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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extensive hydrothermal deposits have been found, for the first time, on the western TA25 seamount caldera

in the Tonga arc. The seafloor hydrothermal vents are active and immature, emitting the transparent fluids of which

temperatures range from 150°C to 242°C (average=203°C). The recovered hydrothermal sulfides are mainly com-

posed of sphalerite, pyrite, marcasite, galena, chalcopyrite, covellite, tennantite, enargite and sulfates such as barite,

gypsum/anhydrite. Predominant sphalerite categorize it into Zn-rich hydrothermal ore body. Zn-rich sulfide ores

have minor enargite, indicating that mineralization occurred in high sulfidation environment. The proportion and

FeS content of sphalerite increase from outside to inside of the hydrothermal ores, respectively. In particular,

sphalerite has a great silver content (up to ~10 wt.%). Chalcopyrite is more frequently observed in mound than in

the chimney, implying mineralization temperature in the mound is higher than in the chimney. Homogenization tem-

peratures and salinities from fluid inclusions in barite at the mound range from 148°C to 341°C (average=213°C)

and 0.4 to 3.6 equiv. wt.% NaCl, respectively. Homogenization temperatures suggest that sulfides in the mound

mineralized at a higher temperature (≥200°C) than in the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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통가화산호의 TA25 해저산 서측에서는 열수광체가 처음 발견되었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열수분출구들은 열수분출이

막 시작된 미성숙한 분출구로서 최저 150oC에서 최대 242oC (평균: 203oC)의 열수온도를 보인다. 주요 황화광물로는 섬

아연석, 황철석, 백철석, 방연석, 황동석, 코벨라이트, 비사면동석(tennantite), 황비동석(enargite)이 산출되며, 중정석, 석

고/경석고 등의 황산염 광물들이 침니 외각에서 산출된다. 특히, 섬아연석이 높은 산출빈도를 보이는 아연 우세형 (Zn-

rich) 광체로 분류된다. 광석광물 중 황비동석의 산출은 이 지역 열수분출구의 광화작용이 고유황형 환경에서 진행되었음

을 시사한다. 섬아연석은 열수분출구의 외각부에서 내측부로 갈수록 산출빈도가 증가하며, 섬아연석 내 철함량 (mole%

FeS)도 높아진다. 또한, 이들 섬아연석은 은 (~10 wt.%)을 함유하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 황동석은 침니에 비해 광체구

에서 높은 산출빈도를 보여, 침니와 비교하여 광체구에서 다소 고온의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판단된다. 열수분출구

구성광물 중 광체구에서 산출되는 중정석을 대상으로 한 유체포유물 실험 결과, 균일화 온도 및 염농도는 148oC~341oC

(평균: 213oC) 및 0.4~3.1 equiv. wt.% NaCl를 보여 섬아연석 등 광석광물의 주된 광화작용이 약 ≥200oC에서 진행

된 것으로 확인되며, 동광화작용이 미약한 침니에서는 보다 낮은 온도에서 광화작용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통가-커마덱 화산호, 열수분출구, 유체포유물, 황비동석, 고유황형 환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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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한국은 1998년 남태평양 마이크로네시아 배타적 경

제수역 (EEZ) 해역에서 최초의 해저열수광상 탐사를

수행한 이후, 10여 년간의 집중탐사를 통해 2008년 3

월 통가의 배타적 경제수역에서 해저열수광상 개발 독

점 탐사권 (2만 4천 km2)을 획득하였다 (Fig. 1). 통

가 탐사권 획득지역은 남위 20o~25o에 위치한다. 우리

나라의 통가 탐사권 획득지역은 통가-커마덱 섭입대를

따라 분포하는 28개의 크고 작은 활동성 해저산들로

구성된다. 이 중 우리나라는 2008년 이후 계속적인 해

저열수광상 탐사를 통하여 본 논문의 연구지역인

TA25 해저산에서 최초로 대규모의 해저열수분출구를

확인하였다.

통가 EEZ 해역은 지구조적으로 태평양판이 인도-호

주 판으로 섭입하는 통가-커마덱 섭입대에 위치하며,

섭입대 뒤로는 많은 해저열수광상이 발견되고 있는 라

우분지 (Lau-basin)가 위치한다. 1989년 라우분지 내

벨루 파 해령에서 처음으로 고온성 열수분출구가 발견

된 이래 통가-커마덱 섭입대를 따라 간헐적으로 해저

열수분출구가 발견되었으며 (Fouquet et al., 1991,

1993; Stoffers et al., 2006), 뉴질랜드와 인접한 통가

-커마덱 섭입대에서는 브라더스, 럼블 II, 라울, 커티스

및 마큐레이 등의 해저산에서 다수의 열수분출구들이

발견되었다 (Wright et al., 1998; de Ronde et al.,

2001; Berkenbosch et al., 2012). 

