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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Buyeong gold-silver deposit consists of quartz veins that fill along the NS fault zone within Cretaceous Gos-

eong formation. Mineralization can be divided into hypogene and supergene stages. Hypogene stage is associated

with hydrothermal alteration minerals such as sericite, pyrite, chlorite, epidote and sulfides such as pyrite, pyrrho-

tite, marcasite, sphalerite, chalcopyrite, galena and galenobismutite. Supergene stage is composed of malachite, goet-

hite, chalcocite, and sphalerite oxide. Fluid inclusion data indicate that homogenization temperatures and salinities

range from 112 to 340oC and from 0.2 to 7.9 wt.% NaCl, respectively. Sulfur(3.2~3.9‰) isotope composition indi-

cates that ore sulfur was derived from mainly magmatic source as well as partly host rocks. The calculated oxy-

gen(4.3~6.0‰) and hydrogen(−60~−64‰) isotope compositions indicate that hydrothermal fluids may be meteoric

origin with some degree of mixing of another meteoric water for paragenetic ti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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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영 금-은광상은 백악기 고성층 내에 발달된 NS단층대의 열극을 충진한 석영맥광상이다. 이들 석영맥의 광화작용

은 hypogene 시기와 supergene 시기로 구분된다. Hypogene 시기의 광물은 견운모, 황철석, 녹니석 및 녹염석으로

구성된 열수변질광물과 황철석, 자류철석, 섬아연석, 백철석, 황동석, 방연석 및 갈레노비스무타이트로 구성된 황화광

물이 관찰된다. Supergene 시기에는 공작석, 침철석, 휘동석 및 섬아연석 산화물 등이 생성되었다. 유체포유물 자료에

의하면, 광화시기의 균일화온도와 염농도는 각각 112~340oC, 0.2~7.9 wt.% NaCl 로서 광화유체가 천수의 혼입에 의

한 냉각과 희석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황(3.2~3.9‰) 기원은 주로 화성기원과 일부 모암내의 황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 산소(4.3~6.0‰)와 수소(−60~−64‰) 동위원소값의 자료로 볼 때, 이 광상의 광화유체는 천수 기원의 유체

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광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기원이 다른 천수의 혼입이 작용한 것으로 해석할 수 있다.

 주요어 : 부영 금-은광상, 광화작용, 유체포유물, 동위원소

1. 서 언

최근들어 금시세는 온스당 약 1,070 달러 선까지 오

르면서 사상 최고치를 경신한다고 많은 여론에서 이야

기하고 있다. 또한 국제 유가도 배럴당 75 달러 선을

넘으면서 연중 최고치로 올라선다고 보고하고 있다. 이

와 같이 세계는 지금 자원 전쟁이라 해도 지나치지 않

을 정도로 자원 확보에 국가적 역량을 다하고 있다.

이미 자원 안보 및 자원 민족주의라는 단어가 낯설지

않은 시대에 접어들었다고 할 수 있다. 한국의 경제규

모에 걸맞게 해외에서 한 해 금속자원 수급 금액은 11

조원 이상으로 매우 높으며 수입 금속자원은 금, 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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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연, 아연, 철, 몰리브덴, 망간, 비소, 코발트, 크롬

및 티타늄 등이다(KIGAM, 2008; Yoo et al., 2008).

하지만 국내의 자원확보는 전문탐사인력의 절대부족과

적극적인 탐사 대책의 부재로 인해 아주 미미한 수준

에 머물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 자원확보는 가격경쟁

에서 우위를 차지할 수 있는 정책임은 물론 국가성장

동력으로써의 중요성을 아무리 강조하더라도 지나치지

않는다. 현재 국내에서는 일부 가행 및 탐광광산(연천

철광산, 가곡연-아연광산, 금성몰리브덴광산, 순신금-은

광산, 모이산금-은광산, 금실금-은광산) 등이 있으나 대

부분 원료자원을 해외에 의존하고 있다. 따라서 적극

적인 해외자원 개발 수입정책이 요구됨은 물론이고, 국

내 부존자원에 대한 탐사연구가 어느때보다도 절실하

게 요구되고 있다.

부영광상은 백악기 고성층 내에 발달된 NS 방향의

열극을 따라 충진한 함 금, 은, 동 열수성 맥상 석영

맥 광상이다. 부영광상은 행정구역상 경상남도 고성군

삼산면에 위치하며 고성광화대에 해당된다(Fig. 1A). 지

금까지 고성광화대 내의 많은 동 및 금-은광상들에 대

한 조사 및 연구는 다수(Chang et al., 1983; Chi,

1984; Jeong, 1970; 1973; Choi et al., 1993; Choi

et al., 2005; 2006; Kim, 1973; Kim, 1984; Kim,

1987; Lee, 1992; Koh et al., 2003; KMPC, 1968;

1977; 1979; 1981; 1982; 1987; Lee et al., 2003;

Park et al., 1983) 진행 되었으나, 고성광화대의 동측

가장자리에 위치한 부영광상에 대한 연구는 아직 보고

되어 있지 않다. 따라서 이 광상에 대한 주변지질 및

광상, 광석광물에 대한 공생관계와 화학조성, 유체포유

물, 안정동위원소 실험연구 등을 실시하여 광상의 광

화작용과 광화유체의 진화과정을 고찰하고자 한다. 또

한 이 광상을 포함한 고성, 통영 및 거제지역내의 다

른 광상들과의 상호연관성을 고찰해 보고자 한다.

