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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old mineralization of Samjeong and Yongjang gold mines in Uichang area shows characteristics of Bonanza-type

gold deposits. Ores are mainly developed along the contact parts between quartz vein and arkosic sandstone beds(Fe-

rich bed) in sedimentary rock. Electrum, silver sulfide and sulfate minerals are mainly in the ores. On the other hand,

gold mineralization is less developed in cherty rock and andesitic rock than arkosic sandstone. The study highlights

characteristics of gold precipitation in the deposit on the basis of numerical modelling of the reactions between the

assumed hydrothermal ore fluids with multicomponent heterogeneous equilibrium calculations. Aqueous species, gases

and minerals, containing electrum are included in the calculations. The reaction result between hydrothermal ore fluids

and arkosic sandstone show that pH increasing in the ore-forming fluid would trigger precipitation of quartz, chlorite,

sericite, chalcopyrite, galena, pyrite, electrum, actinolite and feldspar. The numerical modelling also illustrates the

drastic increase of pH and desulfidation lead to precipitation of electrum. Ag/Au ratios in the ore vary with pH

conditions and subsequently precipitation of silver-bearing sulfides such as acanthite and polybasite. The modelling of

the reaction between andesitic rock and ore-forming fluid shows that mineral assemblages of the case are analogous

to ones of the reaction between arkosic sandstone and fluid except the latter has little portion of electrum. The

abovementioned modelling results suggest that gold-silver mineralization is bounded by host rocks at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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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창지역의 삼정광산과 용장광산의 금광화작용은 보난자(Bonanza)형 금광상의 특성을 나타낸다. 광상은 퇴적암 내

의 장석질 사암과 석영맥의 접촉부에서 주로 산출되며, 금과 은을 함유하는 광물은 에렉트럼과 더불어 은황화광물 및

황산염광물로 산출된다. 반면, 광상의 모암이 쳐트질 암석과 안산암인 경우에는 금광화작용이 장석질 사암의 경우보

다 미약하게 발달된다. 이 연구에서는 금의 침전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열수용액과 장석질 사암 및 안산암간의 수

치모델링에 의한 다성분 다상계 평형계산을 실시하였다. 모델링에서는 함금은 광물인 에렉트럼 및 수용액상 또는 기

상 원소들이 사용되었다. 반응경로 모델링 결과, pH가 증가함에 따라 석영, 녹니석, 견운모, 황동석, 방연석, 황철석,

에렉트럼, 양기석과 장석이 침전되었다. 또한, 에렉트럼은 모암과 광화용액 간의 반응에 의한 급격한 pH 증가와 탈황

화작용에 의해 침전되었음을 확인하였다. 금 ·은비는 용액의 pH 조건이나 아칸다이트와 폴리바사이트와 같은 은황화

광물 침전에 의해 변화되었다. 한편, 안산암과 열수용액과의 반응에서 침전된 광물은 열수용액과 장석질 사암과의 반

응에서 침전된 광물과 유사하지만 상대적으로 적은 양의 에렉트럼이 침전되었다. 이러한 연구결과로 미루어 볼 때 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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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지역 보난자형 금광화작용의 부광대는 모암 규제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판단된다.

주요어 : 보난자형 금광상, 에렉트럼, 모암 규제, 반응경로 모델링, 의창지역 

1. 서 언

한국의 금 ·은 광상에 대한 분포와 산출양상 및 성

인에 대해서는 Gallagher(1963) 이후, 한국광물자원공

사(한국의광상, 1973, 1981; 금광조사보고서 I, 1983;

금광조사보고서 II, 1984) 탐사보고서를 비롯하여 많은

연구가 진행되어 왔다. 금 ·은 광상은 주로 쥬라기와

백악기 화강암류와 밀접한 성인적 연관성을 지니고 있

다. 특히, 경상남도, 전라남도 및 충청남도 일부지역에

서는 천열수형 금광상이 주로 분포하며, 이들 금광상

의 성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Choi et

al., 2005a; Choi et al., 2005b; Park et al., 2001;

Shimazaki et al., 1986; So and Shelton, 1987; So

et al., 1989; Yoo et al. 2002).

우리나라 금 ·은 광상의 유형은 광화심도, 천수의 유

입 유무, 모암과의 반응 특성 및 금 ·은비의 차이에

의하여 분류된다(Choi and Wee, 1992; Choi et al.,

1994; Park et al., 2001a; Park et al., 2001b). Shelton

et al. (1988)은 국내 금 ·은 광상을 한국형, 중열수형

및 천열수형 금광상으로 구분하고 연구하였다. 한국형

광상은 백악기 초에서 백악기 말기의 화강암과 성인적

으로 밀접한 연관성을 갖는다. 한국형 금광상으로 분

류되기도 하는 중열수형 금광상은 쥬라기 대보 화성활

동과 밀접하게 수반되며, 천열수형 금광상에 비해 높

은 금·은비를 갖는다. 천열수형 금광상은 상대적으로

은 함량이 높으며, 백악기 후기에서 제3기 화강암과 밀

접한 연관성을 갖는다(Park and Kang, 1988; So et

al., 1989; Shelton et al., 1990). 또한, 대표적인 천열

수 광상(통영광산. 은적광산, 천안-청양-논산 지역 금광

산)의 금 침전은 비등현상을 수반하는 240oC 이하의

온도에서 이루어졌으며, 비등 심도는 0.75 Km 이상인

것으로 연구된 바 있다(Lee, 1991). 창원시 의창지역에

는 함안층과 진동층의 퇴적암을 모암으로 하는 금 ·은

광상구가 형성되어 있으며, 그 중에는 보난자(Bonanza)

형 고품위 천열수 금광상이 형성되어 있다(KORES,

2004; Park, 1992). 그러나 이 보난자형 금광상에 대

한 금·은 광물의 침전 메카니즘(mechanism)을 비롯한

광화작용의 특성에 대해서는 연구가 수행되지 못한 실

정이다.

