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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o identify rock-magnetic properties of volcanogenic hydrothermal sulfide deposits, chimneys were obtained from

the Tofua Arc in Southwest Pacific, using a 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and Grab with AV cameras (GTVs).

Three different types of chimneys used in this study are a high-temperature chimney with venting fluid-temperature

of about 200oC (ROV01), a low-temperature chimney of about 80oC (GTV01), and an inactive chimney (ROV02).

Magnetic properties of ROV01 are dominated by pyrrhotite, except for the outermost that experienced severe oxida-

tion. Concentration and grain-size of ROV01 pyrrhotite are relatively low and fine. For GTV01, both magnetic con-

centration and grain-size increase from interior to margin. Pyrrhotite, dominant in the core, becomes mixed with

hematite in the rim of the chimney due to secondary oxidation. High concentration and large grain-size of mag-

netic minerals characterize the ROV02. Dominant magnetic phases are pyrrhotite, hematite and goethite. In particu-

lar, the outermost rim shows a presence of magnetite produced by magnetotactic bacterial activity. Such distinctive

contrast in magnetic concentration, grain-size and mineralogy among three different types of chimney enables the

rock-magnetic study to characterize an evolution of hydrothermal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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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통가해저열수광상 개발 사업의 일환으로 통가아크 해저산 TA25에서 ROV와 GTV를 이용하여 열수황화물

광체를 채취하였다. 채취된 광체 중 본 연구에서는 약 200oC의 열수분출을 보인 고온성 활성침니(ROV01), 80oC의 열

수분출을 보인 저온성 활성침니(GTV01), 그리고 비활성침니(ROV02)를 이용하여, 암석자기학적 특성을 규명하고 이

를 바탕으로 광체의 진화과정을 알아보고자 하였다. ROV01의 자기적 특성은 주로 자류철석에 의해 나타나며, GTV01

의 경우 광체내부는 자류철석이 주로 나타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자류철석과 적철석이 혼재하게 된다. 비활성침니인

ROV02는 오랜 산화작용으로 인해 외곽에서 적철석뿐만 아니라 침철석이 자류철석과 함께 나타나고, 최외곽에서는

magnetotactic bacteria의 작용에 의해 자철석이 존재한다. 포화잔류자화(saturation magnetic remanent magnetization,

SIRM), 비자기이력잔류자화(anhysteretic remanent magnetization, ARM)/SIRM으로 나타낸 자성광물의 함량과 입자

크기 변화는 침니의 특성에 따라 뚜렷한 차이가 난다. 고온의 ROV01에서 가장 적은 함량과 작은 입자크기를 보이며,

저온의 GTV01에서 점차 증가하다가 비활성침니인 ROV02에서 가장 높은 함량과 큰 입자크기를 나타내게 된다. 이

러한 결과는 자성광물의 종류, 함량, 입자크기 변화 등의 암석자기학적 특성을 이용하여 기존 광물학적 접근방법으로

추적에 한계가 있었던 열수황화물광체의 진화과정에 대한 정보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 암석자기, 열수광체, 자성광물, 침니, 통가아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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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해양은 새로운 지각이 생성·소멸되는 장소로서, 상

부 해양지각의 경우 다양한 암석으로 구성된 대륙과는

달리 중앙해령, 해저산, 화산호, 배호분지 등에서 생성

되는 화산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러한 해양에서의 화

산활동(submarine volcanism)은 마그마 챔버로부터 해

수가 열수유체로서 순환할 수 있는 열을 제공하기 때

문에 열수활동뿐만 아니라 이에 따른 해저열수광상 형

성에 밀접한 연관이 있다(Alt, 1995; Wilcock and

Delaney, 1996; de Ronde et al., 2001; Hannington

et al., 2005). 현재까지 해저열수활동과 관련되어 철산

화광상, 망간산화광상, 논트로나이트광상, 다금속황화광

상, 함금속퇴적광상 등 100개 이상의 다양한 광종의

해저광체가 확인되었다. 이 중 다금속황화광상은 열수

가 해저로 분출하여 해수와 급격하게 반응하면서 주상

의 침니(chimney) 즉 고온성 블랙스모커(black smoker)

또는 저온성 화이트스모커(white smoker)로 형성된다.

