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95

자원환경지질, 제47권, 제4호, 395-404, 2014
Econ. Environ. Geol., 47(4), 395-404, 2014
http://dx.doi.org/10.9719/EEG.2014.47.4.395

pISSN 1225-7281
eISSN 2288-7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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We conducted the geophysical survey of possible hydrothermal vent sites at 2009, in the Lau Basin, the south

western Pacific and analyzed the magnetic characteristics of TA19-1 and TA19-2 seamounts. TA19-1 is a cone-

shaped seamount with a caldera summit. TA19-2 seamount is bigger and shows more complicated topography than

TA19-1 seamount. TA19-2 has a large caldera, a summit in the west side of the caldera and several crests. Simple

dipole anomalies with a high over the north and a low over the south occur in TA19-1 seamount. High magnetic

anomalies are located in the northern flank and the summit of TA19-2 seamount and low anomalies around the

summit and the caldera. The results of bathymetry and magnetic data suggest that TA19-2 seamount might have

more complicated magmatic process than TA19-1. Low magnetization zones are located over the summit, the

calderas and the caldera rims. The magnetization lows indicate that submarine hydrothermal vents, along faults and

fracture zones, could have caused an alteration of magnetic minerals. The magnetization highs over the summit and

the calderas might have been related with later magmatisms like volcanic sills, intrus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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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심해열수광상탐사를 위하여 2009년에 남서태평양 라우분지의 열수광상유망지역에 대하

여 지구물리조사를 실시하였다. 그 중 TA19-1 해산과 TA19-2 해산에 대한 해상자력탐사 결과를 이용하여 이 해산들

의 지자기 특성을 분석하였다. TA19-1 해산은 단순한 1개의 원추형 형태로 정상부는 함몰된 칼데라를 가진다. TA19-

2 해산은 TA19-1 해산에 비해 규모가 크고 대규모 함몰대를 가진 칼데라가 나타나고, 칼데라 서쪽으로 정상부가 나

타나며 능선들도 여러개 존재하는 형태로서 TA19-1 해산에 비해 복잡한 해저지형을 가지고 있다. TA19-1 해산의 자

기이상은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고이상대가 남쪽에는 저이상대가 나타나는 단순 쌍극자 이상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TA19-2 해산의 자기이상은 해산 북쪽 사면에 고이상대들이 위치하고 있고, 칼데라 서쪽에 위치한 정상부를 중

심으로 고이상대가 나타나고 그 주변 및 칼데라 주위로 저이상대가 분포하며 TA19-1 해산에 비교하여 복잡한 형태의

자기이상을 나타낸다. 해저지형, 지자기 자료의 결과는 TA19-2 해산이 TA19-1 해산에 비해 복잡한 화산활동의 결과

로 형성되었다는 것을 지시한다. 열수분출대의 가능성이 높은 저자화이상대들은 주로 해산의 정상부 및 칼데라와 칼

데라 주변부에 주로 나타나는데 이는 단층 및 균열 등에 따른 열수 분출에 의한 암석 변질의 영향 등으로 판단되며,

정상부와 칼데라 내에 나타나는 높은 고자화대는 volcanic sill, intrusion 등 후기 화성활동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열수광상, 해산, 지자기 특성, 칼데라, 자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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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용암(lava)이 해저면에 분출된 후 해수에 의해 급격

히 식게 되면, 용암 내 자성광물은 그 당시 지구자기

장에 의해서 자화된다. 특히, 지구조운동이나 화성활동

이 중복되기 쉬워 자기이상이 불규칙한 육지에 반하여

해양에서는 자기이상이 일정한 형태를 가지며, 특히 해

저 상부 지각층은 풍부한 자성광물을 포함하여 전형적

으로 강한 자기이상을 나타낸다. 그러나 열수분출대에

서 해양지각을 통과하는 열수유체는 자성을 잃게 되는

큐리(Curie)온도 이상의 높은 온도를 가지며 자성광물

을 부식시키는 특징이 있기 때문에, 열수유체가 자성

광물과 접촉하는 경우 자성광물들이 자성을 잃거나 혹

은 낮은 자성을 가진 광물로 변질된다(Schouten,

1999; Tivey and Schouten, 2003). 따라서 해양지각

에서는 열수유체를 따라 국지적으로 낮은 자화강도이

상이 나타나게 되고, 이를 이용한 자력탐사는 열수분

출지역 탐사에 효과적으로 수행될 수 있다(Tivey et

al., 1993). 이러한 열수분출지역에서는 열수광상이 만

들어져 유용광물 확보에 중요지역 분류되고 있다.

