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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carbonate rocks of the Daegi Formation are composed of the limestone at the upper and lower zones, and

the dolomite at the middle zone, in which the upper zone has higher CaO content than others. The colors of

carbonate rock in the Daegi Formation can be divided into five types; white, light brown, light gray, gray, and dark

gray. The white to light gray colored rocks correspond to the high purity limestone with 53.15 ~ 55.64 wt. % CaO,

and the light brown colored rocks contain 20.71 ~ 21.67 wt. % MgO. The bleaching of carbonate rocks are not

related to CaO composition of the rocks, as light gray rocks tend to be higher in CaO content than those of the

white rocks at the lower zone. The pelitic components are also occasionally increased in white limestone than light

grey one. Al2O3 is one of the most difficult content to remove during hydrothermal processes, so the interpretation

that the limestone is purified together with hydrothemral bleaching, has little merit. The wide range (over 16 ‰) of

δ18OSMOW, smaller variation (within 2 ‰) of δ13CPDB are apparent in both the upper and lower zones, which

indicate the Daegi Formation had been affected overall by hydrothermal fluids. The K-Ar isotopic age of

hydrothermal alteration in the GMI limestone mine is 85.1 ± 1.7 Ma. Gradual change from grey through light grey

to white limestone is accompaned by lower oxygen stable isotope values, which is major evidence that the

hydrothermal effect is the main process of the bleaching. Although the Daegi Formation has suffered from

hydrothermal activity and increase in whiteness, there is no clear evidence demonstrating the relationship between

bleaching and high purity of limestone. The purification of limestone has nothing to do with the hydrothermal

activity in this area. Instead, it should be considered that the change of sedimentary environment related to see-level

fluctuation which can prevent deposition of pelitic components especially Al2O3 contrbuted to the formation of the

high purity limestone in the upper zone of the Daegi Formation. Considering the evidences such as increase in CaO

content of limestone by depth, gradual change from calcite to dolomite at the lower zones, and occurring the high

purity limestone at the upper zone, the interpretation of sequence stratigraphic aspect to the formation of the high

purity Daegi limestone appears to be more suitable than that of hydrothermal alteration orig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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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기층의 고품위 석회석 생성기작은 고품위로 퇴적되었다는 견해와 퇴적 이후 열수의 작용에 의해 상부 영역에 국

한되어 백색화와 함께 고품위화 하였다는 두 가지 견해로 나뉘어 있으며, 광물-암석화학적 연구를 통해 이들 견해를

검토하였다. 대기층의 암색은 크게 백색, 담갈색, 담회색, 회색, 암회색의 다섯 단계로 구분할 수 있다. 이 중 백색~

담회색 암석은 53.15 ~ 55.64 wt. % CaO의 고품위 석회석이며, 담갈색은 20.71 ~ 21.67 wt. % MgO로 거의

순수한 백운석이다. 대기층은 상부와 하부의 석회암대와 그 사이에 중부 백운암대로 구성되어 있으며, 상부가 하부에

비해 전반적으로 높은 CaO 함량을 보인다. 다만, 대기층 상부와 하부에서 전반적으로 백색화 현상이 관찰되며, 하부

에서 백색에 비해 담회색 암석의 CaO 함량이 높은 경향이 나타나고 있어, 백색화와 CaO 함량은 상관관계가 없는 것

으로 확인된다. 또한, 고품위 석회석과 중-저품위 석회석의 구분은 CaO 성분과 함께 Al2O3, K2O 등 이질성분의 함유

정도에 따라 구분되는데, 백색도가 높은 영역에서 이질성분의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특히, Al2O3는

열수에 의해 쉽게 제거될 수 없는 성분이므로, 열수 작용에 의해 백색화와 함께 이질 성분이 제거되었다는 이론은 증

거가 미약한 것으로 판단된다.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분포는 대기층 상부와 하부의 석회암대 모두에서 탄소 안정동

위원소의 변화 폭은 2 ‰ 이내인 반면, 산소 안정동위원소는 16 ‰ 이상의 큰 폭의 변화가 인지되어, 대기층 전반

적으로 열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확인된다. 열수작용의 시기는 85.1 ± 1.7 Ma로 주변 동원광산의 광화시기와 일

치한다. 회색-담회색-백색으로 백색화가 진행될수록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낮아지는 경향이 확인되며, 이는 이 지역

탄산염암의 백색화는 열수에 의한 현상임을 지시한다. 따라서, 대기층은 전반적으로 열수의 영향을 받았으며, 열수에

의해 백색화가 진행되었으나, 고품위 석회석화는 백색화와 관련이 없으며, 열수에 의한 현상이 아닌 것으로 판단된다

. 대기층 상부에서의 고품위화는 이질물 특히, Al2O3 성분이 효과적으로 제거될 수 있는 퇴적환경을 고려하여야 하며

, 중부 백운암대를 중심으로 상-하부 주변에서 CaO 함량이 증가하는 양상으로부터 순차층서적으로 퇴적 당시 이질물

의 퇴적작용이 배제된 탄산염 천해환경이 조성된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주요어 : 대기층, 고품위 석회석, 정선, GMI 광산, 생성환경

1. 서 언

석회석은 우리나라에서 가장 풍부한 양이 분포하는

광물자원으로 자급률이 98.3 %에 달하고 있으며, 국내

광산물 생산액 중 71.3 % (2015년 기준)를 점하고 있

다(KIGAM, 2016a,b). 석회석은 주로 고생대 캄브리아

기~오르도비스기 조선누층군의 대기층, 막동층, 삼태

산층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으며(Geol. Soc. Korea,

1999), 대부분은 강원도와 충청북도에 분포하고 있다

(KIGAM, 2016b). 그러나 석회석의 대부분은 중-저품위

로 고부가가치를 생산하는데 한계점이 지적되고 있으

며, 최근에는 환경오염 및 주변 경관 파괴 등으로 인

해 노천채굴 방식의 광산개발 허가를 기피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고 있어, 경제적으로 부가가치가 높은 고품위

석회석 매장량 확보가 중요한 과제로 제시되고 있다.

고품위 석회석은 제철, 유리, 탄산칼슘 및 생석회제조

등의 용도로 사용되며, 사용 용도에 따라 다양한 품위

규격이 요구되고 있으나, 주로 CaO 52.0 wt. % 이상,

SiO2 2.0 wt. % 이하, Al2O3 및 Fe2O3 각각 0.5 wt. %

이하의 함량이 요구된다(Lee et al, 2005; You et al.,

2014). 또한, 충전제, 도료첨가제 등의 용도로 백색도

92 ± 2 % 이상의 고품위 석회석이 요구되고 있다(You

et al., 2014). 

임계-정선지역은 GMI, 케이마인, 백운, 화암(백광소

재), 정선(충무화학), 성신미네필드광산 등 다수의 석회

석 광산들이 분포하고 있으며(Fig. 1), 공통적으로 대기

층 상부의 고품위 석회석을 대상으로 채광하고 있다.

대기층은 수직적으로 크게 하부의 함이질 석회암대, 중

부의 백운암대, 상부의 고품위 석회암대로 구분된다.