최근 들어 해저열수분출구는 광상의 성인적 관점뿐

아니라 금속자원으로서의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해 중

국, 일본 등 심해저 광업의 선도적 기술력을 보유하고

있는 국가들과 다수의 민간기업 (Nautilus, Neptune,

Bluewater Metal)들에 의해 많은 탐사가 진행되고 있

다. 우리나라에서도 해저자원개발을 목적으로 탐사를

Fig. 1. Tectonic setting of the Tonga-Kermadec back-arc system at the convergence of the Australian and Pacific plates. (A)

Regional bathymetry of Tonga-Kermadec arc showing major tectonic boundary. (B) The exploration area along the Tonga-

arc is indicated by red box in (A). Our target is TA25 seamount which is perched at southernmost of the exploration area.

Abbreviations; CLSC = Central Lau Spreading Center, ELSC = Eastern Lau Spreading Center, VFR = Valu Fa Rid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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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여 TA25 해저산에서 최초로 열수분출구를 발견

하였으며, 이들 열수분출구에 대한 자원량 평가를 위

해 광물학적 연구를 한국최초로 수행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통가 EEZ 내 남위 20o~25o 사이에

위치하는 해저산 및 칼데라 중 TA25 해저산에서 발견

된 해저열수침니 및 광체구의 산상을 보고하고, 광물·

광상학적 연구 및 유체포유물 연구를 수행하여 이 지

역에 분포하는 열수분출구의 특성을 제시하고자 한다.

2. 해저지질 및 열수분출구의 산상 

남서태평양 지역은 태평양판의 해양지각이 인도-호

주판 아래로 소멸되는 지역으로서 섭입작용과 관련된

화산활동에 의해 NE-SW 방향의 통가-커마덱 화산호

가 발달한다. 통가-커마덱 화산호 (총 연장 2350 km)는

서태평양에 분포하는 해양지각간 열도대 (intraoceanic

arc front) 전체 길이의 40%를 차지하는 이 지역에서

가장 긴 화산호이며 (de Ronde et al., 2003), NW-

SE 방향의 루이빌 해저 산열 (Louisville seamount

chain)에 의해 북동측의 통가 화산호와 남서측의 커마

덱 화산호로 구분된다 (Fig. 1A). 

연구지역인 TA25 해저산은 통가 화산호 최남단에

위치하고 있으며 (Fig. 1B), 주로 현무암질 안산암부터

석영안산암, 유문암까지의 다양한 조성을 보인다

(Stoffers et al., 2006; Massoth et al., 2007).

TA25 해저산 북측에는 작은 규모의 층상화산추

(stratocone)들이 NE 방향으로 집단분포하고 있어, 이

들 층상화산추들이 태평양판 섭입과 관련된 마그마 활

동에 의해 형성된 것임을 시사한다. 해저산 남측에 위

치하는 화산체는 연구지역인 서쪽의 칼데라와 동쪽의

원추형 화산추로 구성되어 있어 다수에 걸친 화산활동

에 의해 생성되었음을 시사한다 (Fig. 2A). 열수분출구

가 발견된 이 칼데라의 직경은 6.5 km를 보이며, 칼

데라의 최대 수심은 1,400 m를 보인다. 칼데라 경사는

칼데라 경계부에서 매우 급한 경사를 보이고 칼데라

중심부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특징을 보인다. 

본 탐사에서 확인된 열수분출구들은 칼데라 서측 경

사면 (< 40o) 수심 약 1,100 m에 집중 분포하고 있

Fig. 2. Regional bathymetric map and hydrothermal vent sites along the western TA25 seamount caldera. (A) The TA25

seamount is largely composed of the NE-trending stratocone in north and large southern volcano which comprise the caldera

in west and small volcanic cone in east. The caldera is featured by ~6.5 km in diameter and >1.1 km in depth. Hydrothermal

vent sites are indicated by red circle. (B) Red dots indicate the hydrothermal vents which are distributed almost along the

NE-SW, NW-SE fractur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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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며, NE-SW, NW-SE 방향 함몰대를 따라 집합적으

로 분포하고 있다 (Fig. 2B). 함몰대는 소규모의 분지

가 서로 연결되거나 독립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

다. 이렇게 일정한 방향으로 배열된 함몰대는 칼데라

생성시 형성된 방사상 구조체 (radiational structure)의

일부인 것으로 판단된다.

열수분출구는 대체로 높이 0.5 m 크기를 보이나

2 m까지의 다양한 크기를 나타낸다. 또한, 다수의 소형

침니 (높이 <0.5 m)들은 서로 병합되어 하나의 침니

군을 이루는 구조를 보인다 (Fig. 3A). 침니의 최외각

부는 중정석으로 피복되어 해저에서 백색을 보인다. 일

부 집단적으로 분포하는 열수분출구들은 NW-SE 방향

의 함몰대 방향과 동일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Fig. 3B). 칼데라 경사면에는 활동성 열수분출구의 분

포가 우세하며, 일부 급경사면에서는 침철석, 적철석

등의 철 산화물로 피복된 비활동성 열수분출구

(inactive chimney)가 드물게 관찰된다 (Fig. 3C). 쓰

러진 침니는 거의 관찰되지 않으며, 퇴적물 또는 테프

라로 피복되어 기반암은 관찰되지 않는다. 연구지역 열

수분출구들은 대부분 저온성의 투명한 열수유체 (white

Fig. 3. Photographs of in situ hydrothermal vent fields of the TA25 seamount. (A) Chimneys are largely 0.5 m to 2 m tall,

averaging 0.5 m. Several small chimneys (<0.5 m) are oftenly cluster each other and its outmost crusts are covered with

white colored barite. (B) Some of the chimneys are bounded to the NW-SE trend, corresponding to the direction of NW-SE

radial fracture zone. (C) Little inactive chimneys are observed. (D) Chimneys emitting the low-temperature ore-forming

fluids, 187°C. White arrow indicated hydrothermal fluids. (E) Mound with mantled by Fe-oxides up to 3 m in diameter. (F)

