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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etasediment-hosted Pb-Zn mineralized zone has been found in Dyusembay of Kazakhstan. Its petrological

properties, metal index, alteration index and redox-sensitivity are compared with those of SEDEX type deposit.

Mineralization is developed along foliation of host rock (graphitic phyllite) and controlled by folds and faults;

major ore minerals including pyrite, pyrrhotite, sphalerite, and galena are disseminated or interlayered with fine-

grained quartz. The margin of the mineralized zone is metamorphosed accompanying sericite and chlorite.

Hydrothermal brecciation and Pb-Zn mineralization formed in quartz-calcite stockworks are confirmed at the around

of Maytyubin granitoid intrusions. The mineralization is classified into three types according to those of occurrence,

paragenesis, chemical composition and isotopic characteristics. Type 1 whose fine-grained pyrite, pyrrhotite and

sphalerite are formed in parallel yet discontinuous to well-developed foliations of the host rock; its geochemistry is

similar to those of the earlier stage in SEDEX-type mineralization. In case of type 2, the ore minerals of which are

concentrated being parallel to a foliation by regional metamorphism, and most of them associated with quartz and

muscovite (± biotite) paragenetically. Type 3 is formed in the hydrothermal breccia zone whose ore minerals are

controlled by foliation and breccia and developed in quartz ± calcite veins having a form such as stratification,

stockwork or veinlets. Host rocks in the mineralized zone indicate homogeneous metamorphic grade and there is no

specific alteration zonation. Also, all types (type 1, type 2, and type 3) represent similar REEs patterns, it can be

interpreted that these are originated from a same source. Sulphides occurred in mineralized zone indicate a limited

range of sulphur isotope values (type 2, δ34S = -13.3 ~ -11.7‰; type 3, δ34S = -13.9 ~ -8.2‰), and a result of

geothermometry presents different temperature ranges: type 2(251 ± 38oC ~ 277 ± 40oC); type 3(360 ± 2oC to

537 ± 29oC). It is estimated to be due to the effect of metamorphism and Maytyubin granitoid intrusions, respectively.

In addition, ternary chart of thorium, scandium, and zircon for discrimination of tectonic setting and redox

sensitivity using V/Mo values indicate that hydrothermal sediments put on reduction environment after precipitation,

before being affected by metamorphism and intrusion activity. Geochemical data are plotted on a distal trend of

SEDEX-type with discrimination plot using SEDEX index. As a result, petrological-geochemical properties

demonstrate that Dyusembay Pb-Zn mineralized zone is comparable to distal-type of SEDEX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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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자흐스탄 듀셈바이지역에서 변성퇴적암을 모암으로 발달한 연-아연 광화대가 확인되었다. 이 광화대에서 채취된

암추시료의 암석학적 특징, 변질지수(Alteration Index) 및 광석의 산화-환원 민감도(Redox-sensitive)를 퇴적분기형

(SEDEX-type) 광상과 대비하였다. 광화작용은 습곡과 단층에 의해 규제되며 주로 흑연질천매암의 엽리를 따라 발달

한다. 주요 광석광물은 황철석, 자류철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이며, 세립질 석영과 함께 산점상 또는 층상으로 발달되

어 있다. 광화대의 연변부는 전반적으로 견운모 및 녹니석을 수반하는 광역변성작용의 특징을 보인다. 모암을 관입한

마츄빈 화강암류 인근에서 열수작용에 의한 각력화와 망상의 석영-방해석 맥에 수반되는 연-아연 광화작용이 확인된

다. 광화작용은 광석광물의 산출형태, 공생광물, 화학조성 및 동위원소 특성에 의해 세 가지 유형으로 구분된다. 광화

제1유형은 엽층리가 잘 발달된 모암 내에 미립의 황철석, 자황철석 및 섬아연석이 엽층리에 평행하게 단속적으로 배

태되는 특징을 가지며, 지구화학적 분석결과 퇴적분기형 광화작용의 초기 단계 특징과 유사하다. 광화 제2유형은 광

역변성작용에 의해 모암에 형성된 엽리에 평행하게 광석광물이 농집되어 나타나며, 석영 및 백운모(± 흑운모)와 공생

하는 특징을 보인다. 광화 제3유형은 열수각력대 내에 발달하며, 모암의 엽리면과 각력 사이의 열극에 규제되어 층상,

망상 및 세맥상의 형태로 발달하는 특징을 가진다. 듀셈바이 연-아연 광화대의 모암은 유사한 변성정도를 나타내고,

명확한 변질대의 분대 현상이 관찰되지 않는다. 또한 광화 제1유형, 제2유형 및 제3유형 모두 유사한 희토류원소

(REEs) 패턴을 나타내므로 동일한 기원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광화대에서 산출되는 황화광물은 제한된 범