해저광물자원은 육상의 자원이 고갈되면서 그 중요

성이 날로 커지고 있으며 점점 깊은 심해 해저자원에

대한 개발 및 해양 강대국들의 자원확보 경쟁이 치열

해지고 있다(Kim et al., 2008). 심해열수광상은 육상

의 열수광상과 마찬가지로 금, 은, 구리 등 많은 유용

광물을 함유하고 있다. 지난 약 30년 동안 전 세계적

으로 분포하는 65,000 km 해령 가운데 열수 분출공의

존재와 그 위치에 대한 탐사는 아주 일부분만 수행되

어 오다가, 최근 들어 열수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

면서 열수분출대에 대한 연구가 점점 확대되고 있다

(Baker and German, 2004; De Ronde et al., 2003;

Ishibashi and Urabe, 1995; Tivey et al., 1993). 열

수분출이 가능한 지역은 중앙해령 및 활동성 후열도

분지내의 해저확장축 주변과 해저화산지역으로 그 지

역에서 열수분출대가 주로 많이 확인되고 있다. 

남서태평양의 라우분지는 태평양판과 인도-호주판 사

이의 수렴 경계에 위치한 활동성 배호분지(back-arc

basin)이며, 수심은 2,000 ~ 3,000 m 정도이다. 라우

분지의 주요한 활동성 해령은 CLSC(Central Lau

Spreading Center), ELSC(Eastern Lau Spreading

Center), VFR(Valu Fa Ridge)로 구분 할 수 있다.

또한 라우분지 내에서 상대적으로 복잡한 지형분포를

보이는 북쪽에는 NWLSC(Northwest Lau Spreading

Center), NELSC(Northeast Lau Spreading Center)

등이 존재한다(Baker et al., 2006; Wright et al.,

2000; Zellmer and Taylor, 2001). 최근 이 지역에

대한 정밀수심측량, 암석샘플링, 플룸조사 등을 통하여

화산체들의 해저지형, 암석학연구, 열수광상 연구들이

수행되어 오고 있다. 라우분지의 Tonga(Tofua)-Kermadec

arc-backarc system은 가장 활발하게 화산활동이 일어

나는 활동성 섭입대의 하나이다. 이 지역의 화산체들

은 다양하고 복잡한 성층화산으로 구성되어 있고 약

12 km 이하의 잘 발달된 칼데라들을 가지고 있으며,

열수활동 지역과 열수광상이 많이 존재하고 있다

(Arculus, 2005).

2009년 한국해양과학기술원에서는 연구선 온누리호

를 이용하여 라우분지 동쪽의 Tofua arc 내 여러 해산

들에 대하여 지구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Fig. 1). 본 연

구에서는 그 중 인접한 두 개의 TA19-1과 TA19-2

해산에 대하여 해저지형과 지자기 결과를 분석하고 탄

Fig. 1. Bathymetry of the Lau Basin in the south western

Pacific. The rectangular box outlined by red lines represents

the survey area of KIOST(2009) in the Tofua ar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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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파탐사 결과 단면과 비교하여 지형 특성 및 지자기

특성을 연구하였다. 

2. 자료획득

본 연구에서는 지자기탐사를 통한 열수광상 유망지

역 분석을 위해 해상자력탐사를 수행하여 지자기 자료

를 획득하였다. 해상자력탐사는 2009년 10월에 한국해

양과학기술원 조사선 온누리호를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탐사지역의 총자력 성분은 Overhauser Proton Mag-

netomer(모델 SeaSPY 300, 해상자력계)를 이용하여

측정되었다. 지자기자료는 온누리호 선미에서 예인된

자력센서에서 얻은 것이므로 DGPS 안테나가 설치된

지점까지의 위치를 보정해 주어야 한다. 이를 위해서

선미에서 센서까지의 거리(선체길이의 3배 이상 :