Active chimneys with various vent faunas such as mussel and snai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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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moke)를 분출하는 활동성 열수분출구들의 특징을 보

인다 (Fig. 3D). 열수분출구에서 직접 측정된 열수유체

의 온도는 최저 150oC에서 최대 242oC의 온도 범위

(평균: 203oC)를 보인다 (Table 1). 열수분출구를 중심

으로 발달하는 황화 광체구 (sulfide mound)는 대체로

직경 3 m 이하의 소규모를 보이며, 이들 광체구는

철·망간 각으로 피복되어 있다. 그러나 광체구에서 멀

리 떨어진 곳에서는 철·망간 수산화물의 피복정도가

Table 1. Vent fluid temperatures and sampling list from TA25 hydrothermal deposits

Location Sample No. Sample Type Vent Temperature(°C) Depth(m)

 Vent B ROV 06-9 Chimney 187, 190 1045

 ROV 06-19 Chimney

 Vent C  ROV 06-20 Chimney 211, 216 1031

 Vent E  ROV 06-22 Chimney

 Vent F ROV 04-1 Crust 224 1096

ROV 04-2 Mound

 Vent G ROV 04-5 Mound 173, 202 1092

 ROV 04-5-1 Mound

 ROV 04-5-2 Mound

GTV 06-1 Crust

 GTV 06-1-1 Chimney

GTV 06-2 Mound

GTV 06-3 Chimney

GTV 06-4 Crust

GTV 13-1 Crust

GTV 13-2 Crust

GTV 13-3 Crust

GTV 13-4 Crust

GTV 13-5 Chimney

GTV 13-6 Crust

GTV 13-7 Crust

GTV 14-1 Chimney

GTV 14-2 Chimney

GTV 14-3 Chimney

GTV 14-4 Chimney

 Vent H  ROV 04-9 Mound

 Vent I  ROV 07-10 Chimney

 Vent J  ROV 04-12 Chimney

 Vent K  ROV 07-13 Chimney 150 966

 Vent M  ROV 04-14 Mound 242 1074

 Vent N  ROV 07-15 Chimney

 Vent P  ROV 04-15 Chimney

 Vent Q ROV 06-1 Chimney 202, 227 1072

 ROV 07-16 Chimney

 ROV 07-17 Chimney

 Vent R ROV 06-3 Mound

 Vent S ROV 06-4 Chimney 190 1059

ROV 06-5 Chimney

 Vent T  ROV 06-10 Chimney

 ROV 06-13 Mound

 Vent U  ROV 06-15 Chimney

 Vent V  GTV 16-3 Crust 231 1031

GTV 16-4 Crust

GTV 16-6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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낮아지며, 일부 지역에서는 철·망간각 하부로 저온성

열수유체의 분출이 관찰되기도 한다 (Fig. 3E). 비활동성

열수분출구와는 다르게 활동성 열수분출구 주변에는 홍

합류 (mussel), 달팽이 (snail)와 같은 열수분출구 동물

군 (vent fauna)이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Fig. 3F).

3. 열수분출구의 광물학적 특성 연구

3.1. 시료채취 및 연구방법

본 연구는 독일 해양조사선 R/V SONNE호를 이용하

였으며, 심해카메라를 이용하여 해저 관찰을 하면서 시

료를 채취 할 수 있는 무인잠수정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과 티비그랩 (TV-grab, GTV)을 이용하

여 시료를 획득하였다. 획득된 시료는 TA25 해저산

칼데라 서측 경사면에 분포하는 18곳의 서로 다른 위

치의 침니 시료 24점, 광체구 시료 9점 및 광체구 상

부에 발달한 표층시료 (Fe-crust)이다 (Table 1). 침니

시료는 해수로 분출되는 열수유체에 의해 해저면에서

수직적으로 발달하는 굴뚝 모양의 침니에서 채취된 시

료를 의미하며, 광체구 시료는 열수 유체가 해수로 분

출되기 전 해저면 하부에서 해저면 하부로 침투하는

해수와 혼입되어 형성되는 해저면 하부의 광체시료를

의미한다. 이러한 광체구 표층부에는 해수 중으로 분

출한 열수기원의 미립 금속 입자와 산화물들이 침전되

며, 이들 시료들이 표층시료이다.

채취된 침니 및 광체구 시료들 중 대표적인 침니와

광체구 시료를 대상으로 광상·광물학적 연구를 수행

하였다. 광석광물에 대해서는 X-선 회절분석 (X-ray

powder Diffraction)과 전자현미분석 (Electron Probe

Micro-Analysis)을 수행하였다. X-선 회절분석은

PANalytical X'Pert-PRO을 이용하여 분석하였으며,

CuKα (1.54056Å)를 이용하여 회절각 (2θ) 5o~70o까

지 분석하였다. 전자현미분석은 고려대학교 전략광물자

원연구센터 JEOL JXA-8600SX를 이용하였고, 가속전

압 20 kV, 빔 전류 2 nA의 조건에서 분석후 ZAF법

을 이용하여 보정하였다. 

