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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eafloor hydrothermal system occurs along the volcanic mid-ocean ridge, back-arc spreading center, and other

submarine volcanic regions. The hydrothermal system is one of the fundamental processes controlling the transfer

of energy and matter between crust/mantle and ocean; it forms hydrothermal vents where various deepsea biologi-

cal communities are inhabited and precipitates metal sulfide deposits. Hydrothermal systems at convergence plate

boundaries show diverse geochemical properties due to recycle of subducted material compared to simple systems

at mid-ocean ridges. Sulfur isotopes can be used to evaluate such diversity in generation and evolution of hydro-

thermal system. In this paper, we review the sulfur isotope composition and geochemistry of hydrothermal precipi-

tates sampled from several hydrothermal vents in the divergent plate boundarie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Both

sulfide and sulfate minerals of the hydrothermal vents in the arc and backarc tectonic settings commonly show low

sulfur isotope compositions, which can be attributed to input of magmatic SO2 gas. Diversity in geochemistry of

hydrothermal system suggests an active role of magma in the forma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syste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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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저열수시스템은 중앙해령이나 후열도확장대와 같은 해저화산대를 따라 생성된다. 해저열수시스템은 지각-맨틀과

해양의 에너지와 물질이 교환되는 장으로 이를 통해 지각과 해수의 조성이 변화하며, 해저면에 열수분출구를 침전시

켜 열수생태계를 형성하고 금속광상이 만들어진다. 상대적으로 단순한 중앙해령과 달리 지판소멸지역의 해저열수시스

템은 섭입되는 물질의 재순환과정에서 다양한 특성이 나타난다. 황동위원소 조성은 이러한 열수시스템의 다양성을 평

가하는데 유용하다. 이 논문에서는 서태평양의 지판소멸대에서 발견된 열수분출 지역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 시료의

황동위원소 조성변화를 살펴보고 이들 환경에서 열수생성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요인을 고찰하였다. 지판소멸대의 열

수분출구는 황화광물과 황산염광물 모두 낮은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이는 마그마로부터 공급된 SO2

기체의 유입으로 해석된다. 황동위원소 조성 변화를 포함한 열수시스템의 다양성은 열수시스템 생성과정에서 마그마

의 적극적인 역할을 지시한다.

주요어 : 해저열수시스템, 열수분출구, 지판소멸대, 황동위원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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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저열수순환은 중앙해령이나 후열도확장대와 같은

해저화산대를 따라 해수가 해양지각으로 유입되면서 발

생한다. 지각으로 유입된 해수가 하강하면서 온도가 상

승하고 주변암과 반응하여 조성이 변화하는데, 이때 온

도는 400oC를 넘기도 한다. 이러한 온도에 도달한 유

체는 부력이 급등하여 해저면으로 빠르게 상승하여 해

수중으로 다시 배출되는데 이를 해저열수분출이라고 지

칭한다.

이러한 해저열수순환은 지각-맨틀과 해양간의 에너

지와 물질을 교환하는 매개자 역할을 하여 열수변질을

통해 지각의 조성을 변화시키고 해수의 조성을 결정짓

는 데에도 중요한 역할을 한다(German and Von

Damm, 2004). 열수분출지 주변의 탐사를 통해 발견된

화학합성 생태계는 20세기 후반의 가장 중요한 생물학

적 발견으로 평가되기도 한다(Ramirez-Llodra et al.,

2007). 또한 해저열수분출은 지구상에 분포하는 주요

금속광상을 형성시킨 광상생성기작 중 하나로 알려져

있는데, 현재까지 생산된 아연과 납의 절반이상, 구리

의 7퍼센트, 은의 18퍼센트, 그리고 금과 기타 금속의

상당량이 해저열수분출과 관련된 VMS(Volcanogenic

massive sulfide)와 SEDEX(Sedimentary exhalative) 유

형의 광상을 통해 공급된 것으로 보고된다(Hannington

et al., 2005).

주로 황화합물로 존재하는 금속광상의 속성 상 황동

위원소 조성은 이들 광상의 성인과 생성조건을 연구하

는데 널리 이용되어 왔다. 자연계에서 관찰되는 황동

위원소 조성은 황의 기원물질이 다양하고 여러 화학

및 생물작용에 의해 발생하는 동위원소 분별작용들이

중첩되는 경우가 흔하여 해석이 쉽지 않은 경우가 많

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중앙해령에서의 해저열수

작용은 동일한 유체(해수)와 기반암(중앙해령현무암)으

로 이루어진 단순한 시스템이어서 황동위원소 연구를

위한 좋은 조건을 제공한다. 이에 따라 해저열수분출

구를 구성하는 다양한 황화광물(sulfides) 및 황산염광

물(sulfates) 그리고 열수유체의 황동위원소 조성에 대

한 활발한 연구들이 진행되어 왔다(Shanks et al.,

1995; Herzig et al., 1998; Shanks, 2001; Seal, 2006).