최근 광물생성과 관련된 많은 양의 열역학적 수치의

축적과 반응경로 모델링의 기법이 발전함에 따라 해수

와 현무암의 반응에 의한 녹색암(greenstone)의 기원,

화산기원 괴상 황화광상(VMS deposits)의 광상형성에

대한 모델링(Reed and spycher, 1983), 모암변질작용

에 대한 수치모델링(Reed, 1984), 천열수계에서의 냉각,

비등에 따른 유체의 반응경로 모델링(Reed and

Spycher, 1985; Park et al., 2001a; Park et al., 2001b)

및 비등현상을 수반한 지열계에서 휘발성 금속과 이동

매체의 역할(Spycher and Reed, 1989) 등에 대한 이

론적 연구가 이루어진 바 있다. 또한 국내에서 열수용

액과 모암과의 반응특성에 대한 수치모델링 연구(Park

and Choi, 1992)가 수행되었으나 금·은 광화작용에 대

한 물리화학적 조건에 대한 수치모델링 연구는 충분히

토의 되어 있지 않다(Park, 2001; Park et al., 2001a;

Park et al., 2001b). 

이 연구에서는 창원시 의창지역에 발달한 모암규제

에 의한 보난자형 금광상의 성인을 규명하기 위해 금

광상에 수반되는 광석 및 맥석광물 조성, 열수변질작

용 특성, 에렉트럼과 유비철석의 화학조성 및 열수 석

영맥에 대한 유체포유물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광화열

수와 모암인 장석질 사암(arkosic sandstone), 쳐트질

암석(cherty rock) 및 안산암(andesitic rock)간의 반응

경로 모델링 연구를 수행하였으며, 수치모델링을 통하

여 상이한 종류의 모암에 따른 열수계의 화학반응 진

행(chemical processes)과 그에 따른 에렉트럼과 황화

광물의 침전기구 및 에렉트럼 성분에 영향을 주는 요

인 등을 규명하였다. 이 연구를 통해 천열수계와 관련

된 광화유체의 화학적 변화와 금·은 침전의 물리적 조

건을 규명함으로서, 유사한 특성을 나타내는 금 ·은 광

상의 성인 해석과 탐광을 위한 자료로써 활용될 수 있

을 것이다.

2. 지질개요

창원시 의창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

적암 및 화산암류와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로 구성된다

(Fig. 1). 퇴적암층인 함안층과 진동층은 주로 회색 셰

일과 이암, 담색의 셰일이 호층으로서 발달하고 층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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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발달이 현저하다. 상부는 주로 회록색의 치밀 견고

한 쳐트질로 구성되며, 장석질 사암층이 호층을 이루

며 협재 되어있다. 이들 층은 후기에 관입한 화강암질

암에 의해 혼펠스화 되었으며 연변부를 따라 알바이트

-녹염석 혼펠스(albite -epidote hornfels)상 내지 각섬

석 혼펠스(hornblende hornfels)상을 나타낸다. 일부

지역은 심한 열수변질작용에 의한 특성을 나타낸다. 쳐

트질 암석은 미립의 석영과 견운모화된 장석을 비롯하

여, 소량의 녹니석과 녹염석이 수반되며, 화강암질암의

관입에 따른 접촉 변성작용의 결과로 보고된 바 있다

(Son et al., 1968). 화산암류는 유천층군에 속하며 주

로 안산암류로서 안산암, 안산반암, 각력안산암 및 응

회암으로 구성된다. 안산암은 퇴적암인 함안층을 피복

또는 관입하며, 광역적인 프로필리틱(propylitic) 변질작

용의 양상을 나타낸다. 연구지역 화강암류는 백악기 불

국사 화강암류와 백악기 말에서 제3기 초의 마산암으

로 분류되며, 화강암류로 보고된 암석은 소규모 암주

상으로 석영섬록암, 화강섬록암과 반려암으로 구성되는

복합 관입암체의 특성을 나타낸다(Kim and Kim,

1963; Choi and Kim, 1963). 진동지역 중앙부에서 동

북방향을 따라 분포하는 화강암과 섬록암은 칼크-알카

리 계열(Lee, 1992) 마그마로부터 분화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Park and Chi, 1963). 의창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화강섬록암은 조립의 사장석, 녹

니석화 작용을 받은 흑운모, 각섬석, 세립의 집합체로

산출되는 녹염석, 저어콘 및 인회석으로 구성되며, 부

분적으로 미르메카이트(myrmekite) 조직을 나타낸다.