위의 황 동위원소 값(제2유형: δ34S = -13.3 ~ -11.7‰, 제3유형: δ34S = -13.9 ~ -8.2‰)을 가지며, 동위원소 지질온도

계 적용 결과, 제2유형(T = 251 ± 38oC ~ 277 ± 40oC)과 제3유형(T = 360 ± 2oC, 537 ± 29oC)이 각각 다른 온도 범

위로 나타났다. 이는 각각 모암의 변성작용과 마츄빈 화강암류의 관입에 의한 영향을 반영하는 것으로 추정된다. Th-

Zr-Sc을 이용한 퇴적환경 분석 및 V/Mo 값을 이용한 산화-환원 민감도 검토 결과, 열수퇴적물은 침전 후 환원환경을

겪었으며 이후 변성작용과 화성암체의 관입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을 지시한다. 또한, 주성분을 이용한 SEDEX 지수

를 산출하여 퇴적분기형 광상 판별도에 도시해본 결과 원지성 광화대에 대비된다. 따라서 듀셈바이 연-아연 광화대는

퇴적암을 모암으로 발달하는 층상 퇴적분기형 광상의 원지성 광화대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카자흐스탄, 변성퇴적암 모암 광화작용, 퇴적분기형, 연-아연, 변질지수

1. 서 론

층상 연-아연광상(Stratiform Pb-Zn sulfide deposit)

은 해저의 퇴적분지에 분출된 열수에 의해 형성된 광

상을 통칭하는 개념으로서, 주로 대륙의 열개대가 확

장되어 개방형 해양으로 진화되는 환경에서 분지퇴적

물과 함께 아연, 연, 은 등을 함유하는 광물이 호층을

이루는 층상 광체로 산출된다. 퇴적분기형 광상

(Sedimentary Exhalative Deposit : SEDEX)을 포함

한 층상 연-아연 광상은 전 세계 연-아연 매장량의

50%를 차지하고 있는 매우 중요한 자원으로서, 연-아

연 전체 생산량의 25% 가량을 공급하고 있다(Leach

et al., 2005). 퇴적분기형 광상은 브로큰힐형(Broken

Hill-type)과 아일랜드형(Island-type)을 포함하여 전 세

계에 120곳 이상이 알려져 있으며, 이중 2천만 톤 이

상의 매장량을 보유하고 있는 광상은 50개에 달하고

있다(Leach et al., 2005). 카자흐스탄의 아연 생산량

은 세계 8위이다(USGS, 2018). 대부분의 연-아연 광

화대는 중부와 북부지역에 위치하며, 현재 한국광물자

원공사를 비롯하여 세계 각국의 여러 광산회사들이 광

범위한 탐사를 수행하고 있다. 

한국광물자원공사는 2015년에 듀셈바이(Dyusembay)

복합광화지역에 대한 광화대를 탐사하기 위하여 자력

탐사(MT)와 유도분극탐사(IP)를 실시하였으며, 그 결

과를 활용하여 2015년과 2016년 2개년에 걸쳐 2015년

2,678 m (7개 공) 및 2016년 3,211 m (11개 공) 시

추를 실시하였다. 이러한 시추탐사에 의해 듀셈바이 하

부원생대에 속하는 화산암-퇴적암층에 부존하고 있는

연-아연 광화대가 확인되었다. 이 연구에서는 듀셈바이

(Dyusembay) 지역에서 시추한 코어시료를 이용하여

암석 및 지구화학적 연구를 통하여 광화유형을 구분하

였고, 이를 기반으로 퇴적분기성 연-아연 광상의 잠재

력을 고찰하였다. 

2. 지 질

듀셈바이 지역은 남-북 방향으로 길게 분포하는 원

생대 중기 변성퇴적암류와 이를 관입한 고생대 오르도

비스기 화성암류 및 신생대 퇴적물로 구성된다(Fig. 1).

원생대 중기 변성퇴적암은 하부로부터 주안카르

(Zhuankar), 쥘란디사이(Zhilandiysay), 콜디바이쇼킨

(Koldybayshokin), 쿠몰린(Kumolin) 및 벨쿠둑(Belkuduk)

층으로 구성된다(Fig. 1).