침니를 형성하는 열수는 기반암 또는 그 위의 퇴적물

과 지속적으로 반응하여 기초금속(base metal)과 귀금

속(precious metal)을 광범위하게 침전시켜 광체를 형

성한다(Hekinian et al., 1980; Hannington et al.,

1991; Zierenberg et al., 1998). 따라서 경제성을 고

려한 해저열수광상이라는 것은 침니뿐만 아니라 함께

배태되는 황화광체를 포함하여 지칭한다. 침니형태의

광체는 해저열수광화작용에서 최상부분을 지시하는 것

으로 광체가 하부로 연장되는 광체구에 그 뿌리를 두

고 있다. 광체구도 계속되는 열수유체의 순환에 의해

지속적으로 두꺼워지며 기정출한 광물의 재결정작용이

반복적으로 일어난다. 광체구 위에 형성된 침니는 높

이가 약 30 m까지 성장하기도 하는데, 궁극적으로는

붕괴되어 재결정화 되면서 광체구의 일부가 된다

(Hekinian et al., 1993).

해양에서의 화산활동지역 중 지구조적으로 판의 수

렴경계에 해당하는 화산호와 배호분지에서는 지구 전

체 화산활동의 약 26%가 발생하며(Perfit and Davidson,

2000), 결과적인 열수활동과 수많은 다금속황화광상이

생성된다. 특히, 화산호의 경우 총 연장이 약 22,000 km

에 달하며(Simkin and Seibert, 1994; de Ronde et

al., 2003), 대부분 서태평양에 분포하고 있다. 서태평양

의 대표적인 화산호 중 하나인 통가-커마덱 화산호

(Tofua-Kermadec volcanic arc)는 올리고세부터 태평양

판이 인도-호주판 아래로 섭입되는 지판소멸 작용의 결

과로 생성되었으며(Turner et al., 1997; Worthington

et al., 2004; Stoffers et al., 2006), 총 연장길이가

약 2,300 km에 달한다. 이 중, 우리나라가 2008년 해

저열수광상 개발을 위한 독점적 탐사권을 획득한 지역

은 상대적으로 북쪽에 위치한 통가화산호로서 남위

20o~25o 사이에 위치하는 28개의 크고 작은 활동성

해저산 및 칼데라로 이루어져 있다(Fig. 1).

암석자기학은 시료에 포함된 철을 함유하고 있는 물

질의 함량, 입자크기, 종료에 의해 나타나는 자기적인

특성을 바탕으로 시료의 생성환경, 변질, 기원 등을 밝

히는 연구분야로서 광상학을 포함한 지질학(Park et

al., 2005; Kim et al., 2013)뿐만 아니라 환경연구

(Kim et al., 2007, 2012)에도 활용되고 있다. 2008년

부터 진행되어온 통가화산호에 대한 해저열수광상 탐

사를 통해 TA25 해저산에서 수 많은 활성/비활성 침

니와 넓은 광체구들을 발견하였다(Fig. 2). 본 연구에서

는 2012년 채취한 고온성 및 저온성의 활성 침니와

비활성 침니에 대해 열수분출 온도와 침니의 암석자기

학적 특성 변화의 연관성을 규명하고, 이를 바탕으로

광물학적으로 구분이 어려운 광체의 성장단계에 따른

암석자기학적 특성 변화를 알아보고자 한다. 이러한 실

제 광체시료를 대상으로 한 암석자기학적 특성은 해저

Fig. 1. Bathymetry map of study area (TA25) with the

sampling location. Chimney samples were obtained by

ROV and GTV during the 2012 exploration cruize in the

Tofua Arc, Southwest Pacific, using R/V Son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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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수광상 탐사에 널리 사용되는 해상 지자기탐사의 자

기 이상값의 보정자료로 활용될 것이다.

2. 연구지역 침니 분포 양상 및 시료채취

2012년 통가 해저열수광상 실해역 탐사는 독일 해양

조사선 R/V SONNE호를 이용하여 수행되었다. 연구지

역에서는 무인잠수정(remotely operated vehicle, ROV)

을 운용하여 근접해저면 탐사와 광체시료를 채취하였

으며, ROV로 확인된 일부 광체들은 GTV(Grab with

AV camera)를 이용하여 회수하였다.

