 79.90 18.73 1.02 0.31

SR 8-9*** 55.73 11.35 0.37 0.47 0.06 33.00 100.98 79.84 19.04 0.63 0.39

*Chalcopyrite-richzone **Transitional zone ***Chalcopyrite-fre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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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t.%, 0.01 wt.%, 0.04 wt.%로 대부분 검출한계 미만

으로 나타난다. FeO와 Fe2O3의 함량은 각각 31.31~

32.78 wt.%와 62.67~67.88 wt.%로서 전자의 경우

거의 균일한 조성을 보이는 반면 후자의 경우 상당한

변화를 나타내는데 이는 Si의 치환에 따른 영향으로

보인다. 이 밖에 MgO는 0.13 wt.% 미만, MnO는

0.10~0.95 wt.%, 그리고 CaO는 0.02~0.13 wt.%의

함량을 보인다(Table 2).

Pb-Ag-Bi-S계 광물은 일반적으로 흔하게 산출되지

않는 황염광물로, 주구성원소의 성분비와 결정형태, 그

리고 부원소 및 미량원소에 따라서 광물의 종류가 구

분된다. 지금까지 국내에서 Pb-Ag-Bi-S계 광물들의 산

출이 보고된 곳은 거제 동광상(Kim and Park, 1984),

울산 철-중석광상(Choi et al., 1986), 둔전 금광상

(Lee and Park, 1992; 1995), 낙동 비소-비스무스광상

(Shin et al., 2005; Shin, 2006), 그리고 당두 연-아

연광상(Lim et al., 2013) 등이 있다. 

승륭광상에서는 방연석, 휘창연석(bismuthinite)외에

헤이로브스카이트 (heyrovskyite)- 에스키모아이트

(eskimoite) 고용체, 릴리아나이트(lillianite)-구스타바이

트(gustavite) 고용체, 그리고 비킨자이트(vikingite) 등이

산출된다(Fig. 5). 방연석은 Pb1.08S의 평균조성을 갖는데

Pb가 약간 부화되어 있으며, Ag는 0.22~1.45 wt.%,

Bi는 0.33~2.95 wt.%로서 소량 함유하나, Fe, Zn은

거의 검출되지 않는다(Table 3). 휘창연석의 경우

Bi1.84S3로 Bi가 상대적으로 결핍되어 있고 미량원소로

Table 2.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magnetite from the Seungryung deposit

Sample No. SR 5-1 SR 7-3 SR 8-8 SR 8-8 SR 8-8 SR 8-8 SR 8-8 SR 8-8

SiO2 0.24 1.16 2.63 3.16 2.50 3.14 2.15 2.98 

TIO2 0.00 0.04 0.00 0.01 0.00 0.01 0.00 0.01 

Al2O3 0.03 0.23 0.16 0.16 0.15 0.15 0.11 0.13 

Cr2O3 0.00 0.01 0.00 0.00 0.00 0.01 0.00 0.00 

V2O5 0.02 0.00 0.04 0.00 0.00 0.00 0.00 0.00 

Fe2O3 67.88 66.60 63.21 63.11 64.01 62.87 64.93 62.67 

FeO 31.31 32.01 32.22 32.78 32.36 32.64 32.32 32.34 

MgO 0.00 0.02 0.06 0.13 0.04 0.08 0.10 0.05 

MnO 0.10 0.25 0.72 0.87 0.77 0.71 0.95 0.93 

CaO 0.02 0.12 0.07 0.12 0.08 0.09 0.13 0.08 

Total 99.61 100.45 99.10 100.34 99.91 99.69 100.69 99.19 

Cations on the basis of 4 oxygens

Si 0.009 0.044 0.050 0.050 0.050 0.030 0.081 0.120 

Ti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Al 0.002 0.010 0.000 0.000 0.000 0.000 0.005 0.010 

Cr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V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0.000 