대기층 상부영역의 수직 폭은 약 35 ~ 50 m이며, 그

중에서 화절층과 접한 부분은 쇄설성 이질의 존재에

따라, 중부 백운암대와 접한 부분은 백운석의 함유에

의해 CaO 품위가 저하되고 있어, 고품위 석회석으로

채광 가능한 부분은 일반적으로 20 ~ 25 m 내외이다

(Lee et al., 2005). 이와 같이 수직적으로 제한적 영

역에 분포하는 고품위 석회석의 수평적 분포에 대한

이해가 매장량 확보 측면에서 매우 중요한 요소가 될

것이며, 이러한 고품위 석회석의 수평적 분포는 그 생

성기작에 따라 다양한 해석이 가능할 것이다. 

2000년대부터 태백산분지 대기층의 고품위 석회석

분포에 대한 연구 결과가 보고되었다. 지금까지 크게

천해의 탄산염암 퇴적환경에서 퇴적당시 이질물이 제

거되어 고품위의 특성을 가지고 퇴적되었다는 견해

(Ryu, 2003; Sim and Lee, 2006; Yoon and Woo,

2006)와 대기층 중-하부의 중-저품위 석회석과 동일하게

퇴적된 이후 광역적 열수의 유입(Noh et al., 2004;

Noh and Oh, 2005)으로 대기층 상부의 석회석만이

선택적으로 고품위화 되었다는 견해가 제시되었다. 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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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구는 임계지역 GMI 광산 및 인근지역에서 대기층의

산출양상을 광물-암석화학 및 지구화학적 방법을 이용

하여 층서적 변화 특성을 확인하고, 이를 기반으로 대

기층 상부영역의 고품위 석회석에 대한 생성기작을 고

찰하고자 한다.

2. 지질 및 광상

임계-정선 지역의 지질은 하부로부터 대기, 화절, 동

점, 두무동, 막동층의 순으로 놓인 전기 고생대의 조선

누층군으로 이루어진다(Fig. 2). 이 층들의 주향 및 경

사는 주로 N20°~40°W, 10°~15°NE 내외로 북동쪽으

로 완만하게 기울어진 양상을 보인다. 지표에서는 잘

관찰되지 않으나, 갱내에서 소규모 중성 내지 산성의

암맥들이 다수 관찰된다. 대규모의 습곡현상은 인지되

지 않으나, 주로 N10°~20°E 방향의 주 구조선이 발

달하고 있으며, 소규모의 단층들이 산재하며, 단층면

주변의 소규모 교란이 관찰된다. 이 지역 중심부에 최

대 고도 해발 1,000 m 이상의 능선이 주 단층과 평

행하게 발달하고 있으며, 최상부에 두무동층이 소규모

로 나타난다. 주변지역은 약 650 ~ 700 m이며, 단층

서측으로 두무동층이 나타나므로, 주 단층에 의한 지

층의 이격은 약 300 m 이상의 고도차로 확인된다.

연구지역은 다수의 고품위 석회석과 함께 일부 금속

광상들이 보고되어 있다(Fig. 1). 연구지역 내에는 북동

부에 GMI 광산이, 중앙부에 동암광산이 위치하는데,

동암광산은 과거 주로 중탄용 및 생석회용 석회석을

개발한 광산으로(Shin, 2000), 현재는 휴광 중이다.

GMI 광산은 (주)대유코아의 춘추광산으로 개발하던 것

을 2015년에 (주)강원머티리얼에서 인수하여 현재 대

기층 상부 고품위대를 대상으로 갱내채광 방식으로 개

발 중에 있다. 또한, 연구지역 주변에는 케이마인, 화

암(백광소재), 정선(충무화학), 성신미네필드, 백운광산

등의 석회석광산이 대기층 상부의 고품위석회석을 대

상으로 개발 중이다. 금속광산으로는 둔전-백전-왕제광

산, 동원광산, 동남광산 등이 보고되어 있으며, 현재는

모두 휴광 상태이다. 둔전-백전-왕제광상은 차례로 열

극충진-탄산염교대 광상의 유형으로, Au → Au-Ag →

Au-Ag-Sb → Sb로 공간적 대상 분포가 보고된 바 있

다(Lee et al. 1998). 동원광산은 1983년 강원광산,

Fig. 1. Geologic map of the Taebaeksan mineralized area, showing the locations of major high-purity limestone and metal

deposits around the study area.



290 김창성 ·최선규 ·김규보 ·강정극 ·김경배 ·김학수 ·이정상 ·유인창

화표광산, 천포광산을 동원광업이 매입, 통합한 광산으

로, 중열수성(229° ~ 319°C) 열수충진형 금은(구리)광

산으로 보고되었다(KORES, 1973; Park and Park

1990). 동남광산은 유일하게 철광상으로, 섬록암 및 석

영반암의 관입에 의한 접촉교대 광상이다(Seo, 1983;

Yun et al., 2016). 또한, 이들 금속-비금속 광상들은

대부분 이 지역의 주 구조선과 관련된 지역에 배태하

고 있는 특징을 보인다(Fig. 1). 이와 같은 다수의 금

속-비금속광상들의 분포 양상은 이 지역이 전반적으로

열수의 영향을 받았음을 지시하며, 남북 방향의 구조

선이 열수 유입의 주요 이동 통로로 추정된다. 

3. 대기층의 광물-암석학적 특징

대기층은 약 200 ~ 300 m의 두께의 탄산염암층으로

대부분 (유)백색~회색의 괴상으로 구성되며, 부분적으

로 암회색, 담홍색, 어란상 석회암 또는 셰일이 협재한

다. 일반적으로 상부 고품위 석회암대와 중부 백운암

대 그리고 하부 이질협재 석회암대로 구분되며(Kim

and Lee, 2000), 제1연화 광상에서는 암석의 색상, 조

직 및 백운석 존재 여부에 따라 하부로부터 P1, P2,

P2s, P3, P4, P5, P6, P7, P8의 9개 세부 층으로 구

분한 바 있다(Je and Lee, 1987). 대기층의 석회석은

암색을 기준으로 백색(white), 담갈색(light brown), 담

회색(light grey), 회색(grey), 암회색(dark grey) 등

다섯 가지 유형으로 구분할 수 있다(Fig. 3). 일반적

석회암 원암은 회색 내지 암회색이므로, 백색내지 담

갈색의 암석은 2차적 변화를 겪은 것으로 판단된다. 백

색 및 담갈색 광석은 전반적으로 균질한 괴상의 조직

으로, 간혹 담회색~암회색 탄산염 암편을 포획하고 있

Fig. 2. Local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 with the locations of the drill holes.

Fig. 3. Classification of limestone by the color. a) white, b) light brown, c) light grey, d) grey, f) dark gr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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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Fig. 3a,b). 백색 광석은 대부분 동일 색상의 방해석

으로 구성되고 입도는 30 ~ 200 μm로 타형 조직(non-

planar)의 특징을 보이며, 담갈색은 대부분 백운석이다.

담회색, 회색, 암회색 광석은 암색의 분포가 불균질하여,

암색 변화의 중간 단계임을 알 수 있다(Fig. 3c,d,e).

담회색 및 회색 암석에서는 수 mm 두께의 백색 및

회색 박층이 호층으로 반복되기도 하며, 암회색의 우

이드(ooid)를 백색 탄산염광물이 충진하기도 한다. 특

히 담회색 석회암은 간혹 미세한 균열부를 따라 백색

화 되는 특징을 보인다. 암회색 백운암은 담회색 석회

암과의 접촉대에서 담갈색 또는 담회색 백운암으로 점

이적 색상 변화가 확인되며, 이는 열수작용에 의한 백

색화 현상에 의한 것으로 추정된다. 탄산염 광물의 입

도는 대부분 수십 ~ 수백 μm 크기이나, 수 cm의 거

정 결정 복합체가 관찰되기도 한다. 