퇴적물이 피복되지 않은 일반적인 중앙해령의 경우 열

수분출구를 구성하는 황화광물의 δ34S값은 1-7‰에 해

당되는 범위를 보이며 주로 현무암에서 용출된 황에

해수에 용존되어 있다가 환원된 황이 일부(10% 이하)

혼합된 결과로 해석되었으며, 지역에 따른 차이는 해

수로부터 환원되는 황의 양의 차이 혹은 열수변질정도

의 차이에 의해 설명되었다(Shanks, 2001). 하지만,

1977년 갈라파고스 해령에서 해저열수분출구가 처음으

로 발견된 이후 해저열수활동에 대한 탐사와 연구활동

이 진척됨에 따라 연구대상지역이 중앙해령 지역으로

부터 후열도확장대와 열도화산대 등 다양한 지구조환

경으로 확대되었고 보다 다양한 광물 및 지화학조성을

갖는 열수분출구와 열수유체들이 관측되었다. 특히, 지

판의 섭입작용이 일어나는 열도및 후열도 화산작용에

수반되는 해저열수분출구의 경우 중앙해령지역에서 관

측되는 범위를 벗어나는 넓은 황동위원소 조성를 나타

내는 것은 물론 현무암과 해수라는 두 개의 기원으로

설명될 수 없는 특이한 조성이 관찰되기도 하였다

(Herzig et al., 1998; Kim et al., 2004; Kim et

al., 2011). 이는 지판소멸지역에서 생성되는 해저열수

분출작용의 경우 황동위원소 조성이 중앙해령의 해수

와 중앙해령현무암의 단순한 조합에 비해 복잡한 시스

템에 의해 결정됨을 의미한다. 이 논문에서는 서태평

양의 다양한 지판소멸대에서 생성된 열수분출구를 대

상으로 보고된 황동위원소 조성변화를 살펴보고 열수

생성의 다양성을 일으키는 요인 특히 마그마의 역할을

논의하고자 한다.

2. 연구지역 및 자료

해양지각에서의 화산작용은 지판경계에서의 화산활

동과 열점활동 지역에서의 화산활동으로 구분될 수 있

다. 지판경계의 화산활동은 다시 새로운 지판이 생성

되는 발산경계와 오래된 지판이 소멸되는 수렴경계로

나뉜다. 중앙해령과 같은 발산경계에서는 맨틀의 상승

에 따른 감압용융(decompression melting)에 의해 생

성된 현무암질 마그마가 분출하여 새로운 해양지각이

생성되며 대부분의 해양분지를 형성한다. 섭입대와 같

은 소멸경계에서 오래된 해양지각은 해구를 따라 침강

하여 맨틀로 유입되는데, 이 과정에서 공급되는 유체

에 의한 융제용융(flux melting)에 따른 열도화산작용

이 발생하여 안산암질의 호상열도가 형성된다. 후열도

분지는 침강하는 지판에 의해 유도된 맨틀의 이동에

의해 생성되는데 호상열도에 근접하여 발산경계와 수

렴경계의 특성이 함께 나타난다.

서태평양의 가장자리에서는 태평양지판과 인도-호주

지판이 만나는 다양한 소멸경계가 형성되어 이에 따른

열도 및 후열도 화산작용이 활발하게 일어난다

(Martinez and Taylor, 2006; Fig. 1). 지판소멸경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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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의 화산활동은 중앙해령에 비해 해양지각의 생성에

서 차지하는 비율이 작지만 보다 다양한 화산활동과

암석조성을 갖는다. 지판소멸경계에서 일어나는 화산활

동의 다양성은 그에 수반된 해저열수활동에도 영향을

미쳐 조성 변화가 큰 열수유체들이 관측되었고, 열수

분출과정에서 생성된 열수분출구 역시 중앙해령 지역

에 비해 다양한 광물 및 금속조성을 갖는다(Ishibashi

and Urabe, 1995). 이러한 지판소멸경계에서의 해저열

수활동의 다양성은 황동위원소 조성에도 반영된다.

서태평양의 지판소멸경계는 일본을 기준으로 북쪽으

로부터 이즈보닌(Izu-Bonin) 열도, 오키나와(Okinawa)

트라우프, 마리아나(Mariana) 열도 및 후열도분지, 마

누스(Manus) 분지, 북피지(North Fiji) 분지, 라우

(Lau) 분지, 통가(Tonga) 열도, 커마덱(Kermadec) 열

도 등으로 구성된다. 이 연구에서는 이들 지역 중 해

양연구원의 해저열수광상 연구개발 프로그램을 통해 탐

사가 수행된 마누스분지, 북피지분지, 라우분지에서 채

취된 열수분출구의 황동위원소 분석자료를 중심으로 마

리아나 열도와 커마덱 열도의 기존 자료를 함께 이용

하였다. 이용된 자료가 획득된 연구지역과 황동위원소

자료의 출처는 Table 1과 같다.

3. 연구결과 및 토의

3.1. 중앙해령 해저열수시스템의 황동위원소 조성

열수유체와 이로부터 침전되는 열수분출구의 황동위

Fig. 1. Global distribution of seafloor hydrothermal systems and related mineral deposits (Version 2.0 of the InterRidge

Global Database, Beaulieu, 2010).

Table 1. Locations and references of data used in this study

Location Tectonic setting Data sources

Mariana Arc Arc volcano Miyabe et al., 2004

Eastern Manus Basin Backarc spreading Kim et al., 2004

North Fiji Basin Backarc spreading Kim et al., 2006

Lau Basin Backarc spreading Herzig et al., 1998; Kim et al., 2007

Kermadec Arc Arc volcano De Ronde et al., 20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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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소 조성은 화산활동에 의한 열수순환과정에서 일어

나는 지화학반응들을 통해 결정된다. 중앙해령 시스템

에서 황의 공급원은 모암(주로 중앙해령현무암)으로부

터 용출된 황화물(sulfide)과 해수에 용존되어 있는 황

산염(sulfate)이다. 해수 중의 황산염은 규산염광물이나

철산화물과의 반응을 통해 환원되어 열수유체와 혼합

된다. 퇴적물이 덮여 있는 일부 중앙해령의 경우에는

황환원성 박테리아에 의해 생성된 퇴적물 내 황화광물

이 황의 공급원에 추가될 수 있다.