250 m)와 선미로부터 DGPS 안테나 설치 위치까지 거

리(32 m)를 더한 거리(282 m) 및 센서의 해수면 아래

깊이(약 5 m 이내)를 이용하여 측정된 위치를 보정하

고 실제 지자기 측정위치를 결정한다. 해상자력탐사와

동시에 에어건을 이용한 반사법탄성파탐사도 실시하였

다. TA19-1 해산과 TA19-2 해산의 탐사측선은 Fig. 2

과 같다. TA19-1 해산은 약 1 마일 간격으로 남북 4

개의 측선과 동서 4개의 측선에 대하여 조사를 실시하

였으며, TA19-2 해산은 약 1 마일 간격으로 남북 7개

의 측선과 동서 5개의 측선에 대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3. 자력자료처리

지자기자료는 앞서 말한 바와 같이 DGPS와 해상자

력센서간의 위치보정을 수행한다. 위치보정이 끝난 지

자기값에서 불량 자료들을 편집 및 삭제한다. 이 측정

지자기값에는 해저지질구조와 관계없는 자기장의 시간

적 변화량이 포함되어 있으므로 이를 측정값에서 소거

하여야 하며, 이를 위해 탐사지역에 근접한 육상 고정

관측점에서 측정한 지자기자료에서 시간적 변화량을 산

출하여 보정하는 일변화 보정을 실시하여야 한다. 그

러나 Sager et al. (2005)와 Searle et al. (2010) 등

은 연구지역이 멀리 떨어져 있고 측정된 자기강도에

비해 자기폭풍 등의 큰 외적인 요소를 제외한 평상시

의 일변화량이 무시할 수준이므로 일변화 보정을 생략

할 수 있다고 제안하였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연구

지역이 육지에서 너무 멀리 떨어져 있고 측정된 자기

강도에 비해 일변화량의 강도가 아주 작은 수준이기

때문에 일변화보정을 생략하였다. 지자기장의 시간적

변화량 외에도 측정 자기장에는 지구심부근원의 전 지

구적 주기를 갖는 주지자기장 성분이 90 %를 넘게 차

지한다. 따라서 지구를 균일하게 자화된 회전타원체로

근사시키고 이로부터 생성된 자기장을 구면조화함수로

표시해 실제 지자기장에 가장 근사시킨 국제참고지자

기장(International Geomagnetic Reference Field :

IGRF 2005)을 산출하여 측정 자료에서 소거한다. 이는

광역주기성분을 분리하는 것으로 지각 내 분포하는 지

질 암상이나 구조의 변화에 의한 자력이상치를 얻게

되는데 이를 자기이상이라 하며, 이 계산된 자기이상

값을 이용하여 자기이상도를 제작하였다. 

또한 자력자료를 이용하여 아날니틱신호를 산출하였

는데 Nabighian(1972, 1974)이 제안한 아날니틱신호를

이용한 자력이상 해석 기법은 잔류자기의 크기, 자화

방향 또는 지자기장 요소에 대한 어떠한 가정 없이 자

성암체의 경계 등 그 특징을 분석할 수 있다.

자력탐사를 통해 얻은 자기장자료와 지형자료를 바

탕으로 지각의 자화강도를 구할 수가 있으며, 이 자화

강도는 열수분출대의 활동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진다.

열수분출대에서 자성광물은 높은 온도에 의해 변성을

Fig. 2. Bathymetry and survey tracks(thick lines) of TA19

seamount. TA19-1 and TA19-2 seamounts are located in

the upper area and the lower area, respectively. Contour

intervals are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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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으키거나, 자성을 잃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인 열수

광상에서 자화강도는 원형의 저이상대로 나타나는 것

이 일반적이다(Tivey et al., 1993).

Parker and Huestis(1974)는 지자기값에 영향을 미

치는 지형의 영향을 제거하기 위하여 다음과 같이 자

기이상의 푸리에 변환을 통한 자화의 역산을 이용하여

자화강도를 구하였다. 여기서 자화층은 기반암의 두께

에 비하여 상대적으로 작은 두께(300 m)를 가지며 일

정한 방향으로 자화된 층을 가정하였다. 