연구지역 남쪽에 분포하는 화강암 및 마산암의 절대연

령은 86~100 Ma로 보고된 바 있으며(Shin and Jin,

1995), 인근의 마산과 고성지역에서는 화강암 관입체

외곽부를 따라 구리광상이 다수 분포한다(KORES,

2011). 그 외 소규모 암주 또는 암맥상으로 산출되는

산성-염기성 반암이 퇴적암, 화산암 및 화강암질암 내

에 분포하고 있다.

3. 금광상의 광상학적 연구

3.1. 광맥

의창지역의 금광산은 1907년 일본인이 처음으로 광

업권을 등록한 이래, 1980년대 중반까지 단속적으로

개발되어온 보난자형 금광상이다. 이 연구의 분석자료

는 박맹언(1992)의 보고서를 기초로하여 작성하였다.

금광상은 함안층의 혼펠스와 장석질 사암 및 이들 암

석을 관입하고 있는 안산암류 내의 단층 파쇄대 및 열

극면을 따라 발달된 10여 개조 석영맥으로서 구성되며

광맥의 주향에 따라 N60°W 광맥군과 N20°W 광맥군

으로 구분된다(Fig. 1).

N60°W 광맥군은 세맥(2-5 cm)으로서 N50°-70°W 주

향과 대체적으로 10°SW 경사를 갖으며, 2-20 cm의 맥

폭으로 수평적으로 1 km, 수직으로 0.3 km 연장 발달

된다(Fig. 1). 광맥간의 간격이 넓고 대체적으로 서로

평행하게 발달하며, 이러한 열극들은 인장력에 의한 단

열계(tension fracture)로 추정된다. 또한, 단층점토를

포함하고 있지 않는 특징을 보인다. 한편, N20°W 광

맥군의 주향과 경사는 N10°-30°W, 80–85°SW이며, 맥

폭은 N60°W 광맥군에 비해 넓다(평균 l0 cm). 대체적

으로 맥의 수평연장이 짧고 광맥간 간격이 좁다. 세맥

상으로 분지되는 양상을 띠며, 흔히 단층점토가 산출

된다. 광맥은 대상구조, 각력상구조 및 정동을 형성하

며 모암과의 접촉부는 일반적으로 불규칙하고 에렉트

럼은 함안층 내에 협재되어있는 유색광물이 우세한 장

석질 사암층과 천열수계 석영맥이 교차하는 곳에서 발

달되며, 이들 장석질 사암층의 수평적인 발달은 단속

적이고 연장이 불량하다. 

금 광화작용은 주로 석영맥과 밀접하게 수반되어 나

타나며, 모암의 종류에 따라 광물공생 및 변질특성이

차이가 난다. 이러한 차이에 따라 광화유형을 Type A(장

석질 사암), Type B(쳐트질 암석) 및 Type C(안산암)

로 구분하였다(Fig. 2, Fig. 3). 전반적으로 석영맥에 접

Fig. 1. Geologic of Uichang region showing the location of

Yongjang and Samjeong epithermal gold deposits(modified

after Kim and Kim, 1963; Choi and Kim, 1963). Epithermal

veins are hosted in Haman and Jindong formation sedimen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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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하는 모암은 강한 필릭(phyllic) 변질작용을 나타내며,

Type C는 특징적으로 강한 필릭 변질작용이 관찰되지

만 Type B는 상대적으로 약한 변질작용을 나타낸다

(Fig. 3a). Type A 중 많은 함량의 황화광물을 다량으

로 함유하는 층을 체층(일제강점기의 개발당시에 사용

하던 현장용어)이라고 하며, 탐광 시 중요한 기준이 되

Fig. 2. Photograph of different styles(types) of sedimentary rock at Uichang region(a), Photomicrographs of arkosic

sandstone beds(b), boundary of arkosic bed and cherty bed(c) and dark to light cherty beds(d).

Fig. 3. Epithermal quartz veins, Uichang region, Changwon city. a: The vein form perpendicular to bedding of cherty rock.

Hydrothermal alteration in developed along the bedding and quartz vein. b: The vein form andesitic rock, which in strong

hydrothermal alte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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었다. 이러한 체층은 함안층의 담색 셰일층 내에 판상

으로 존재하며, 함안층과 동일한 주향 및 경사를 갖다.

판상으로 그 폭은 2-3 cm정도이나 드물게는 10 cm에

달한다. 이들 층은 3-10 m의 간격으로 반복되거나 2-

3 m간격 내에서 누층으로 반복되며, 상하부 담색층에

비해 조립질인 것이 특징으로 장석질 사암에 해당한다.

주로 석영, 장석, 흑운모, 녹니석, 녹염석, 방해석 및

황철석으로 구성되며, 채광은 황화광물이 함유되는 암

색의 장석질 사암층과 석영맥이 교차되는 지점을 따라

이루어졌다. 석영맥과의 교차지점에서는 조립질(최대

1 cm)의 에렉트럼에 의한 보난자형 금광체(최대 1 kg/ton)

를 형성한다(Table 1). 안산암류 내에 발달하는 광맥

(Type C)은 상대적으로 많은 양의 황화광물(최대 20%)

및 탄산염 광물을 함유한다. 에렉트럼은 미립(평균;

5 um)의 산점상으로 산출되며, 광맥 전반에 걸쳐 비교적

균질한 품위(평균 Au=5 g/ton)를 갖는다. 한편 Type B

는 일반적으로 Type C에 비해 적은 황화광물을 함유

(20% 이하)하며, 저품위(평균 Au=2 g/ton) 금광상을 형

성한다(Table 1). 