이들 황의 공급원은 각각 고유의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다. 중앙해령현무암 내 황산염과 황화물의 중량비

(sulfate/sulfide)는 암석 내 함수율에 따라 0.05-0.45

범위의 값을 갖는데, 전체 황동위원소 조성은 평균

+0.3±0.5‰의 값을 보이며 이중 황화물은 -0.7±0.8‰

의 평균조성을 보인다(Sakai et al., 1984). 해수에 용

존된 황산염은 +21.0±0.2‰의 δ34S 값을 갖는다

(Rees et al., 1978). 박테리아의 환원반응과 같은 생

물반응은 주로 가벼운 동위원소를 선택적으로 이용하

기 때문에 퇴적물 내 황화광물은 음의 δ34S 값을 가질

수 있다.

해저열수순환과정에서 해수가 열수로 진화하여 열수

분출구를 통해 다시 배출되는 과정은 해수가 해저지각

으로 유입되는 충전대(recharge zone), 마그마에 가장

근접하여 열수의 진화가 완성되는 반응대(reaction

zone), 가벼워진 열수가 상승하여 해저면에서 분출하는

배출대(discharge zone)로 나눌 수 있다(Fig. 2). 황동

위원소 조성은 이들 단계에서 일어나는 다양한 지화학

반응들을 통해 결정된다.

먼저 충전대에서 지각으로 유입되는 해수는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황산염의 용해도가 감소하여 경석고 등

의 황산염광물이 침전되는데, 이 과정을 통해 해수에

녹아 있는 황산염의 약 2/3가 제거된다(Seyfried and

Bischoff, 1981). 이때 생성되는 황산염광물은 해수와

유사한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다. Woodruff and

Shanks(1988)는 고온의 반응대에서 열수유체가 생성될

때 대부분의 황화물은 대부분 단종황화광물 고용체

(monosulfide solid solution)로부터 공급된다고 주장하

였다. 변질받은 해양지각 내에 존재하는 광화광물은 주

로 황철석이므로 단종황화광물로부터 황화물이 공급되기

위해서는 다음의 반응에 의한 산화과정을 거치게된다.

8FeS+10H++SO4
2-=4FeS2+H2S+4H2O+4Fe2+

이 과정에서 해수 중에 남아 있던 황산염이 혼합되

어 생성되는 H2S는 현무암의 조성보다 다소 높은 +1

에서 +1.5‰의 δ
34S 값을 갖는다(Woodruff and

Shanks, 1988). 배출대에서 열수는 추가로 유입되는

해수와 반응하게 되는데 Janecky and Shanks(1988)는

이 과정에서 해수 내 황산염이 추가로 환원되어 공급

됨으로서 해저면에 도달하는 열수의 δ34S 값은 +4.5‰

까지 높아질 수 있다고 하였다. 해수기원 황의 혼합은

열수분출구가 생성된 이후에도 계속되어 일부 황화광

물은 더 높은 δ34S 값을 보이기도 한다(Woodruff and

Shanks, 1988).

3.2. 서태평양 지판소멸대 해저열수시스템의 황동위

원소 조성

마리아나 열도의 활동성 해저산에서 채취된 열수유

체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매우 낮아 음의 δ34S 값을 갖

는다. 로타(NW Rota) 해저산의 경우 -5.9‰에서

-10.0‰의 범위를 가지며, 에이후쿠(NW Eifuku) 해저

산에서는 -3.0‰에서 -6.9‰의 조성을 갖고, 카수가

2(Kasuga 2) 해저산과 토토(Toto) 해저산 역시 각각

-5.5‰와 -3.8‰의 낮은 δ34S 값을 갖는다. 이들 열수유

체는 매우 낮은 pH 값을 갖는 것이 특징이며, NW

Rota 해저산에서는 해수보다 높은 황산염 농도를 나타

내기도 하였다(Miyabe et al., 2004).

동마누스 분지의 팩마누스(PACMANUS) 지역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의 황화광물은 +1.0에서 +4.3‰의

Fig. 2. Schematic illustration of the three key stages of

seafloor hydrothermal circulation through ocean crust along

spreading center (after Alt, 1995). Seawater entered the

crust through "recharge" zone evolve to hydrothermal end-

member fluid in the "reaction" zone close to the magma

chamber. The hydrothermal fluid rise rapidly to seafloor

through "discharg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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δ
34S 범위를 나타내는 반면, 수수놀(Susu knoll) 지역

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의 황화광물은 -3.9에서 -8.0‰

의 낮은 δ34S 값을 보인다. 이들 열수분출구에 포함되

는 경석고와 중정석은 +7.4에서 +20.6‰의 δ34S 값을

갖는다(Kim et al., 2004). 이들 지역에서 관찰되는 열

수분출구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중앙해령시스템에 비해

낮은 것이 특징이다. 특히, 수수놀 지역의 황화광물과

팩마누스 지역의 황산염광물은 후열도분지의 열수시스

템 중에서도 가장 낮은 조성에 해당된다.

