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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nae deposit is located within the Cretaceous Gyeongsang Basin. The Cu-bearing hydrothermal quartz vein

formed by narrow open-space filling along fracture in the sedimentary rocks as Jindong Formation. The Hanae Cu-bearing

hydrothermal deposit shows a paragenetic sequence of pyrrhotite-pyrite → pyrite-chalcopyrite-sphalerite(±Bi-bearing

tellurides) → Ag-bearing telluride mineralization → secondary mineralization. Fluid inclusion data indicate that the

Hanae Cu-bearing hydrothermal mineralization occurred from dominantly aqueous fluids at temperatures of 400oC-

200oC. Equilibrium thermodynamic interpretation of the mineral paragenesis and assemblages combined with fluid

inclusion data indicate that early main Cu-bearing ore mineralization in the vein starts at about 350oC which

corresponds to sulfur fugacity from about 10-9.2 to 10-8.7bar with oxygen fugacity of about 10-32.1 to 10-29.8bar. Late

main Cu-bearing ore mineralization in the vein occurs at about 250oC which corresponds to sulfur fugacity from

about 10-13.5 to 10-11.7bar with oxygen fugacity of about 10-38.4 to 10-35.2bar. The late Ag-bearing telluride mineralization

in the Hanae hydrothermal system occurs at about 200oC which corresponds to minium Tellirium fugacity value of

about 10-18bar with sulfur fugacity of about 10-14.0 to 10-10.9bar.

Key words : Hanae, copper-bearing hydrothermal vein deposit, Gyeongsang Basin, sulfur fugacity, oxygen fugacity

하내광상은 경상계 하양층군의 진동층 퇴적암내의 열극을 충진하여 발달한 함 동 열수 석영 맥상광상이다. 초기 맥

상 석영과 함께 자류철석-황철석의 산출로 시작된 금속 광화작용은 자류철석-황철석 → 황철석-황동석-섬아연석(±함

비스무스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함 은(Ag)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2차 광물 광화작용의 공생관계를 보이며 진행

되었다. 유체포유물 가열실험 결과 하내 함 동 열수광화작용은 약 400oC 내지 200oC 온도조건의 열수계에서 진행되

었다. 맥상 광물의 생성조합과 공생관계 및 유체포유물 가열실험 결과를 이용한 열역학적 해석결과, 하내 함 동 열수

광체의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 주 광화시기 초기의 온도인 350oC의 경우 10-9.2bar의 황 분압조건에서 광화작용이

시작되었으며, 10-8.7bar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2.1bar에서 ≈10-29.8bar에 이르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주 광화

시기 후기의 온도조건인 250oC의 경우 ≈10-13.5bar에서 ≈10-13.2bar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8.4bar에서 ≈10-37.6bar

에 이르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시작되어 ≈10-11.7bar 및 ≈10-35.2bar에 이르는 황 분압 및 산소 분압 각각의 점증에 의

하여 진행되었다. 하내 열수계 최후기(≥200oC) 텔루라이드 광화작용과 관련된 Te의 최소 분압조건은 ≈10-18bar이며,

황 분압 조건은 ≈10-14.0 에서 ≈10-10.9bar이었다.

주요어 : 하내, 함 동 열수 석영 맥상광상, 경상분지, 황 분압, 산소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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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국내에는 약 천여 개의 금속광상이 한반도 전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다. 이들 금속광상들은 성

인적으로 열극충진 열수맥상형 광상, 스카른형 광상,

알라스카이트형 광상, 열수교대형 광상 및 충적형 광

상 등의 유형으로 분류되지만, 대부분은 열극충진 열

수맥상형 광상에 속한다. 국내 열극충진 열수맥상형 금

속광상들은 물리화학적 생성환경의 차이에 따라 중열

수 광상 및 천열수 광상 등으로 분류될 수 있다. 이들

열극충진 열수맥상형 금속광상들은 대부분 한반도 대

표적인 화성활동인 쥬라기 대보 화성활동(183-121 Ma)

및 백악기 불국사 화성활동(110-60Ma)과 상당히 밀접

한 연관성을 보이며 서로 상이한 광상학적 특성을 보

여준다. 이들 두 시기 화성활동과 관련된 관입암체의

관입심도는 상당한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관입 심

도의 차이는 관계화성암과 관련된 금속 광화작용의 특

성이 광상 형성당시의 심도, 즉 열수계의 진화과정에

서 다양한 금속의 침전환경에 지대한 영향을 준 것으

로 생각된다.