Fig. 1. Generalized geologic map of the Goseong and Geoje mineralized district. (A) Generalized geologic map of the South

of Goseong and Geoje mineralized district (modified by Park and Jwa., 2000). (B) Generalized geologic map of the Buyeong

deposit, showing the orientation of the principal quartz vein (modified from Paik et al., 2006; Chang et al., 1983; Chi et al., 1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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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주변지질

부영광상 일대의 주변지질은 백악기 유천층군의 고

성층과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안산암질암류 및 후기

에 이들을 관입한 화강섬록암 및 석영맥으로 구성된다

(Fig. 1B). 

고성층은 광상 일대에 넓게 분포하며 최소 650 m

이상의 두께를 가진 붉은색 및 녹회색의 응회질퇴적암

과 녹회색 및 암회색의 사암과 실트스톤, 응회암, 소량

의 역암으로 구성된다(Chang et al., 1983). 

안산암질암류는 안산암질 래필리 응회암과 안산암으

로 구성되며 광상의 북동부에 분포한다. 안산암질 래

필리 응회암은 암회색 내지 녹회색을 띠며 안산암의

기질에 반상 안산암, 비현정질 안산암, 응회암 등의 래

필리들이 다량 함유되어 있으며 특징적으로 사장석 등

의 광물편들이 나타난다(Jwa, 1998). 안산암은 암주상

으로 안산암질 래필리 응회암을 관입하거나 일부 안산

암질 래필리 응회암이 분출되는 동안 용암류로서 분출

하여 고성층의 최상부 및 안산암질 래필리 응회암과

함께 산출된다. 암주상으로 관입한 안산암은 때때로 반

상조직을 갖는 것이 특징적이며, 대부분 암녹색을 띠

고 반정은 주로 사장석 및 단사휘석으로 구성된다(Jwa,

1998). 화강섬록암은 광상의 동측과 서측에 각각 분포

하며 세립 내지 중립질로 담회색 또는 회백색의 암상

을 갖는다. 이 화강섬록암은 매우 빠른 속도로 냉각하

여 형성된 암체라고 보고하였다(Jwa, 1998). 석영맥은

광상일대에서 남북방향으로 다양한 폭을 갖고 산출된다.

3. 광 상

3.1. 광상개요

부영광상은 백악기 고성층 내에 발달된 NS 방향의

열극을 따라 충진한 함 금, 은, 동 열수성 석영맥상광

상이다. 광상은 금맥, 원맥, 진맥, 능골맥의 4개조의 평

행한 석영맥으로 구성되며, 이들의 주향은 N5~10oW,

경사는 거의 수직이다(Fig. 2). 이 광상은 일제시대부터

4개조의 석영맥에 각각 갱도를 개설하여 채굴하였고,

1966년경 새로운 광업권자가 인수 후 진맥과 원맥의

일부를 개발하다가 현재는 휴광중인 광상이다.

금갱은 금맥을 채굴하기 위해 개설한 갱도로 이 광

상의 북단에 위치한다(Fig. 1B). 이 갱은 수평갱(본갱)과

상1갱, 하1갱이 개설되었다. 금맥의 연장성은 160 m이

며 맥폭은 0.1~1.2 m이고, 시추결과 지질은 안산암 및

혼펠스로 구성되며 정동구조가 발달된 석영맥 및 황

철석이 농집된 광염대가 착맥되었다. 분석결과 품위는

N.D~4.1 g/t Au, Tr~80 g/t Ag, Tr~0.1% Cu 이다

(KMPC, 1977; 1982).