북피지 분지의 삼중합점에 위치하는 열수활동대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 시료는 +0.4에서 +5.6‰의 δ34S

범위를 나타내어 중앙해령시스템과 유사한 범위를 갖

는다(Kim et al., 2006). 이들 분출구에서 채취된 중정

석 시료 역시 해수와 유사한 황동위원소 조성을 나타

낸다. Kim et al.(2006)은 북피지 분지의 열수분출구

시료를 흑연분출구형(black smoker type), 백연분출구

형(white smoker), 전이형(transitional type)의 세가지

유형으로 구분하였는데, 흑연분출구형의 황화광물(평균

+2.8‰)이 백연분출구형(평균 +4.3‰)과 전이형(평균

+3.9‰)에 비해 다소 낮은 황동위원소 조성을 나타냈다.

라우 분지는 매우 활발한 화산활동 및 열수활동을

나타내는 후열도분지로 최근 탐사를 통해 동라우확장

대(East Lau Spreading Center)와 북동라우확장대

(Northeast Lau Spreading Center)에서 다수의 열수

분출대가 확인되었다(Martinez et al., 2006; Kim et

al., 2009). 동라우확장대 남단의 화이트처치(White

Church), 바이릴리(Vai Lili), 히네히나(HIne Hina) 세

열수분출지의 경우 화이트처치와 바이릴리 지역에서 채

취된 황화광물은 각각 +2.2‰에서 +6.8‰, +7.2‰에

서 +10.9‰로 양의 δ34S 조성을 갖는 반면 히네히나

에서 채취된 황화광물은 -7.7‰에서 -2.8‰ 사이의 낮

은 값을 보였다(Herzig et al., 1998). 북동라우분지에

서 확인된 세 열수분출지역의 경우 포날레이확장대

(Funualei Rift and Spreading Center) 지역에서 채취

된 열수분출구의 황화광물은 -0.5‰에서 +2.0‰, 북동

라우확장대 지역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는 -1.0‰에서

+0.3‰의 δ34S 조성을 가지며, MTJ-1 칼데라 지역의

자연황시료는 -7.5‰에서 -8.2‰의 낮은 황동위원소 조

성을 보인다(Kim et al., 2007; Kim et al., 2011).

남서태평양 지판 소멸경계의 가장 남쪽인 커마덱 열

도의 브라더스(Brothers) 해저산에서 채취된 열수분출

구의 경우 황화광물은 -5.6‰에서 +4.0‰의 δ34S 값을

보였고 자연황은 -8.3‰에서 -3.9‰의 δ34S 조성을 보

였다(de Ronde et al., 2006).

이상과 같이 살펴본 열도-후열도 시스템의 해저열수

활동지역에서 보고된 열수분출구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주로 0‰에서 +5‰ 사이의 좁은 범위에 한정된 중앙

해령의 열수분출구와 달리 -10‰에서 +11‰의 넓은

조성변화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 중앙해령 지역의 경

우에도 퇴적물로 덮인 열수활동지의 경우 퇴적기원 황

이 포함되어 더 넓은 황동위원소 조성변화를 보이기도

하지만 여기서 언급된 서태평양의 열수활동 지역의 경

우 퇴적물이 거의 피복되지 않은 저화산대에 속하여

퇴적기원 황의 직접 공급 가능성은 낮다. 따라서 이들

열수분출구 시료에서 관찰된 황동위원소 조성을 설명

할 수 있는 동위원소 분별기작이 요구된다.

3.3. 지판소멸경계의 해저열수시스템에서 관찰되는

황동위원소 조성변화의 의미

황은 자연계에서 다양한 산화형태를 보이며 대개 -2

가(sulfide)와 +6가(sulfate)로 존재한다. 해수 내에서

황은 주로 황산염(SO4
2-)으로 존재하며, 약 +21‰의

황동위원소 비를 갖는다(Alt, 1995). 반면, 암석에서는

산소분압 등 여러 조건의 영향을 받기는 하지만 주로

황화물(HS-)의 형태로 존재한다. 암석에서의 황동위원

소 비는 중앙해령현무암을 기준으로 하였을 때 +0.1

±0.5‰의 값을 가지며(Sakai et al., 1984), 지판소멸

대의 후열도분지 화산암에서는 이보다 다소 높은 수치

를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Alt et al., 1993).

앞서 기술한 바와 같이 해수가 암석과의 반응을 통해

열수로 진화하는 과정에서 열수 유체의 황동위원소 조

성은 주로 +5‰ 이하의 δ34S 값을 가지게되며 열수에

서 침전되어 생성된 열수분출구의 광석광물 역시 이와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황동위원소 조성을 나타내게 된

다 (Shanks et al., 1995). 하지만 서태평양 지판소멸

경계의 열수활동지역에서 채취된 열수분출구의 구성광

물들은 경우 중앙해령지역에 비해 훨씬 넓은 황동위원

소 조성을 갖는다(Fig. 3).