국내 동 광화작용은 주로 경상분지 내에서 진행되었

다. 특히, 경상분지 내의 함안-군북지역에서 고성 및 마

산지역에 이르는 경남광화대와 의성지역 광화대에 함 동

열수맥상광체가 밀집 분포한다. 이 외에 경남광화대 북

쪽에 인접한 붉은등지역을 포함하는 동점광상의 함 동

광체에 대하여 Sillitoe(1980)와 Kim and Kim(1974)

은 반암형 동 광화작용의 가능성에 대하여 보고한 바

있다. 경상분지 내의 함 동 열수 맥상광상은 일반적으로

백악기 화성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생성된 것으

로 확인되고 있다(Sillitoe, 1980; Jin et al., 1982;

Choi, 2007; Choi et al., 1994; Choi et al., 1998).

경상분지 외 지역의 경우 일부 열수맥상 및 열수교대

광상, 그리고 접촉교대광상 내의 연-아연 광체 등에 황

동석을 위주로 하는 함 동 광물이 수반되어 산출된다

(Lee et al., 2007).

본 연구는 경상분지 내 붉은등지역에 인접하여 Kim

and Kim(1974)에 의해 반암형 동 광화작용의 가능성

이 보고된 영산지구 내 하내리에 위치하는 하내 함 동

열수 맥상 금속광화작용에 대한 광상학적 특성과 생성

환경을 규명하고자한다.

2. 지질개요

하내광상이 부존하는 영산지구는 경상퇴적분지 남부

에 부존하는 경남 함 동 광화대의 북쪽에 인접하여 위

치한다(Fig. 1). 영산지구가 위치하는 경상퇴적분지의

지질은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로 구성되어 있는 경상누

층군이 넓게 분포한다. 경상누층군은 최하부의 백악기

초기 신동층군, 백악기 중기의 하양층군 및 최상부 백

악기 후기의 유천층군으로 구분된다. 육성퇴적암류로

구성된 신동층군은 부분적으로 화산암층과 교호되어 산

출하는 퇴적암류로 구성된 하양층군과 정합 관계를 보

이며 산출한다. 유천층군은 주로 화산암류로 구성되며,

지역적으로 신동층군 및 하양층군의 퇴적암류와 부정

합 관계를 보이며 산출한다(Lee, 1972). 이들 경상누층

군의 퇴적·화산암류는 화강섬록암 내지 흑운모화강암

및 화강반암의 성분특성을 보이는 화성암류로 구성된

불국사 화강암류에 의하여 관입되어 있다(Lee, 1972).

Fig. 1. Simplified geologic map of the Republic of Korea, showing the location of the Yeongsan area(Hanae deposit), the

Gyeongnam mineralized district(GN), and Gyeongsang basin(G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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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산지구는 전역에 걸쳐 주로 하양층군의 상부층인

진동층 퇴적암류와 이들 퇴적암류를 관입 산출하는 불

국사화강암류가 분포한다(Fig. 2). 진동층 퇴적암류는

일반적으로 약 1,500 m의 층후를 보이며, 주로 암회색

의 셰일과 사암 및 처트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영산

지구 내의 진동층 퇴적암류는 지구 전역에 걸쳐 처트

가 분포되어 있으며, 이들 처트는 화성암류의 관입 주

변부를 중심으로 지역적으로 혼펠스화 되어있다. 영산

지구 북서익부에는 진동층 셰일이 분포한다(Fig. 2).

영산지구 내에는 후기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로서

섬록암, 화강섬록암, 화강반암, 석영반암과 함께 암맥

상으로 산출하는 산성 내지 중성 암맥 등이 상기 진동

층 퇴적암류를 관입하여 산출한다. 화강섬록암은 주로

영산지구 남부 하내지역에 분포하며, 섬록암은 지구 내

중앙부에 소규모로 관입하여 생성한다(Fig. 2). 화강반

암 및 석영반암은 지구 내에 주로 남북 방향의 암맥상

으로 산출한다(Fig. 2).