대기층 상부 고품위 석회암대는 전반적으로 (유)백

색~회색의 수 mm ~ cm 두께의 불연속적인 탄산염

암 박층이 혼재되어 산출되며, 간혹 퇴적 당시 다양한

탄산염암편이 혼합되었음을 시사하는 다양한 암회색~

갈색 포획물을 함유하고 있다(Fig. 4). 특히, 돔 형태의

암회색 탄산염암층을 중심으로 백색 탄산염암이 수 cm

~ 수십 cm 폭으로 굴곡진 횡적 연장의 산출 양상은

괴상 생초(bioherm)의 가능성을 시사한다(Fig. 4b). 한

편 탄산염암은 구조 운동에 의하여 부분적으로 교란되

어 있으며, 단층 혹은 암맥에 의하여 탄산염암의 횡적

연장이 단절되기도 한다. 광산 내에서 대기층을 관입

한 산성 내지 염기성 암맥이 다수 확인되는데, 산성암

맥은 견운모화되어 있는 반면, 염기성 암맥은 변질되

지 않은 신선한 산출양상을 보인다. 또한, 산성암맥과

접하는 석회암은 백색화 및 입상, 당정질 재결정 조직

을 보이는 반면, 염기성 암맥의 접촉부의 석회암은 담

회~회색을 띠고 있으며, 원암의 층상조직이 그대로 보

존되고 있어 염기성 암맥에 의한 열변성작용은 상대적

으로 미약한 것으로 사료된다. 

4. 대기층의 지구화학적 특성

GMI 광산 항내시료 및 광산 주변에서 수행된 시추

공 시료에 대하여 대기층 상, 중, 하 각 부분의 대표

적인 시료들을 전암분석하여 각 층별, 심도별 원소의

분포양상을 검토하였다. 분석은 캐나다의 Activation

Laboratory Ltd.에 의뢰하여 수행하였으며, 주원소는

유도결합플라즈마 발광분석법(ICP-OES), 미량원소는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분석법(ICP-MS)를 이용하였으며,

각 원소별 검출한계는 Table 1에 제시하였다. 암석 색

상이 어두워질수록 CaO 성분은 감소하는 반면, MgO

와 Fe2O3 성분은 증가하는 경향성을 보이며, 이는 석

회석과 백운석의 산출 빈도에 따른 탄산염암의 화학조

성과 밀접한 관계를 보인다. 특히, 대기층 상부에서 산출

되는 백색~담회색 암석은 53.15 ~ 55.64 wt. % CaO

및 0.14 ~ 1.86 wt. % MgO이고, SiO2, Al2O3, Fe2O3

성분 합이 1 wt. % 이하로서 전반적으로 불순물이 거

의 함유되지 않은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조건에 잘 부합

한다(Sample IG-16-3-4 in Table 1). 이는 CaCO3의

구성비가 약 95 ~ 99 %에 해당하는 거의 순수한 상태를

지시한다. 암회색 탄산염암은 29.28 ~ 31.55 wt. % CaO

Fig. 4. Occurrences of upper zone of the Daegi Formation in the adit of GMI mine. HLS: high-purity limestone, DOL:

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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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Representative geochemical compositions of carbonate rocks in each zone of the Daegi Formation. U: upper zone,

M: middle zone, L: lower zone

Sample no.
IG16-

3-2

IG16-

3-4

IG16-

4-3-2

IG16-

4-4

IG680-

C

IG16-

3-7

IG16-

3-9

IG16-

4-8

IG16-

4-10

IG16-

3-16

IG16-

3-20

IG16-

3-22

IG16-

3-29

IG16-

3-31

Zone U U U U U M M M M L L L L L

Depth (m) 40.5 55.0 77.0 90.0 - 83.0 106.5 132.5 138.0 181.0 198.5 210.5 238.5 242.5
Altitude (m) 794.5 780.0 783.0 770.0 680.0 752.0 728.5 727.5 722.0 654.0 636.5 624.5 596.5 592.5

(wt.%)
SiO2 0.01 2.13 0.38 1.40 0.92 2.15 0.93 0.81 0.40 5.25 1.74 5.80 2.40 4.11 4.86
Al2O3 0.01 0.89 0.07 0.40 0.37 0.84 0.17 0.23 0.11 1.07 0.51 1.69 1.07 0.84 1.74
TiO2 0.001 0.107 0.002 0.021 0.016 0.04 0.004 0.011 0.007 0.015 0.029 0.089 0.061 0.04 0.079
Fe2O3 0.01 1.47 0.09 0.36 0.17 0.52 0.96 0.65 0.54 0.82 0.65 0.54 0.38 0.61 1.17
MnO 0.01 0.18 0.018 0.032 0.03 0.038 0.147 0.121 0.10 0.121 0.101 0.117 0.201 0.298 0.235
MgO 0.01 2.12 0.54 1.86 0.37 1.09 21.06 20.33 21.45 20.12 19.96 2.22 1.07 1.96 4.44
CaO 0.01 51.67 54.20 51.08 53.96 54.10 30.07 31.94 30.91 29.12 31.61 49.36 51.96 49.84 45.65
Na2O 0.01 0.04 0.02 0.02 0.02 0.03 0.04 0.03 0.02 0.21 0.02 0.06 0.01 0.01 0.02
K2O 0.01 0.30 0.005 0.12 0.11 0.28 0.03 0.06 0.02 0.44 0.16 0.67 0.37 0.28 0.65
P2O5 0.01 0.09 0.01 0.04 0.005 0.05 0.01 0.01 0.005 0.005 0.03 0.02 0.03 0.01 0.05
L.O.I. 0.01 41.85 43.83 43.35 43.34 41.67 46.64 46.22 47.16 43.52 45.34 39.89 41.77 41.31 40.71
Total 100.80 99.17 98.68 99.32 100.80 100.10 100.40 100.70 100.70 100.20 100.50 99.32 99.30 99.59