Fe3+ 1.978 1.899 1.890 1.900 1.910 1.930 1.834 1.760 

Fe2+ 1.006 1.031 1.040 1.040 1.040 1.010 1.040 1.080 

Mg 0.000 0.001 0.000 0.000 0.000 0.000 0.005 0.010 

Mn 0.003 0.008 0.010 0.010 0.010 0.020 0.030 0.030 

Ca 0.001 0.005 0.000 0.000 0.000 0.000 0.005 0.010 

Total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3.000 

Fig. 5. Ternary diagram showing the compositions of Pb-

Ag-Bi-S system minerals from the Seungryung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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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b, Cu 및 Fe가 포함되어 있다. 헤이로브스카이트-에

스키모아이트 고용체는 Pb4.04-5.72Ag0.26-1.09Bi2.35-3.09S9의

조성을 나타내는데 헤이로브스카이트의 이상화학식

(Pb6Bi2S9)에 비해 Pb 양이 적고 Bi는 많게 나타나며,

특히 Ag를 1.41~6.15 wt.% 함유한다(Fig. 5). 이밖에

미량의 Cu와 Fe가 검출된다. 릴리아나이트-구스타바이

트 고용체의 경우에는 Pb2.23-2.63Ag0.13-0.38Bi2.14-2.37S6의

화학식을 나타내며 릴리아나이트(Pb3Bi2S6)에 보다 가

까운 조성을 보이면서 Pb는 결핍되고 Bi와 Ag는 부화

되어 있다. 이밖에 미량의 Fe와 Zn을 함유한다. 한편,

Park and Lee(1992)에 의해 보고 된 둔전광상의 헤이

로브스카이트와 릴리아나이트는 Sb를 각각 2.5 wt.%,

4.0 wt.% 가량 함유한 것으로 승륭광상보다 Pb는 부

화되고 Ag와 Bi는 결핍된 특징을 보인다. 헤이로브스

카이트-에스키모아이트 고용체와 릴리아나이트-구스타

바이트 고용체의 Ag2S-Bi2S3 이성분계에서 Ag와 Bi는

상호치환하여 Ag/Bi 원자비가 각각 0.11~0.35와

0.06~0.16의 범위를 갖으며 변화하는 것으로 나타난다.

비킨자이트 2점에 대한 분석결과 Pb8.34Ag4.18Bi12.57

Cu0.41Zn0.32S30의 평균조성을 가지는데 이상화학식

(Pb8Ag5Bi13S30)에 비해 Pb가 부화되고 Ag와 Bi는 상대

적으로 결핍되어 있으며 미량의 Cu, Zn가 포함된다

(Table 3). 또한 Ag/Bi 원자비가 0.32~0.35를 보이며

변화하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두 개의 고용체 시료와

거의 평행한 조성변화를 나타내고 있다.

6. 황 안정동위원소

승륭광상의 광석시료를 구성하는 황화광물 중 황철

석 5개, 섬아연석 6개, 황동석 2개, 그리고 방연석 1개

시료에 대한 황동위원소비를 측정한 결과 황철석의

δ34S 값은 3.4~4.1‰, 섬아연석 3.3~4.3‰, 황동석

4.0~4.3‰, 그리고 방연석 2.8‰의 조성을 가지며 전

체적으로 2.8~4.3‰로 비교적 좁은 범위를 나타낸다

(Table 4). 이들은 모두 전형적인 화성기원 황에 해당

하는 것으로(Seal, 2006) 광상을 형성시킨 황이 마그마

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한다. 연구지역에 인접한 설천

광화대에 분포하는 금-은광상(용화, 월성, 수왕)의 황동

위원소조성도 0.9~5.5‰(Youn and Park, 1997)로서

승륭광상과 유사하게 나타나고 있어서(Fig. 6) 이 일대 금

속광화작용에 마그마 기원의 황이 주로 관여하였음을

알 수 있다. 또한 태백산분지내 주요 연-아연광상(연화,

Table 3.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Pb-Ag-Bi-S system minerals from the Seungryung deposit

Minerals heyrovskyite-eskimoite lillianite-gustavite vikingite galena bismuthinite

Sample 

No.