3.2. 광석광물

획득된 시료는 육안관찰 시 대부분 섬아연석이 우세

한 아연 우세형 (Zn-rich) 광체로 분류된다. 생성 초기

Fig. 4. Chimney and mound samples from the TA25 hydrothermal deposits. (A) Small chimney (<0.2 m) is mainly

composed of fragile gypsum/anhydrite. (B) Chimneys (<1 m) are coated with barite and Fe-oxides. Porous texture where

sphalerite is predominant is observed in the inner part of the chimney. (C) Mound samples are composed of massive barite in

sphalerite-pyrite assemblage. (D) Fe-crust that formed the upper part of mound is consolidated with Fe-oxides. White arrows

indicated disseminated chalcopyrite in the massive pyrite zone. Abbreviations; ba=barite, cp=chalcopyrite, gy=gypsum,

py=pyrite, sph=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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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것으로 생각되는 소형 침니 (높이 <20 cm)는 주

로 석고/경석고로 구성되어 있어 비교적 약한 경도를

보인다. 이러한 침니의 절단면은 다수의 분출구가 불

규칙하게 분포하는 특징을 보이며, 금속 광물의 뚜렷

한 대상변화가 육안으로 관찰되지 않는다. 다만 초기

침니의 대부분을 구성하는 석고/경석고가 기질 역할을

하며, 분출구를 중심으로 후기 정출된 황철석이 육안

관찰 결과 확인된다 (Fig. 4A). 

생성초기 (immature)의 침니 보다 다소 큰 크기 (높

이 <1 m)를 보이는 침니들의 최외각부는 철·망간 산

화물로 피복된 중정석이 관찰된다. 이들 침니의 내측

부에는 섬아연석이 우세한 다공성 조직이 관찰되며, 직

경 1.5 cm 이하의 소형 분출구가 다수 분포하는 특징

을 보인다 (Fig. 4B). 이러한 침니는 생성 초기의 소

형 침니와는 다르게 침니의 최외각부에서 내측 분출구

쪽으로 갈수록 중정석대 → 섬아연석대의 금속광물에

의한 누대구조가 관찰되며, 분출구 인접 부분에서는 소

량의 황동석이 육안으로 확인된다. 

침니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석 결과 (Fig. 5), 섬

아연석, 황철석, 방연석, 백철석, 황동석이 확인되며, 이

와 함께 석고/경석고, 중정석과 같은 황산염 광물이 우

세하게 확인된다. 일반적으로 침니의 최외각부에서는

석고/경석고, 중정석과 같은 황산염 광물의 회절 피크

가 강하게 관찰되며, 침니의 내측 분출구 쪽으로 갈수

록 황화광물의 상대적 회절 피크가 증가한다. 특히, 섬

아연석의 회절 피크가 매우 높아지는 특징을 보이며,

내측 분출구 인접 부분의 시료에서는 섬아연석과 소량

의 황동석 회절 피크가 함께 관찰된다.

광체구 시료는 최외각부에서 철·망간 산화물로 피

복된 중정석이 관찰되며, 광체구의 내측부로 갈수록 황

화광물이 괴상으로 산출된다. 광체구 시료 역시 섬아

연석이 우세하게 산출되며, 침니 시료 보다 황동석이

다소 많이 관찰된다. 광체구 시료에 대한 X-선 회절분

석 결과 (Fig. 6), 섬아연석의 회절 피크가 상대적으로

강하게 확인되는 특징을 보이며, 이와 함께 황철석, 황

동석, 방연석, 중정석의 회절 피크가 확인된다. 일반적

으로 광체구의 최외각부는 중정석의 회절 피크가 상대

적으로 강하며, 내측으로 갈수록 황화광물의 X-선 회

절 피크가 상대적으로 높아진다. 광체구 시료에서는 주

구성광물인 섬아연석의 회절 피크가 광체구 내측으로

Fig. 5. The XRD pattern of the TA25 chimney. The X-ray

diffraction peak of sphalerite is predominant. The intensity

of sphalerite peaks has a increasing tendency from outside

to inside of the vent conduit. Abbreviations; anh=anhydrite,

ba=barite, cp=chalcopyrite, gn=galena, gy=gypsum, mar=

marcasite, py=pyrite, sp=sphalerite. 

Fig. 6. The XRD pattern of the TA25 mound. The X-ray

diffraction peak of sphalerite in the mound is similar to that

of the chimney. However, the chalcopyrite peaks are more

identified than in chimney. Abbreviations; ba=barite, cp=

chalcopyrite, gn=galena, py=pyrite, sp=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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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며, 황동석의 회절 피크

가 침니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특징을 보

인다. 