(ppm)
Sr 1 525. 202. 285. 231. 277. 96. 100. 100. 78. 82. 321. 407. 330. 275.
Y 1 9. 1. 3. 3. 4. 1. 3. 2. 5. 3. 5. 7. 4. 5.
Zr 2 28. 5. 8. 8. 10. 8. 6. 5. 9. 10. 18. 12. 9. 15.
Cr 20 10. 10. 10. 10. 10. 10. 10. 10. 30. 10. 10. 10. 10. 10.
Co 1 0.5 0.5 0.5 0.5 57. 0.5 0.5 0.5 0.5 0.5 0.5 0.5 0.5 4.
Ni 2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10.
Cu 10 20. 10. 20. 20. 20. 30. 10. 20. 30. 50. 5. 30. 60. 120.
Zn 30 60. 10. 10. 10. 30. 10. 10. 10. 10. 40. 620. 1650. 10. 50.
Ga 1 1. 0.5 0.5 0.5 1. 0.5 0.5 0.5 2. 0.5 2. 2. 1. 2.
Ge 1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As 5 2.5 2.5 2.5 2.5 54. 2.5 2.5 2.5 2.5 2.5 2.5 2.5 2.5 9.
Rb 2 8. 1. 3. 3. 8. 1. 2. 1. 14. 5. 15. 12. 10. 20.
Nb 1 2. 0.5 0.5 0.5 0.5 0.5 0.5 0.5 0.5 0.5 1. 0.5 0.5 1.
Mo 2 1. 1. 1. 1. 1. 1. 1. 1. 1. 1. 3. 1. 1. 1.
Ag 0.5 0.25 0.25 0.25 0.25 0.25 0.6 0.25 0.25 0.8 0.25 0.25 4.6 6.6 11.7
In 0.2 3. 1. 1. 1. 1. 1. 1. 1. 1. 1. 1. 1. 1. 1.
Sn 1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1. 1. 0.5 0.5
Sb 0.5 0.25 0.25 1. 0.7 0.6 6.2 5.1 5.8 9.8 1.9 1.1 9.2 22.6 55.
Cs 0.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25 0.7
La 0.1 7.6 0.7 3.4 2.5 4.3 1.4 1.3 0.8 2.4 2. 3.7 5.2 3.7 4.6
Ce 0.1 21.3 1.2 6.9 5.4 7.5 2.4 2.9 1.5 5. 3.7 7.4 10.5 8. 9.7
Pr 0.05 2.14 0.14 0.78 0.62 0.7 0.24 0.3 0.2 0.6 0.32 0.79 1.13 0.8 0.94
Nd 0.1 9.1 0.5 2.9 2.4 2.8 0.9 1.2 0.8 2.3 1.3 3.1 4.4 2.8 3.9
Sm 0.1 2.2 0.1 0.5 0.5 0.7 0.2 0.3 0.1 0.6 0.3 0.7 1. 0.5 0.8
Eu 0.05 0.57 0.025 0.13 0.1 0.13 0.025 0.06 0.025 0.08 0.08 0.14 0.21 0.13 0.12
Gd 0.1 1.8 0.1 0.4 0.4 0.6 0.2 0.2 0.2 0.6 0.3 0.6 0.9 0.5 0.7
Tb 0.1 0.3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1 0.05 0.05 0.1 0.05 0.1
Dy 0.1 1.8 0.05 0.3 0.3 0.5 0.1 0.2 0.2 0.7 0.3 0.6 0.9 0.4 0.6
Ho 0.1 0.3 0.05 0.05 0.05 0.1 0.05 0.05 0.05 0.1 0.05 0.1 0.2 0.05 0.1
Er 0.1 0.9 0.05 0.1 0.2 0.3 0.05 0.1 0.1 0.4 0.2 0.4 0.5 0.2 0.4
Tm 0.05 0.13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25 0.05 0.025 0.05 0.07 0.025 0.05
Yb 0.1 0.8 0.05 0.1 0.2 0.2 0.05 0.1 0.05 0.3 0.2 0.4 0.5 0.2 0.3
Lu 0.01 0.11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05 0.05 0.005 0.06 0.08 0.005 0.06
Hf 0.2 0.7 1. 1. 1. 1. 1. 1. 1. 0.3 0.2 0.5 0.3 1. 0.3
Ta 0.1 0.1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1 0.05 0.1 0.05 0.05 0.05
W 1 0.5 0.5 0.5 1. 0.5 0.5 0.5 0.5 0.5 0.5 0.5 0.5 0.5 0.5
Tl 0.1 0.05 0.05 0.2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0.05
Pb 5 29. 2.5 21. 6. 8. 7. 2.5 6. 11. 18. 317. 29. 6. 7.
Bi 0.4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0.2
Th 0.1 2. 0.05 0.1 0.05 1. 0.05 0.2 0.05 0.7 0.7 1.7 1.7 1. 1.8
U 0.1 0.2 0.1 0.2 0.4 0.6 0.1 0.05 0.2 0.8 0.4 0.6 0.4 0.3 0.4

 U: upper zone, M: middle zone, L: lower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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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19.75 ~ 21.84 wt. % MgO이고, SiO2, Al2O3, Fe2O3

성분은 시료에 따라 상당한 차이를 보인다(Table 1).

이는 백운석이 약 80 ~ 95 %로 높은 구성비를 나타내

고 있어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조건에 부합되지 않는

다. 담갈색 탄산염암은 30.81 ~ 31.29 wt. % CaO와

20.71 ~ 21.67 wt. % MgO이고, SiO2와 Al2O3 성분이

1 wt. % 이하로서 불순물이 거의 함유되지 않은 백운

석과 유사한 조성을 보인다. 회색 탄산염암은 간혹 층

상 또는 우이드 조직을 보이며, 45.99 ~ 53.39 wt. %

CaO와 0.75 ~ 6.60 wt. % MgO로서 고품위 석회석의

규격 요건에 부합하지 않는데, 이는 암회색 백운석과

백색 방해석이 혼합된 암석이다. 따라서, 백색~담회색

탄산염암은 대부분 방해석으로 구성되는 반면, 담갈색

및 회색~암회색 암석은 주로 백운석으로 이루어진다.

대기층은 상-중-하부에서 층서적으로 서로 다른 암

석화학적 특징을 보인다. GMI 광산의 16-3호공 및

16-4호공에서 층서에 따른 암석화학 조성은 다음과 같

이 확인된다. 시추공 간 수평 거리는 약 90 m 이며,

시추 각도는 모두 수직이다(Fig. 2). 3호공과 4호공의

시추위치 고도는 각각 835 m와 860 m로 약 25 m의

차이가 있다. 시추코어는 대기층 하부 이질협재 석회

암대로부터 화절층까지 포함한다. 3, 4호공에서 대기층

하부와 중부의 경계는 144.0 m와 182.0 m, 중부와 상

부의 경계는 73.8 m와 116.7 m, 상부와 화절층의 경

계는 38.0 m와 67.8 m 이다(Fig. 5).

CaO와 MgO의 성분 변화를 이용하여 대기층 하부

와 상부는 주로 석회석으로, 중부는 백운석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5). 다만, 하부에 비해

상부의 CaO 함량이 약간 높으며, 이와 같은 결과로부

터 상부에 고품위 석회석이 분포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3호공의 180 m에서 144 m 구간에서 나타나는 낮은

CaO 함량은 대기층 하부로부터 중부로 전이되는 과정

에서 석회석과 백운석이 교호하는 구간이며, 그 중 백

운석 부분이 주로 분석된 결과이다. 4호공의 116 m 위

치에서 CaO 함량이 감소하는 것 역시 MgO 성분 변

화와 함께 백운석의 함량 증가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

된다. 3호공의 220 m 하부구간에서는 상부 고품위대와

유사한 백색화 현상이 인지되지만, CaO 성분은 고품

위 석회석에 못 미치는 45 ~ 50 wt. % CaO 범위이다

(Fig. 5 and 6). 특히, 백색화가 덜 진행된 약 210 m

부근에서 백색화된 부분보다 CaO 함량이 높아지는 양

상이 관찰되고, 전반적으로 대기층 하부 영역에서는 위

로 올라갈수록 CaO의 함량이 높아지는 양상을 확인할

수 있다(Fig. 5 and 6). 이와 같은 결과로부터 상부의

고품위 석회석 생성이 백색화와는 관련이 미약한 것으

로 해석할 수 있다. 철 성분은 CaO 및 MgO와 일정

한 관계를 보이지 않으므로, 석회석 및 백운석 내에

치환 이외에 다른 형태로 존재할 가능성이 제기된다

Fig. 5. Compositional variations of carbonate rocks by height in the Daegi Formation, a) CaO, b) MgO, and c) Fe2O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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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이와 같은 부분별 성분의 변화는 이질물의 함유

에 여부에서도 잘 확인된다. Al2O3는 대표적으로 이질 규

산염광물로부터 유래된 성분으로, 주로 대기층 하부 석

회암대에서 현저하게 증가하는 양상을 보인다(Fig. 7).