ROV가 운용된 TA25 해저산 동측 칼데라 안쪽(수심

약 1,000 m)은 비교적 완만한 경사면을 이루고 있다

(Fig. 1). 사면에 분포하는 암석류들은 부석 및 안산암

질 현무암들의 전석이 주를 이루고 있으며 일부 지역

에서는 이들 전석들이 경사면에 쌓여 형성된 테프라가

관찰되기도 한다. 이 지역에 분포하는 침니는 일부 고온

의 활성침니도 관찰되지만 대부분 비활동성이거나, 일부

약하게 활동하는 열수분출구로, 대부분 50~500 cm

크기(최대 10 m 이상)를 보이며, 직경은 1 m 정도로

매우 견실하게 발달하는 특징을 보인다(Fig. 2a and

2b). 열수분출구 주변부의 황화 광체구(sulfide mound)

에서는 산화철-망간각 또는 쓰러진 침니들에 의해 피

복되어 안산암질 현무암으로 구성되는 기반암은 관찰

되지 않는다(Fig. 2c). 개별 침니는 침니 아래에서 서로

연결되어 자라며 일부 저온성 침니에서는 서로 연결된

침니가 성벽형태를 이루고 발달하기도 한다(Fig. 2d).

침니를 구성하는 주요 광물은 황동석이 우세하게 산출

되는 특징을 보여 비교적 높은 온도에서 정출된 근지

성 침니(proximal type)로 판단된다.

본 연구에서는 ROV를 이용하여 회수된 다양한 침

니 중, 침니에서 분출되는 열수의 온도가 200oC 이상

인 고온성 침니(ROV 01)와 침니의 성장이 멈추어 표

면이 적색~황색의 철산화물과 비정질 실리카로 피복

되어 있는 비활성 침니(ROV 02)를 활용하였다. 또한,

GTV로 회수된 침니 중, ROV 탐사를 통해 약 80oC

의 저온 열수분출을 보인 침니(GTV 01)를 분석하였다.

3. 연구방법

광체의 내부에서부터 최외곽까지 연속적인 자기적

특성을 알아보기 위해 가로, 세로, 높이가 약 1 cm인

정육면체 형태로 시료를 제작하였다. 총 44개의 시료

가 제작되었으며, 고온성 활성 침니(ROV 01)는 13개,

저온성 침니(GTV 01)는 12개, 비활성 침니(ROV 02)

는 19개이다. 시료 제작시 시료 손실을 최소화 하고

이차적인 자화획득을 방지하기 위해 두께 0.5 mm 이

하의 비자성 실톱(string saw)을 사용하였다.

시료의 질량을 측정한 후, 모든 시료에 대해 대자율

(magnetic susceptibility, χ), 비자기이력잔류자화

Fig. 2. Photos showing the distribution of chimneys in the seamount TA25. (a) Inactive chimneys ~3 m high with sulfide

mound. (b) Waney chimney (almost dead chimney). White arrows indicate waney vents. (c) Fallen spires ~3 m long. (d) low

temperature silica chimney (inactive chimn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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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nhysteretic remanent magnetization, ARM) 값을

측정하였으며, 단계별 등온잔류자화(isothermal remanent

magnetization, IRM) 획득 및 IRM 열소자 실험을 수

행하였다. χ는 Bartington사의 MS2 대자율 측정기를

사용하여 0.47 kHz의 저주파 상태에서 측정하였다.

ARM은 직류자기장 발생장치가 부착된 Molspin사의

교류소자기를 사용하여, 시료에 90 mT의 교류자기장을

가하면서 동시에 지구자기장의 세기와 유사한 0.05 mT

의 직류자기장을 가하여 획득시켰다. 단계별 IRM 획득

실험은 ASC Scientific사의 IM10-30 impulse magne-

tizer를 이용하였으며, 30 mT에서부터 최대 2.5 T까지

총 11단계로 증가하는 직류자기장을 시료에 획득시켰

다. 이후 반대방향으로 300 mT의 직류자기장을 가하

였다(IRM-300mT). 일부시료의 경우 최대 자화장인 2.5 T

에서 완전히 포화상태에 도달하지는 않았지만, 시료의

전반적인 자화획득량을 알아보기 위해 포화등온잔류자

화(saturation IRM, SIRM)로 활용하였다. 시료내 존재

하는 자성광물의 종류를 파악하기 위해 Lowrie

(1990)에 의해 제시된 3축 IRM 열소자 실험을 수행하

였다. Impulse magnetizer를 이용하여 시료의 Z-, Y-,

X-축을 따라 각각 2.5 T, 0.5 T, 0.15 T의 자기장을

가한다음, Magnetic Measurement사의 MMTD-80

열소자기를 이용하여 최대 680oC까지 단계별로 온도를

증가시키며 잔류자화의 감소양상을 확인하였다. 시료의

잔류자화 세기는 Molspin사의 spinner 자력계를 이용

하여 측정하였다.