주안카르층은 연구지역의 북부에 분포하며 규암, 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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운모질규암 및 견운모-흑연-규질-점판암의 암상을 띤다

(KORES, 2015). 층후는 약 700~1,500 m이며 층의

서측부는 마츄빈 화강암의 관입에 의해 혼펠스화 되어

있다. 쥘란디사이층은 연구지역에서 가장 광범위하게

분포하는 층으로 주안카르층과는 부정합으로 접하며,

남-북 주향에 동쪽으로 40° ~ 60° 경사하며 대상으로

분포한다. 이 층은 역암, 견운모-흑운모-녹니석-장석질

셰일 및 규암의 암상을 띠며 암상에 따라 PR2gl1,

PR2gl2 및 PR2gl3으로 세분된다. PR2gl1은 역암, 셰일,

천매암으로 구성되고, PR2gl2는 셰일, 규암 및 유문암

질응회암으로 구성되며, PR2gl3은 황회색 운모질 반암

류와 담홍색, 홍회색 및 청회색 반암류로 구성된다. 연

구지역의 남서부 및 중앙부에 소규모로 분포하는 콜디

바이쇼킨층은 역암질 점판암, 견운모-흑운모-녹니석-장

석질 점판암, 규질 점판암, 철질 점팜암, 규암 및 대리

암의 산상을 나타내며 약 600 m의 층후를 가진다. 연

구지역 동부에 남-북 방향으로 넓게 대상분포하는 쿠

몰린층은 암상에 따라 PR2km1, PR2km2로 구분된다.

PR2km1은 하부층으로 흑연질천매암, 견운모질규암, 석

회질규암, 사질점판암으로 구성되며 700 ~ 1,000 m 의

층후를 가지고, PR2km2는 장석질셰일층으로 약 600 m

의 층후를 가진다. 흑연질천매암은 약 180 m의 층후

를 가지고 상부 엽리가 잘 발달된 변성 셰일에서 하부로

가면서 천매암질로 전이되며, 박층의 결정질 석회암이

혼재되기도 한다. 광역변성작용을 받은 셰일 층의 내

부에는 퇴적구조가 보존되어 있으며, 주로 세립의 석

영, 백운모, 녹니석, 흑운모 및 탄질물질로 구성된다.

천매암질로 전이된 부분은 중립의 석영과 백운모 등으

로 구성되며, 부분적으로 녹염석과 양기석이 수반된다.

규암은 120 m의 층후를 가지며, 주로 등립질 조직을

갖는 중립 내지 세립질의 석영과 백운모(견운모)로 구

성된다. 암석의 균열면을 따라 석영과 방해석 세맥이

발달하며, 엽리면을 따라 층상 또는 산점상의 황철석

이 수반된다. 벨쿠둑층은 암상에 따라 3개로 구분되지

만 조사지역에서는 상부에 해당하는 반암류로 구성된

암상만이 분포하고 있으며 약 300 m의 층후를 가진다.

마츄빈 화강암류(Maytyubin Granitoid)는 고생대 오

르도비스기 말에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하였으며, 모암과

평행하거나 단층대를 따라 관입하는 양상을 보인다. 남

-북 방향으로 약 20 km 연장되며, 조사지역의 중앙부에

서는 장경 4 km, 단경 3 km의 링 형태로 발달한다

(Fig. 1). 화강암류 외곽부는 반려암질 섬록암과 섬록암

의 조성을 띠며, 중앙부로 갈수록 섬록암과 석영섬록

암 및 토날라이트로 분화되었다.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Karakazova, 1979). Proterozoic metasedimentary rocks are distributed in the NS

direction and intruded by Paleozoic granitic roc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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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화작용

시추결과 이 지역에서 연-아연 광화작용은 주로 원

생대 변성퇴적암류인 쿠몰린층의 흑연질천매암과 규암

내에 배태됨이 확인되었다. 광석의 조직과 광석광물의

배태 양상에 따라 광화작용은 크게 3가지 유형으로 구

분된다. 제1유형은 주로 흑연질천매암에서 나타나며,

상대적으로 변성정도가 낮아 모암 변성 이전 셰일의

퇴적구조를 잘 보존하고 있다(Fig. 2a, 3a). 엽층리를

따라 황철석 또는 섬아연석이 선형으로 관찰되며, 모암

내 미립의 황철석과 섬아연석이 산점상으로 발달한다.

선형으로 배태된 황화광물의 연장성이 좋지 않으며, 모

Fig. 2. Stereo microphotograph of each mineralization type. (a) Type 1 shows well-preserved laminations in which sulphides

lie parallel (b) Type 2 shows foliations and micro-folds where sulphides are recrystallized and concentrated by

metamorphism. (c) Sulphides occur in laminated quartzite (type 2). (d) Type 3 shows foliations cut by quartz-calcite veins

with sulphides accompanying. Abbreviation: quartz = qz, calcite = cc.