·

      (1)

여기서 A(x)는 z0에서 측정된 자기이상, h0는 자화층

의 두께, M(x)는 자화강도이다. 위의 식은 역산 과정

을 거쳐 다음과 같이 정리된다.

(2)

위의 식을 프레드홀름 적분식(Fredholm intergral

equation)에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자화강도를 구할 수

있다.

(3)

4. 결과 및 토의

4.1. 해저지형

TA19-1 해산과 TA19-2 해산은 약 15 km 떨어져

있으며 TA19-1 해산은 북동쪽에 TA19-2 해산은 남서

쪽에 위치하고 있다(Fig. 2). 두 해산은 위치가 아주

근접해 있지만 해산의 모양 및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TA19-1 해산은 기저부가 약 -1400 m 하부에 위치하

며 정상부는 수심 약 -450 m로 기저부부터 정상부까

지의 높이는 약 950 m 이다(Fig. 3). 그리고 정상부는

함몰된 칼데라의 모습을 띄고 있다. TA19-1 해산은 전

체적으로 복잡한 지형들이 나타나는 모습보다는 단순

한 1개의 원추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능선은 주로

북쪽으로 발달한 모습을 보이고 있다. TA19-1 해산의

사면들은 대부분 약 15 ~ 18o의 경사도를 보이지만

북쪽의 능선부를 따라서는 약 20 ~ 28o의 경사도를

나타낸다. 칼데라 함몰대는 약 28 ~ 32o의 급경사를

보이는 안쪽의 사면과 약 6o 이하의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평탄면으로 이루어져 있다. TA19-1 해산의 하

부 직경은 약 11 km이고 칼데라 직경은 약 1 km이다.

TA19-2 해산은 기저부가 약 -1400 m 하부에 위치

하며 정상부는 수심 약 -200 m 로 기저부부터 정상부

까지의 높이는 약 1200 m이다(Fig. 4). 그리고 정상부

에는 대규모 함몰대를 가진 칼데라가 존재하고 있다.

그 칼데라 서쪽으로 칼데라 하부인 약 –500 m에서부

터 약 –200 m까지 약 300 m 높이로 솟아오른

TA19-2 해산의 정상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상부는

칼데라 함몰 후에 나타난 후기 화산활동으로 생겼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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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Bathymetry of TA19-1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100 m.

Fig. 4. Bathymetry of TA19-2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10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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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TA19-2 해산은 북서

쪽, 서쪽과 남서쪽으로 능선들이 주로 나타나고 있다.

TA19-2 해산의 사면은 주로 약 12 ~ 20o의 경사도

를 보이고 있으며 서쪽의 능선부들에서는 약 26 ~

38o의 급경사면들이 나타나고 있다. 서쪽 정상부는 약

4o 이하의 완만한 경사도를 가지는 평평한 해저지형의

모습을 나타내며 칼데라 내부도 약 10o 이하의 완만한

경사도를 가진다. TA19-2 해산의 하부 직경은 약

15 km이고 칼데라 직경은 약 4.5 km이다. TA19-2 해

산이 TA19-1 해산에 비해 기저부도 크며 칼데라의 규

모도 훨씬 크다는 것으로 알 수 있다. TA19-2 해산은

칼데라와 그 서쪽에 정상부가 나타나며 능선들도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로서 비교적 단순한 성층화산 형태인

TA19-1 해산에 비해 복잡한 해저지형을 가지고 있다. 

4.2. 지자기특성

Fig. 5, 6과 7은 TA19-1 해산에서 해상자력계로 획

득한 자기이상도, 아날니틱신호도, 자화이상도를 보여

준다. 자기이상은 약 -500 nT ~ 700 nT의 범위를

나타낸다(Fig. 5). 전체적인 자기이상의 모습은 해산정

상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고이상대가 남쪽에는 저이

상대가 나타나는 단순 쌍극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Tofua–Kermadec Arc 지역은 Pliocene 약 3 Ma이후

로 계속 화산활동이 활발히 진행되었다(Hergt and

Wormald, 2007; Wormald et al., 2012). TA19-1 해

산의 자기이상 형태를 보면 여러 자기극시대를 거치면

서 여러번의 분출에 의해 복잡하게 형성되지 않고

Fig. 5. Magnetic anomaly of TA19-1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100 nT.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Fig. 7. Magnetization of TA19-1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0.5 A/m.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A black thick

line represents a dredge line for rock sampling(KIOST,

2008).