3.2. 광물공생관계

의창지역 금 ·은 광상의 광물공생 특성은 모암의 종

류에 따라 큰 변화를 보이지 않으며, 각각 열수변질기,

초기 광맥형성기, 후기 광맥형성기 및 탄산염광물 형

성기로 구분된다. 주요 광석광물의 침전은 초기 광맥

형성기에 이루어졌으며, 광맥은 에렉트럼을 비롯하여

황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황동석, 유비철석, 아칸다이

트(acanthite), 폴리바사이트(polybasite), 휘창연석 등으

로서 비교적 단순한 광물공생관계를 보인다. 맥석광물

로서 석영, 견운모, 녹니석, 방해석을 비롯하여 모암과

의 접촉부에서 소량의 녹염석 및 양기석 등이 산출된

다. 열수맥과 모암과의 접촉부에 대한 공생광물의 특

징을 종합하면 Fig. 4와 같다.

Table 1. Characteristics features of the different vein types

Vein

type
Mineral association Gold occurrence and grade Wall rock Alteration

A

Lower contents of sulfides: 

pyrite, galena, sphalerite, chalcopyrite, 

arsenopyrite, acanthite, polybasite, tennantite

Contact part of the arkosic 

sandstone beds (coarse grained)
Arkosic 

sandstone

(Che bed;

tuffaceous 

sandstone?)

strong

High contents of carbonates:

calcite, ankerite

High grade coarse grained gold

Bonanza type ore: up to 

10 kg/ton(average=50 g/ton)

B

Very low contents of sulfides:

pyrite, galena, sphalerite, chalcopyrite, 

acanthite, tennantite

Fine grained gold
Dark to light 

cherty rock
weak

Low contents of carbonates:

calcite, dolomite

Very low grade gold 

concentration(average=2 g/ton)

C

Moderate contents of sulfides:

pyrite, galena, sphalerite, chalcopyrite, 

acanthite, bismuthinite

Disseminated fine grained gold

Low grade gold 

concentration(average=5 g/ton)

Andesitic 

rock

very 

strong

Fig. 4. Mineral paragenesis for Uichang epithermal system,

which showing to the different types of rock(Type A: arkosic

sandstone, Type B: cherty rock, Type C: andesitic roc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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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편, 모암의 열수변질에 따른 광물공생의 함량비는

비교적 큰 변화를 나타낸다. 모암이 장석질 사암일 경

우에는 수 십 cm정도 변질대를 형성하며, 석영, 견운모,

녹니석, 녹염석, 장석, 양기석, 황철석. 황동석, 유비철

석, 섬아연석, 방연석 및 에렉트럼이 수반된다(Fig. 5a,

b, c). 모암이 쳐트질 암층인 경우에는 석영, 견운모 녹

니석, 황철석, 황동석이 소량 수반되고, 변질대의 범위

또한 수 cm로 미약하게 발달된다. 한편, 모암이 안산

암인 경우 열수변질대의 범위는 가장 넓으며(최대 2 m)

다량의 견운모, 석영, 녹니석 및 녹염석과 소량의 장석,

양기석 및 방해석을 비롯하여 황철석, 황동석, 유비철

석, 방연석 및 섬아연석이 수반된다(Fig. 5d, e, f). 

3.3. 에렉트럼의 화학조성 및 유체포유물

에렉트럼과 유비철석의 화학조성은 고려대학교의

EPMA(JEOL, Superprobe 733)를 이용하여 분석하였

으며, 가속전압 20 kV, 시료전류 2X10-8A 조건하에서

순금속 금과 은을 표준시료로 사용하였다. 분석결과는

Taguchi and Hirowatari(1976)가 구한 α-factor를 이

용하여 보정하였다. 

의창지역에서 산출되는 에렉트럼은 Au-Ag계의 중간

고용체에 해당하는 화학조성을 나타내며, 광맥의 유형

에 따라 각각 상이한 금 ·은 함량을 나타낸다(Table 3).

Type A와 Type C에서 주로 관찰이 가능하며, 일반적

으로 Type A에서 Type C에 비해 큰 입자로 산출된

다. Type A의 경우 주로 유비철석과 수반되는 경향을

나타내고(Fig. 5c), Type C에서는 대부분 황철석 내에

포유물로서 존재하며, 아칸다이트가 수반된다(Fig. 5f).

Type A에 수반되어 산출되는 에렉트럼의 금함량은

75.10-81.10 wt.%이며, Type C에서 산출되는 에렉트

럼은 금함량이 42.72-72.90 wt.%로서 Type A의 경우

보다 낮은 함량치를 나타낸다(Fig. 6, Table 3). 에렉

트럼과 밀접하게 공생하는 유비철석의 비소 원자량비

는 30.0-34.6의 범위를 갖는다(Table 2).

Fig. 5. Microphotographs of alteration minerals and ore minerals. Euhedral arsenopyrite clusters are associated with

alteration products of muscovite and calcite in the type A vein(a) and type C vein(c). Type A vein consists arsenopyrite,

chalcopyrite, sphalerite and galena(b), and fine-grained electrum grains formed in sphalerite(c). Type C vein consists pyrite,

galena and acanthite(e), and very fine grained electrums are contained in pyrite(f). 