SR 

8-7

SR 

8-7

SR 

8-12

SR 

8-7

SR 

8-8

SR 

8-12

SR 

6-3

SR 

8-1

SR 

8-3

SR 

8-7

SR 

8-11

SR 

7-6

SR 

7-6

SR 

8-4

Pb 54.47 43.82 58.76 38.69 41.00 43.41 31.28 28.44 85.37 82.94 86.52 0.89 1.04 0.20

Ag 3.04 6.15 1.41 3.40 2.56 1.08 7.27 8.32 0.59 1.45 0.22 0.00 0.03 0.07

Bi 27.48 33.78 24.33 41.44 38.54 35.63 44.12 46.66 1.13 2.95 0.33 78.78 78.65 78.74

Cu 0.02 0.00 0.42 0.00 0.00 0.00 0.87 0.03 0.01 0.15 0.00 0.63 0.66 0.31

Fe 0.09 0.04 0.30 0.05 0.67 0.51 0.06 0.10 0.04 0.05 0.14 0.15 0.08 0.43

Zn 0.01 0.02 0.22 0.38 1.38 3.77 0.66 0.06 0.09 0.00 0.39 0.00 0.00 0.46

S 14.69 15.10 14.30 16.10 15.46 15.35 16.45 16.80 12.37 12.26 11.98 19.81 19.79 19.42

Total 99.80 98.91 99.74 100.06 99.61 99.75 100.71 100.41 99.65 99.83 99.58 100.26 100.25 99.63

at. %

Pb 29.78 23.44 32.43 20.18 21.48 22.39 15.61 14.23 50.75 49.19 51.98 0.42 0.50 0.10

Ag 3.19 6.32 1.49 3.41 2.58 1.07 6.97 7.99 0.67 1.65 0.25 0.00 0.03 0.06

Bi 14.90 17.92 13.31 21.43 20.02 18.22 21.82 23.14 0.66 1.74 0.20 37.26 37.24 37.54

Cu 0.04 0.00 0.76 0.00 0.00 0.00 1.42 0.05 0.01 0.29 0.00 0.98 1.03 0.49

Fe 0.18 0.08 0.61 0.10 1.30 0.98 0.11 0.19 0.08 0.11 0.31 0.27 0.14 0.77

Zn 0.02 0.03 0.38 0.63 2.29 6.16 1.04 0.10 0.17 0.00 0.74 0.00 0.00 0.70

S 51.90 52.20 51.00 54.26 52.33 51.17 53.03 54.31 47.50 46.99 46.51 61.07 61.07 60.34

mole %

PbS 76.71 65.92 81.41 61.91 65.53 69.89 52.02 47.75 98.70 96.67 99.57 2.23 2.60 0.51

Ag2S 4.11 8.89 1.88 5.22 3.93 1.67 11.61 13.42 0.65 1.62 0.24 0.00 0.07 0.17

Bi2S3 19.18 25.19 16.71 32.87 30.54 28.44 36.37 38.83 0.65 1.71 0.19 97.77 97.33 99.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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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곡, 울진, 옥룡, 장군, 이목, 신예미)의 황동위원소조

성도 대부분 2~7‰에 해당하고 있어서 연구지역과 유

사한 특징을 보여준다(Kim and Nakai, 1980, 1982;

Lee, 1985).