3호공 40 m 부근에서 이질물의 증가는 화절층으로 전

이되는 과정으로 해석된다. 특히, K2O 성분이 Al2O3

성분 변화와 거의 일치하는 변화 양상을 보이고 있는

것은 대기층에 유입된 이질물이 두 성분을 모두 포함

하는 단일 상의 광물인 것으로 해석되며, 현미경 관찰

및 X-선 회절분석 결과 대기층 석회암 내에 포함된 이

질물은 대부분 일라이트로 확인되었다(Fig. 8). 이에 비

하여 SiO2는 Al2O3와의 상관관계가 명확치 않으며, 대

체적으로 부화되어 있는 양상을 보이는데, 이는 석회

암 내에 포함된 일라이트 이외에 석영의 존재를 지시

Fig. 6. Whiteness of limestone of the Daegi Formation. With the upper zone (a), bleaching is also found at the lower zone (b,

c). In the lower zone, lower part, about - 230 m depth (c), is more bleached than higher part, about –210 m (b).

Fig. 7. Variations of the clastic composition by height in the Daegi Formation, a) SiO2, b) Al2O3, and c) K2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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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대기층에는 소량의 황화광물이 발견되기도 한다.

3호공의 200 m 부근과 4호공의 170 m 부근에서 Cu, Zn,

As, Sb 등 금속 성분이 다른 부분에 비해 10 ~ 100

배 이상으로 증가하는 양상이 나타나는데, 이들은 탄

산염광물 사이를 충진하는 황동석, 섬아연석, 방연석

및 사면동석이 확인된다(Fig. 9). 금속원소의 함량이 증

가하는 위치는 하부 백색화 영역과 유사하며, 이로부

터 금속성분을 일부 함유한 열수의 유입을 추정할 수

있다. 특히, 백색화 현상이 대기층 하부와 상부에서 공

통적으로 확인되며, 중-하부에 금속광물들의 침전이 집

중되는 경향으로부터, 대기층 전반적으로 어느 정도 열

수의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5.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GMI 광산 및 주변지역 대기층 석회석 및 백운석의

기원 및 수암반응의 영향을 알아보기 위하여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수행하였으며, 이들의 변화양상을

Fig. 8. Microphotos (a) and XRD result (b) of illite in the Daegi Formation. cal: calcite, dol: dolomite, ill: illite, q: quartz.

Fig. 9. Distribution of metal elements and microscopic occurrences of sulfides in the Daegi Formation. cp: chalcopyrite, gn:

galena, td: tetrahed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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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상의 변화와 함께 고찰하였다. 분석은 캐나다 맥매

스터 대학교 동위원소 연구실에서 수행하였으며, 분석

방법은 약 150 μg의 분말시료에 대하여 인산(H3PO4)

을 첨가하고 25°C에서 24시간 반응시켜 탄산염광물을

분해시킨 후 발생된 이산화탄소 기체를 Gas Bench II

시스템과 Thermo Finnigan Delta plus XP isotope

ratio 질량분석기를 이용하여 탄소와 산소의 안정동위

원소 분포를 측정하였다. 

대기층의 상부, 중부, 하부에서 각각 13, 2, 15개

시료를 분석하였는데, 중부 백운석은 성분이 상-하부와

다르고, 암상의 변화가 크지 않아 참고적으로 분석하

였으며, 상부 시료 중 2개(IG14-2-3, IG201601-100-1A

DG)는 석회석과 백운석이 혼합된 시료이다(Table 2).

석회석의 δ13CPDB와 δ18OSMOW 값의 분포는 각각 상부

-0.55 ~ 0.47 ‰ (평균 -0.02 ‰)과 6.19 ~ 16.44 ‰ (평

균 11.45 ‰), 하부 -2.84 ~ 0.82 ‰ (평균 -0.20 ‰)와

4.53 ~ 19.49 ‰ (평균 11.40 ‰)의 범위이다(Table 2).

백운석의 δ13CPDB와 δ18OSMOW 값은 -0.05 ‰, 20.06 ‰

과 0.21 ‰, 20.65 ‰이다. 백운석 시료의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신선한 탄산염암의 영역에 부합하

는 반면, 석회석 시료의 안정동위원소 비는 일부 시료

를 제외하면 탄산염암 영역을 벗어나 산소 안정동위원

소 비가 상당히 감소하는 특징을 보인다(Fig. 10). 퇴

적 이후 외부의 영향을 가장 적게 받은 것으로 판단되

는 석개재 지역 대기층 석회석의 산소-탄소 안정동위

원소 조성은 δ13CPDB 0.5‰과 δ18OSMOW 20 ‰에 해

당하며(Star in Fig 10), 이는 GMI 광산 주변 대기층

중부 백운석 및 하부 석회석 중 일부 시료와 거의 유

사한 값을 보인다. 

서로 인접한 위치에서 암색의 변화에 따라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값의 차이가 나타나기도 한다(Fig. 11).

IG16-3-30과 IG16-3-31 시료에서 각각 암색이 회색에서

Table 2. Values of oxygen-carbon stable isotope ratio of the Daegi Formation. U: upper zone, M: middle zone, L: lower