원갱은 원맥을 채굴하기 위해 개설한 갱도로 금갱

남측에 위치하며 남쪽으로 약 190 m 연맥굴진 되었다

(Fig. 2). 원갱에서 관찰되는 원맥의 주향과 경사는 각

각 N8oE, 85oNW이고 맥폭은 0.05~0.5 m 정도로 팽

축이 심한 편이다(Figs. 2 and 3A-C). 원갱은 갱 입

구에서 석영맥을 착맥한 후 연맥굴진 하였으며 부광대

인 70 m, 90 m, 110 m, 130 m에서 상향굴진으로 채

Fig. 2. Plan section of the Buyeong deposit, showing the

orientation and location of the principal quartz veins and

sampling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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굴, 현재는 잔주만 남아있다(Fig. 3D-F). 또한 갱 입구

로부터 90 m 지점에 수갱을 개설하여 채굴하였다. 이

수갱은 조사 시 침수되어 있었으며 과거 약 15 m 하

향 개설되었다고 보고되어 있다(KMPC, 1981). 원갱의

막장에서 석영맥은 광화작용 후 구조운동의 산물인

NW계 단층에 의해 절단된다. 시추결과 지질은 셰일

및 안산암으로 구성되며 광맥, 광염대 및 황철석이 산

포상으로 배태되어 있는 광화대가 확인되었다. 분석결

과 품위는 Tr~2.7 g/t Au, 3~167 g/t Ag, Tr~3.9%

Cu 이다(KMPC, 1968; 1977; 1982). 또한 원갱의 상

부 20 m 수준에 약 50 m 연맥굴진된 갱도가 있으나

입항이 불가능하다(KMPC, 1981).

진갱은 이 광상의 남단에 위치한 진맥을 채굴하기

위해 개설한 갱도로 약 180 m 남측으로 연맥굴진 되

어있다(Fig. 2). 이 갱은 입구로부터 약 100 m 정도

연맥굴진 되어있으나 그 이상은 광체를 착맥하지 못하

였다. 이 갱의 부광대는 이미 채진되어 잔주만 남아

있으며, 갱 입구로부터 30 m와 70 m 지점에 각각 수

갱을 개설하여 채굴하였다. 진맥의 시추결과 맥폭은

0.4~1.0 m이며 품위는 Tr~3.6 g/t Au, Tr~180 g/t Ag,

Tr~2.2% Cu 이다(KMPC, 1968; 1977; 1981; 1982).

능골갱은 진갱의 서측에 위치한 능골맥을 채굴하기

위해 개설한 갱도이다(Fig. 1B). 능골맥의 주향과 경사는

N7oW/85oSW이며 맥폭은 0.1 m 정도이다. 이 맥의 품위

는 4.8 g/t Au, 366 g/t Ag, 0.1~3.1% Cu, N.D~1.2%

Pb, N.D~12.6% Zn 이다(KMPC, 1968; 1979).

Fig. 3. Outcrop photographs of quartz veins from the Buyeong deposit. (A), (B), (C) Close up of white and transparent quartz

vein from the Won vein. (D), (E), (F) Main mined places of the Won vein. Abbreviations: Cp=chalcopyrite, Ml=malachite,

Py=pyrite, Sp=sphalerite, Qz=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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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광석과 광석광물

부영광상의 석영맥은 단일 석영맥으로 황화광물은

위치에 따라 산출빈도와 산출량이 다르게 나타난다. 모

암변질은 석영맥으로부터 0.5 m 이내로 규화작용, 황

철석화작용, 견운모화작용, 녹니석화작용 및 녹염석화

작용 등이 관찰된다(Fig. 4D, E). 광상의 야외조사와

광물의 산출상태, 공생관계 및 조직을 기초로 하여 정

한 광물의 정출순서는 hypogene시기와 supergene시기

로 구별되며(Fig. 5), hypogene시기에는 정동구조, 대

상구조, 각력상구조 등이 관찰된다(Fig. 4A-C). 정동구

조 내에서 석영과 황철석이 자형 또는 반자형으로 관

찰된다(Fig. 4B). Hypogene시기에 산출되는 광물은 석

영,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과 소량의 자류철석, 방연

석, 백철석, 갈레노비스무타이트 등이다. 모암변질광물

로는 견운모, 녹니석, 녹염석 등이 산출된다. Supergene

시기에는 석영맥의 풍화에 의해 형성된 공작석, 침철

석, 휘동석, Zn-Fe 산화물 등이 관찰된다(Fig. 4A, C).

황철석은 산출빈도가 높고 산출량이 많으며 석영맥

과 모암변질의 산물로서 산출된다. 석영맥에서의 황철

석은 석영맥 주변부와 중심부에 세립에서 조립까지 자

형에서 타형으로 단독 또는 괴상으로 산출되며, 일부

지점에서는 황동석, 섬아연석과 함께 산출된다(Fig. 4B,

E). 모암변질로서의 황철석은 자형, 반자형으로 세립에

서 조립까지 단독으로 산출되거나 녹니석 또는 견운모

와 함께 산출된다. 황동석은 석영맥 내에서 황철석과

함께 모든 갱에서 관찰되며 산출빈도가 높고 산출량이

많다. 특히 원맥의 부광대에서 산출되는 황동석은 석

영맥의 중심부에서 황철석과 함께 괴상으로 산출된다

(Fig. 4C). 섬아연석은 석영맥 내에 단독 또는 황철석

과 함께 소량 산출된다. 자류철석, 방연석, 백철석, 갈

레노비스무타이트는 육안으로는 관찰되지 않고 현미경

하에서만 관찰된다.