육안관찰 결과, 일부 광체구 시료는 주로 괴상의 중

정석으로 구성되며 광체구 내측부에서는 후기 정출된

것으로 보이는 황화광물이 섬아연석+황철석의 광물조

합을 보인다 (Fig. 4C). 광체구 주변에서 회수된 표층

시료의 내측부는 황동석 점적을 포함하는 괴상의 황철

석이 육안으로 확인되며, 철수산화물이 기질부를 이루

며 고화되어 있다 (Fig. 4D). 

3.3. 공생관계

경하에서 관찰되는 광석광물의 공생관계는 Fig. 7과

같다. 침니의 경우 광화초기에 생성된 석고/경석고, 중

정석이 최외각부에서 관찰되며, 황철석 및 섬아연석이

함께 산출된다. 중정석의 경우 대부분 열수분출 초기

생성광물로 확인되나, 드물게는 후기에 황철석 간극을

충진하며 산출된다 (Fig. 8A). 침니의 외각부에서는 반

자형의 황철석 괴상 집합체가 섬아연석과 함께 산출되

며 소량의 방연석을 수반한다. 괴상 집합체의 황철석

정출 이후에는 보다 후기의 것으로 생각되는 황철석이

띠 (band) 상으로 정출되었으며, Fig. 8B (화살표)에서

보이는 것과 같이 일부는 용해 조직을 보인다. 황철석

괴상 집합체와 띠 상으로 정출된 황철석 간의 화학조

성은 뚜렷한 변화없이 최대 0.59 wt.%의 비소함량을

보인다 (Table 2). 광화가 진행됨에 따라 침니의 내측

으로 갈수록 섬아연석의 산출빈도가 높아지며, 방연석

이 괴상의 섬아연석과 황철석 입자경계를 따라 산출되

거나 섬아연석 입자 내에 포획되어 정출한다 (Fig. 8C).

이 시기의 섬아연석 내 철함량은 0.40~1.97 mole%

FeS 범위를 보인다 (Table 3). 광화후기 침니의 최내측

부에서는 황철석의 산출빈도가 감소하고 강한 이방성

을 보이는 백철석이 자형에서 반자형 결정으로 섬아연

석 입자경계나 입자 간극에서 산출된다 (Fig. 8D). 섬

아연석은 산출빈도가 크게 증가하여 외측부에 비해 큰

입자의 섬아연석이 관찰된다. 최내측부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 내 철함량은 2.25~7.19 mole% FeS 범위를

보여 내측부로 갈수록 섬아연석 내 철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백철석 내 비소함량은 최대 1.47 wt.%

범위를 보인다 (Tables 2, 3). 광화 최후기 침니의 최

내측부에서는 고유황형 (high sulfidation) 환경의 지시

광물인 황비동석이 자형에서 반자형 결정으로 섬아연

석 입자 간극이나 황동석 입자경계를 따라 정출

(~100 µm)한다 (Fig. 8D). 전자현미분석 결과 황비동

석은 안티모니가 소량 함유되기도 한다 (Table 2). 

전체적으로 광석광물은 침니 내측부에서 외각부로

이르는 순서에 따라 섬아연석 + 황철석 + 백철석 +

황동석 + 코벨라이트 + 황비동석 ± 비사면동석 →

섬아연석 + 황철석 + 방연석 ± 황동석 ± 황산염광

물 (anglesite) → 중정석 + 석고/경석고 +황철석 +

섬아연석의 대상변화가 확인된다. 

광체구의 경우 최외각부에서는 침니와 유사하게 기

Fig. 7. Paragenic sequence of minerals from the TA25 hydrothermal deposits. Trace amounts of covellite, enargite and

tennantite are the latest phase. At the mound, paragenesis is similar to that of the chimney. The thickness of the bar in the

paragenesis represents the relative proportion of the minerals. 



통가 TA25 해저산 칼데라 해저열수 분출구의 광석광물 산상 및 유체포유물 연구 281

Fig. 8. Photographs of polished section of the chimneys and mounds from the TA25 hydrothermal deposits. The

photographs of A to D and E to H are from chimneys and mounds, respectively. (A) Barite usually occurs in chimney

exterior. (B) Massive pyrite with pyrite of exsolution texture (white arrow) is rarely observed along the massive pyrite grain

boundary. (C) Galena associated with sphalerite at the margin of the massive pyrite. (D) At the latest mineralization, trace

amounts of enargite are observed in the innermost chimney. (E) At the early mineralization, colloform pyrite is intergrown

with barite and sphalerite. (F) Chalcopyrite inclusions in massive sphalerite grains. BEI image (withe arrow) showing the

gradational zoning along the sphalerite grain boundary. (G) Subhedral galena replaced by covellite. (H) Enargite and

tennantite located in chalcopyrite grain boundary. Abbreviations; ang=anglesite, ba=barite, cp=chalcopyrite, cv=covellite,

eng=enargite, gn=galena, mar=marcasite, py=pyrite, sph=sphalerite, tnt=tennantite. 