광상의 생성온도를 파악하기 위해 황동위원소를 이

용한 지질온도계를 활용하였다. 이를 위해서는 첫째로

광물쌍이 평행상태에서 산출되었으며, 둘째로 광물이

형성된 후 광물상 간에는 어떤 동위원소적 교환이 일

어나지 않아야 하며, 마지막으로 분석용으로 분리된 시

료 또한 순수한 광물상이어야 한다(Ohmoto and Rye,

1979). 동위원소지온계로 흔히 쓰이는 황화광물로는 황

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방연석 등이 있으며 이들은 평

형상태에서는 황철석>섬아연석>황동석>방연석 순으

로 δ34S값이 감소한다(Faure, 1986). 황동위원소 지질

온도계를 활용하기 위해 비교적 평형상태에 있는 SR

8-3 시료 중 정출시기가 다른 황철석을 제외하고 섬아

연석, 황동석, 방연석을 이용하였다(Table 4). 이들 중

섬아연석과 황동석의 동위원소 값이 역전이 일어났으

나 이 차이는 0.1‰ 미만으로 분석으로 인한 오차

0.2‰ 범위 내에 포함되고 일반적으로 섬아연석과 황

동석의 동위원소 분별이 거의 비슷하게 나타나므로 이

를 고려할 때 이들 시료는 평형상태에 있다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섬아연석-방연석 그리고 황동석-방연석 광

물쌍에 대한 지질온도계(Ohmoto and Rye, 1979)를

이용한 결과 각각 431oC와 346oC를 나타나서 비교적

고온에서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여겨진다.

7. 고 찰

7.1. 생성환경

승륭광상의 광화작용은 화성암에서 유래된 고온의

열수유체가 우백질 화강편마암내 협재하는 석회암과 반

응하면서 자철석, 섬아연석, 황철석, 방연석, 자류철석,

황동석 등을 침전시킨 열수교대광상으로 부분적인 스

카른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광화작용 초기에

는 Fe3+가 풍부한 산화환경에서 석류석과 휘석 등의

스카른광물과 더불어 금속광물로 자철석이 우세하게 정

출되고, 이후 황분압이 증가하면서 섬아연석, 황동석,

방연석, 자류철석, Pb-Ag-Bi-S계 광물들이 생성된 것으

로 여겨진다.

승륭광상의 광화작용은 스카른 및 열수교대작용으로

형성된 태백산광화대의 장군 및 신예미광상과 유사한

특성을 보여주는데, 이들은 초기 스카른화작용에 의해

Fe-Zn-Pb 혹은 Fe-Mo 광화작용이 이루어졌고, 이후

열수교대작용에 의해 Zn-Pb-Ag-Mn 혹은 Zn-Cu 광화

작용이 진행되었다(Choi et al., 2009). 이들의 생성온

도는 신예미광상의 경우 스카른시기에는 유체포유물 측

정결과 440~590oC(Mariko and Yang, 1993)의 범위

를 보이고, 열수교대작용은 315~350oC(Bae, 1992)로

서 낮은 온도를 보여주나, 황동위원소 지질온도계는

400~540oC(Kim and Nakai, 1982)로서 여전히 높게

나타난다. 장군광상도 신예미광상보다 전체적으로 온도

는 낮으나 열수교대작용시기의 황동위원소 지질온도계

는 341~375oC로서 중온성 환경을 지시한다(Lee,

Table 4. Sulfur isotope composition of sulfide minerals

from the Seungryung deposit

Sample No. Mineral δ
34S(‰) T(oC)*

SR 5-2 sphalerite 3.9 

SR 7-3 Pyrite 4.1 

SR 7-3 sphalerite 3.9 

SR 7-7 Pyrite 3.8 

SR 7-7 sphalerite 3.3 

SR 8-3 Pyrite 3.8 

SR 8-3 sphalerite 4.3 431oC(Sl-Gn)

SR 8-3 chalcopyrite 4.3 346oC(Cp-Gn)

SR 8-3 galena 2.8 

SR 8-7 Pyrite 3.7 

SR 8-7 sphalerite 4.0 

SR 8-7 chalcopyrite 4.0 

SR 8-9 Pyrite 3.4 

SR 8-9 sphalerite 3.9 

*Isotope geothermometer calculated by Ohmoto and Rye

(1979)

Fig. 6. Sulfur isotope compositions of the Seungryung

deposit compared with representative Pb-Zn deposits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zone and Au-Ag deposits close to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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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85; Choi et al., 2009). 이와같이 이들 광상들은 스