Fig. 6. Gold and silver concentrations(wt.%) in electrum

from type A and type C v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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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Representative electron-microprobe analyses of arsenopyrite from the type A and type C veins

Vein

type

  Weight percent     Atomic percent  

No. Fe Ni Co As S Total Fe Ni Co As S Total

A

B24-1 34.67 0.03 0 43.84 20.53 99.07 33.61 0.03 0 31.69 34.67 100

B24-2 34.98 0.05 ,01 44 21.29 100.34 33.34 0.05 0.01 31.26 35.34 100

B24-3 34.41 0.04 0 43.66 21.69 99.8 32.84 0.04 0 31.06 36.05 100

B24-4 35.02 0.01 0.01 41.95 21.86 98.85 33.55 0.01 0.01 29.95 36.47 100

C

CN5-1 34.61 0.02 0.01 47.75 18.73 101.12 33.65 0.02 0.01 34.61 31.72 100

CN5-2 34.44 0.05 0 46.92 18.93 100.34 33.62 0.04 0 34.15 32.19 100

SJ1 34.24 0.08 0 46.09 19.09 99.5 33.6 0.08 0 33.71 32.62 100

SJ2 34.65 0.04 0 45.68 20.4 100.76 33.23 0.03 0 32.66 34.08 100

Table 3. The Au and Ag contents of the electrum from different vein types

Vein

type

Sample

No.

Weight percent Atomic percent

Ag Au Ag/Au Total Ag Au Ag/Au

A

B24-1 14.77 84.09 0.18 98.86 24.30 75.70 0.32

B24-2 13.32 84.90 0.16 98.22 22.30 77.70 0.29

B24-3 14.69 85.60 0.17 100.29 23.90 76.10 0.31

B24-4 14.89 84.96 0.18 99.85 24.20 75.80 0.32

B24-5 14.67 86.22 0.17 100.89 21.80 78.20 0.28

B24-2-1 15.18 84.27 0.18 99.45 24.79 75.30 0.33

B24-2-2 15.28 84.02 0.18 99.30 24.90 75.10 0.33

YJ21-1 12.73 85.71 0.15 98.44 21.34 78.66 0.27

YJ21-2 12.62 87.86 0.14 100.48 20.78 79.22 0.26

YJ21-3 12.58 87.38 0.14 99.96 20.82 79.18 0.26

YJ21-4 12.08 88.80 0.14 100.88 19.90 81.40 0.25

YJ21-5 12.79 88.04 0.15 100.83 20.96 79.04 0.27

C

SJ1 28.75 70.14 0.41 98.89 42.80 57.20 0.75

SJ2 32.28 66.94 0.48 99.22 46.82 53.18 0.88

SJ3 41.90 57.05 0.73 98.95 57.28 42.72 1.34

SJ4 33.93 65.79 0.52 99.72 48.50 51.50 0.94

CN50-3 17.37 80.65 0.22 98.02 28.20 71.80 0.39

CN52-1 16.64 81.80 0.20 98.44 27.10 72.90 0.37

CN52-2 16.63 82.38 0.20 99.01 26.90 73.10 0.37

CN53-1 16.66 81.60 0.20 98.26 27.10 72.90 0.37

Table 4. Fluid inclusion data for quartz that co-pricipitated with electrum in stage II

Vein

type

Sample

No.

Inclusion*

type

Th(oC) Ag/Au

in electrumRange Peak

A

YJ21 I(P) 294-296 295 0.14-0.15

 (S) 196 196

B24 I(P) 237-306 286 0.28-0.31

YJ2 I(P) 242-253 258 0.27-0.28

B24-2 I(P) 246 246 0.33

C

CN5-1 I(P) 237-240 239 0.37-0.39

 (S) 174-185 178

SJ1 I(P) 221-291 264 0.41-0.73

I(S) 172-174 173

CN5 I(P) 211-234 227 1.0

* Type I=liquid-rich inclusion P=primary inclusion, S=secondary incl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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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렉트럼과 성인적으로 밀접하게 공생하는 석영과

섬아연석을 대상으로 실시한 액상형(Type I) 초생유체

포유물의 균일화 온도는 221-306oC이며, 동일한 광화시

기의 광석으로부터 분석된 에렉트럼의 금 ·은비(Ag/Au)

와 비교하면 높은 균일화 온도를 갖는 석영과 함께 수

반되는 에렉트럼은 낮은 온도에서 정출된 경우에 비해

상대적으로 낮은 금 ·은비를 나타낸다(Table 4).

4. 반응경로 모델링 연구

4.1. 방법과 절차

지각 내에서 진행되는 지구화학적 변화과정은 광물,

기체 및 수용액 사이의 상호반응으로서, 이러한 과정

은 온도, 압력, 화학조성에 따른 광물, 기체 및 수용액

의 불균질 평형 특성을 계산함으로서 지각 내 열수계

에서의 광화작용 과정을 이해할 수 있다(Reed, 1982).