3. 광 상

영산지구 내의 금속 광화작용은 지구 남익부 하내리

에 열수맥상광체(이하, 하내광상)가 확인된다. 하내광상

은 진동층 퇴적암류 내에 발달된 열극을 충진 하여 발

달한 함 동 열수맥상광체이다. 약 20 cm의 맥폭을 갖

는 하내 함 동 열수맥상광체는 75°SW의 경사를 갖고

N5°W의 주향 방향으로 하내광체 노두 북쪽에 위치한

구갱도 항내 맥상광체까지의 연장성이 확인된다(Figs. 2

and 3). 하내광상은 주로 함 동 광물인 황동석과 함께

황철석, 자류철석 등이 산출되는 함 동 석영 맥상광체

이다. 하내광상의 남측 석영맥 노두에는 주로 황동석

과 황철석의 산출이 관찰된다. 하내리에 위치하는 맥

상광체 노두 북쪽에 위치한 구갱도 항내 맥상광체의

경우 주로 자류철석과 황철석의 산출이 확인된다. 두

맥상광체 모두 심한 풍화작용이 진행되었음이 관찰된

Fig. 2. Geologic map of the Hanae deposit area.

Fig. 3. Photographs of the copper-bearing hydrothermal

vein (A), old adit (B), and pyrrhotite(+ pyrite) vein (C) of

Hanae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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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하내광체 주변 하내리 처트질 퇴적암류에는 부분

적으로 황철석 세맥들의 산출이 관찰된다.

하내광상 주변의 극히 제한된 지역에서 부분적으로

미약한 규화작용, 녹니석화작용 및 황철석화작용 등의

열수변질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확인된다.

4. 광석광물 및 공생관계

하내광상은 열수맥상 광화작용에 의하여 생성된 괴

상, 각력상 및 호상조직과 함께 정동의 발달 등 복합

적인 조직적 특성을 보여주는 함 동 석영 맥상광체이

다. 이러한 하내광상에서 관찰되는 맥상 조직들은 천

부까지 유입된 열수에 의하여 발달하는 국내 백악기

열수맥상광체에서 보여주는 일반적인 특성들이다. 하내

광상은 단열구조 등 구조적 활동(tectonic break)에 의

하여 광화시기가 구분되지 않는 단일 광화시기의 함

동 석영 맥상 광화작용에 의하여 생성되었다. 하내광

상의 석영맥 내에는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

(chalcopyrite)과 함께 자류철석(pyrrhotite), 황철석

(pyrite), 섬아연석(sphalerite) 등의 천금속 황화광물

(base-metal sulfides)이 주로 산출된다. 함 동 광물로

서는 황동석과 함께 휘동석(chalcocite), 코벨라이트

(covellite)가 산출된다. 이들 천금속 황화광물과 함께

티탄철석(ilmenite), 자철석(magnetite), 적철석(hematite),

금홍석(rutile) 등의 함 티탄(Ti) 및 함 철(Fe) 산화광

물과 헤사이트(hessite), 웨를라이트(wehrlite), 필스나

이트(pilsenite) 등의 텔루라이드광물(tellurides)이 산출

된다. 하내광상 광화작용의 후기에는 맥상광체 내 황

화광물의 풍화산물로써 2차 광물인 백철석(marcasite)

과 침철석(goethite) 등이 산출된다. 하내광상 열수 석

영맥 내에 산출하는 광물들의 공생관계를 정리한 공생

도표는 Fig. 4와 같다.

하내광상 함 동 열수 석영 맥상광체의 초기에는 황

화광물들의 광화작용이 주로 진행되어 주 함 동 광물

인 황동석과 함께 자류철석, 황철석, 섬아연석 등이 산

출된다(Fig. 4). 이들 황화광물들은 주로 맥상 석영의

균열 또는 입자사이의 공간들을 충진 하거나 공생하며

산출한다.

자류철석은 주로 세립의 타형으로 광맥 내에 초기

산출하는 맥상 석영 입자 사이에 산포상으로 산출되거

나,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이 모여 괴상으로 산출

한다. 구갱도 입구의 광체에서는 괴상의 자류철석 맥

상광체가 관찰된다. 후기 자류철석은 부분적으로 황철

석과 공생관계를 보이거나 황철석 또는 황동석 내에

포획되어 산출하며, 함 비스무스 텔루라이드광물인 웨

를라이트와 미르메카이트(myrmekite) 조직을 보이며

산출되기도 한다(Fig. 5A and B).

황철석의 경우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들이 모여

괴상으로 산출하거나 석영맥 내에 산점상으로 산출하

며, 자류철석을 포획하거나 자류철석 또는 황동석과 공

생관계를 보이며 산출한다. 일부 황철석 입자의 가장

자리나 균열면을 따라 풍화작용에 의한 2차 광물로서

백철석과 침철석 등이 산출한다.