zone, C: calcite, D: dolomite

Sample no. depth altitude zone mineral δ
13CPDB δ

18OPDB δ
18OSMOW CO2(wt.%) Remarks

IG14-1-1 56 709.2 U C -0.09 -23.99 6.19 44 grey

IG14-2-2 132 705.9 U C 0.22 -20.27 10.02 white

IG14-2-3 168 712.2 U D/C 0.08 -11.96 18.59 23 oolitic

IG14-3-1 39 696.2 U C 0.14 -17.16 13.23

IG14-3-2 49 699.8 U C 0.47 -16.50 13.90 white

IG14-3-3 53 701.2 U C -0.02 -14.04 16.44 white

IG15-1-1 5 691.7 U C 0.14 -20.94 9.33

IG16-4-6 106 754.5 U C 0.14 -18.36 11.99 43 white

IG201601-100-1ADG 683.0 U C/D 0.08 -21.07 9.20 29 darkgrey

IG201601-100-1AG 683.0 U C -0.16 -21.04 9.23 grey

IG201601-100-1BLG 683.0 U C -0.20 -17.72 12.65 lightgrey

IG201601-100-1BPG 683.0 U C -0.34 -18.13 12.22 palegrey

IG201601-100-1BW 683.0 U C -0.55 -19.51 10.80 white

IG14-2-1 33 688.8 M D 0.21 -9.96 20.65 11 darkgrey

IG15-1-2 50 647.0 M D -0.05 -10.53 20.06 12 darkgrey

IG16-3-19-D 192 643.0 L C 0.21 -11.81 18.74 35 darkgrey

IG16-3-19-G 192 643.0 L C 0.12 -12.67 17.86 43 grey

IG16-3-22 211 624.5 L C -0.17 -25.59 4.53 40 lightgrey

IG16-3-24A 217 618.0 L C -1.14 -24.79 5.36 43 lightgrey

IG16-3-27 233 602.0 L C 0.28 -24.52 5.64 43 palegrey

IG16-3-29 239 596.5 L C -0.04 -21.40 8.85 43 palegrey

IG16-3-30-G 241 594.5 L C 0.17 -11.09 19.49 40 grey

IG16-3-30-L 241 594.5 L C 0.01 -19.11 11.21 43 lightgrey

IG16-3-31-G 243 592.5 L C -0.26 -15.54 14.90 39 grey

IG16-3-31-L 243 592.5 L C -0.09 -19.10 11.23 42 lightgrey

IG16-4-23-G 232 628.0 L C 0.39 -17.45 12.92 42 grey

IG16-4-29-D 295 565.5 L C 0.82 -20.25 10.04 41 darkgrey

IG16-4-29-W 295 565.5 L C -2.84 -22.73 7.49 44 white/vein

U: upper zone, M: middle zone, L: lower zone, C: calcite, D: dolo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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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0. Distribution of oxygen-carbon stable isotope ratios in the Daegi Formation with nearby metal deposits, Dunjeon,

Baekjeon, and Wangje mine. It is found that the similar variation ranges of isotopic values of the upper and lower zone. The

vertical bars at left side are the δ13CPDB (‰) values of rhodochrosite(r), dolomite(d), and kutnahorite(k) from the neiboring

metal deposits, Eunchi (EC), Jungbong (JB), and Nakcheon (NC). Magmatic water box: δ13CPDB = -8.0 ~ -5.0 ‰; δ18OSMOW

= 5.5 ~ 10.0 ‰.

Fig. 11. Distribution of oxygen-carbon stable isotope ratios according to color change in the each sample. The part of light

color has the lower value of oxygen stable isotope ratio than that of dark colo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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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회색으로 변화함에 따라 19.5 ‰ (회색)와 11.2 ‰

(담회색), 14.9 ‰ (회색)와 11.2 ‰ (담회색)로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확인할 수 있

으며, IG201601-100-1B에서는 담회색에서 회백색, 백

색으로 밝아지는 단계에 따라 12.6 ‰, 12.2 ‰,

10.8 ‰로 산소 안정동위원소가 점차적으로 낮아지는

현상이 나타난다(Fig. 11). 다만, 암회색에서 회색으로

변화하는 경우는 18.7 ‰에서 17.9 ‰로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의 현저한 변화는 나타나지 않았다(IG16-

3-19, Table 2). 이와 같이 암석이 밝은 색으로 변화함

과 함께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감소하는 것은 유체

와의 반응에 의해 백색화 현상이 발현하였음을 지시하

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상부 고품위 석회암대와 하부

이질협재 석회암대에서 공히 확인된다. 또한, 모암에

비하여 맥상 방해석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와 함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현저히 저하되는 현상이 확인

되며(IG16-4-29 in Fig. 11), 이는 맥상 방해석이 마그

마수로부터 유래된 유체로부터 침전되었음을 지시한다.

6. K-Ar 절대연령 측정

GMI 광산 항내에서 다수의 산성 및 염기성 암맥들

이 발견되는데, 이 중 염기성암맥 및 그 주변부는 변

질양상이 나타나지 않는 반면, 산성암맥은 그 자체도

일라이트로 변질되어 있으며, 그 주변 탄산염암의 국

지적인 백색화 현상이 관찰된다. 이는 산성암맥의 관

입과 이후의 열수 유입에 의해 변질 및 백색화가 진행

된 것으로 추정할 수 있으며, 변질된 일라이트의 절대

연령을 측정함으로써 본 광상에서 백색화가 진행된 시

기를 간접적으로 확인할 수 있을 것이다. GMI 광산

항내에서 다수 분포하는 암맥 중 변질된 산성암맥을

대상으로 K-Ar 절대연령을 측정하였다. 측정은

Activation Laboratory Ltd.에 의뢰하여 수행되었으며,

연대 분석을 위한 K 및 Ar 함량은 각각 V-735 ES-

ICP와 Micromass 5400 불활성 기체 질량분석기를 이

용하였다. 산성암맥은 전체적으로 일라이트로 변질되어

있으며, 일라이트는 미립상태로 산출되어, 단체 분리가

불가능하여 전암분석으로 연대측정을 하였다. K 함량은

6.60 ± 0.07 wt. %이며, 측정된 생성 연령은 85.1 ±

1.7 Ma이다(Table 3). 주변지역의 금속광상 중 K-Ar

절대연령이 보고된 광상은 동원, 동남, 둔전 등 3개 광상

이며, 각각 86.16 ± 2.37 Ma, 75.86 ± 1.70 Ma, 75.68 ±

1.71 Ma이다(Park et al., 1988). GMI 광상과 주변

금속광상의 K-Ar 절대연령 자료를 근거로 정선 지역

에 최소한 85 Ma 전후와 75 Ma 전후 두 차례에 걸

쳐서 열수 유입이 있었던 것으로 추정되며, GMI 석회

석 광상에 영향을 준 열수의 유입 시기는 동원광상과

전반적으로 일치한다.

7. 토 의

7.1. 대기층 석회암의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특성

일반적으로 안정동위원소는 생성환경 및 기원에 대

한 정보를 제공해 주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탄산염

암에서는 탄산염광물 내에 포함된 CO2의 산소와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값을 이용하여 생성환경과 이후의 변

질과정에 대한 정보를 얻을 수 있다(Bowman, 1998).

특히, 유체의 유입에 따른 물-암석 이온교환반응에 의

해 모암 내의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점차적으

로 유체의 특성을 띠는 방향으로 변화하게 된다. 탄산

염암에서의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 요인으

로는 마그마 기원 유체와의 반응과 함께 지하수, 해수

등 지표수에 의한 변화도 주요 요인으로 언급되고 있

으며(Ray et al., 2006; Cao et al., 2016), 이들 모

두 탄산염암에 비해 낮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를 갖

고 있으므로, 물-암석 반응에 의해 산소 안정동위원소

는 낮아지는 경향성을 보인다. 유체를 마그마수로 가

정한다면, 마그마수의 δ13CPDB와 δ18OSMOW 값은 일반

Table 3. K-Ar isotopic age of hydrothermal alteration in the GMI mine

Deposit
Sample 

no.
Mineral

K content Rad.40Ar
Non-rad. 