카른시기에서 열수교대시기로 가면서 온도가 감소하는

경향이 있으나 300oC 이상의 중온의 환경에서 광화작

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이며, 승륭광상의 경우도 열수

교대작용시기의 황동위원소지온계는 346~431oC로서

상기 광상들과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승륭광상에 인

접한 설천 금-은광화대에 속하는 용화, 월성 그리고 수왕

광상에서 산출되는 황화광물에 대한 황동위원소 지온계

에 의한 생성온도는 각각 265oC, 300oC, 145~341oC

로서(Youn and Park, 1997) 승륭광상보다는 낮은 온

도범위를 보인다. 따라서 이 일대 금속광화작용은 관

계화성암으로 여겨지는 반상화강암을 중심으로 하는 열

수계의 점진적인 진화에 따라 온도가 감소하면서 고온

의 스카른에서부터 중온성 열수교대광상, 그리고 천열

수 열수맥상광상이 발달한 것으로 해석된다.

한편, 스카른화 작용이 관계화성암과 모암과의 접촉

부에 두드러지게 발달한 장군 그리고 신예미광상과는

달리 소규모로 발달하는 승륭광상의 스카른화작용의 경

우 관계화성암으로 추정되는 반상화강암이 광상과 접

하여 분포하지 않고 지표상에서는 약 1 km 이상 떨어

져 있어서 원지성 스카른 유형으로 여겨진다.

7.2. 섬아연석의 황동석병변

승륭광상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은 황동석의 점적을

다량으로 포함하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황동석 점적

의 크기는 1 µm 이하에서 100 µm에 이르는 것까지

다양하며 괴상의 황동석과 함께 산출되기도 한다. 이

들은 일정한 결정학적 방향으로 선상 배열하는 염주

(bead chain)형(Fig. 4F)이나 불규칙하게 산재하는 분말

(dusting)형(Fig. 4G)으로 구분된다. 이러한 섬아연석내

의 황동석 점적은 용리(exsolution)의 결과물로 해석되

기도 하였으나, Cu-Fe-Zn-S계 합성실험 결과에서 천연에

산출되는 섬아연석에 포함된 황동석 점적은 그 양이 섬

아연석 생성온도에서의 CuS의 평형용해도 범위를 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Kojima and Sugaki, 1985).

Barton (1978)은 섬아연석에 포함된 황동석의 점적

을 황동석 병변(chalcopyrite disease)이라 명명하였고,

이는 섬아연석 생성 후 함 Cu 열수용액에 의한 교대

작용으로 생성된 것으로 해석하였다(Barton and

Bethke, 1987). 이로 인해 대체적으로 Fe 함량이 높은

섬아연석에서 황동석 병변이 잘 나타나는 경향이 있는

데(Youn, 2008), 승륭광상 섬아연석의 FeS 함량이 평

균 18.05 mole% 로서 상당히 높으며 이러한 이유로

다량의 황동석 병변이 생성된 것으로 여겨진다. 섬아

연석 내에서 황동석의 점적 밀집부로 갈수록 FeS 함

량이 낮아지는 것을 열수용액의 Cu2+와 섬아연석내의

Fe의 반응에 따른 결과로 알려져 있는데(Barton and

Bethke, 1987; Youn, 2008), 본 연구에서도 황동석

점적 밀집부에서 섬아연석의 FeS 함량이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러한 해석을 뒷받침하고 있다

(Sample No. SR 6-3*, SR 8-9*; Table 1).

한편, Barton and Bethke(1987)는 섬아연석내 황동

석 점적이 염주형을 이루는 경우에는 용리조직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보고하였다. 특히, 승륭광상의 염주형

황동석 점적에서는 황동석이 자류철석과 공존하여 산

출되는데, 이는 용리 과정에서 섬아연석내 Cu2+의 분

포가 불균질한 결과로 해석될 수 있다. 이와 같이 승

륭광상 섬아연석에서 나타나는 황동석 점적은 섬아연

석의 결정화작용시 용리작용에 의해 형성된 경우와 이

차적인 열수교대작용에 의해 생성된 경우가 함께 나타

난 것으로 여겨진다.