하내광체의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은 주로 타형

의 입자들이 모여 괴상의 산출 양상을 보여준다. 초기

에 산출된 자류철석이나 황철석을 포획하거나, 자류철

석, 황철석 또는 웨를라이트 입자 사이나 균열면을 따

라 산출하기도 한다(Fig. 5C and D).

섬아연석의 경우 초기에 산출하는 황철석, 자류철석

및 황동석 등 황화광물의 균열부를 충진 하거나 황동

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소량 산출한다(Fig. 5C and E).

전자현미분석 결과 이들 섬아연석은 평균 17.5(18.6~

16.3) mole %의 FeS 함량(Table 1)을 보여주며, 산출

시기 및 광물입자 내 누대구조 등에 의한 함량 변화는

보여주지 않는다.

하내광체 광화작용 중기에는 함 은(Ag) 텔루라이드

Fig. 4. Mineral paragenesis of the Hanae Cu deposit,

Yeongsan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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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인 헤사이트와 함 비스무스(Bi) 텔루라이드광물인

웨를라이트, 필스나이트 등이 미량 산출한다. 웨를라이

트와 필스나이트는 황철석 또는 황동석 내에 포획되거

나 균열부를 따라 산출한다(Fig. 5A, B, C and D).

타형의 자철석이 후기 섬아연석 내 소량 산출하며,

함 티탄(Ti) 철 산화광물인 티탄철석도 미량 산출한다.

세립으로 소량 산출하는 금홍석의 경우 주로 괴상의

황동석 균열부를 충진 하거나(Fig. 5F) 적철석과 공생

관계(Fig. 6A)를 보이며 산출한다. 헤사이트는 웨를라

이트와 황동석 사이 균열부를 따라 산출한다(Fig. 5D).

하내 함 동 맥상광체에는 함 동 광물로서 황동석과

함께 휘동석(chalcocite) 및 코벨라이트(covellite)가 광

화 후기에 산출된다(Figs. 5G, H and 6B). 휘동석은

초·중기에 산출한 자류철석, 황철석 및 황동석의 입자

Fig. 5. Photomicrographs of mineral occurrence and assemblage. A: Massive pyrite(Py), and pyrrhotite(Po) and

wehrlite(Wl) included in massive pyrite. B: Myrmekitic texture of pyrrhotite and wehrlite. C: Massive chalcopyrite(Cp) and

wehrlite(Wl). D: Hessite(Hs) associated with wehrlite within chalcopyrite. E: Sphalerite(Sl) within chalcopyrite(Cp). F:

Rutile(Rt) within chalcopyrite. G and H: Chalcocite(Chc) associated with chalcopyrite(Cp) or pyrite(Py). Scale bar is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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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변부 및 균열부를 따라 2차 부화 광물의 형태로 산

출되기도 한다(Fig. 5A, B, E and F).

하내광체 광화작용의 최후기에는 맥상광체의 풍화

산물로써 2차 광물인 백철석(marcasite)과 침철석

(goethite) 등이 초·중기에 산출한 자류철석, 황철석 및

황동석의 입자 주변부 및 균열부를 따라 산출된다

(Fig. 6).

이상의 광물 산출 특성들을 종합하면 하내 함 동 열

수맥상광체의 초기 맥상 석영과 함께 자류철석-황철석

의 산출로 시작된 금속 광화작용은 자류철석-황철석 →

Fig. 6. Photomicrographs of mineral occurrence and assemblage. A: Rutile(Rt) associated with hematite(Ht). B:

Covellite(Cv) with pyrite(Py). C: Marcasite(Ms) and Goethite(Gt) as secondary minerals by weatering process. Scale bar is

100 μ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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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석-황동석-섬아연석(±함 비스무스(Bi)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함 은(Ag)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2차 광

물 광화작용의 공생관계를 보이며 진행되었다(Fig. 4).

5. 광석광물의 생성환경

광상의 성인 연구에 있어서 광석광물의 침전과 관련

된 광화유체의 온도조건과 지화학적 환경조건(fs2, fo2

등)의 규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화학적 환경요인에

대한 규명과 해석은 광석광물을 포함한 광체 내 산출

광물들의 조성특성과 공생관계 등을 접목하여 수행되

는 열역학적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함 동

광체의 경우 함 동 광석광물과 수반하고 공생관계에

있는 산화·황화광물들의 조합과 조성특성은 산소 및 황

분압조건 등 광상의 생성과 관련된 성인적 환경을 해

석하는데 그 활용성이 매우 크다(Barton and Toulmin,

1964; Shikazono, 1985; Scott and Barnes, 1971).