부영광상의 광화시기에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황철석,

자류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방연석, 백철석, 갈레노비

스무타이트 등이다.

황철석은 석영 내에 단독으로 산출되는 것, 섬아연

석 내에서 자형 또는 반자형으로 산출되는 것, 황동석,

방연석 및 섬아연석과 공생하며 산출되는 것, 침철석

에 의해 교대된 것 등이 있다(Fig. 6A-D). 자류철석은

황동석과 함께 산출되며 산출빈도가 낮고 산출량이 적

다. 섬아연석은 황동석 내에 스타상으로 용리조직을 보

이며 산출되는 것, 황철석 내에 산점상으로 산출되는

것, 방연석 및 황철석과 공생하며 산출되는 것 등이

Fig. 4. Photographs of quartz vein samples from the

Buyeong deposit. (A) Wallrock (sandstone) and quartz vein

with pyrite and malachite. (B) Quartz vein (vug structure)

with euhedral quartz and pyrite crystals from the Won vein.

(C) Quartz vein with pyrite and chalcopyrite. (D) and (E)

Quartz vein (breccia structure) and wallrock alteration

(silicification, pyritization, sericitization, chloritization) from

the Won vein. Abbreviations: Cp=chalcopyrite, Ml=malachite,

Py=pyrite, Qz=quartz, Ss=sandstone.

Fig. 5. Paragenetic sequence of ore, gangue and alteration

minerals from the Buyeong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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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Fig. 6A-E, H). 황동석은 섬아연석과 용리조직을

보이며 산출되는 것, 황철석 내에 산점상으로 산출되

는 것, 갈레노비스무타이트, 자류철석 및 백철석과 함

께 산출되는 것, 공작석 또는 휘동석에 의해 교대된

것 등이 있다(Fig. 6A-C, F-H). 방연석은 황철석 내에

산점상으로 산출되는 것, 섬아연석과 공생하며 산출되

는 것 등이 있다(Fig. 6D, E). 백철석은 석영 내에서

황동석과 공생하며 산출되며 산출량이 적고 산출빈도

도 낮다(Fig. 6G). 갈레노비스무타이트는 황동석 내에

섬아연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소량 산출된다(Fig. 6H).

4. 유체포유물

4.1. 연구방법 및 산출상태

유체포유물 연구는 광화작용과 관련된 유체의 진화

와 광물 침전 시 온도 및 유체의 성분 등을 규명하는

데 유용하게 이용된다. 이 연구에서는 부영광상에서 산

출되는 석영(백색석영, 투명석영)을 대상으로 유체포유

물의 산출상태를 기술하고 가열 및 냉각실험을 실시하

였다. 가열 및 냉각실험은 Nikon 현미경에 부착된

Linkam THMSG 600을 이용하여 측정하였다. 또한

Fig. 6. Microphotographs of ore and gangue minerals representative for quartz veins of the Buyeong deposit. (A) and (B)

Pyrit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and sphalerite partially replaced by sphalerite oxide. (C) Sphalerite and chalcopyrite blebs

coexisting with pyrite. (D) Galena and sphalerite blebs coexisting with pyrite. (E) Galena coexisting with sphalerite and

chalcopyrite. (F) Chalcopyrite partially replaced by chalcocite and coexisting with pyrrhotite. (G) Marcasit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H) Galenobismutite blebs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and sphalerite that was star shap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Abbreviations: Cc=chalcocite, Cp=chalcopyrite, Gb=galenobismutite, Gn=galena, Ma=marcasite, Py=pyrite,

Qz=quartz, Sp=sphalerite, Sp oxide=sphalerite ox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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좀 더 정확한 측정을 위해 컴퓨터에 CCTV를 연결하

여 이용하였다. 유체포유물 측정 이전에 Linkam

THMSG 600은 U.S.G.S에서 제작한 표준시료(H2O,

H2O+CO2)를 이용하여 보정을 실시하였다. 측정오차

는 냉각실험 시 ±0.1oC, 가열실험 시 ±0.5oC이다.

실온(25oC)에서 관찰되는 상의 종류, 성분 및 가열

실험 시 균일화되는 상의 변화에 의거하여 확인한 결

과, 부영광상에서 산출되는 석영 내의 유체포유물은 액

상포유물로 산출된다. 이 액상포유물들은 액상과 기상

의 2상으로 구성되며 Bodnar (1983)가 제시한 방법에

의해 VH2O의 몰체적을 계산하면 <0.3(오차범위: ±5%)

로써 모두 액상포유물이다. 이 유체포유물의 형태는

negative form, 판상 및 불규칙형으로 산출되며, 크기

는 30 µm 이내이다(Fig. 7).