상기한 실험들로부터, 시료내 포함된 자성광물 함량,

입자크기, 종류를 지시하는 암석자기 상수들을 도출하

였다. χ, ARM과 SIRM 값들은 일반적으로 시료내 포

함된 자성광물들의 함량과 비례하여 나타나며(Thompson

and Oldfield, 1986; Evans and Heller, 2003), 특히

ARM은 세립의 자성광물에 민감하게 반응하고 SIRM

은 모든 입자크기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Dunlop and

West, 1969; Maher, 1988) ARM/SIRM는 입자크기

지시자로 활용된다. 즉 ARM/SIRM 값이 높을수록 세

립의 자성광물임을 지시한다. 자철석, 자류철석과 같은

항자기력이 낮은 자성광물은 등온잔류자화 획득실험 시

300 mT 미만의 낮은 자화장에서 잔류자화가 포화상태

에 도달하는 반면, 적철석, 침철석과 같은 항자기력이

높은 자성광물은 최대 자화장인 2.5 T에서도 포화상태

에 이르지 못하게 된다. 따라서, S300 (= -IRM-300mT/

SIRM)은 시료내 서로 다른 항자기력을 보이는 자성광

물들의 상대적인 분포상태를 나타내게 된다(Kim et

al., 2013). 값이 1에 가까울수록 낮은 항자기력을 갖는

자성광물 분포가 우세함을 지시한다. 자성광물들은 특

징적인 온도에서 잔류자화가 소멸(큐리온도)되기 때문

에, SIRM 열소자 실험을 통해서 시료내 포함된 자성

광물의 종류를 파악할 수 있다. 예로써, 침철석은 약

120oC, 자류철석은 약 350oC, 자철석은 약 580oC, 그

리고 적철석은 약 680oC의 큐리온도를 갖는다.

4. 결과 및 토의

자성광물의 함량지시 상수들(χ, ARM, SIRM), 입자

크기 상수(ARM/SIRM), 자성광물 상수(S300)로 구성된

광체의 암석자기 특성을 Fig. 3에 나타내었다. 함량 상

수들 중 자성광물만의 영향을 반영하는 ARM와 SIRM

가 서로 유사한 변화양상을 보이며, 상관계수(R2)가

0.8 이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난다. 반면 χ의 경우에는

시료내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자성(diamagnetic) 광물

인 석영의 영향으로 전체적으로 매우 낮고 불규칙한

경향성을 보이기 때문에, 주로 ARM과 SIRM을 이용하

여 광체내 자성광물 함량 변화를 살펴보았다. 전체적으

로 자성광물의 함량은 고온의 활성침니인 ROV01에서

가장 낮게 나타나고(ARM = 1.4~12.8 × 10-7Am2/kg;

SIRM = 0.8~7.4 × 10-5Am2/kg, Fig. 3a), 비활성침

니인 ROV02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ARM = 4.3~22.6

× 10-7Am2/kg; SIRM = 8.5~124.0 × 10-5Am2/kg,

Fig. 3c). 자성광물 입자크기의 경우, ARM/SIRM 값이

ROV01에서 가장 높고(= 13.9~25.2 × 10-3), 저온의

활성침니인 GTV01에서 상대적으로 낮은 값을 보이다

가(= 7.6~16.1 × 10-3) ROV02에서 가장 낮게 나타

난다(= 3.0~12.1 × 10-3). 이는 고온의 활성침니에

존재하는 자성광물의 입자가 가장 작으며, 침니의 온

도가 감소할수록 입자크기가 점차 증가함을 지시한다.

자성광물 상수인 S300은 모든 광체에서 0.9 내외의 비

교적 높은 값을 보여 항자기력이 낮은 자성광물이 주

로 존재함을 지시한다. 그러나, ROV01의 최외곽과,

GTV01과 ROV02의 외곽부분에서 감소하는 S300은 해

수에 의한 산화에 의해 이차적으로 항자기력이 높은

적철석 혹은 침철석이 생성되어 나타나는 현상으로 판

단된다(Fig. 3).