지판소멸경계에서의 해저열수분출구에서 관측되는

황동위원소 조성은 이들 환경에서 생성되는 해저열수

시스템 내 황의 거동이 중앙해령에서와 같이 해수와

기반암만의 단순한 기작으로 설명될 수 없음을 의미한

다. 물론 양의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황화광물을 생

성시킨 열수 유체는 중앙해령시스템과 마찬가지로 기

반암에서 용출된 황과 해수 내 황산염의 환원에 의한

황의 혼합에 의한 것으로 설명될 수 있다. 중앙해령에

비해 보다 큰 양의 δ34S 값은 열도-후열도 화산암이

중앙해령현무암에 비해 보다 넓은 조성폭을 가지고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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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때문으로 해석될 수 있다. 하지만 열도-후열도 화산

암의 황동위원소 조성 역시 일반적으로 양의 δ34S 값

을 갖는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서태평양의 여러 지역

에서 관찰되는 열수분출구 황화광물의 음의 황동위원

소 조성은 단순한 기반암과 해수기원 황의 혼합으로

설명될 수 없다. 따라서 이들 황동위원소 조성을 결정

하는 과정에서 기반암과 해수 기원이외의 제 3의 황

공급원이 제시되거나 낮은 황동위원소 값을 갖게 되는

동위원소 분별작용이 추가되어야 한다.

첫 번째 가능한 설명은 황환원성 박테리아에 의한
32S의 농집이다. 일반적으로 생물의 대사는 가벼운 동

위원소를 선택적으로 흡수하게 되는데 황환원성 박테

리아에 의한 SO4
2-의 H2S로의 환원과정에서 분별계수

는 20‰에서 40‰에 이른다(Shanks et al., 1995). 실

제로 퇴적층이 발달하여 황환원성 박테리아의 활동이

매우 왕성한 해령 지역에서 발견된 열수광상 광석광물

의 경우 실제로 매우 가벼운 황동위원소 조성을 가지

고 있다(Peter and Shanks, 1992). 하지만 퇴적물이

발달하지 않은 해령이나 후열도분지의 확장대에서 발

달한 열수분출구에서 박테리아 등 생물에 의한 영향은

크지 않다. 연구지역 중에서 음의 δ34S 값을 갖는 황

화광물들이 보고된 해저열수활동 지역들은 퇴적물이 거

의 없거나 얇게 피복된 지역들로 열수유체의 형성과정

에서 황동위원소 조성에 영향을 줄만한 퇴적물 내 생

물활동의 증거를 찾기는 어렵다. 또한 H2S의 낮은 황

동위원소 조성이 미생물의 환원에 의한 것이라면 남은

SO4
2-는 원래보다 더 높은 황동위원소 조성을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황화광물과 함께 산출되는 황산염

광물들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해수의 황동위원소 조성

에 비해 낮은 것은 생물에 의한 황산염의 환원반응의

영향이 크지 않았음을 의미한다.

두 번째로 고려할 수 있는 것은 열수의 비등

(boiling)이다. 압력이 낮은 경우 고온의 열수는 비등이

일어나면서 휘발성 성분(volatile)과 염수(brine)으로 상

분리가 일어난다. 상분리가 일어나면 비중이 낮은 휘

발성 성분은 빠르게 상승하여 분출구를 통해 배출되는

Fig. 3. Sulfur isotope values of sulfide (filled bars) and sulfate (open bars) minerals from selected seafloor hydrothermal

vents (modified after Kim et al. (2004) with additional data used in this study). Vertical shaded lines indicate the sulfur

isotope range of MORB (Mid Ocean Ridge Basalt), IAB (Island Arc Basalt), and seawat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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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비중이 높은 염수는 상대적으로 서서히 이동한다.

열수의 비등이 일어나면 H2가 H2S에 비해 먼저 제거

되어 남은 유체는 산화도가 증가한다(Drummond and

Ohmoto, 1985). 이러한 변화에 따라 H2
34S가 선별적

으로 산화되어 동위원소 분별이 일어날 수 있다. 이때

의 반응은 다음의 식으로 표현된다: H2
34S(aq) +

4H2O = SO4
2-+ 2H++ 4H2(g). 이러한 열수의 비등과

산화에 의한 황화물과 황산염의 황동위원소 분별은

Rayleigh의 관계식으로 나타낼 수 있다: δ34SH2S=

(δ34S0
H2S+ 1000)Fα-1, 여기서 F는 남은 황화물의 비

율이고 α는 주어진 온도에서의 황화물과 황산염의 분

별계수이다(McKibben and Eldridge, 1990). 만일 열

수유체가 해저면에 도달하기 이전에 비등이 일어나는

온도를 400oC로 가정하면 분별계수 a는 1.015로 계산

된다(Ohmoto and Lasaga, 1982). 이때 황화물과 황

산염의 황동위원소 분별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이에 따르면 열수의 산화가 진행됨에 따라 황화물과

황산염의 δ34S 값이 감소하므로 몇몇 지역의 열수분출

구에서 관찰되는 낮은 황동위원소 조성은 이론적으로

열수의 비등과 산화 모델로 설명될 수 있다.

열수유체의 비등과 산화에 따른 황동위원소 분별작

용은 육상의 일부 광화대에서 보고된바 있다(McKibben

and Eldridge, 1990; Drummond and Ohmoto, 1985;

Reed and Spycher, 1985). 심해의 해저열수분출의 경

우 높은 수압으로 인해 열수의 비등이 제한적이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열수의 비등이 보고되기도 한다