282 최선기·이경용·박상준·최상훈·이인경

Table 2. Galena, Tennantite, enargite and pyrite compositions analyzed by EPMA in the TA25 hydrothermal deposits

Sample 

No.
Mineral Type

Weight percent
Total Chemical formula

Cu Zn Fe Pb Ag As Sb S

GTV 

06-2

Galena Mound N.D. 0.49 N.D. 82.71 0.91 N.D. 2.44 12.44 98.99 X1.03Y1

(X=Pb, Y=S)

GTV 

06-2

Tennantite Mound 39.69 5.81 2.84 2.17 2.45 17.65 1.85 27.52 99.98 X12.08Y3.80Z13

(X=Cu+Zn+Fe+Pb+Ag, 

Y=As+Sb, Z=S)

ROV 

06-4

Tennantite Chimney 43.34 6.06 2.18 2.44 N.D. 19.30 N.D. 27.86 101.18 X12.35Y3.85Z13

(X=Cu+Zn+Fe+Pb, 

Y=As, Z=S)

ROV 

06-13

Enargite Mound 48.63 N.D. 2.02 N.D. N.D. 16.66 N.D. 32.05 99.36 X3.21Y0.89Z4

(X=Cu+Fe, Y=As, Z=S)

ROV 

07-13

Enargite Chimney 47.64 N.D. 1.61 1.28 N.D. 16.42 0.29 32.13 99.37 X3.13Y0.88Z4

(X=Cu+Fe+Pb, 

Y=As+Sb, Z=S)

ROV 

06-10

Pyrite Chimney 0.34 N.D. 45.74 2.23 N.D. 0.59 N.D. 51.96 100.86 X1.01Y2

(X=Fe, Y=S)

ROV 

07-16

Marcasite Chimney 2.66 N.D. 43.87 1.36 N.D. 1.47 N.D. 50.63 99.99 X0.99Y2

(X=Fe, Y=S)

N.D.: Not detection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sphalerite from the TA25 hydrothermal deposits

Sample

 No.

Weight percent Mole % 

(FeS)
Remark

Zn Fe Cu Cd As Sb Ag S Total

Chimney

ROV 06-4 65.32 1.12 1.19 N.D. N.D. N.D. N.D. 32.76 100.39 1.97 outside

ROV 06-10 58.99 0.29 3.28 0.36 0.74 2.41 0.74 32.49 99.80 0.57 outside

64.15 0.22 N.D. N.D. N.D. 0.98 N.D. 32.89 99.08 0.40 outside

ROV 07-13 64.63 1.28 N.D. 1.01 N.D. N.D. N.D. 32.42 99.34 2.25 inside

64.81 1.29 0.80 0.91 N.D. N.D. N.D. 31.98 99.79 2.26 inside

63.06 2.48 N.D. 1.67 N.D. N.D. N.D. 32.56 99.77 4.34 inside

ROV 07-16 62.40 4.13 0.39 N.D. N.D. N.D. N.D. 33.87 100.79 7.19 inside

61.71 3.95 0.49 N.D. N.D. N.D. N.D. 33.69 99.84 6.97 inside

Mound

ROV 04-14 63.66 0.96 0.27 0.04 0.23 0.4 0.23 33.7 99.32 1.73 outside

ROV 04-5 66.01 0.52 0.50 N.D. N.D. N.D. N.D. 32.72 99.75 0.91 outside

66.47 0.60 N.D. N.D. N.D. N.D. N.D. 32.31 99.38 1.05 outside

61.00 0.20 3.07 N.D. N.D. 1.69 N.D. 31.88 99.09 0.38 outside

67.42 0.64 N.D. 0.44 N.D. N.D. N.D. 32.13 100.63 1.10 outside

GTV 06-2 65.50 1.60 0.62 N.D. N.D. N.D. N.D. 32.48 100.20 2.78 outside

62.89 0.99 1.71 N.D. 1.00 1.43 1.00 32.53 100.55 1.81 outside

60.95 0.94 2.06 N.D. 1.15 1.64 1.15 32.47 99.65 1.77 outside

56.76 0.38 2.85 N.D. 3.34 3.37 3.34 31.68 99.36 0.78 outside

ROV 04-9 64.86 1.85 0.74 N.D. N.D. 0.49 N.D. 32.08 100.02 3.23 inside

63.62 2.06 1.36 N.D. N.D. 1.04 N.D. 32.04 100.12 3.65 inside

65.82 1.46 N.D. 0.52 N.D. N.D. N.D. 31.76 99.56 2.52 inside

ROV 06-13 57.95 4.72 3.61 1.07 N.D. N.D. N.D. 32.14 99.49 8.62 inside

64.72 2.04 N.D. 1.15 N.D. N.D. N.D. 32.07 99.98 3.52 inside

63.18 2.59 0.93 0.34 N.D. N.D. N.D. 32.14 99.18 4.57 inside

65.97 1.53 N.D. 0.70 N.D. N.D. N.D. 32.29 100.49 2.63 inside

62.37 3.24 1.65 1.18 N.D. N.D. N.D. 32.13 100.57 5.67 inside

N.D.: No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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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 역할을 하는 자형의 중정석이 황철석 및 섬아연석

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되나, 석고/경석고는 관찰되

지 않는다. 전자현미분석 결과 섬아연석 내 철함량은

0.38~2.78 mole% FeS 범위를 보인다 (Table 3). 최

외각부에서 산출되는 황철석은 교질상 조직이 우세하며,

중정석 입자에 포획되어 정출되기도 한다 (Fig. 8E). 광화

가 진행되면서 침니와 유사하게 광체구 내측부로 갈수

록 섬아연석의 산출빈도가 증가한다. 섬아연석 입자 내

에 타형의 황동석이 산점상으로 분포하고, 섬아연석 입

자간 공극에서 집중적으로 정출하는 자형의 방연석이

관찰된다. 특히, 이 시기의 섬아연석 (GTV 06-2)은 입

자 경계부에서 조성이 급변하는 누대구조가 관찰된다.