7.3. 섬아연석의 미량원소 분포

섬아연석은 대부분의 금속광상에서 산출되지만 철함

량은 광상 유형에 따라서 현저한 변화를 보인다. 특히,

스카른형, 각력파이프형, 열수교대형 및 열극충진형 다

금속 광상 등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은 >10 mole%

FeS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천열수 금-은 광상의

섬아연석은 전반적으로 <5 mole% FeS로 낮게 나타나

는 경향을 보인다(Choi et al., 2004). 스카른 및 열수교

대형 광화작용 특징을 보이는 승륭광상의 경우도 평균

16.58 mole% FeS의 높은 함량을 보이며, 국내 대표적

인 스카른 철광상인 신예미광상은 19.75~20.38 mole%

FeS (Seo et al., 2007), 그리고 장군광상은 22.47~

26.30 mole%(Lee et al., 1996)로서 높은 함량을 나

타낸다. 철 외에도 망간과 카드뮴은 MnS와 CdS의 형

태로 결정학적 혹은 이온적 균형을 인해서 대부분의

섬아연석에서 산출된다. 이러한 세 가지 원소는 광상의

생성환경에 따라 그 함량비가 변화하여 광상에 따라

특정 원소가 부화되어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므로 이를

이용하여 광상의 생성 환경을 알아보고자 하는 연구가

꾸준히 수행되어 왔다(Mizuta et al., 1984; Chon

and Shimazaki, 1986; Choi, 1993; Lim et al., 2013).

본 연구에서는 승륭광상 생성환경을 해석하기 위해

국내 대표적인 연-아연광상 그룹, 금-은광상 그룹, 그리

고 승륭광상에 인접한 광상 그룹으로 나누어 이를 비

교하였다(Fig. 7). 연화, 울진광상을 포함하여 연-아연

광상들은 MnS가 CdS 보다 부화된 특징을 보여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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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금-은광상은 연-아연광상과는 반대로 대부분 CdS

가 MnS보다 부화된 특징을 보여주나 통영광상처럼

MnS가 부화된 경우도 있다(Kim and Shin, 1989). 설

천광화대의 경우 수왕, 용화, 월성 금-은광상들은 CdS가

부화되어 다른 금-은 광상들과 비슷한 양상을 보이는

반면, 승륭광상은 MnS가 부화된 경향을 보임으로써 다

른 연-아연광상들의 특성과 부합하는 것을 알 수 있다.

다만, MnS 함량이 평균 0.73 mole%로서 연화, 가곡,

울진, 신예미광상의 1.39~2.07 mole% 보다는 적고,

CdS 함량은 평균 0.44 mole%로서 0.20~0.39 mole%

를 갖는 상기 네 개의 광상들보다는 약간 높은 편이다

(Kim et al., 1981; Chon and Shimazaki, 1986). 이

러한 특징은 승륭광상이 다른 연-아연 광상들과는 달

리 관계화성암을 중심으로 주변에 금은광상이 발달된

점과 관련된 것으로 해석된다.

일반적으로 Mn은 Fe과 비슷한 지구화학적 특징으로

인해 섬아연석 내에서 Fe 함량과 동조적으로 변화하는

특징을 가지며 이에 따라 Mn은 고온의 광상에서 농집

되는 경향이 있다 (Chakrabarti, 1967). 반면에 Cd의

경우 형성온도에 독립적이기에 광화유체내의 가용성에

기인하여 농집이 발생한다(Fleischer, 1955). 즉, 광화

용액내의 Cd의 함량에 따라 그 농집정도가 달라지게

된다. Chon and Shimazaki(1986)도 Fe 함량이 높은

섬아연석의 Mn 함량도 높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고,

Cd는 화성작용과 관련된 금속광상에서 그 함량변화가

크며 마그마의 초기 조성 및 후기 진화과정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Choi(1993)는 광상들간