40Ar
K-Ar age

Remark

(wt. %) (10-8cc STP/g) (10-8mol.g) (%) (Ma)

GMI IG100-2
sericite (in 

acidic dyke)
6.60 ± 0.07 39.90 ± 0.16 14.4 85.1 ± 1.7 this study

Dongweon DW-1 sericite 7.27 11.13 86.16 ± 2.37 Park et al. (1988)

Dunjeon DJ-1 sericite 9.08 12.17 75.68 ± 1.71 Park et al. (1988)

Dongnam DN-1 phlogopite 8.07 10.85 75.86 ± 1.70 Park et al. (19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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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으로 5.5 ~ 10.0 ‰, -8.0 ~ -5.0 ‰로 석회암에 비

해 현저히 낮은 산소와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특성

을 가지므로(Tayler et al., 1967; Giggenbach, 1992),

마그마수의 영향을 받는 정도에 따라 산소-탄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마그마수의 값에 근접해 갈 것이다. 다

만, 마그마수에 포함된 산소의 양에 비해 탄소의 양이

매우 적으므로, 유체와 암석의 반응 초기에는 산소가

먼저 반응한 후 그 뒤에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변화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Zheng and Hoefs, 1993). 안정

동위원소 교환반응은 계 내에 포함된 원소의 절대량과

분배계수에 의해 영향을 받으므로, 온도가 고정된 경

우 탄산염암과 마그마수 내의 산소와 탄소의 성분비에

따라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양상은 곡선의 형태를 띠

게 된다. 마그마수 내에는 탄소에 비해 산소의 함량이

절대적으로 많기 때문에 유체가 유입되는 초기에는 산

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가 먼저 발생하며, 이는 유

체가 암석의 약 2 ~ 3 배가 되는 시점까지 지속된다

(Zheng and Hoefs, 1993; Choi et al., 2003; Ren

et al., 2014). 이후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와 함

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가 시작되어 유체가

암석의 약 4 ~ 5배 이상이 되는 시점에서는 산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마그마수의 안정동위원소 비에 근접하

여 일정한 값을 갖고,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변화만

이 발생한다. 

연구지역 탄산염암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δ13CPDB)

는 맥상 방해석을 제외하면 0.82 ~ -1.14 ‰로 2 ‰

이내의 변화 폭을 보이는 반면,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δ18OSMOW)는 20.65 ~ 4.53 ‰로 16 ‰ 이상의 큰 변

화 폭을 갖는다(Table 2). 연구지역 산소-탄소 안정동

위원소 비의 분포특성은 중부의 백운암대를 제외한 상

-하부 석화암대는 모두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δ13CPDB)

의 변화는 미약한 반면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δ18OSMOW)는 약 +20 ‰로부터 약 +5 ‰까지 상당

한 변화 폭을 갖는 서로 유사한 안정동위원소 비 분포

양상을 보인다(Fig. 10). 이와 같이 대기층 상부와 하

부 석회암대에서 서로 유사한 범위 및 경향성이 나타

나는 것은 두 영역이 유사한 정도로 열수의 영향을 받

았음을 지시한다. 특히, 극히 일부의 맥상 방해석에서

만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감소가 확인되는 것은 이

지역에서의 열수작용의 강도가 전반적으로 약하게 유

도되었음을 지시한다(Fig. 10). 또한, 일반적인 마그마

수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인 5.5 ~ 10 ‰ (Giggenbach,

1992)보다 낮은 값을 보이기도 하는데, 이는 마그마수

보다 더 낮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를 갖는 지표수의

영향도 함께 받은 것을 의미한다. 산소-탄소 안정동위

원소 비의 분포특성이 대기층 상부와 하부의 석회암에

서 거의 유사한 분포범위를 보여 연구 지역 대기층은

상-중-하부 전반적으로 거의 유사한 물-암석반응을 겪

은 것으로 판단된다. 하부는 일부 매몰속성작용(burial

diagenesis)에 의한 신선한 탄산염암의 안정동위원소 조

성비에 포함되는 양상을 보이는 반면, 상부의 안정동

위원소 비는 일반적인 탄산염암의 안정동위원소 조성

범위를 벗어난 분포를 보인다. 이는 하부에 비하여 상부

에 더 광범위한 유체와의 반응이 진행된 것으로도 판단

할 수 있으나, 제한적인 시료분석의 결과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 중부 백운암대는 상-하부의 석회암

에 비해 유체에 대한 반응성이 낮아 상대적으로 높은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분포를 보이는 것으로 사료된다.

단일 시료 내에서 백색화에 따라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감소하는 경향은 이 지역 석회암에서의 백색화가

열수와의 반응에 의한 현상임을 지시한다(Fig. 10). 본

연구에서 확인된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분포 양상은

Yoon and Woo (2006)에서 제시된 백전리와 화암리

지역 대기층의 분포와 유사한 범위를 보인다. 다만,

Yoon and Woo (2006)는 암석의 색상과 산소-탄소 동

위원소 비 사이에는 상관관계가 없다고 하였으며, 따

라서, 암색의 변화가 열수변질을 지시할 수 없다고 제

시한 바 있다. 그 증거로 석회암의 퇴적조직을 잘 보

여주고 있는 석개재의 대기층에서도 담회색 및 유백색

의 석회암이 다수 발견된다고 하였다(Yoon and Woo,

2006). 본 연구에서도 서로 다른 시료에서의 암색에 따

른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분포는 상당히 넓은 범위

를 보이지만, 단일시료 내에서는 색상이 밝아짐에 따

라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가 뚜렷하게 감소하는 변화

양상이 관찰된다(Fig. 11). 이와 같은 서로 근접한 지

역에서 암색에 따른 동위원소비의 변화 양상은 백색도

증가와 열수변질 사이에는 분명한 상관관계가 있음을

지시한다. 석개재에서 퇴적조직이 잘 남아있는 것은 구

조변형을 덜 받은 결과로 보는 것이 타당할 것이다.

이 지역에는 다수의 관입체가 확인되며, 주변에는 가

곡, 연화광산과 함께 소규모 금속광상들이 산재하고 있

다. 따라서, 석개재 지역이 열수의 영향을 받지 않았다

고 단정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사료되며, 이에 대한 확

인을 위해서는 향후 지화학적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이와 같은 연구 지역의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

의 분포 특성을 주변의 금속광상의 안정동위원소 비

분포를 함께 고려하면, 보다 더 확연한 해석이 가능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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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일반적으로 스카른, 탄산염교대 등 탄산염암 지대

에서 주로 나타나는 금속광상의 경우 산소-탄소 안정

동위원소 비에 기반한 물-암석 비가 5:1 이상의 분포

범위를 갖는다(Choi et al., 2003, 2006; Ren et al.,

2014). 광상 동남쪽 약 4 ~ 7 km 지점에 위치한 둔전-

백전-왕제광상은 서로 매우 근접된 거리에 위치하고 있

으며, Au → Au-Ag → Au-Ag-Sb → Sb로 진화하는

하나의 광화대로 해석되고 있다(Lee et al., 1998). 둔

전광상은 북광체와 남광체로 나뉘며, 북광체에서 일부

스카른 광물이 산출하기도 하여, 이 지역에서 가장 열수

기원에 근접한 광체로 해석되고 있다(Lee and Shin,

2009).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둔전광상이 가장

마그마수에 근접되어 있으며, 백전 및 왕제광상은 둔

전광상과 GMI광상의 사이에 위치한다(Fig. 10). 왕제

광상의 일부 방해석이 마그마수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보다 낮은 값을 보이는데, 이는 모암 내에 포함된

흑연 또는 유기탄소와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알려져

있다(Bowman, 1998). 또한, 백전광상의 맥상 방해석은

GMI광상의 맥상 방해석과 유사한 범위를 보이고 있으

며, 마그마수의 산소 안정동위원소 비보다 낮은 값을

나타내는데, 이는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장시간에 걸

친 지표수와의 반응에 의한 현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탄소 안정동위원소 분포 특성은 GMI광상 북북

동 4 ~ 10 km에 산재하는 은치, 중봉, 낙천광상에서도

확인된다. 세 광상에서 산출하는 능망간석의 탄소 안정

동위원소 비는 마그마수 영역에 부합하고, 둔전광상의

북광체에서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와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Hwang and Park, 1996). 특히, 중봉광상의 백