하내 함 동 열수광체의 금속 광화작용은 자류철석-

황철석 → 황철석-황동석-섬아연석(±함 비스무스(Bi)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함 은(Ag) 텔루라이드 광화

작용 → 2차 광물 광화작용의 공생관계를 보이며 진행

되었다. 

하내광상 함 동 열수 맥상광체의 금속 광화작용과

밀접한 수반관계에 있는 맥상 석영에 대한 유체포유물

가열 실험·연구결과 추정된 하내 함 동 열수광체의 금

속 광화작용은 초기 약 400oC의 온도조건에서 시작되

어 약 200oC에 걸쳐 진행되었다(Fig. 7). 특히, 하내광

체의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의 침전은 주로 하내열

수계의 비등작용에 수반되어 약 350oC의 온도조건의

열수로 부터 시작되어 약 250oC에 걸쳐 진행되었으며,

그 후 함 은(Ag) 텔루라이드(±적철석) 광화작용이 진

행되었다.

이러한 하내 함 동 열수계 금속광화작용의 온도조건

과 주 광석광물인 황동석을 비롯한 함 동 광물 및 수

반 금속광물의 공생관계를 이용하여 산소 분압조건과

황 분압조건의 변화와 광화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

보기 위하여 하내 함 동 열수광체의 주 광화 관련 온

도조건인 350oC 및 250oC 조건에서의 상평형을 이용

한 산소 분압 및 황 분압조건의 변화를 해석하였으며

(Figs. 8 and 9), 후기(≥200oC)에 진행된 함 은(Ag)

텔루라이드(±적철석) 광화작용 시 Te 분압조건을 규명

하였다(Fig. 10).

하내 함 동 열수광체에서 주된 함 동 광물인 황철석

주 광화시기 초기의 온도인 350oC의 경우 Fe-S, Fe-

Fig. 7. Histogram of homogenization temperatures(Th) of

fluid inclusions in vein quartz of the Hanae deposit,

Yeongsan area. Abbreviations: II=type II fluid inclusion.

Fig. 9. Log fo2–fs2 diagram calculated at 250oC showing

stability relationship of late main copper mineralization

temperature. The ranges in fs2 were calculated from the

FeS contents(in a square bracket) in sphalerite (Scott and

Barnes, 1971) and mineral assemblages.

Fig. 8. Log fo2–fs2 diagram calculated at 350oC showing

stability relationship of early main copper mineralization

temperature. The ranges in fs2 were calculated from the

FeS contents(in a square bracket) in sphalerite(Scott and

Barnes, 1971) and mineral assemb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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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S 및 Fe-O-S계 등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Barton and Toulmin, 1964; Shikazono, 1985; Scott

and Barnes, 1971, Helgeson, 1969). 즉 초기의 자

류철석-황철석의 공생관계에 의하여 초기 온도조건인

350oC에서의 산소 및 황 분압조건을 확인하였다. 이러

한 산소 및 황 분압조건은 C-CO2계에 의하여 좀 더

정확한 접근이 이루어 질 수 있다. 유체포유물 실험·연

구결과, 하내열수계에는 액상 CO2나 CO2-hydrate가

확인되지 않는다(unpublished results). 이러한 특성은

하내열수계 광화열수 내 XCO2 값이 0.001 이하의 경

우로서 logf CO2 값이 0.9bars로 C-CO2계를 이용하여

산소 분압조건을 규정할 수 있다. 350oC 조건에서 황

동석을 비롯한 수반광물들의 광화작용은 자류철석-황

철석의 공생관계와 graphite가 산출되지 않는 하내 열

수광체의 맥상광물 산출 특성에 의하여 ≈10-9.2bar의

황 분압조건에서 광화작용이 시작되었으며, 그 후 황

철석-황동석-섬아연석의 광물조합과 섬아연석 조성

(16.25-18.58 mole% FeS) 및 자철석이 산출되지 않는

광물공생에 의하여 10-8.7bar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2.1bar에서 ≈10-29.8bar에 이르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진행되었다(Fig. 8).