4.2. 냉각 및 가열 실험

부영광상의 석영에서 산출되는 액상포유물은 냉각시

VH2O의 응축온도는 −40.5~−31.4oC(−36.9±2.4oC, n=11)

이다. 액상포유물의 최초용융온도(Te-ice)는 −35.2~

−20.7oC(−27.5±3.4oC, n=74)로써 액상포유물 내 해리

된 염은 Na+이외에 Mg2+ 및 K+로도 존재함을 지시

한다(Fig. 8).

액상포유물의 Tm-ice값은 −5.0~−0.1oC(−3.0±1.2oC,

n=75)이며 Bodnar and Vityk (1994)가 제시한 방정

식을 이용하여 염농도로 환산하면 0.2~7.9 wt.%

NaCl(3.3±1.9 wt.% NaCl, n=75)이다(Fig. 9).

유체포유물은 가열 시 모두 액상으로 균일화되며 균

일화온도는 112~340oC(251±66oC, n=86)이다(Fig. 10).

이 광상에서 산출되는 유체포유물의 염농도와 균일화

Fig. 7. Microphotographs of representative fluid inclusion types in quartz from the Buyeong deposit. (A) and (D) Occurrence

of liquid-rich type inclusion in quartz. (B) and (E) Close-up liquid-rich type inclusions in quartz. (C) and (F) Sketch of

liquid-rich type inclusions in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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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의 관계를 도시하면 Fig. 11과 같다. 이 그림에서

와 같이 전체적으로 균일화온도가 낮아짐에 따라 염농

도도 함께 낮아지는 현상과 균일화온도의 변화 없이

염농도가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5. 안정동위원소 

5.1. 연구방법 

황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는 갱내에서 채취

한 광석광물 시료의 산화에 의한 제한성 때문에 비교

적 산출량과 산출빈도가 많은 황철석을 대상으로 하였

다. 또한 산소 및 수소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위한 시료

는 갱내에서 채취한 석영(백색석영, 투명석영)을 대상

으로 하였다.

안정동위원소 분석은 중국지질대학(武漢)과 한국기초

과학지원연구원에서 실시하였다. 황동위원소분석은 황

화광물과 CuO를 함께 1,000oC까지 올린 후 발생한

SO2성분을 포집하여 분석하였다. 산소동위원소분석은

F2가스와 분석시료를 530oC에서 24시간 반응시킨 후

발생한 O2를 CO2화하여 포집 분석하였다. 수소동위원

소분석은 LPG+O2불꽃으로 방출한 H2O를 Zn과

500oC에서 반응시켜 수소가스로 환원하여 분석하였다.

분석 시 표준시료는 CDT(황) 및 SMOW(산소, 수소)

를 사용하였으며 오차범위는 ±0.2‰ (황, 산소) 및

±2‰ (수소)이다.

5.2. 분석결과 

부영광상에서 산출되는 황철석의 δ34S값은 3.2~3.9‰

이다(Table 1). 이들 광상에서 산출되는 모암변질광물(

견운모+녹니석)의 공생군은 광화유체의 pH가 약산성

임을 지시해주고 있으며, 황산염광물의 부재는 광화작

용이 환원환경 하에서 진행되었음을 시사한다. 이러한

Fig. 8. Frequency-initial melting temperature histogram

from liquid-rich type inclusions in quartz from the Buyeong

deposit. The eutectic temperatures of the KCl-H2O (Linke,

1965) binary system, NaCl-H2O (Hall et al., 1988) binary

system, KCl-NaCl-H2O (Sterner et al., 1988) ternary system

and MgCl2-NaCl-H2O (Luzhnaya and Vereshtchetina, 1946)

ternary system. N= number of analysis.

Fig. 9. Frequency diagram of salinities for fluid inclusions

in quartz from the Buyeong deposit. N=number of analysis.

Fig. 10. Frequency diagram of homogenization temperatures

for fluid inclusions in quartz from the Buyeong deposit.

N=number of analysis.

Fig. 11. Salinity versus homogenization temperature

diagram for fluid inclusions in quartz from the Buyeong

deposit. N=number of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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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에서는 유체 내에 용존된 황이 H2S상태로 가장

우세하게 존재한다. 즉 광화유체 내 H2S의 δ34S값은

전 황의 δ34S값으로 간주될 수 있다. 그러므로 동위원

소 평형온도, 유체포유물 균일화온도와 광석광물 공생

관계로부터 구한 온도를 이용하여 광석광물과 평형상

태에 있는 광화유체 내의 H2S값을 Ohmoto and Rye

(1979)가 제시한 평형식에 대입하여 구하였다. 이 광상

에 대한 광화유체 내의 δ34SH2S값은 2.0~2.7‰ 이다

(Table 1).