개별 광체에서는 ROV01의 경우(Fig. 3a), 중심부

(ROV01-4)에서 낮은 자성광물 함량을 보이다가 Cu가

농집된 구간(ROV01-6~-10)에서 비교적 높은 함량

(SIRM = 1.8~3.1 × 10-5Am2/kg)을, 해수와 접촉하여

부분 산화가 나타나는 최외곽(ROV01-13)에서 가장 높

은 함량(SIRM = 7.4 × 10-5Am2/kg)을 보인다. 자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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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물의 입자크기는 Cu의 농집이 나타나는 구간과 최외

곽에서 비교적 낮은 ARM/SIRM을 보여(= 16.1~18.1

× 10-3과 17.3 × 10-3) 상대적으로 큰 입자크기의 분포

를 지시한다. 저온의 열수분출을 보였던 GTV01(Fig. 3b)

는 중심부를 제외하고는 ROV01광체와 유사한 광물조

성을 보여, 초기에 고온성침니로 생성되었다가 점차 열

수분출 온도가 감소하여 저온성침니로 진화된 것으로

나타난다. 자성광물 함량의 경우, 중심부에서 외곽으로

갈수록 점차 증가하고 해수와 접촉이 일어나는 최외곽

에서 높은 함량을 보여 ROV01과 전체적으로 유사한

경향성이 나타난다(Fig. 3b). 또한 육안으로 관찰되는

산화의 흔적은 나타나지 않지만, 광체의 외곽부

(GTV01-16~19)에서 ARM/SIRM(= 7.5~10.2 × 10-3)

과 S300(= 0.82~0.86)의 감소가 나타나 산화에 의한

자성광물의 변질, 생성, 성장의 가능성을 내포한다. 비

활성침니인 ROV02는 높은 Cu 함량을 갖는 고온성침

니의 특성을 보이는 중심부와 해수와의 접촉에 의해

뚜렷한 산화작용의 흔적이 남아있는 외곽부로 구분된

다(Fig. 3c). 경계부(ROV02-3, ROV02-9)에서부터 ARM

과 SIRM의 뚜렷한 증가, 즉 자성광물 함량의 증가가

나타나고, 입자크기가 커진다(ARM/SIRM 감소). S300

은 ROV01, GTV01과는 다르게 최외곽에서 급격한 증

가를 보여(Fig. 3c) 상대적으로 항자기력이 낮은 자성

광물이 생성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하며, 일반적으로 저

온 혹은 비활성침니 표면을 피복하고 있는 bacteria

mat 중 낮은 항자기력을 갖는 자철석의 특성을 보이는

magnetotactic bacteria(Bazylinski et al., 1995; Schultz

and Jorgensen, 2001; Simmons et al., 2004)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광체의 단계별 IRM 획득 양상은 크게 두 종류로

구분된다. 300 mT 미만의 자화장에서 포화자화의

90%이상을 획득하여 낮은 항자기력을 갖는 자성광물

이 주로 존재함을 지시하는 경우(Fig. 4a의 왼쪽 열)로

서, 광체의 중심부와 Cu의 농집을 보이는 시료에서 관

찰된다. 예외적으로 해수와 접촉하여 산화의 흔적이 뚜

렷한 ROV02의 최외곽 시료인 ROV02-12 또한 낮은

자화장에서 빠른 자화획득을 보인다. 3축 IRM 열소자

실험 결과, 빠른 자화획득을 보인 대부분의 시료는 약

350oC온도 단계에서 대부분의 자화를 상실하여 주 자

성광물이 자류철석으로 나타났다(Fig. 4a의 가운데 열).

ROV02-12 시료에서는 X-, Y-, Z-축을 따라 획득된 모

든 자화성분이 온도가 증가함에 따라 점차 감소하다가,

약 580oC에서 자화가 소멸되었으며 이는 자철석이 주

자성광물임을 지시한다(Fig. 4a의 오른쪽 열). 이러한

결과는 ROV02 광체의 S300값의 변화와도 잘 일치하며,

비활성침니의 표면에서 bacteria의 영향으로 자철석이

Fig. 3. Measured rock-magnetic properties including magnetic susceptibility (χ), Anhysteretic remanent magnetization

(ARM), saturation remanent magnetization (SIRM) and S300 (= -IRM-300mT / SIRM) for (a) a high-temperature active

chimney (ROV01), (b) a low-temperature active chimney (GTV01) and (c) an inactive chimney (ROV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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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생적으로 성장함을 의미한다. 상대적으로, 광체의 외

곽시료들은 300 mT까지는 포화자화의 50~80% 정도로

빠르게 자화를 획득하다가 이후 최대 자화장인 2.5 T

까지 점차적인 자화획득을 보인다(Fig. 4b의 왼쪽 열).