Fig. 6. Analytic signal map of TA19-1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0.05 nT/km.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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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Ma 이후 시기에 일정 정자기극(Nettletton, 1962)의

시대에 분출되어 단순한 자기이상을 보이는 것으로 판

단된다. TA19-1 해산의 아날니틱신호도를 살펴보면 고

이상대가 화산체 정상부 위주로 1개의 큰 규모로 나타

나고 있다(Fig. 6). 이는 TA19-1 해산이 1번의 큰 규

모의 화산활동에 의해 주축을 이루는 화산체가 만들어

졌을 가능성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며 이는 자기이상의

단순 쌍극자 형태에 의한 가설과도 부합되는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TA19-1 해산의 해저지형이 복잡하지

않고 단순한 형태를 이루는 요인일 가능성이 있을 것

으로 생각된다. 자화강도는 균일하게 자화된 물질이라

는 가정하에 단위부피당 자기 모우먼트로 정의할 수

있다. 그리고 일반적으로 알려진 열수분출대에서 자성

광물은 높은 온도에 의해 변성을 일으키거나, 자성을

잃게 되어 저자화대가 나타나게 된다. 따라서 일반적

인 열수분출대에서 자화강도는 폭이 작은 원형 자화이

상대로 나타나는 것이 일반적이다(Tivey, 1994). 탐사

에서 획득한 지자기자료를 이용하여 연구지역 지각의

자화 특성을 알 수 있다면 그 결과로부터 열수분출 가

능지역을 유추할 수 있다. Fig. 7의 자화이상도는 본

탐사에서 얻어진 지형자료와 자기이상자료를 이용하여

자화역산법(Parker and Huestis, 1974)을 통해 자화값

을 산출하여 제작하였다. TA19-1 해산의 자화이상도는

해산정상부에서 고자화대가 분포하고 그 주변으로 저

자화대가 분포하는 모습이다. 기존의 탐사에서는 해산

의 정상부 부근에서 열수분출대와 관계된 Fe-Mn 지각

을 획득한 결과가 있는데(KIOST, 2008) 본 지자기 탐

사에서는 정상부보다는 정상부 주변에 저자화대가 분

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저자화대와 기존 탐사 결과

의 위치가 약간 상이하지만 획득한 지각이 그 지역의

일부이므로 그 주변에 열수광상이 분포하고 있을 가능

성도 배제할 수는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 

Fig. 8, 9, 10은 TA19-2 해산의 자기이상도, 아날니

Fig. 8. Magnetic anomaly of TA19-2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100 nT.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Fig. 10. Magnetization of TA19-2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0.5 A/m.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Black dots represent CTD stations(KIOST, 2010).

Fig. 9. Analytic signal map of TA19-2 seamount. Contour

intervals are 0.05 nT/km. White lines represent bathy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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틱신호도 및 자화이상도를 보여준다. 자기이상은 TA19-

2 해산 북쪽 사면에 고이상대들이 위치하고 있다. 또한

칼데라 서쪽에 위치한 정상부를 중심으로 고이상이 나

타나고 그 주변 및 칼데라 주위로 저이상대가 분포하

며 그 범위는 약 -500 nT ~ 1200 nT를 나타낸다.

TA19-1 해산에 비해서는 복잡한 형태의 자기이상 형

태를 가진다. 남서쪽과 북서쪽에 나타나는 고이상대들

은 해산에서 뻗어나가는 능선의 위치와 유사하게 나타

나는데 이 능선이 생성될 때 나타난 화산활동의 영향

으로 판단된다. TA19-2 해산은 아날니틱신호에서 큰

고이상대가 서쪽 정상부 및 칼데라 동쪽 주변 두 지역

에서 나타나는데 큰 규모의 화산활동이 두 지역에서

나타났을 가능성도 있으며 화산체가 한 번의 분출이

아닌 여러 번의 분출에 의해 생성되었을 가능성이

TA19-1 해산에 비해 클 것으로 판단된다. 이러한 지자

기특성과 TA19-2 해산의 복잡한 해저지형의 모습은

한번 분출에 의한 생성보다는 여러 번의 분출에 의한

생성의 가능성을 뒷받침해준다. Fig. 10의 자화이상도

는 해산의 정상부에 고자화이상대가 분포하며 그 정상

부 주변 및 칼데라 내부로 저자화이상대가 분포한다.