Fig. 3. Microphotographs of graphitic phyllite and quartzite. (a) Quartz+ sphalerite occurr parallel to lamination in graphitic

phyllite. (b) Recrystallized and concentrated sphalerite in graphitic phyllite. (c) Recrystallized and concentrated sphalerite in

quartzite. (d) Enriched sphalerite in a quartz and calcite vein. Abbreviation: quartz = qz, sphalerite = sp, calcite = c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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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내에서는 석영 입자가 관찰된다. 황철석과 섬아연

석 이외에도 방연석과 자류철석이 미량으로 분포한다.

제2유형은 첫 번째 유형보다 상대적으로 변성정도가

높아 모암 내부에 연성변형구조가 발달하고 있다. 연

성변형을 받은 엽리를 따라 황철석 + 섬아연석 + 방

연석 + 석영이 배태되어 있다(Fig. 2b, 2c, 3b, 3c).

제1유형보다 황화광물의 입자가 크고, 석영과 공생하며

박편 상에서 뚜렷한 선형 구조를 나타낸다(Fig. 2b). 섬

아연석이 갈색을 띠어 육안으로도 광화작용이 확인되

며, 황동석이 미량으로 분포하고 있다. 모암 내에서는

석영이외에도 투각섬석, 흑운모, 백운모, 녹니석, 녹염

석 및 방해석이 관찰된다. 

제3유형은 모암의 퇴적구조를 절단하거나, 각력사이

를 채우는 망상 및 세맥상으로, 관입암 부근의 제한된

범위에서 국부적으로 확인된다(Fig. 2d, 3d). 광석광물

로는 황철석과 방연석 및 적갈색의 섬아연석이 우세하

며, 황동석 및 자류철석이 소량 산출된다. 맥석광물로

는 석영과 방해석이 우세하며, 투각섬석, 흑운모, 백운

모, 녹니석 및 녹염석이 산출된다. 

세 가지 유형의 광화작용 특성을 관찰한 결과 전반

적으로 모암내의 흑운모, 백운모 및 석영의 입자가 클

수록 황화광물의 입자도 커지는 특징을 보이며, 제2유

형과 제3유형이 중첩되는 구간에서 가장 높은 품위

(Zn + Pb = 7%)를 나타낸다(KORES, 2015). 각각의

광화유형의 시간적인 순서와 광물공생 및 정출순서는

Fig. 4와 같다. 또한, 연구 지역 내 금속광화작용은 모

암과 퇴적심도 및 변성정도의 차이에 의해 다른 특징

을 나타내며, 동쪽에서 서쪽으로 갈수록 철-구리-연-아

연-바나듐-인산염-중정석으로 전이되는 경향을 나타낸

다(KORES, 2016). 

4. 연구 방법

듀셈바이 퇴적분기형 연-아연 광화작용의 특성을 규

명하기 위하여 연구지역 광화대의 모암인 변성퇴적암

과 광체 시료에 대해 X-선 회절분석(XRD), 유도결합

플라즈마 질량유도(ICP-MS)분석 및 유도결합 플라즈

마 방출분광(ICP-OES)분석을 이용하여 주성분과 미량

및 희토류 원소 함량을 분석하였으며, 분석은 캐나다

ACTLAB (Activation Laboratories Ltd)에 의뢰하였

다. 분석결과를 이용하여 퇴적분기형(SEDEX-type) 광

상의 변질지수(Alteration Index: AI)와 광석의 산화-환

원 민감도와 비교하여 성인적 연관성을 검토하였다. 동

위원소 지질온도계(Ohmoto and Rey, 1979) 적용을

위하여 각 광화단계별로 공침관계에 있는 섬아연석, 황

철석 및 방연석의 황동위원소를 캐나다 ACTLAB의

VG602 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로 분석을

하였다.

5. 전암 분석 및 동위원소 분석 결과

5.1. 전암 분석 결과

시료는 C-6 (K1 ~ K20), C-13 (K37, K38) 두 시

추공 시료에서 선택하였으며, 흑연질천매암, 전이대

(K19, K20) 및 규암(K18)에 해당한다(Table 1). 흑연질

천매암의 연 함량은 최저 544 ppm에서 최대 6.02%로

나타나며, 아연 함량은 최저 120 ppm에서 최대 6.3%

의 함량을 보인다. C-13 호공(K37, K38)은 C-6 호공

에 비해 Fe2O3 함량은 높은 반면 Pb, Zn은 낮은 값

을 보인다. 규암 및 전이대(K18 ~ K20)의 연 함량은

105 ~ 6,190 ppm, 아연 함량은 130 ~ 8,480 ppm으로

Fig. 4. Paragenetic sequence for Dyusembay Pb-Zn mineralization.