운석은 열수의 영향을 받지 않은 탄산염암의 조성과

유사한 값을 보이고 있으며, 이는 GMI광상에서 나타

난 결과와도 일치한다. 은치광상의 쿠트노호라이트

(kutnohorite)의 탄소 안정동위원소 비는 약 –2 ‰이며,

망간을 포함하는 광물의 특성 상 열수의 영향을 일부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7.2.대기층 상부 고품위 석회암대의 생성기작에 대한

고찰

기존 발표된 태백산분지 대기층 상부의 고품위 석회

석에 대한 성인 연구는 퇴적학적 관점과 열수변질작용

으로 양분되어 있다. 퇴적학적 관점은 탄산염암이 퇴

적될 당시 해침과 해퇴가 반복되는 천해 환경에서 파

도의 영향으로 육지로부터 유입된 쇄설성 이질물이 먼

바다로 제거되고 탄산염광물만으로 주로 구성된 고품

위 석회석의 모암이 퇴적되었다는 층서적 관점이며

(Ryu, 2003; Sim and Lee, 2006: Yoon and Woo,

2006), 열수변질작용에 의한 관점은 모두 중-저품위로

퇴적된 이후 중생대 화성활동에 수반된 광역적인 열수

에 의해 대기층 상부만 선택적으로 이질물이 제거되어

고품위 석회석으로 변질 되었다는 관점으로(Noh et

al., 2004; Noh and Oh, 2005), 이들 두 가지 견해는

고품위 석회석이 서로 다른 기작에 의해 생성되었다고

제시하고 있다. Noh and Oh (2005)는 대기층 석회암의

퇴적 당시 이질물의 유입이 제한된 조건을 제시하고는

있으나, 52 % CaO 이상의 고품위 석회석은 2차적인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된 대기층의 상부와 하부는 광

물상, 조직, 암색 등에서 서로 유사한 양상을 보인다.

특히, 상부 고품위 석회암대 일부에서 뚜렷한 백색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으나, 이는 산성암맥과 단열대 주

변에 국한된 국지적인 현상이며, 전체적인 담회색으로

의 탈색화 현상은 상부 및 하부 모두에서 인지된다.

또한, 중부 백운암 층준에서도 암회색으로부터 담갈색

으로의 상당한 탈색화 현상이 확인된다. 상부와 하부

는 지화학적 원소분포에서 차이점을 보이는데, 하부에

비해 상부에서 CaO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5). 이질 규산염 광물의 대표적 성분인

Al2O3와 K2O는 상부에 비해 하부에서 전반적으로 높

은 함량을 보인다(Fig. 6). 이는 상하부 공통적인 탈색

현상과는 부합되지 않는 결과로, 열수작용에 의한 변

질 과정에서 쇄설성 이질물이 제거되어 고품위 석회석

이 생성되었다고 한다면, 대기층 전반적으로 열수의 영

향을 받았으므로, 상, 하부 모두에서 이질물이 제거된

양상이 나타나야 할 것이다. 또한, 하부에 집중되는 황

화광물의 존재로부터 대기층 하부 영역이 상부에 비하

여 더 열수의 영향을 직접적으로 받은 것으로 추정된

다(Fig. 9). 따라서, 대기층의 상부에만 고품위 석회석

이 부존하는 것은 열수에 의한 교대 작용으로 고품위

석회석이 생성되었다는 가능성을 배제하게 한다. 알루

미늄 성분은 일반적으로 중성환경에서 열수에 의해 제

거되지 않는 비유동성 성분으로, 연구 지역에 유입되

었을 것으로 추정되는 저온 열수의 영향을 가정할 때,

스멕타이트를 형성하는 것이 일반적이므로, 상부 고품

위 석회석대의 생성 당시부터 쇄설성 이질규산염광물

이 적었을 가능성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대기층의 퇴적상 변화 양상은 하위의 묘봉층과 상위

에 놓인 화절층의 퇴적환경을 포함하여 순차층서에 대

한 해침-해퇴-해침의 해수면 변화과정과 밀접하게 연계

되어 있는 것으로 제안된 바 있다(Ryu, 2003). 탄산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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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 퇴적환경에서 대기층의 하부 석회암대가 형성되었

으며, 점차적인 해퇴작용에 의해 해수면이 낮아지고 천

해환경으로 바뀌어 대기층 중부의 백운암대가 형성되

고, 다시 해침과정으로 해수면이 상승하여 대기층 상

부에 석회암이 퇴적되는 과정으로 제안되었다(Ryu,

2003). 이와 같은 해수면의 변동과정에서 해저면이 파

도의 영향을 받지 않는 상대적으로 깊은 환경에서는

석회암에 함께 육지로부터 유입된 이질물이 함께 퇴적

되나, 해저면까지 파도의 영향이 미치는 얕은 환경의

경우 쇄설성 이질물이 대부분 제거되고 생화학적으로

침전된 석회암이 퇴적되어 고품위 석회석의 모암을 형

성하게 된다. 즉, 대기층 하부와 상부의 석회암대의 지

화학적 조성차이는 해수면의 순차층서적 변화로 해석

할 수 있다. IG16-3호공과 4호공 모두에서 대기층 하

부의 상위로 갈수록 CaO 성분이 증가하는 양상을 보

이며, 3호공의 210 m 부근에서는 고품위 석회석에 근

접하는 CaO 함량이 확인된다(Fig. 5 and 6). 그러나,

CaO 성분은 하부 영역의 상위로 갈수록 증가하나 백

색화는 하위에서 더 진행된 것으로 확인되어, 성분변

화와 백색화 사이에는 큰 상관관계가 없는 것으로 판

단된다. 이와 같이 대기층의 상부와 하부 석회암대 모

두 확인되는 백색화 현상과 심도에 따른 화학성분의

변화 양상으로부터 대기층 상부 영역에만 제한적으로

열수의 유입에 의해 백색화를 동반한 고품위화 현상이

발생하였다는 Noh and Oh (2005)의 제안보다는 퇴적

시 환경 변화에 따라 고품위의 원암이 퇴적되었다는

Ryu (2003)의 제안이 이 지역 고품위 석회석의 생성기

작으로 보다 더 타당할 것이다. 

연구지역을 포함한 임계지역에서의 열수 작용은 동원

광상의 85 Ma 전후와 둔전, 동남광상의 75 Ma 전후로

최소한 두 번 이상 알려져 있으며(Park et al., 1988),

연구지역에서 백색화를 야기한 열수작용은 85 Ma를 전

후로 한 유체의 유입시기와 일치한다(Table 3).

앞 절에서 언급한 산소-탄소 안정동위원소 비의 특

성과 함께, 이상의 GMI광상 주변 대기층에 대한 광물

-지구화학적 연구결과를 바탕으로, 대기층 상부 고품위

석회암의 생성은 퇴적 이후 열수의 영향보다는 퇴적

당시의 퇴적환경의 변화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암색과 탄소-산소 안정동위원소 비 변화와의

관계에 의해 백색화 현상은 열수에 의한 것으로 해석

할 수 있으나, 백색화와 성분의 고품위화와는 거의 관

련 없다. 따라서, 향후 고품위 석회석의 탐사에 있어서

육안관찰을 통한 백색도 분류보다는 통합층서적 관점

에서의 퇴적환경에 대한 검토와 함께 대기층 상부영역

에 대한 보다 세밀한 성분 분포 확인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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