이 광상에서 산출되는 석영의 δ18O값은 4.3~6.0‰

(백색석영, 4.9~6.0‰; 투명석영, 4.3~5.4‰)이다

(Table 1). 이들 석영이 침전 시 평형상태에 있었던 물

의 δ18OH2O(‰)값은 Matsushisa et al. (1979)의 분

별식 1000 lnα Quartz-H2O=3.34(106/T2) − 3.31을 이용하

여 계산하면 이들 석영의 δ18OH2O값은 −2.3~−0.9‰

(백색석영, −2.0~−0.9‰; 투명석영, −2.3~−1.5‰)이

다(Table 1). 이 광상의 광상생성시 물의 δD값은 −64

~−60‰ 이다(Table 1).

6. 고 찰

부영광상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주로 황철석 및

황동석 등이며, 특징적으로 조기에서 산출되는 황동석

내에 섬아연석이 star상으로 산출된다. 이러한 형태로

산출되는 섬아연석은 황동석 내에서 일정한 방향성을

갖고 산출되며, 삼봉광상 및 성지광상에서도 황동석내

에 섬아연석이 star상으로 산출된다(Park et al., 1983).

Marignac(1989)에 의하면 이러한 조직은 황동석의 침

전 시 섬아연석의 과포화에 의해 형성된다고 보고하였

다. 또한 Cu-Fe-Zn-S계 실험에서 300~320oC에서 황

동석이 침전되며 이후 250~300oC에서 황철석이 침전

된다고 보고하였다(Marignac, 1989). 이는 삼봉광상

(119~345oC), 성지광상(275~355oC)의 균일화 온도와

유사하게 나타난다. 또한 황철석, 자류철석, 섬아연석

및 황동석이 함께 산출된다(Fig. 6). 이 공생광물들의

열역학적 자료를 이용하여 구한 생성온도와 황분압(fs2)

은 각각 >337oC, >10−9.3 atm이다. 광상의 유체포유

물에서 측정한 균일화온도는 112~340oC이나 일차포

유물의 균일화온도는 220~340oC(292±27oC, n=57)로

써 300oC이상인 온도에서 주 광물인 황철석과 황동석

이 정출된 것으로 생각된다. Figure 11에서 균일화온

도가 낮아짐에 따라 염농도도 함께 낮아지는 혼합과

비등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열수용액이 단층대를 따라

상승함에 따라 압력의 감소에 의해 비등 및 천수의 혼

합에 의한 냉각 및 희석작용이 있었음을 지시한다. 광

석광물들의 용해도는 온도, pH, fO2, aH2S 및 aCl− 등에

크게 좌우된다(Barrett and Anderson, 1988; Gammons

and Williams-Jones, 1995). 따라서 부영광상은 초기

열수용액(>340oC, 7.4 wt.%)으로부터 비등, 냉각 및

희석작용에 의해 온도, aCl− 및 황분압 감소에 의해 황

화광물들이 침전되었다고 생각된다. 또한 부영광상에서

균일화온도의 변화 없이 염농도가 감소하는 포유물에

대한 자료(309~328oC, 7.2~7.9 wt.% NaCl)를 Hass

(1971)의 자료에 적용하면 압력은 93~120 bar이며 심

도는 정수압으로 약 1,200~1,600 m 정도이다. 이 값

은 고성광화대의 삼봉, 삼산제일 및 삼전광상에서 구

한 압력 100~200 bar 보다 다소 낮은 값이다(Choi et

al., 1993). 이것은 고성광화대의 외곽으로 감에 따라

광화작용이 낮은 심도에서 진행된 것으로 생각된다. 

이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의 δ34S값은 3.2~3.9‰

Table 1. Sulfur, oxygen and hydrogen isotopic data of minerals from the Buyeong deposit

Sample No. Mineral δ
34S(‰) δ

18O(‰) δ
34SH2S(‰)1)

δ
18OH2O(‰)2)

δD(‰) Thtotal(
oC)3)

BY120-1 Py 3.2 2.0 300

BY120-3(1) Py 3.9 2.7 300

BY120-5 Py 3.9 2.7 300

BY121-5 Py 3.7 2.5 300

BY120-3(1) Qz(t) 4.3 −2.3 −64 300

BY120-5 Qz 6.0 −0.9 −61 300

BY120-1 Qz 4.9 −2.0 −62 300

BY121-5 Qz(t) 5.4 −1.5 −60 300

1)
δ

34SH2S(‰)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by Ohmoto and Rye (1979). 
2)
δ

18OH2O(‰) is calculated from the equation given by Matsushisa et. al. (1979). 
3)Th is homogenization temperature of fluid inclusion. Abbreviations: Py=pyrite, Qz=white quartz, Qz(t)=transparent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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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광화유체 내 δ34SH2S값은 2.0~2.7‰ 로써 황의 기

원은 주로 화성기원이지만 일부 모암내 황에서 유래된

것으로 해석된다(Table 1). 또한 광상을 형성한 광화유체

중 물의 기원을 알아보기 위해 분석된 석영의 산소 및

수소 안정동위원소값은 각각 −2.3~−0.9‰(δ18OH2O) 및

−64~−60‰(δD)이다. 이들 동위원소 값은 여러 현상(불

혼합, 비등, 산화-환원, pH, 천수의 혼입, 모암과 반응

정도) 등에 의해 변화될 수 있다. 그러므로 δ34SH2S값,

δ18OH2O값 및 δD값의 자료를 종합하여 볼 때, 광화유

체는 천수기원의 유체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광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기원이 다른 천수의 혼입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Fig. 12).