218 노상건 ·이승한 ·박기웅 ·정현국 ·윤지성 ·김선옥 ·박맹언

Table 1. Major oxides and trace elements compositions of rock samples

Graphitic phyllite
Transition

zone
Quartzite

(wt%) K1 K2 K5 K7 K9 K10 K11 K12 K15 K16 K37 K38 K19 K20 K18

SiO2 43.1 53 52.2 47.3 46 54.7 49.7 49.3 59.5 51.8 55.9 52.1 56.8 66.6 69.3

Al2O3 10.2 11.8 12.3 14.6 12.7 12.2 9.8 12.8 12.2 15.3 12.9 12.5 17.7 7.8 13.4

Fe2O3 3.1 2.5 3.6 3.1 3.5 4.7 5 5.7 2.4 3.3 8.1 12.3 6.7 2.9 3.1

MnO 0.3 0.1 0.1 0.1 0.1 0.2 0.1 0.1 0.1 0.1 0.2 0.1 0.1 0.2 0.1

MgO 2.1 1.3 2.4 2.4 1.5 4.7 3.1 3.4 1.8 3 5.1 2.7 2.6 0.6 0.5

CaO 10.7 4.4 1.4 1.6 1.3 3.4 3.1 1 0.9 0.7 2.2 1.4 0.5 6.3 3.2

Na2O 0.5 0.3 0.2 0.3 0.3 1.5 0.1 0.3 0.3 0.4 0.5 2.4 1.3 0.2 1.2

K2O 4.3 5.1 4.4 4.4 6.5 4 4.6 3.9 3.3 4.7 4.5 3 4.3 5.1 5.8

TiO2 0.7 0.6 0.7 0.7 0.4 0.9 0.6 0.7 0.6 0.8 0.9 0.7 0.9 0.3 0.2

P2O5 0.1 0.1 0.1 0.1 0.1 0.2 0.1 0.1 0.1 0.1 0.1 0.1 0.1 0.1 0.1

LOI 10.9 5.7 8.8 9.2 7.5 7.9 10 8.7 5.6 8.9 7.9 10.3 6.3 6.8 3.2

Total 85.8 84.9 86.2 83.9 79.7 94.3 86.1 86 86.8 89.2 98.3 97.5 97.1 96.8 100.1

AI Mark3 31.1 21.2 22.5 17.3 21.4 25.4 31.3 27.7 16.2 17 33.5 44 24.7 34.8 22.2

SEDEX AI 72.4 72.4 64.3 59.6 72.4 55.2 65.6 64.8 59.8 55.3 64 81.5 71.8 87.7 89.6

MnOd 0.8 0.8 2.4 1.6 1.6 1.4 1.4 3.2 1.7 3.5 2.5 2.1 3.8 0.9 1.1

(wt%)

S 1.9 3.0 2.8 2.9 4.5 2.2 2.7 3.3 2.8 2.3 2.1 4.9 1.7 0.9 0.8 

Pb 6.0 3.4 1.7 0.7 2.8 1.7 2.3 1.1 0.8 0.9 0.1 0.6 0.3 0.6 0.1

Zn 1.8 4.2 4.5 5.1 6.3 1.8 4.4 4.6 4.7 3.6 0.1 0.7 0.6 0.8 0.1

(ppm)