경하에서 이 누대구조는 입자 경계부에서의 다소 뚜렷

한 입자 경계로 관찰되기도 하나 BEI (Backscattered

Electron Image) 상에서는 짧은 구간 내에서 은 (Ag)의

조성변화에 의한 누대구조가 뚜렷이 확인된다. 특히,

누대구조 중 주위와 확연한 차이를 보이는 밝은 부분

이 BEI 상에서 관찰되며, 섬아연석 내에서 띠 상의

침전을 보이거나 섬아연석 입자의 경계부를 따라 산점

상으로 분포하는 특징을 보인다 (Fig. 8F). 이들 섬아

연석 내 철함량은 입자 중심부 (core) 부근에서 최대

2.78 mole% FeS, 입자 경계부에서 최대 0.78 mole%

FeS를 보이며, 은함량은 중심부 부근에서 최대

1.00 wt.%, 경계부에서 최대 3.34 wt.%를 보여 섬아연

석 입자의 중심부에서 경계부로 갈수록 철함량이 감소

하고 은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Table 3). 한

편, BEI 상에서 관찰되는 섬아연석 내의 밝은 부분은,

분석 빔의 크기 한계에 기인하여 정확한 동정이 어려웠

으나 (total value=94.95 wt.%), 은함량 (10.65 wt.%)

이 높아 섬아연석 내 은함량이 10 wt.% 이상 포함되

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생각된다. 광체구 내측부

에는 반자형 결정의 방연석을 교대하는 타형의 코벨라

이트와 괴상의 황산염광물이 관찰되고, 전자현미분석

결과 방연석 내 은함량은 최대 0.91 wt.% 범위를 보

인다 (Fig. 8G, Table 2). 광체구 최내측부에는 황동석

이 침니에 비해 높은 산출빈도를 보이며, 최내측부에

서 산출되는 섬아연석 내 철함량은 2.52~8.62 mole%

FeS의 범위를 보인다. 광화 최후기에는 반자형 결정의

황비동석이 황동석 입자경계를 따라 산출되며, 파쇄된

황철석 입자를 교대하는 타형의 비사면동석이 관찰된

다 (Fig. 8H, Table 3). 

4. 유체포유물 연구

TA25 해저산 내 열수광화작용과 관련된 유체의 온

도조건과 염농도 등을 규명하고자 유체포유물 실험 연

구를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열수분출구에서의 유체포

유물 연구는 경석고, 섬아연석, 중정석을 대상으로 수

행되나 본 연구에서는 TA25에서 채취된 광체구 시료

에서 분리한 중정석 내에서만 유체포유물이 확인되며,

침니 시료에서는 유체포유물이 관찰되지 않는다. 이들

중정석을 양면 연마박편으로 제작한 후 경하에서 냉

각·가열 실험을 수행하였다. 이 실험은 충북대학교

Linkam Scientific Instruments의 THMS 600 Heating/

Freezing stage를 이용하였다. 가열 실험에서 측정되는

균일화온도의 측정 오차는 ±1oC이며, 염농도는 H2O-

NaCl계의 freezing-point depression (Potter et al.,

1978)을 이용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액상이 우세하고,

가열실험 시 액상으로 균일화되는 type I 형태의 유체

포유물이 확인되며, 유체포유물 형태는 대부분 부정형

으로 20 µm 미만의 크기를 보인다 (Fig. 9). 

균일화 온도 실험 결과, 광체구 중정석 시료에서는

148oC~341oC (평균: 213oC)의 균일화 온도 범위를

보인다 (Table 4). 중정석은 광체구 초기 형성 시 광

Fig. 9. Photographs of representative fluid inclusion type in barite from TA25 hydrothermal deposits. (A) and (B) Liquid-

rich type inclusions in barite. Fluid inclusions have a variety of irregular shapes. Abbreviations; L=liquid, V=vap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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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구 최외각부에서 기질 역할을 하며 산출되는 것으로

보아 광화 주 시기에 정출된 것으로 생각되는 섬아연

석, 황철석, 황동석 등은 이보다 온도가 높은 환경 (약

≥200oC)에서 광화작용이 진행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무인잠수정의 온도 검침기를 이용하여 측정된 분출구

온도는 173oC~216oC (평균: 200.5oC)의 범위를 보여

유체포유물 (148oC~341oC) 보다 최고온도에서 다소

낮은 값을 보인다. 유체포유물의 균일화 온도 및 열수

분출구에서 측정된 유체의 온도가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는 것은 유체와 해수의 직접적 혼합 (mixing)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분출구에서 측정된 광화

유체의 온도가 유체포유물에서 측정된 균일화 온도보

다 다소 낮은 최고온도를 보이는 것은 분출구에서 온

도 측정시 해수의 유입으로 인해 광화유체의 온도가

다소 낮아지는 것으로 판단된다. 