 이상을 종합하면 부영 금-은광상은 천수 기원의 광

화유체로부터 광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광화유체는 단

층대를 따라 모암과의 반응에 의해 냉각, 비등 및 기

원이 다른 천수의 유입에 의한 혼합에 의해 희석작용

이 있었음을 지시해 준다. 

부영광상을 포함한 고성광화대내 고성광상, 삼봉광

상, 삼산제일광상, 성지광상 및 삼전광상과 광화유체의

균일화온도, 염농도 및 안정동위원소값을 비교해 보면

다음과 같다(Table 2). 이들 광상의 균일화온도는 각각

240~360oC(고성), 119~345oC(삼봉), 247~387oC(삼산

제일), 275~355oC(성지) 및 206~398oC(삼전)이고 염농

도는 각각 8.5~13.6 wt.% NaCl(고성), 0.9~17.7 wt.%

Fig. 12. Hydrogen versus oxygen isotope diagram showing

the calculated stable isotope values of hydrothermal fluid

compositions from the Buyeong deposit. Also shown are

the isotopic fields for paleowater (Shelton et al., 1990) and

modern Korean groundwater (Kim and Nakai, 1988). The

magmatic and metamorphic water boxes are from Ohmoto

(1986) and Sheppard (1986). Open diamonds, open circle,

open squares, open pentagons and open stars indicate data

by Choi et al., (1993), Shelton et al., (1990) and Park

(2000), respectively.

Table 2. Characteristics of some deposits in the Goseong and Geoje mineralized district

Deposits Vein direction Commodities
Salinity

(wt.%)

Homogenization

temperature(oC)
δD(‰)

δ
18OH2O

(‰)

δ
34SH2S

(‰)

Buyeong
N5W~N10E

85NE~85SW
Au, Ag, Cu, Pb, Zn 0.2~7.9 112~340 −64~−60 −2.3~−0.9 2.0~2.7

Goseong1 N10W~N10E

70SW~80NE
Au, Ag, Cu 8.5~13.6 240~360

Sambong2 N10E~N30E

55NW~85SE
Au, Ag, Cu, Pb 0.9~17.7 119~345 −91~−59 −2.0~5.0 3.2~5.7

Samsanjeil3
N10W~N10E

70~80SE
Au, Ag, Cu, Pb, Zn 2.3~13.4 247~387 −87~−68 −6.6~3.3 5.2~8.5

Seongji1
N5W~N10E

vertical
Au, Au, Cu 6.2~11.6 275~355

Samjeon3 N5W

vertical
Au, Ag, Cu 2.3~13.4 206~398 −77~−71 −4.1~2.1 4.3~5.1

Bongsang
N85W~N84E

78~80SW/SE
Au, Ag 0.0~10.6 137~336 −75 −6.1, 1.3 6.4

Tongyeong4 N50~60W

80SW
Au, Ag 1.2~6.1 134~223 −61~−44 −9.4~−7.0 3.1~6.5

Geoje5 N5~20E

80NW/SE
Cu, Pb, Zn 5.2~14.4 171~301

Jangan6 N10~20W

75~85SW
Cu 0.4~7.6 113~394 −72~−30 −3.2~5.6 4.5~7.1

Data sources: 1Park et al. (1983), 2Choi et al. (1993) and Park et al. (1983), 3Choi et al. (1993), 
4Park(1983) and Shelton et al. (1990), 5Kim (1984), 6Park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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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aCl(삼봉), 2.3~13.4 wt.% NaCl(삼산제일), 6.2~11.6