Cu 220 410 490 20 5510 870 250 250 160 110 80 130 70 70 20

Mo 4 6 9 5 16 2 11 17 < 2 6 10 52 3 6 5

V 151 128 283 228 185 219 268 282 127 258 319 520 234 113 22

As 89 1150 286 427 581 72 179 175 83 277 < 5 14 6 104 11

Ba 1071 1809 1161 946 2790 1100 1542 953 611 1350 1618 948 678 1674 1238

Rb 191 209 197 221 285 135 200 167 154 188 189 130 175 212 236

Sr 62 67 43 46 62 94 44 44 34 73 79 135 29 42 181

Tl 0.2 0.5 0.5 0.4 0.9 0.3 0.4 0.4 0.3 0.9 0.6 0.3 0.8 0.5 0.4

Th 5.7 5.5 7.4 7 4.3 5.4 5.7 6.6 5.5 7.2 8.4 5.3 8.1 3.2 19

Sc 19 13 20 23 12 27 17 21 18 24 20 21 26 7 6

Zr 96 101 121 125 69 96 79 115 96 129 122 94 137 49 169

La 24.7 7.3 10 3.4 5.7 10.7 11.1 12.1 14 8.7 25.2 16.3 31.9 5.6 69

Ce 60.7 16.5 24.1 8.3 13.5 24.6 25.3 26.9 30.4 19.4 51.5 33.6 66.3 13.7 128

Pr 8.24 2.23 3.05 1.17 1.74 3.27 3.18 3.28 3.67 2.48 6.16 4.14 7.84 1.68 13.8

Nd 35 9.3 13 5.6 7.4 13.7 12.3 13.2 14.1 10.1 23.3 16.4 30.4 6.7 45.6

Sm 9.3 2.5 3.2 1.8 1.9 4 3.3 3.2 3.2 2.6 5 3.8 6.3 1.5 7.9

Eu 1.02 0.52 0.77 0.41 0.41 0.69 0.55 0.56 0.64 0.56 1.29 0.88 1.1 0.19 1.02

Gd 9.6 2.7 3.4 2.1 1.9 4.1 3.4 3.2 3.1 2.6 4.8 3.8 5.5 1.6 5.8

Tb 1.6 0.5 0.6 0.4 0.3 0.8 0.6 0.6 0.5 0.5 0.7 0.7 0.9 0.3 1

Dy 9.3 2.8 3.8 2.3 2 4.7 4 3.4 3.2 3 4.4 4.3 5 1.8 6

Ho 1.9 0.5 0.8 0.5 0.4 0.9 0.7 0.7 0.6 0.6 0.9 0.9 1 0.4 1.1

Er 5 1.5 2.3 1.3 1.1 2.6 2.1 1.9 1.8 1.6 2.5 2.6 2.8 1.2 3.2

Tm 0.69 0.21 0.33 0.21 0.17 0.37 0.29 0.27 0.26 0.24 0.37 0.38 0.44 0.2 0.52

Yb 4.2 1.4 2.2 1.5 1.1 2.3 1.8 1.9 1.9 1.7 2.3 2.5 3 1.2 3.3

Lu 0.63 0.22 0.34 0.25 0.18 0.35 0.27 0.3 0.3 0.27 0.37 0.38 0.45 0.21 0.5

V/Mo 37.75 21.33 31.44 45.6 11.56 109.5 24.36 16.59 - 43 31.9 10 78 18.83 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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흑연질천매암 및 규암은 정도를 달리하는 연-아연 광

화작용을 받은 것으로 나타난다. 이 지역에서 규암은

흑운모천매암에 비해 SiO2는 높고 FeO와 MgO는 낮

은 함량을 보이며 이는 원암의 성분이 반영된 결과로

판단된다. Cu의 함량이 20 ~ 5,510 ppm으로 넓은 범

위로 나타난다. 후기 원생대 셰일의 평균 Pb, Zn, Cu의

함량이 각각 21 ± 2, 62 ± 5, 30 ± 3 ppm (McLennan,

1981)인 것을 감안할 때, 분석 시료의 Pb, Zn, Cu의

함량은 일반적인 암석에 비해 매우 부화된 것임을 알

수 있다.

Th, Zr, Sc 함량을 이용한 조구조 판별도(Bhatia

and Crook, 1986)에 분석된 시료를 도시해본 결과,

C-6호공의 하부에 분포하는 규암 시료를 제외하고는

대륙호와 해양호상열도(Continental arc-Oceanic island

arc)에 해당한다(Fig. 5). 퇴적배기형 광상을 수반하는

퇴적암의(Red Doc 지역) 경우 주로 대륙호에 도시되

며, 일부 해양호상열도 영역과 능동형 대륙주변부

(Active margin)에 도시된다(Slack et al, 2004). C-6

호공과 C-13호 공에서 채취된 시료의 희토류원소 패턴

은 상대적으로 LREE가 부화된 규암과 전이대에 해당

하는 시료(K18~20)를 제외하면 연-아연 함량에 상관

없이 대부분 유사한 패턴을 나타낸다(Fig. 6).

5.2. 유황동위원소 분석 결과

황화광물의 분리가 가능한 제2유형 시료와 제3유형

시료에서 채취한 황철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의 유황

동위원소 값(δ34S)을 Table 2에 제시하였다. 제3유형의

Fig. 5. Discrimination plots Th-Sc-Zr/10 for tectonic

settings (Bhatia and Crook, 1986).