(Seyfried and Ding, 1995). 특히, 동태평양 해령, 후

안 드 푸카(Fuan de Fuca) 해령, 대서양중앙해령과 같

은 중앙해령지역의 해저열수분출지에서도 열수의 비등

사례가 있다. 하지만, 이들 지역에서 열수분출구 구성

광물의 황동위원소 분별은 보고되지 않았다. 후열도분

지인 오키나와 트라우프의 제이드(Jade) 지역에서도 열

수의 비등이 확인되었고 열수분출구 내 중정석의 경우

+10.2에서 +24.6‰의 δ34S 값을 보이기도 하였으나

황화광물의 경우에는 +6.0에서 +7.3‰의 균질한 조성

을 보였다(Lders et al., 2001). 이는 제이드 지역의

열수유체 내 황화물은 산화에 의한 동위원소 분별작용

을 받지 않음을 의미한다. 결국 열수의 비등이 보고된

열수분출지역의 경우 황화물의 산화에 따른 동위원소

분별의 이론적 가능성에도 불구하고 실제 분출구 구성

광물에서 관찰된 사례는 아직 없다. 이러한 사례들은

해저열수시스템이 닫힌계가 아니며 황화물의 산화에 의

한 동위원소 분별이 일어날 수 있는 평형조건에 도달

하지 못하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연구지역에서

관찰되는 열수분출구 구성광물의 낮은 황동위원소 조

성이 열수의 비등과 산화에 따른 동위원소 분별작용의

결과일 가능성은 낮다.

음의 황동위원소 비 이상치에 대한 세 번째 가능한

설명은 마그마로부터 직접 유입된 황의 영향이다. 마그

마의 온도 조건에서 황는 주로 SO2 기체로 존재하게

된다. SO2 기체가 열수에 유입되면 주변의 물리-화학

조건에 의해 화학종이 바뀌게 되는데 이는 SO2의 불균

화작용(disproportionation)으로 설명된다(Ohmoto and

Lasaga, 1982): 3SO2+ 3H2O = S0+ 2H++ 2HSO4
-

혹은 4SO2+ 4H2O = H2S + 3H++ 3HSO4
-.

이 반응에서 SO2 기체는 H2S(혹은 S0)와 SO4
2-로

분리되는데 이 과정에서 황동위원소의 선별적인 분별

이 일어나 가벼운 32S는 H2S(혹은 S0)에 무거운 34S는

SO4
2-에 부화된다. 따라서 SO2의 불균화작용에 의해 생

성된 H2S와 SO4
2-가 열수에 유입되어 해저면에서 침전

된다면 황화광물은 가벼운 황동위원소 조성을 가지게

되고 황산염 광물은 무거운 동위원소 조성을 갖게 될

것이다. 마그마의 SO2가 0‰에 가까운 황동위원소 조

성을 갖는다면 H2S는 음의 황동위원소 비를 SO4
2-는

양의 황동위원소 조성(해수의 황산염보다는 낮은)을 갖

게 될 것이다. 마그마로부터 SO2 기체가 열수시스템으

로 유입되는 과정은 아직 잘 알려져 있지 않다.

Butterfield et al.(1997)은 해저 열수 시스템에서 마그

마의 분출 직후의 짧은 기간에 마그마로 열과 휘발성

Fig. 4. Fractionation of sulfur isotopes during oxidation of

sulfide (solid line) into sulfate (dashed line) at 400oC,

according to the Rayleigh distillation model (α = 1.015).

The initial δ34S value of the sulfide is assumed to be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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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분이 집중적으로 공급되어 열수의 조성이 변화한다

고 하였다. 이에 따르면 마그마의 분출 직후에는 휘발

성성분이 농집된 열수가 분출되고 시간이 지남에 따라

마그마 챔버 부근에 머물러 있던 염수 성분으로 열수

의 조성이 변화한다는 것이다. 만일 열수분출구가 마

그마 분출 직후에 형성되었다면 마그마로부터 휘발성

성분이 농집되는 과정에서 가벼운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황화광물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열수분출구 내 경석고와 중정석과 같은 황산염광물

의 경우에도 황동위원소 조성변화가 크며 특히 일부

시료는 해수의 황동위원소 조성에 비해 훨씬 낮은

δ
34S 수치를 나타낸다. Fig. 5는 동마누스 분지의 팩마

누스 지역 열수분출구 내 경석고와 중정석에서 분석된

황과 Sr 동위원소 비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Kim et

al., 2004). 황산염 광물에서 S 동위원소 비와 Sr 동위

원소 비가 서로 상관성을 보이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즉, 낮은 87Sr/86Sr 조성을 갖는 황산염 광물에서 δ34S

값도 더 낮다는 것이다. 일반적으로 열수분출구에서의

Sr 동위원소 조성이 열수(end-member fluid)와 해수의

혼합비에 따른 중간 조성을 갖는데 비해(Teagle et al.,

1998), 황동위원소 조성은 거의 해수와 비슷한 조성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Shanks et al., 1995). 이는

열수 유체 내 황산염의 농도가 매우 낮기 때문이다.

하지만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팩마누스 지역 열수

분출구에서 황산염광물의 S-Sr 동위원소 관계는 두 성

분의 혼합 관계를 나타낸다. 이는 열수 자체에 황산염

의 농도가 침전된 황산염 광물의 황동위원소 조성에

영향을 줄 정도로 존재하거나, 열수분출구의 형성과정

에서 황화물이 황산염으로 산화되기 때문으로 설명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열수유체는 환원성이기 때문에 열수유체

내의 황은 대부분 황화물로 존재하고, 황산염의 형태

로는 거의 존재하지 않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하지만

일부 지역에서 채취된 열수유체에서는 황산염의 검출

이 보고되었으며, 특히 마누스 분지의 데스모스

(Desmos) 칼데라에서는 열수유체 내 황산염의 농도가

33 mM로 해수(약 28 mM)보다 높은 함량을 보이는

경우도 알려져 있다(Gamo et al., 1997). 이들은 열수

유체 내 황산염이 존재하는 원인을 마그마로부터 직접

유입된 SO2 기체에 의한 것으로 해석하였다. 열수분출

구의 형성과정에서 황화물이 황산염으로 산화되는 반

응 역시 고려해볼 수 있다. 만일 이 산화반응이 동위

원소 비평형조건에서 일어난다면 황산염 역시 낮은 황

동위원소 비를 가지게 될 것이다. 하지만 황화물의 산

화반응 발생여부는 Sr 동위원소 조성에는 영향을 미치

지 않을 것이므로 Fig. 5에서 관찰되는 Sr과 황동위원

소의 상관관계를 황화물의의 산화만으로 설명하기는 어

렵다.