광체구 시료에 대한 유체포유물 냉각실험 결과,

0.4~3.6 wt.% 상당 염농도 범위가 확인되었다 (Table 4).

특히, 측정된 염농도 중 해수의 염농도 (3.2 wt.%

NaCl) 보다 확연하게 낮은 염농도 (0.4 wt.% NaCl)가

확인되는 것으로 보아 광체구에서는 과거 저염농도를

갖는 저온성 광화유체의 유입이 우세하였음을 시사한다.

5. 토의 및 결론

통가-커마덱 화산호에 위치하는 TA25 해저산의 칼

데라 내부 서측 경사면 (약 40o), 수심 약 1,100 m에

서 최초로 대규모의 해저열수분출구를 확인하였다. 대

부분의 침니 (높이 <2 m)와 광체구 (직경 <3 m)는

작은 크기로 분포하며, 투명한 저온성 열수유체를 분

출하는 활동성 분출구들로서 최저 150oC에서 최대

242oC (평균: 203oC)의 열수유체가 분출된다. 이들 침

니 및 광체구는 섬아연석이 우세하게 산출되는 아연

우세형 광체로서 황철석, 백철석, 방연석, 황동석, 중정

석, 석고/경석고, 코벨라이트, 비사면동석, 황비동석 등

의 황화광물로 구성된다. 황비동석은 고유황형 환경의

지시 광물로서 마그마 분화후기에 발생하는 휘발성분

이 다량 포함된 마그마성 유체의 영향을 크게 받은 것

으로 보고되고 있다 (Chouinard et al., 2005). 광석광

물 중 황비동석의 산출은 이 지역의 열수광화작용이

고유황형 환경에서 진행되어 마그마 기원의 유체의 혼

입이 컸음을 시사한다 (Barton and Skinner, 1979;

Arribas, 1995). 섬아연석은 열수분출구의 외각부에서

내측부로 갈수록 산출빈도가 증가하며, 섬아연석 내 철

함량 (mole% FeS)도 증가하는 특징을 보인다. 섬아연

석 내 철함량은 황분압, 온도 등의 변수에 따라 변하

기 때문에 생성환경에 대한 정보를 제공한다 (Lusk and

Ford, 1978; Scott, 1983; Shimizu and Shikazono,

1985). 열수분출구의 외각부에서 내측부로 갈수록 섬아

연석 내 철함량이 증가하며, 이는 열수분출구의 구조

가 외각에서부터 형성되면서 광화조건이 지속적으로 변

하였음을 시사한다 (예:유체온도, 황분압). 또한, 섬아

연석에서 측정된 은 (~10 wt.%) 함량은 과거 이 지

Table 4. Microthermometric data for fluid inclusion in barite collected from TA25 hydrothermal mound

Sample no.

(Vent no.)
Mineral

Th-tot1)

(°C)

Tm-ice2)

(°C)

Salinity

(wt.% NaCl equiv.)

V.T3) /

(Average)

(°C)

ROV 06-20

(Vent C)

barite 165 -0.2 0.4 211, 216 / 

(213.5)

148 -1 1.7

151 -1.8 3.1

ROV 04-05

(Vent G)

barite 212 -2.1 3.6 173, 202 / 

(187.5)

GTV 06-02

(Vent G)

barite 241 -1.8 3.1

193 -1.3 2.2

228 -1.8 3.1

241  N.D. N.D.

341  N.D. N.D.
1)Total homogenization temperature
2)Final ice melting temperature
3)Vent fluid temperature

N.D.: Not detec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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역 열수광화작용 시 높은 은함량을 갖는 광화유체의

관여를 시사한다. 황동석의 경우 광체구에서 침니에 비

해 정출 빈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어 침니에서 보다 고

온의 광화유체에 의한 광화작용이 진행되었음을 시사

한다. 이는 광체구와 침니에서의 해수혼입 정도의 차

이에 따른 결과로 판단된다.

광체구 시료의 중정석을 대상으로한 유체포유물 실

험 결과, 148oC~341oC (평균: 213oC)의 균일화 온도

및 0.4~3.6 wt.% NaCl 상당 염농도를 보이는 광화유

체의 특성을 보인다. 중정석은 주 구성광물인 섬아연

석 보다 주로 전기에 정출된 공생관계로 미루어 광체

구에서의 주된 광화작용은 약 ≥200oC에서 진행된 것

으로 확인되며, 광체구 보다 해수의 혼입 비율이 높을

것으로 생각되는 침니에서는 이보다 낮은 온도에서 광

화작용이 진행되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TA25 해저산 시료에 대한 광물학적 연구 결과, 침니

및 광체구는 광화초기에 중정석과 같은 저온성 맥석광

물의 정출을 시작으로 주 광화시기에는 중온성 섬아연

석이 집중적으로 정출되고 광화 최후기에는 동광화작

용이 수반되는 특징을 보이며, 주로 저온성 침니와 비

교적 고온의 광화작용에 의해 생성된 광체구로 구성된

분출구 형성이 막 시작된 미성숙한 (immature) 광체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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