기존의 CTD탐사에서는 해산의 정상부 동쪽부근에서

풀룸 이상신호가 나타난다는 결과가 있었는데(KIOST,

2010) 자화이상결과에서도 그 부근에 저자화대가 분포

하고 있다. 

Fig. 11와 12은 TA19-1, TA19-2 해산의 주요 측선

에 대한 자기이상값, 자화값 및 탄성파 단면(KIOST,

2010)을 비교 도시한 그림들이다. TA19-1 해산 측선

A-A'에 대하여 탄성파 단면과 지자기결과를 비교하였

는데 자기이상은 남쪽에 저이상이 북쪽에 고이상이 나

타나고 자화값은 해상의 정상부에서는 고자화이상이 나

타나고 정상부 주변 경계부에서 저자화이상이 나타난

다(Fig. 11). 탄성파 단면은 정상부 및 정상부 북쪽의

Fig. 11. Profiles of magnetic anomaly(upper), magnetization

(middle), multi-channel seismic section(lower; KIOST,

2010) of survey track A-A' in TA19-1 seamount. See the

locations of profiles in the upper right figure. 

Fig. 12. Profiles of magnetic anomaly(upper), magnetization

(middle), multi-channel seismic section(lower; KIOST,

2010) of survey track B-B' in TA19-2 seamount. See the

locations of profiles in the upper right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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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장자리에 균열들과 volcanic sill 등과 같은 관입화성

암체들이 나타난다. 기존 연구들에서도 열수광상 지역

은 주로 정상부의 칼데라 안쪽이나 또는 칼데라 바깥

쪽 사면 하부 근처에서 많이 나타나고 있으며, 단층들

의 통로를 통해서 열수가 흐르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Kim et al., 2013). TA19-1 해산에서도 정상부 칼데

라 주변으로 저자화대가 주로 위치하는 모습을 볼 수

있으며 이 저자화대는 자성광물을 변질시키는 해저열

수광상의 위치를 지시할 수 있다. 그러나 열수광상 탐

사의 유용한 증거인 저자화이상대는 열수변질작용에 의

해 자화광물이 자성을 잃어 나타나는 경우 이외에도,

정단층의 발달에 의한 베게용암층 밑의 반려암 노출,

두꺼운 퇴적층의 존재 등 여러 가지 원인(Smith et

al., 1999)에 의해 저자화이상이 나타나기도 하므로 정

확한 분석을 위해서는 다른 연구결과들과의 비교가 필

요하다. TA19-2 해산은 측선 B-B'에 대하여 탄성파

단면과 지자기결과를 비교하였다(Fig. 12). 자기이상은

칼데라 중심부에서 저자기이상이 나오고 이 칼데라 내

서쪽에 자리잡고 있는 정상부와 동쪽 주변부로 고이상

대들이 나타나며, 자화값에서는 칼데라의 중심부 및 칼

데라 서쪽 가장자리에서 저자화이상이 분포한다. 탄성

파 단면은 칼데라 동쪽과 서쪽 가장자리 부분에서 균

열이 나타나고 칼데라 중심부에서 volcanic sill과 같은

관입화성암체로 판단되는 이상신호가 나타난다. 칼데라

주위의 저자화대는 단층 및 균열 등에 따르는 열수 분

출에 의한 암석 변질의 영향 등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

이 많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정상부와 칼데라의 높

은 고자화대는 volcanic sill, intrusion 등의 화성활동

과 연관성이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연구지역에서 TA19-1 해산은 북동쪽에 TA19-2 해

산은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다. 두 해산은 가까이 위치

해 있지만 해산의 모양 및 그 크기가 서로 다르다.