이러한 특성은 낮은 항자기력을 갖는 자성광물과 높은

항자기력을 갖는 자성광물이 공존하고 있음을 지시한

다. 3축 IRM 열소자 실험 결과, 0.5 T 이하의 항자

기력을 갖는 자화성분은 대부분 350oC 부근에서 소멸

되고, 0.5 T 이상의 항자기력을 갖는 성분은 적철석의

큐리온도인 680oC의 온도 단계에서 소자되었다(Fig. 4b

의 가운데 열). 이는 자류철석이 주로 존재하는 상태에

서 광체의 외곽으로 갈수록 해수와의 반응, 산화작용

으로 인해 적철석이 이차적으로 생성되었음을 지시한

다. ROV02-11의 경우, 자류철석과 적철석의 큐리온도

부근에서 자화감소 이외에도 100~150oC의 온도구간

에서 자화의 급격한 감소를 보여(Fig. 4b의 오른쪽 열),

침철석도 함께 존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러한 광

체의 내·외부적인 자성광물 종류 및 조합의 변화는

활성침니에서부터 비활성침니로 광체가 전이되는 과정

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음을 의미하며, 광체의 진화과

정을 이해하는데 활용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자성광물 함량(SIRM)에 따른 입자크기(ARM/SIRM)

의 변화를 이용하여, 광체별 자기적 특성을 정리하였

다(Fig. 5). 특징적으로 고온의 활성침니인 ROV01은

상대적으로 자성광물의 함량이 낮고 입자크기 또한 가

장 작게 분포한다. 저온의 활성침니(GTV01)로 갈수록

자성광물 함량과 입자크기가 증가하고, 비활성침니

Fig. 4. Behavior of stepwise IRM acquisition (left pannel) and thermal demagnetization of 3-axis IRM (center and right

pannels) for the representative samples showing (a) the dominance of low-coercivity magnetic minerals and (b) the mixture

of low- and high-coercivity magnetic minerals.

Fig. 5. A biplot of SIRM and ARM/SIRM. Samples of

active chimney are placed in the upper left corner, whereas

those of inactive chimney are in the lower right corn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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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OV02)에서 가장 큰 자성광물함량과 입자크기를 보

인다. 활성침니의 변질이 상대적으로 적은 부분과 비

활성침니의 내부는 특히 자성광물 함량이 적고(SIRM

< 18 × 10-5Am2/kg), 해수와의 접촉을 통해 변질이

진행될수록 자성광물 함량은 뚜렷하게 증가하게 된다.

이러한 경향성은 황화물광체가 고온에서 생성되어 비

활성침니로 변화하면서 나타나는 자기적 특성을 반영

하는 것으로서, 암석자기학적 연구방법이 열수광체의

진화과정을 밝히는 데 중요한 단서를 제공할 수 있음

을 지시한다.

4. 결 론

연구지역인 TA25해저산에는 다양한 형태의 고온 및

저온의 활성침니와 비활성침니들이 관찰된다. 이러한

침니들은 상태별로 뚜렷한 자기적 특성을 보인다. 고

온의 활성침니의 자기적 특성은 주로 자류철석에 의해

나타나며, 자류철석의 함량과 입자크기는 상대적으로

작다. 저온의 활성침니의 경우, 광체내부는 자류철석이

주로 나타나지만 외곽으로 갈수록 자류철석과 적철석

이 혼재하게 된다. 비활성침니에서는 오랜 산화작용으

로 인해 외곽에서 적철석 뿐만아니라 침철석이 자류철

석과 함께 나타나게 되며, 자성광물의 함량과 입자크

기가 증가하게 된다. 특징적으로 최외곽에서는

magnetotactic bacteria의 작용에 의해 자철석이 생성

되게 된다. 이러한 자성광물의 함량과 입자크기 변화

를 기반으로 한 SIRM과 ARM/SIRM의 상대적인 변

화를 이용하여, 기존 광물학적 접근방법으로 추적에 한

계가 있었던 열수황화물광체의 진화과정에 대한 정보

를 획득할 수 있을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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