에 나타나는 섬아연석의 Cd · Mn 조성변화는 광화용액

의 진화 정도에 따른 상호간의 분배정도 차이에 기인

하며, 부수적으로 모암, 광화시기, 광화용액의 농도 및

기원 차이에 의한 복합적인 결과로 나타날 수 있다고

보고 이에 따라 금-은 광상도 근본적으로 심열수광상

또는 천열수광상의 생성환경 차이에 따라 Cd · Mn 조성

변화가 나타날 수 있다고 해석하였다. 이 일대 분포하

는 설천광화대 금-은광상들의 관계화성암으로 여겨지

는 반상화강암(Youn and Park, 1991, 1993, 1997)은

승륭광상의 광화작용에도 영향을 끼쳤을 것으로 추정

된다. 따라서 부분적으로 스카른 및 열수교대 등의 고

온의 생성환경을 보이는 승륭광상으로부터 상대적으로

저온의 열극충진형 광상을 이루는 금-은광상에 이르기

까지 광화유체가 지속적으로 진화하면서 섬아연석의 조

성도 순차적으로 변화하였을 가능성이 있다. 즉, 승륭

Fig. 7. Ternary relationship of FeS, MnS and CdS contents for sphalerites from (A) representative Pb-Zn deposits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zone, (B) representative Au-Ag deposits, and (C) ore deposits around study area. Data from Chon

and Shimazaki (1986), Kim et al. (1981), Park et al. (1988), So et al. (1992), Yoo et al. (2002), Lee et al. (1992), Youn

(2008), and Youn and Park (1991,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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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은 고온환경에서 Fe와 Mn이 부화되어 섬아연석이

정출되었고, 광화유체 내에 Cd이 상대적으로 결핍되었

을 것으로 여겨진다. 이후 온도가 감소하고 광화유체

가 진화하면서 Cd가 부화된 금-은광화작용이 진행되어

주변의 금-은 광화대를 형성시킨 것으로 해석된다.

8. 결 언

(1) 승륭광상은 무주분지의 기반암인 우백질화강편마

암내의 편리를 따라 협재하는 석회암을 중심으로 미약

한 스카른화작용을 수반한 열수교대형 광상이다. 

(2) 광석광물로는 섬아연석, 자철석 그리고 황철석이

주를 이루며, 황동석, 자류철석, 방연석, 휘창연석, Pb-

Ag-Bi-S계 광물, 백철석 등이 수반되고, 스카른광물로

석류석과 휘석이 금운모와 녹니석에 의해 교대되어 산

출된다.

(3) Pb-Ag-Bi-S계 광물로는 방연석, 휘창연석 외에

헤이로브스카이트-에스키모아이트 고용체, 릴리아나이

트-구스타바이트 고용체, 그리고 비킨자이트 등이 산출

된다.

(4) 섬아연석에는 1 µm 이하에서 100 µm에 이르

는 다양한 크기의 황동석 병변이 발달하며 용리작용에

의해 형성된 염주(bead chain) 조직과 열수교대작용에

의한 분말(dusting) 조직이 함께 나타난다. 

(5) 황화광물의 δ34S 값의 범위는 2.8~4.3‰으로서

광상을 형성시킨 황이 대부분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음을

시사하며, 동위원소 지질온도계 추정 결과 346~431oC

로서 비교적 고온에서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6) 섬아연석의 FeS 함량은 평균 16.58 mole%로서

비교적 높고, 미량원소는 Mn이 Cd에 비해서 부화되어

있는 반면, 주변 설천광화대 금-은 광상은 Cd가 부화

되어 있어서 각각 국내 주요 연-아연 광상과 천열수

금-은 광상과 유사한 특징을 나타낸다. 이는 관계화성

암을 중심으로 승륭광상에서 자철석, 섬아연석이 정출되

고 이후 온도가 감소하고 광화유체의 조성이 변하면서

주변 지역의 금-은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해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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