동마누스 분지 이외에도 라우분지와 커마덱 열도 등

의 열수분출구에서 황화광물과 함께 산출되는 황산염

광물은 해수에 비해 낮은 황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경

우가 흔히 관찰되었다(Fig. 3). 이는 해수보다 낮은 황

동위원소 조성을 갖는 황산염이 열수유체를 통해 공급

되었음을 지시한다. 더구나 이들과 함께 생성된 황화

광물들에서도 음의 황동위원소 조성을 보인다는 점을

감안한다면, 이들 지역에서는 관찰되는 황동위원소 이

상치는 앞에서 기술한 SO2 기체의 불균화작용에 의한

마그마 기원의 황화물과 황산염의 공급으로 설명될 수

있다.

Rye (2005)는 열수시스템의 다양한 환경에서 황산염

광물의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정리하였다. 여기서 제시

된 δsulfate-δsulfate 도표는 SO2의 공급에 의해 열수시스

템에서 공존하는 황산염광물과 황화광물의 황동위원소

Fig. 5. Diagram of δ34S versus 87Sr/86Sr for selected sulfate

minerals from PACMANUS hydrothermal chimneys (after

Kim et al., 2004). Solid and dashed lines are calculated

mixing lines between hydrothermal fluid end-member and

ambient seawater for different sulfate concentrations of the

hydrothermal fluid end-member (see legend). The marks

on the solid line indicate the fractions of seawater in the

mixture. Sulfur and strontium compositions of chimney

sulfate are plotted along the mixing line. The relationship

between the sulfur and strontium isotopic composition of

chimney sulfate requires the presence of an isotopically

light sulfate in the hydrothermal end-memb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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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성을 통해 이들 광물의 생성온도, 전암 황동위원소

조성(bulk sulfur isotopic composition, δ34SSS), 유체

내 황산염/황화물 비(SO4
2-/H2S)의 변화 등의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유용하다(Fig. 6). 이 도표가 사용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전제조건들을 만족시켜야 하는데, (1)

황산염과 황화물의 침전이 평형조건을 만족시켜야 하

고, (2) 광물의 황동위원소 조성이 열수유체의 조성을

반영하여야하며, (3) 광물 생성 이후 동위원소 조성이

변하지 않고, (4) 광물 침전 시 황산염과 황화물의 비

가 일정하여야 한다. 이들 조건을 충족시켰을 경우 열

수시스템에서 공존하는 황화광물과 황산염광물의 생성

온도는 Fig. 6과 같이 1의 기울기를 갖는 직선들의 배

열을 통해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이들 자료는 주로 음

의 기울기를 갖는 선형의 관계를 갖는데, 황산염과 황

화물의 비는 기울기의 절대값을 통해 계산된다. 열수

시스템의 전암 황동위원소 조성은 분석치의 추세선과

원점을 지나는 기울기 1의 직선이 만나는 절편에 의해

결정된다. 하지만 이들 조건을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에도 열수유체의 진화와 비평형조건 등에 대한 유용한

정보를 제공한다. 이 도표는 열수 유체 내의 황화물과

황산염 자료를 이용하여 계산된 것이지만, 일반적으로

열수유체와 광물의 동위원소 분별이 작기 때문에 광물

의 황동위원소 조성을 직접 적용하여도 무방하다.

동마누스 분지의 팩마누스와 북동라우 분지의 MTJ-1,

커마덱 열도 브라더스 해저산의 열수분출구 내 황산염

과 황화물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대체로 선형의 관계를

보인다. 브라더스 해저산의 경우 팩마누스와 MTJ-1에

비해 다소 분산된 형태를 나타내지만 이는 동일 해저

산 내의 다른 열수분출지의 차이를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들 선형관계는 모두 0에 가까운 기울기를

보여 황산염에 비해 황화물이 우세한 환경임을 알 수

있다. 또한 팩마누스의 경우 전암 황동위원소 값이 약

+2‰에서 +3‰ 사이의 값을 갖는 반면 커마덱 열도

는 0‰에서 -5‰ 사이의 값을 갖고 MTJ-1 지역은

-8‰ 정도의 값을 가지고 있는 차이가 관찰된다. 생성

온도 범위는 팩마누스에서 300-400oC의 범위를, 커마

덱 열도와 MTJ-1는 200-300oC의 범위를 나타낸다. 이

들 지역은 열수분출구의 황화광물이나 황산염광물에서

뚜렷한 낮은 황동위원소 이상치가 관측된 지역으로 이

들 지역에서 마그마기원의 SO2 기체를 통해 공급되는

황산염과 황화물이 Fig. 6에서 제시하는 조건들을 비

교적 잘 만족시키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들 지역에

Fig. 6. Diagram of δsulfate−δsulfide showing δ34S of coexisting sulfate and sulfide minerals in selected hydrothermal vents in

the western Pacific region. Solid and dashed lines indicate theoretical aspects of equilibrium fractionation of sulfur isotopes

between sulfide and sulfate in hydrothermal systems (after Rye, 2005). Genetically related samples should define linear

arrays due to cooling. These arrays should project back to the 0‰ fractionation line at the bulk isotopic composition of the

system as represented by the dotted lines. Isotopic values are given in permil (VCD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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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관측되는 전암 황동위원소 조성의 차이는 개별 지

역 마그마의 고유속성으로 판단된다. 북피지분지와 마

리아나 열도의 경우 Fig. 6에 도시할 수 있는 자료가

작아 생성환경을 설명하는데 충분치 않다.