따라서 모델링을 통하여 이러한 온도, 압력 및 화학조

성의 특성에 따른 평형계산 결과를 연결해석함으로서

온도, 압력, 화학조성의 변화에 상응하는 열수계의 변

화를 알 수 있다.

반응경로 모델링 연구는 의창지역 금 ·은 광화작용

을 다성분 및 다상계 불균질 열수용의 환경을 설정하

여 진행되었으며, 광석광물 및 변질광물들의 공생결과

를 실제 광상에서의 광화특성과 비교하였다. 금·은을

침전시킨 조건을 구체적으로 규명하고자 Spycher and

Reed(1986)가 제시한 방법을 토대로 초생광화용액과

모암과의 적정반응, 초생 광화용액과 찬 지표기원의 용

액과의 혼합, 광화용액의 비등 등을 감안한 여러 조건

에서 검토하고, 그 중 모암의 차이를 고려한 적정반응에

대한 수치모델링을 실시하였다. 열역학적 모델링을 위하

여 프로그램 SOLVEQ와 CHILLER 및 SOLTHERM

data file(Spycher and Reed, 1991)을 이 연구에 적합

하도록 재편성하여 SOLVEQ는 수용액상만이 존재하는

다성분계의 평형계산을, CHILLER는 고체상, 기체상

및 수용액상이 공존하는 다성분계의 평형계산을 위해

서 사용하였다.

SOLVEQ와 CHILLER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대상이

되는 열수계를 일차적으로 프로그램에서 미리 정해진

성분(components)으로 나타내었으며, 각 성분은 계를

표현할 수 있는 최소 수의 이온들과 분자로서 다른 성

분으로만 표현하였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성분은 37

종으로서 주로 H+, Cl¯ SO4
2-, HS¯, CO3

2-, Al3+,

Ca2+, Na+, Fe2+, K+, Mg+ Cu2+, Zn2+ 등의 금속

및 비금속 이온과 SiO2, H2O 등의 전하를 띠지 않는

분자로 구성된다. 그 외 화학종은 이 성분들을 결합하여

표현한다. SOLVEQ와 CHILLER 프로그램에서 성분간의

결합에 의해 생성될 수 있는 2차생성물(derived species)

은 250oC까지의 수용액상에 존재할 수 있는 이온 168

종, 광물 159종 및 기체 12종으로 구성되어있다.

상기 두 프로그램을 이용하면 성분의 종류와 양 및

계산조건이 주어졌을 때 음이온종과 양이온종의 전기

적 부하를 계산하여, 음이온종과 양이온종의 총부하의

값이 일치하도록 성분의 양 및 종류를 계산할 수 있다.

이어서 질량작용방정식(mass-action equation) 및 질

량보존방정식(mass-valance equation)을 이용하여 주어

진 조건(온도, 압력, 열수계 내 모든 성분의 농도 등)

에서 열역학적으로 안정한 이온 및 2차생성물의 양이

계산된다. 이 때 필요한 각 종 열역학 데이터는

SOLTHERM(Spycher and Reed, 1989)에 수록되어

있다. SOLTHERM은 SOLVEQ와 CHILLER 프로그

램을 사용할 때 필요한 모든 열역학 데이터를 포함하

고 있다. 수록되어 있는 데이터는 성분의 종류, 2차생

성물의 종류, 25°, 50°, 100°, 150°, 250°, 300°C에서

의 평형상수 값, 그 이외의 온도에서 평형상수 값을

구하기 위해 필요한 회귀계수(regression coefficient)값,

각 온도에서의 활동도 계수, 성분의 전하, 이온반경 및

분자량(혹은 원자량) 등이다.

의창지역 금 ·은 광화작용의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

여 실험적 연구에 의해 확인된 광물공생관계와 통영

천열수 금광상의 성인연구(Park, 2001)에 이용된 광화

열수를 바탕으로하여 연구지역의 모암인 장석질 사암

과 안산암간의 적정 반응(titration)을 CHILLER를 이

용하여 다성분 평형계산을 실시하였다. 이때의 조건은

에렉트럼과 성인적으로 밀접하게 공생하여 산출하는 석

영에 대한 유체포유물 실험으로부터 구한 온도인

250oC, 500기압으로 설정하였으며, 계산절차는 가상 열

수 용액에 각각의 모암을 적정하여 완전한 평행 상태

가 될 때까지 진행하였다.

수치모델링 반응에서 고용체 광물종의 화학적 포텐

셜 값은 단성분(end-member)광물의 값을 이용하였으

며, 각 광물의 함량은 이상혼합(ideal mixing)에 의한

단성분의 값으로 표시하였다. (예; 에렉트럼의 경우 Au

와 Ag 수치계산시 열수와 각각의 모암간의 비(water/

rock)에 대한 상대적인 침전 광물의 함량, 열역학종

(species) 및 각 성분의 몰랄농도(molality)로 표시하였

다. 열수와 모암의 비는 열수석영맥과 같은 열수 통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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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연하여 모암쪽으로 멀어질 때의 열수변질대 및 광

맥과 대비된다).