TA19-1 해산은 단순한 1개의 원추형 형태로 나타나고

있으며 정상부는 함몰된 칼데라를 가진다. TA19-2 해

산은 TA19-1 해산에 비해 규모가 크고 정상부는 대규

모 함몰대를 가진 칼데라의 모습을 띄고 있으며, 칼데

라 서쪽으로 칼데라 하부부터 약 300 m 높이로 솟아

오른 TA19-2 해산의 정상부가 위치하고 있다. 이 정상

부는 칼데라 함몰 후에 생긴 후기 화산활동으로 형성

되었을 가능성도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TA19-2 해산

은 칼데라와 그 서쪽에 정상부가 나타나며 능선들도

여러 개 존재하는 형태로서 비교적 단순한 성층화산

형태인 TA19-1 해산에 비해 복잡한 해저지형을 나타

내고 있다. TA19-1 해산의 자기이상은 해산 정상부를

중심으로 북쪽에는 고이상대가 남쪽에는 저이상대가 나

타나는 단순 쌍극자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해저지형,

자기이상과 아날니틱신호의 결과를 살펴보면 TA19-1

해산은 일정 정자기극의 시대에 큰 규모의 화산활동에

의해 화산체가 만들어졌을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

된다. TA19-2 해산의 자기이상은 해산 북쪽 사면에 고

이상대들이 위치하고 있고, 칼데라 서쪽에 위치한 정

상부를 중심으로 고이상이 나타나고 그 주변 및 칼데

라 주위로 저이상대가 분포하며 TA19-1 해산에 비해

서는 복잡한 형태의 자기이상 형태를 가진다. 해저지

형, 자기이상과 아날니틱신호를 보면 TA19-2 해산은

TA19-1 해산에 비해 복잡한 화산활동의 결과로 형성

되었을 것으로 판단된다. 칼데라 주위의 저자화대는 단

층 및 균열 등에 따르는 열수 분출에 의한 암석 변질

의 영향 등에 의해 나타날 가능성이 많은 것으로 판단

된다. 또한 정상부와 칼데라의 높은 고자화대는

volcanic sill, intrusion 등의 후기 화성활동과 연관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일반적으로 해저 화산암 지

대에서 나타나는 자력이상은 주로 화산체에 의한 효과

와 지하 심부에 의한 효과로 발생되는데, 본 연구지역

에서 나타난 주요 자기이상 분포는 전자에 의한 효과

로 생각된다. 

연구지역 탐사해산들의 지자기결과와 해저지형을 비

교하여 보면 열수분출대의 가능성이 높은 저자화이상

대들은 주로 해산의 정상부 및 정상부 칼데라와 그 칼

데라 주변 가장자리에 주로 위치하고 있는 모습이다.

그러나 해상자력탐사에서는 약 1 마일의 측선간격으로

탐사가 수행되었기 때문에 저자화대의 분포범위가 넓

어 열수광상의 정확한 위치를 추정하기 어렵다. 그러

므로 주로 열수광상의 크기는 지름 수백 m이하로 작

기 때문에 탐사방법을 해상자력계에 의한 광역적인 탐

사보다는 심해자력계에 의한 집중정밀탐사가 열수광상

지역의 정확한 위치를 파악하는데 더 적합하다고 판단

된다. 그렇지만 시간 및 비용 문제로 인하여 효율성을

고려하면 해상자력탐사와 심해견인자력탐사가 적절히

같이 운용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또한 열수광상

탐사의 유용한 증거인 저자화이상대는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자화광물이 자성을 잃어 나타나는 경우 이외에도

정단층의 발달, 두꺼운 퇴적층의 존재 및 베게용암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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밑의 반려암이나 암맥상이 노출될 때에도 저자화이상

이 나타난다. 그러므로 열수분출대의 정확한 분포 및

위치를 산출하기 위해서는 자력탐사 자료와 탄성파탐

사, 해저면 영상조사 등 다른 지구물리 자료, 지구화학,

생물, 암석샘플 자료 등과의 비교연구가 수행된다면 더

욱 유용한 연구 결과가 도출될 것이다. 그리고 이런

결과들을 토대로 해산들의 생성시기 및 화산활동의 진

화를 연구한다면 열수광상연구와 더불어 남서태평양 라

우분지 및 Tofua arc의 진화연구에 많은 도움을 줄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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