Fig. 6. REEs patterns of graphitic phyllite and siliceous

rock from study area.

Table 2. Sulphur isotope data of sulphides from core samples and calculated mineralization temperatures (Ohomoto and

Ryu, 1979)

Sample No. Mineral δ34S(‰) Sulfur Isotopic Geothermometry

Δsp-gn (type 3) Δpy-sp (type 2)

K2 pyrite (type 3) -12.4

K10(pyrite) - K9(sphlarite)

277±40oC

K10(pyrite) - K12(sphlarite)

277±40oC

K10(pyrite) - K15(sphlarite)

251±38oC

K11(pyrite) - K9(sphlarite)

277±40oC

K11(pyrite)- K12(sphlarite)

277±40oC

K11(pyrite) - K15(sphlarite)

251±38oC

K5
sphalerite (type 3) -12.3

399±24oC
galena (type 3) -13.9

K7
sphalerite (type 3) -12.2

360±22oC
galena (type 3) -14.0

K9
sphalerite (type 3) -11.8

537±29oC
galena (type 3) -13.1

K10

pyrite (type 2) -12.8

sphalerite (type 2) -12.9

galena (type 2) -14.0

K11 pyrite (type 2) -12.8

K12
pyrite (type 3) -8.20

sphalerite (type 2) -11.8

K15 sphalerite (type 2) -1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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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우 조립질의 황화광물이 배태되어 비교적 쉽게 분리

하여 분석하였으나, 제2유형의 시료는 동위원소 지질

온도계 적용이 가능한 쌍으로 동일 시료에서 분석에

필요한 충분한 양을 분리하기가 어려워 구간별 시료에

서 분리가 가능한 광물을 채취하여 분석하였다. 구간

별로 각 광물의 함량 차이가 있으나 동일한 시기와 동

일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판단되어 K10번과 K11

번 시료의 황철석 분석 결과와 K9, K12, 15번 시료의

섬아연석 동위원소 분석결과를 각각 계산하였다.

제2유형의 유황동위원소값은 –13.3 ~ -11.7‰(평균

–12.3‰), 제3유형의 동위원소 값은 –13.9 ~ -8.2‰(평

균 –12.6‰)로 나타났으며, 두 유형 모두 매우 제한된

동위원소 값을 나타낸다. 공생관계를 보이는 황화광물

쌍을 이용하여 동위원소지질온도계를 적용해본 결과 제

2유형은 251 ± 38oC ~ 277 ± 40oC로 나타났으며, 제3

유형은 360 ± 2oC ~ 537 ± 29oC로 계산되었다. 각 유

형별로 상이한 온도 범위를 나타냈으며, 모암의 조직

을 절단하는 후기 열수각력에 수반되는 특징을 보이는

제3유형에서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를 나타낸다.

6. 토의 및 결론

열수기원의 광화유체로 형성된 퇴적형 광상유형 중

연-아연을 대상으로 하는 광화유형으로 퇴적분기형

(SEDEX형)광상, 미시시피형(Mississippi Valley Type;

MVT형)광상, 사암-Pb형(Sandstone Pb-type; Sst-Pb)

광상이 알려져 있으며(Empr.gov.bc.ca., 2018), 각 유형

에 따라 열수의 기원, 온도, 염농도 및 모암의 종류가

다르다. 연구지역에 발달하는 연-아연 광화작용은 퇴적

암을 모암으로 층리에 평행하게 발달하며, 후기 광역

변성작용 시기에 모암의 입자가 커짐과 동시에 광석광

물이 재농집 된 특징을 나타낸다. MVT형과 Sst-Pb형

광상의 경우 모암이 각각 탄산염암과 사암이다. 따라

서 연구지역의 광화특성은 폐쇄된 해성 기원 퇴적암을

모암으로 층상으로 발달하는 SEDEX형 광상의 특징에

가장 부합한다.

퇴적분기형 광상은 조구조환경에 의해 인장력이 발

생하는 지역에서 발달한다. 카실리안(Karelian) 광상구

에 속하는 듀셈바이지역의 광화작용은 해양 열수기원

의 연-아연 광상구로 구분되며, 광화작용의 특성은 캐

나다 Sullivan 광산, 호주의 Broken Hill 광산, 러시아

극동지역의 Holodinskoie 광산과 같은 유형으로 분류

된바 있다(Kazgeologiya, 2015). 