SOLVEQ 및 CHILLER에 의해 수행된 각종 계산결

과는 주어진 온도, 압력 및 화학조성상에서 평형상태

로 존재하게 되는 각종 광물, 기체 및 이온종의 양(총

몰수, 몰랄농도, ppm농도)으로 도시하였다. 이때 고용

체 광물종은 단성분 함량비로 표현하였다(녹니석; 녹니

석(chlorite)-다프나이트(daphnite), 각섬석; 양기석

(actinolite)-투각섬석(tremolite), 녹염석; 클리노조이사

이트(clinozoisite)-녹염석(epidote), 에렉트럼; 금(gold)-

은(silver)).

5. 토의 및 결과

광화유체는 천열수 환경에서 냉각, 비등 및 암석과

광화용액간의 반응에 의해 용액의 화학적 특성이 변화

되고, 그 결과 금 ·은을 비롯한 각종 광석광물과 변질

산물이 침전된다. 일반적으로 열수유체의 반응과정은

그 양상이 다상의 다성분 불균질 매체에서 일어나는

것이기 때문에 실험적 방법으로 자연현상과 동일조건

을 재현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 이러한 실험적 연구방

법의 어려움을 극복하고 광석광물의 침전특성을 파악

하는 방법은 자연과 유사하게 조성된 광화유체와 암석

의 화학조성을 선택하여 열역학 데이터에 의한 수치모

델링 연구에 의해 가능하다(Reed, 1982; 1983; 1985;

Park, 2001; Park et al., 2001a; Park et al., 2001b).

일반적으로 금 위주의 광상은 휘발성 금속(As, Sb,

Hg) 함량이 높은데 비하여 천금속의 함량이 낮다

(White, 1983). 이는 활성 지열계(active geothermal

system)의 천부(shallow zone)의 특징과 잘 대비되며,

은 위주의 광상은 천금속 황화광물, 황산염광물 및 에

렉트럼이 수반되어 활성 열수계의 심부(deeper part)에

대비된다. 일반적으로 열수의 냉각과 비등은 용액상

(aqueous phase)으로 부터 천금속과 귀금속광물의 침

전을 야기시키고(Reed and Spycher, 1985; Spycher

and Reed, 1989; Drummond and Ohmoto, 1985),

천부에서는 금을 함유하는 용액이 비등현상에 따른 지

표기원의 산성-황산염 용액(acid-sulfate water)과 혼합될

때 금이 침전된다(Reed and Spycher, 1985; Spycher

and Reed, 1989). 이 때 에렉트럼의 화학조성은 열수

계의 pH, 온도 및 유황분압 등의 차이와 은 함유 광

물의 공생여부에 따라 달라지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Barton Toulmin, 1964; Spycher and Reed. 1989).

모암의 차이에 따른 열수변질을 포함한 광화작용 특성

Fig. 7. Reaction path diagram showing total molaity of

aqueous component species and silicate minerals during

titration of type A vein(Che bed hosted ore) as a function

of water/rock ratio at 250oC and 500bar. Abbreviations:

qz=quartz, mus=muscovite, chl=chlorite, act=actinolite,

mc=microcline, czo=clinozoisite, cal=calcite, ab=albite,

ep=epidote.

Fig. 8. Ag/Au ratios increase lowering of water/rock ratios,

that indicate of increasing pH and decreasing total sulfur

modeling. Abbreviations: qz=quartz, py=pyrite, gn=galena,

sp=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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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규명하기 위하여 동일 열수에 대한 모암별 적정 반응

(titration reaction)을 실시하였으며(Fig. 7, Fig. 8), 쳐트

질 암석 및 안산암의 경우 에는 상대적으로 광화작용이

미약하기 때문에 연구결과에서 제외하였다. 또한, 이 연

구에서는 야외조사와 현미경관찰을 통해 산성 및 황산염

용액의 혼합에 의한 금의 침전이 명확하지 않기 때문에

후기의 천수 유입에 의한 광화작용의 수치모델링은 수행

하지 않았으며 냉각에 따른 수치모델링 결과는 관찰된

광물공생 특성과 현저히 상이하여 제외하였다. 

장석질 사암(체)과 열수와의 반응에 의해 용액 내의

SO4
2, HCO3¯, HS¯, Na+ 이온 농도는 증가하고

Al3+, Ca2+, Mg2+, Fe2+, K+, Cu2+, Pb2+, Ag+,

AuCl2¯ 이온농도는 감소하며(Fig. 7, Fig. 8), 열수와 암

석간의 반응비가 낮을 때 용액의 pH는 증가된다. 그

결과 황화광물(섬아연석, 황철석, 황동석 및 방연석)의

침전과 더불어 이로 인한 용액 내의 황농도 감소에 따

라 금 유화 복합체의 파괴가 초래되어 금의 침전을 야

기시키게 된다. 안산암이 모암인 경우 모암과 열수와

의 반응에 의한 열수용액의 총 몰랄농도의 변화는 장

석질 사암과의 반응시와 유사하며, 열수용액의 금속 성

분의 농도 변화는 황철석, 방연석, 섬아연석 등 광석광

물이 침전됨으로서 야기된다. 열수용액과 암석과의 반

응에 의해 석영, 견운모, 바이델라이트 등이 침전되며,

열수용액과 암석의 비가 감소됨에 따라 녹니석, 녹염

석, 양기석, 장석 등이 침전된다. 이때 pH는 용액의

HCO3¯, HS¯의 해리에 의한 H+ 농도에 지배되며, 전

체적으로 볼 때 열수용액과 암석비가 커짐에 따라 증

가된다. 지화학 모델링에 의한 금의 함량은 장석질 사

암 모암과 안산암 모암에서 상이한 결과를 나타내며

(Fig. 8, Fig. 9), 이는 상대적인 함량비로 볼 때 광석의

분석 결과에 의한 금 함 유량과 잘 일치한다(Table 1).