wt.% NaCl(성지), 2.3~13.4 wt.% NaCl(삼전)을 갖는

다(Table 2)(Choi et al., 1993; Kim, 1984; Park,

1983; Park et al., 1983; Shelton et al., 1990). 또

한 안정동위원소 값은 δ34SH2S가 3.2~5.7‰(삼봉),

5.2~8.5‰(삼산제일), 4.3~5.1‰(삼전), δ18OH2O가 −

2.0~5.0‰(삼봉), −6.6~3.3‰(삼산제일), −4.1~2.1‰

(삼전), δD가 −91~−59‰(삼봉), −87~−68‰(삼산제

일), −77~−71‰(삼전)을 갖는다(Table 2)(Choi et

al., 1993; Park, 1983; Shelton et al., 1990). Choi

et al.(1993)은 고성광화대의 광화유체는 천수기원이며

계속적으로 기원이 다른 천수의 혼입이 있었다고 보고

하였다. 또한 Choi et al.(2005)은 고성광화대내 광상들

은 열적 중심에서 외각에 위치함으로써 상대적으로 낮

은 저온 구배가 유지되어 지표수의 유입이 용이한 열

수계가 유도되었던 것으로 해석하였다. 그리고 고성광

화대의 광상들은 중염농도(10~14 wt.% NaCl)와 중온

성(300~400oC)의 광화유체로부터 저염농도(0.1~5.0

wt.% NaCl)와 저온성(150~200oC) 유체로 진화된 양

상을 보이며 이런 열수용액에서 황화광물의 침전은 지

역에 따라 지표수의 유입량 증가에 따른 혼입작용과

이에 기인한 냉각 및 희석작용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Choi et al., 2005). 부영광상의 석영맥은

고성광화대의 균일화온도와 염농도에 비해 다소 유사

하거나 낮은 값을 갖는다. 또한 황동위원소 값은 고성

광화대의 광상들의 값보다 다소 낮으며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값은 다소 유사한 값을 갖는다. 고성광화대

(85~82 Ma) 주변에는 함안-군북광화대(86~81 Ma) 및

거제광화대(81~67 Ma(장안 석영 세맥(81 Ma))가 위치

하며 이를 광화대의 생성연대는 다소 차이가 있지만

함안-군북광화대내 광상들과 거제광화대내 거제 및 장

안광상에서 고성광화대내 광상들 및 거제광화대내 봉

상 및 통영광상으로 감에 따라 석영조직, 산출광물의

종류 및 함량, 미량원소 등이 변화되고 전반적으로 균

일화온도, 염농도, 산소 및 수소안정동위원소 값도 낮

아짐을 알 수 있다. 따라서 함안-군북 광화대내 광상들

과 거제광화대내 거제 및 장안광상(Intrusion-related

광상(Porphyry Cu-Au))으로부터 거제광화대내 봉상 및

통영광상(천열수형)으로 변화됨으로써 부영광상을 포함

한 고성광화대의 광화작용은 백악기 관입암체와의 거

리에 따른 서로 다른 광화환경에 의해 형성된 모델임

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이런 모델에 대한 마그마는

산화형 I-type calc-alkaline 마그마(2 km의 관입심도)

와 밀접한 관계를 갖으며 광상 탐사 시 Cu, Au, Mo,

Ag, Zn, Pb, As, Sb, Hg, Te, Sn 및 S와 같은 원소

들은 이상치로 나타난다. 또한 이런 모델은 Cu-Au-

Mo(중심 )→Ag-Pb-Zn→Au-As-Hg-Sb-Te(주변 )으로

zoning이 보이고 중심부에서는 Cu-rich하고 황철석의

산출량은 낮으며 주변부로 감에 따라 황철석의 산출량

이 많아지는 경향이 관찰된다(Cook et al., 1998). 따

라서 이러한 점을 고려하여 이 지역에 대한 조사가 병

행된다면 향후 잠재매장량이 높은 미개발 광상탐사에

있어서 유용한 자료로 이용될 수 있을 것이다.

7. 결 언

1. 부영 금-은광상은 백악기 고성층 내에 발달된

N5~10oW-N8oE 방향의 단층대를 따라 충진한 함 금,

은 열수성 석영맥상광상이다. 이 광상의 석영맥은 단일

시기로 구성되며 산출광물은 견운모, 녹니석, 녹염석,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방연석, 자류철석, 백철석,

갈레노비스무타이트 등이다.

2. 부영 금-은광상의 공생광물군으로 추정한 생성온

도와 황분압(fs2)은 각각 >337oC, >10−9.3 atm를 갖는다.

3. 유체포유물에서 측정한 균일화온도와 염농도는

112~340oC, 0.2~7.9 wt.% NaCl로써 균일화온도가 낮

아짐에 따라 염농도도 함께 낮아지는 현상과 균일화온

도의 변화 없이 염농도가 감소하는 현상도 관찰된다.

이는 열수용액이 단층대를 따라 상승함에 따라 압력의

감소에 의해 비등 및 천수의 혼합에 의한 냉각 및 희

석작용이 있었음을 지시하며 이런 현상에 의해 황화광

물들이 침전되었다.

4. 부영 금-은광상에서 산출되는 황화광물의 δ34SH2S

값은 2.0~2.7‰, 석영의 δ18OH2O값은 −2.3~−0.9‰

및 석영의 δD값은 −64~−60‰ 로써 광화유체는 천수

기원의 유체가 주종을 이룬 것으로 보이며 광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기원이 다른 천수의 혼입이 작용한 것

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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