퇴적분기형 광상은 일반적으로 셰일과 석회질 이암,

실트암과 같은 퇴적암 내에 수반되며, 광상의 탐사방

법으로 모암 화학조성을 활용하는 방법이 있다(Large

and McGoldrick, 1998). 주원소 및 미량원소 함량을 이

용하여 SEDEX 지수를 산출하고 이를 이용하여 원지성

퇴적분기형 광화작용과의 연관성을 고찰하였다. 대표적

인 퇴적분기형 광상의 특징을 나타내는 변질지수에는

SEDEX Alteration Index (AI), SEDEX Alteration

Index mark 3 (mark3), Manganese Oxide Concent-

ration in Dolomite (MnOd) 등이 있으며(Large and

McGoldrick, 1998, Large et al., 2000) 각각의 지수

는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1 ~ 3). 아래 식에 의해 계산

된 각각의 지수 값은 Table 1에 제시하였다.

SEDEX AI (SEDEX Alteration Index)

= (1)

SEDEX AI Mark3(SEDEX Alteration Index)

= (2)

Manganese Oxide Concentration in 

Dolomite (MnOd) = (3)

퇴적분기형 광상으로 알려진 Mount Isa의 시료와

연구지역의 시료 분석치를 Zn-SEDEX AI, MnOd-

SEDEX AI, Zn-Al Mark3, 및 MnOd-Al Mark3의

상관관계도에 도시하였다(Fig. 7). 분석된 시료의 수가

많지 않아 배경 값에서 광석까지 이어지는 명확한 경

향은 나타나지 않는다. 하지만 호주의 Mount Isa광상

시료와 비교 했을 때, 원지성에서 근지성 영역으로 이

어지는 경향을 나타낸다(Fig. 7). 따라서 연구지역은 퇴

적분기형 광상의 부광대(광석대)에 미치지 못하는 지역

즉, 열수공(Vent)로부터 멀리 떨어진 원지성 지역

(Sangster, 2002)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황동위원소값은 황화물의 비율이 증가할 때 낮은 값

을 나타내며 박테리아 황산염환원에 유래한 것이며, 열

수성황화물의 비율이 많으면 동위원소값이 커진다고 알

려져 있다(Taylor and Beaudoin, 2000). 듀셈바이 지

역 광석광물의 황동위원소값은 유형에 따라 –12.8 ~

-11.7‰(제2유형) 및 -14.0 ~ -8.2‰(제3유형)의 값을

나타낸다. 제2유형의 경우 매우 제한된 동위원소 값을

나타내고, 제3유형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나

100 FeO 10MnO+( )

FeO 10MnO MgO+ +
-------------------------------------------------

100 FeO 10MnO+( )

FeO 10MnO MgO Al2O3+ + +
-------------------------------------------------------------------

MnO 30.41×

CaO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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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내지만, 모두 화성암 기원의 동위원소 값(약

0 ~ 5‰)보다 현저히 낮은 값으로서 인접한 심성암체

에서 기원한 열수 기원의 광화작용은 없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황동위원소 값은 황화물의 비율이 증가할 때

낮은 값을 나타내고 박테리아에 의한 황산염환원에서

유래한 것이며, 열수성황화물의 비율이 많으면 동위원

소 값이 커진다고 알려져 있다(Taylor and Beaudoin,

2000), 듀셈바이 지역 광석광물의 황동위원소 값은 유

형에 따라 –12.8 ~ -11.7‰(제2유형) 및 -14.0 ~ -8.2‰

(제3유형)의 값을 나타낸다. 제2유형의 경우 상대적으

로 매우 제한된 음의 동위원소 값을 나타내어 퇴적 후

박테리아에 의해 환원된 것으로 해석된다. 제3유형은

상대적으로 넓은 범위의 값을 나타내지만, 화성암 기

원의 동위원소 값(약 0 ~ 5‰)보다 현저히 낮은 값으

로서 인접한 심성암체에서 기원한 열수의 영향을 크게

받았다고 해석하기 어렵다. 따라서 제3유형의 동위원

소 지질온도계에 의해 산출된 넓은 온도 범위는 심성

암체의 관입 시 형성된 열과 유체에 의해 모암에 존재

했던 황화광물들이 동위원소적으로 비평형 상태를 유

지한 채 재결정되었거나, 동위원소 지질온도계를 적용

한 광물쌍이 동시에 정출되지 않았을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수식에의 의해 계산되는 유황동위원

소 지질온도계는 황화광물 입자의 크기가 작아 시료

채취 시 오염이 발생 할 수 있고, 다른 시기에 산출된

광물이 포함 될 수 있기 때문에 보다 정확한 온도를

측정하기 위해서는 유체포유물 연구의 병행이 요구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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