일반적으로 에렉트럼의 성분은 열수용액의 pH가 감

소됨에 따라 상대적으로 낮은 금·은비를 나타낸다

(Reed, 1989). 열수의 산성화(acidification)는 에렉트럼

중의 금 함량을 증가시키며,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된다.

Au(HS)2
- + Ag + H+↔ H2S + AgHS + Au (1)

(용액) (에렉트럼) (용액) (용액) (용액) (에렉트럼)

의창지역의 에렉트럼과 성인적으로 공생하는 석영의

유체포유물 균일 온도는 200-300°C 범위로서 이러한

온도 조건에서 금은 황화 복합체는 주로 Au(HS)2¯로서

존재하며(Reed, 1988), 위 반응식에서 열수용액의 산성

화에 의해 에렉트럼 내의 은성분은 AgHS 복합체를 형

성하여 에렉트럼내의 금 함량이 증가됨을 알 수 있다.

한편 높은 염농도와 낮은 pH조건에서 Ag 염 복합

체로 주로 존재하므로 용액의 지속적인 산성화는 거의

순수한 금으로 구성된 에렉트럼의 침전을 야기한다.

그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설명된다. 

Au(HS)2
-+ Ag + 2H++ 2Cl-↔ 2H2S + AgCl2

-+ Au (2)

(용액) (에렉트럼) (용액) (용액) (용액) (용액) (에렉트럼)

그러나 pH의 높고 낮음에 관계없이 은을 함유하는

광물(예: 아칸다이트)이 에렉트럼과 함께 존재하면 에

렉트럼의 금 함량값이 증가된다. 왜냐하면 pH의 감소

와 황산염 이온 농도의 증가는 에렉트럼 내의 은이 해

리되었다가 은 함유광물을 침전시키는데 소모되기 때

문이며, 반응식은 다음과 같이 표현할 수 있다.

3H2S + SO4
2- + 8Ag + 2H+↔ 4Ag2S + 4H2O (3)

(용액) (용액) (에렉트럼) (용액) (아칸다이트) (용액)

6. 결 론

의창지역 천열수계 금 ·은 광화작용의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한 실험적 연구와 반응경로 모델링을 통하여

도출된 지구화학적 결론은 다음과 같다.

1. 연구지역의 금광상은 N60°W 및 N20°W군의 단

열계를 따라 형성된 천열수계 금광상으로서, 주요 구

성광물은 에렉트럼을 비롯하여 유비철석, 황철석, 황동

석, 방연석, 섬아연석, 휘은석과 폴리바사이트 등이다.

광화작용은 열수맥과 접촉하고 있는 모암의 유형에 따라

상이한 금 ·은 침전과 광물공생 특성을 나타낸다. 장석질

사암과 쳐트질 암석을 모암으로 하여 발달되는 광맥

Fig. 9. Ag/Au ratios increase lowering of water/rock ratios,

that indicate of increasing pH and decreasing total sulfur

modeling. Abbreviations: qz=quartz, mus=muscovite,

chl=chlorite, py=pyrite, gn=galena, sp=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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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ype A, B)은 심한 모암 규제(wall-rock controlled)

의 양상을 띤다. 그 중 장석질 사암층과 석영맥의 교

차 지점에서 형성된 Type A는 강한 금광화작용이 수

반되어 고품위의 보난자형 금광상 부광대를 형성한다

(Fig. 10). 

2. 안산암 모암 내에 발달하는 광맥(Type C)은 상대

적으로 많은 양의 황화광물(최대 20%) 및 탄산염 광물

을 함유하고, 에렉트럼은 미립(평균; 5 um)으로 산출되

며, 광맥 전반에 걸쳐 품위가 비교적 균질하게(평균

Au=5 g/ton) 나타난다.

3. 반응경로 모델링 연구결과, 장석질 사암(체층)과

열수와의 반응에 의해 용액의 SO2 ,̄ HCO3 ,̄ HS ,̄ Na+

이온의 농도는 증가하며, Al3+, Ca2+, Mg2+, Fe2+,

K+, Cu2+, Pb2+, Ag+, AuCl2¯ 이온농도는 감소한다.

4. 광화열수와 암석간의 반응비가 낮아지면 용액의

pH가 증가되고 황화광물(섬아연석, 황철석, 황동석 및

방연석)의 침전과 더불어 용액 내의 황농도가 감소된

다. 그 결과 황화복합체의 파괴를 초래하여 금의 침전

을 야기시키게 된다. 이 때의 pH는 용액의 HCO3¯와

HS¯의 해리에 의한 H+농도에 지배되며, 전체적으로

볼 때 열수용액과 암석비가 낮아짐에 따라 상승한다.

5. 에렉트럼의 금 ·은비는 모암의 유형에 따라 각각

장석질 사암 모암에서는 0.14-0.18, 안산암 모암에서는

0.20-0.73으로서 주로 모암의 광물조성 차이에 기인된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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