3.4. 열수시스템 형성과정에서의 마그마의 적극적

역할

그동안 해저열수시스템의 생성과 진화과정에서 마그

마의 역할에 대해서는 서로 다른 의견이 주장되어 왔

다. 중앙해령의 열수분출구의 광물 및 지화학 조성은

주로 중앙해령현무암과 해수의 반응에 의해 잘 설명되

며(Janecky and Shanks, 1988; German and Von

Damm, 2004) 이 경우 마그마의 역할은 열수순환을

일으키는 열원으로만 한정된다(마그마의 소극적 역할).

하지만, 황동위원소 조성으로도 설명되듯이 후열도 분

지나 열도해저산과 같은 지판수렴경계에서 관측되는 많

은 해저열수분출 시스템에서는 마그마가 열원으로만 작

용하는 것이 아니라 휘발성기체와 같은 유체의 공급을

통해 주요한 성분을 공급한다는 증거들이 제시되고 있

다(마그마의 적극적 역할). 이 논문에서 소개된 지판소

멸경계의 황동위원소 조성의 다양성을 보고한 연구들

이 대표적 사례이다. 더구나, Yang and Scott(2006)은

해저열수광상을 구성하는 주요 금속들의 상당량은 주

변암으로부터 용출되는 양만으로는 설명될 수 없으며

마그마로부터 직접 공급된다는 주장을 정리하였다. 따

라서 마그마의 적극적 역할은 휘발성 기체에 한정되지

않고 열수광상을 형성하는 금속으로까지 확대될 수 있

다. 하지만 해저열수시스템 형성과정에서 마그마의 적

극적 역할이 어떤 조건에서 어떤 경로를 통해 이루어

지는지에 대한 설명은 아직 부족한 상태이다.

황동위원소 조성에서 살펴보았듯이 열수분출구 구성

광물의 황동위원소 이상치는 중앙해령에서는 아직까지

보고된 바 없으며, 지판소멸경계의 특징으로 볼 수 있

다. 이들 지판소멸경계에서의 화산활동은 맨틀의 감압

용융에 의해 마그마가 생성되는 중앙해령과 달리 해구

를 따라 공급되는 유체에 의한 융제용융의 비중이 크

다. 지판소멸경계에서 생성되는 마그마는 산소분압이

높은 것이 특징이며, 마그마 내 용해도가 낮은 휘발성

물질들이 섭입과정을 통해 공급되어 화산분출과정에서

많은 휘발성 유체들이 공급될 수 있다. SO2 기체의 불

균화작용에 의한 황동위원소 조성변화는 이러한 지판

소멸경계의 마그마의 특성을 반영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판소멸경계 내의 여러 해저열수시스템에서

관측되는 마그마의 영향 차이는 휘발성 유체의 공급

시기에 따른 것으로 해석된다. 마그마 기원 휘발성 유체

의 공급은 화산분출시기와의 상관성에 따라 화산분출 이

전(preeruptive degassing), 화산분출 동시(syneruptive

degassing), 화산분출 이후(posteruptive degassing)로

나눌 수 있다. 이중 휘발성 유체의 공급이 화산분출과

동시에 일어나거나 이후에 일어날 경우 이들의 상당수

는 해수로 직접 빠져나갈 것이며, 열수시스템으로 유

입되는 양은 매우 작을 것이다. 반면, 휘발성 유체의

공급이 화산분출 이전에 일어날 경우에는 화산분출대

주변에 형성되어 있는 열수시스템으로 유입되는 양이

증가하여, 여러 사례에서 관찰되듯이 열수시스템의 황

동위원소 조성에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추정된다. 휘

발성 유체의 공급시기가 마그마의 생성과 분출 과정에

서 어떤 조건에 의해 결정되는지에 대해서는 추후 밝

혀내야 할 것이다.

최근 열도화산에서의 열수시스템 탐사과정에서 이들

화산분화구에 액체상태의 자연황(liquid sulfur)이 저수

지와 같은 형태로 존재하고 있음이 알려졌다(Kim et

al., 2011; Nakamura et al., 2009; Embley et al.,

2007). 특히, Kim et al.(2011)은 MTJ-1 해저산의 자

연황 저수지에서 채취된 시료 내에 구리, 비소, 금 등

의 금속이 포함되어 있음을 밝히고, 이들 금속이 마그

마에서 공급된 휘발성 기체를 통해 공급되었다는 증거

를 제시하였다. 만일 자연황이 화산분화구 주변에 광

범위하게 분포하고 이들이 마그마 기원 금속의 상당수

를 보존하고 있다면 이들 자연황이 마그마로부터 공급

된 금속을 해저열수시스템으로 전달하는 매개역할을 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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