하내 함 동 열수광체에서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

주 광화시기 후기의 온도인 250oC의 경우 Fe-S, Fe-

Zn-S 및 Fe-O-S계 등을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

(Barton and Toulmin, 1964; Shikazono, 1985; Scott

and Barnes, 1971, Helgeson, 1969). 즉 황철석-황동

석-섬아연석-자철석의 공생관계와 섬아연석의 화학조성

에 의하여 온도조건인 250oC에서의 초기 산소 및 황

분압조건을 확인하였으며, 그 후 황철석-자철석 및 황

철석-자철석-적철석의 공생관계를 이용하여 산소 및 황

분압조건의 변화를 규명하였다(Fig. 9). 250oC 조건에

서의 하내열수계 광화작용은 250oC 초기 ≈10-13.5bar

에서 ≈10-13.2bar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8.4bar에

서 ≈10-37.6bar에 이르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시작되어

≈10-11.7bar 및 ≈10-35.2bar에 이르는 황 분압 및 산소

분압 각각의 점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Tellurium 분압과 황 분압 조건의 변화는 Te-S-O계

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Afifi et al., 1988a; Afifi

et al., 1988b). 하내열수계에서 진행된 텔루라이드 광

화작용과 관련된 Te 분압조건은 후기(≥200oC)에 진행

된 함 은(Ag) 텔루라이드(±적철석) 광화작용 시 헤사

이트의 황철석-적철석 공생관계와 반동석이 산출되지

않는 맥상 광물산출 특성에 의하여 확인되었다. 하내

열수계 텔루라이드 광화작용을 야기시킨 Te의 최소 분

압조건은 ≈10-18bar이다(Fig. 10). 이와 관련된 황 분압

조건은 ≈10-14.0 에서 ≈10-10.9bar이다(Fig. 10), 

6. 결 언

하내광상은 경상계 하양층군의 진동층 퇴적암내에

발달한 열극을 충진하여 생성된 함 동 열수 석영 맥상

광상이다. 단일 광화시기의 석영맥 내에는 주된 함 동

광물인 황동석(chalcopyrite)과 함께 자류철석(pyrrhotite),

황철석(pyrite), 섬아연석(sphalerite) 등이 주로 산출된다.

함 동 광물로서는 황동석과 함께 휘동석(chalcocite),

코벨라이트(covellite)가 산출되며, 이와 함께 티탄철석

(ilmenite), 자철석(magnetite), 적철석(hematite), 금홍

석(rutile) 등의 함 티탄(Ti) 및 함 철(Fe) 산화광물과

웨를라이트(wehrlite), 필스나이트(pilsenite), 헤사이트

(hessite) 등의 텔루라이드광물(tellurides)이 소량 산출

된다. 하내광상 광화작용의 최후기에는 맥상광체 내 황

화광물의 풍화산물로써 2차 광물인 백철석(marcasite)

과 침철석(goethite) 등이 산출된다. 초기 맥상 석영과

함께 자류철석-황철석의 산출로 시작된 금속 광화작용

은 자류철석-황철석 → 황철석-황동석-섬아연석(±함 비

스무스(Bi) 텔루라이드) 광화작용 → 함 은(Ag) 텔루라

이드 광화작용 → 2차 광물 광화작용의 공생관계를 보

이며 진행되었다.

하내 함 동 열수광체에서 주된 함 동 광물인 황철석

Fig. 10. Log f Te2–fs2 diagram calculated at 200oC(Afifi et

al., 1988a and 1988b) showing stability relationship of the

late Ag-bearing telluride mineralization temperature. The

ranges in f Te2 and fs2 were calculated from the mineral

assemb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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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 광화시기 초기의 온도인 350oC의 경우 10-9.2bar의

황 분압조건에서 광화작용이 시작되었으며, 10-8.7bar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2.1bar에서 ≈10-29.8bar에 이르

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진행되었다. 주 광화시기 후기의

온도조건인 250oC의 경우 ≈10-13.5bar에서 ≈10-13.2bar

에 이르는 황 분압조건과 ≈10-38.4bar에서 ≈10-37.6bar에

이르는 산소 분압조건에서 시작되어 ≈10-11.7bar 및

≈10-35.2bar에 이르는 황 분압 및 산소 분압 각각의 점

증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하내열수계 최후기(≥200oC)

텔루라이드 광화작용과 관련된 Te의 최소 분압조건은

≈10-18bar이며, 황 분압 조건은 ≈10-14.0 에서 ≈10-10.9bar

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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