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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Seongdo Pb-Zn deposit, located in the northwestern part of the Ogcheon Metamorphic Belt, consists of skarn

ore replacing limestone within the Hwajeonri Formation of Ogcheon Group and hydrothermal vein ore filling the

fracture of host rock. Skarn minerals comprise mostly hedenbergitic pyroxene, garnet displaying oscillatory zonal

texture composed of grossular and andradite, and a small amount of wollastonite, tremolite, and epidote, indicating

reducing condition of formation. Ore minerals of skarn ore include sphalerite and galena with a small amount of

pyrite, pyrrhotite, and chalcopyrite. In hydrothermal vein ore, arsenopyrite, sphalerite, chalcopyrite, and pyrite occur

with a small amount of galena, native Bi, and stannite. Chemical compositions of sphalerite vary from 17.4 mole%

FeS in average for dark grey sphalerite, 3.6 mole% for reddish brown sphalerite in skarn ore, and to 10.3 mole%

FeS in hydrothermal vein ore. In comparison with representative metallic deposits in South Korea on the FeS-MnS-

CdS diagram, skarn and hydrothermal vein ore plot close to the field of Pb-Zn deposits and Au-Ag deposits,

respectively. Arsenic contents of arsenopyrite in hydrothermal vein ore decrease from 31.93~33.00 at.% in early

stage to 29.58~30.21 at.% in middle stage, and their corresponding mineralizing temperature and sulfur fugacity are

441~490oC, 10-6~10-4.5 atm. and 330~364oC, <10-8 atm. respectively. Phase equilibrium temperatures calculated from

Fe and Zn contents for coexisting sphalerite and stannite in hydrothermal vein are 236~254oC. Sulfur isotope

compositions are 5.4~7.2‰ for skarn ore and 5.4~8.4‰ for hydrothermal vein ore, being similar or slightly higher

to magmatic sulfur, suggesting that ore sulfur was mostly of magmatic origin with partial derivation from host

rocks. However, much higher sulfur isotope equilibrium temperatures of 549oC 와 487oC, respectively for skarn ore

and hydrothermal ore, than those estimated from phase equilibria imply that isotopic equilibrium has not been fully

establish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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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도 연-아연광상은 옥천층군 화전리층의 석회암을 교대한 스카른광체와 모암내 열극을 충진한 열수맥상광체로 구

분된다. 스카른광물은 헤덴버자이트(hedenbergite) 계열의 휘석이 대부분이며, 그로슐라(grossular)와 안드라다이트

(andradite)가 진동누대구조를 보이는 석류석, 그리고 소량의 규회석, 투각섬석, 녹염석 등이 산출되어 환원환경에서 정

출된 것으로 보인다. 스카른광체에서는 섬아연석 및 방연석이 우세하고 황철석, 자류철석, 황동석이 소량 수반되며, 열

수맥상광체에서는 유비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및 황철석과 더불어 방연석, 자연비스무스 및 황석석(stannite)이 소량

수반된다. 스카른광체에서 암회색 섬아연석의 FeS 함량은 평균 17.4 mole%, 적갈색 섬아연석은 3.6 mole%이고, 열

수맥상광체에서는 10.3 mole%를 나타낸다. 이들을 국내 주요 금속광상의 FeS-MnS-CdS 함량비와 비교한 결과 스카

른광체는 연-아연, 열수맥상광체는 금-은 광상 영역에 도시된다. 열수맥상광체에서 산출되는 유비철석의 As 함량은 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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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31.93~33.00 at.%에서 중기 29.58~30.21 at.%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며, 이에 따른 광화온도와 황분압은 초기

441~490oC, 10-6~10-4.5 atm.와 중기 330~364oC, <10-8 atm.에 해당한다. 섬아연석과 공생하는 황석석의 Fe와 Zn

조성비를 이용한 광물상 평형온도는 236~254oC의 범위를 보인다. 스카른광체 황화광물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5.4~7.2‰, 열수맥상광체는 5.4~8.4‰로서 화성기원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어 광상을 형성시킨 황이

대체로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으나 일부 모암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그러나, 스카른광체와 열수맥상광체에서의

황동위원소평형온도가 각각 549oC와 487oC로서 상평형온도 보다 현저히 높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들이 동위원소적으

로 충분한 평형을 이루지 못한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성도광상, 스카른, 열수광상, 섬아연석, 황동위원소

1. 서 론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내 산업계의 경제규모가 팽창

됨에 따라 원료자원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이에 따

라 광물자원의 안정적 수급의 중요성이 증대되면서 우

리나라도 국내외 광상들에 대한 탐사 및 개발에 많은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 특히, 국내 광업활동이 현재와

같이 위축되고 광업시장 개방에 따른 대형 외국자본의

유입으로 경쟁력이 점차 낮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국내

광업 활성화와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을 위한 근본적

인 대책이 필요하다. 이와 관련 현재 정부는 6대 광종

(유연탄, 우라늄, 철, 동, 아연, 니켈)의 자주개발률 증

가를 위해 노력하고 있고, 이를 위해 국내외 신규자원

탐사 및 기존 광상의 재평가가 이루어지고 있다. 

연-아연의 경우 태백산광화대의 대표적인 스카른 광

상인 신예미, 울진, 가곡광상과 열수교대 광상인 장군

Fig. 1.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modified from Lim et al., 2016). Abbreviations for inset figure: NM: Nangrim

Massif, PB: Pyeongnam Basin, IB: Imjingang Belt, GM: Gyeonggi Massif, TB: Taebaeksan Basin, OMB: Okcheon

Metamorphic Belt, YM: Yeongnam Massif, GB: Gyeongsang Basin. 



괴산 성도 연-아연 광상의 산출광물과 생성환경 327

광상 및 제1연화광상 등에 대한 기존광체의 연장성 및

잠두 광체의 부존가능성 평가를 위해 시공간적 분포

특성에 따른 유체진화과정 등 여러 연구와 조사가 최근

까지 수행된 바 있다(Seo et al., 2007; Choi et al.,

2009; Choi et al., 2010; KORES, 2013; KIGAM,

2016). 이 밖에도 밀양 연-아연광상(Yang and Choi,

2010; Kwak et al., 2015), 제천 당두광상(Lim et al.,

2013), 해남광상(Im et al., 2014), 그리고 무주 승륭광

상(Yeom and Shin, 2015) 등 최근까지 국내 연-아연

광상들에 대한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어 왔다.

한편, 충북 괴산 연풍면 일대에는 만장, 성도, 장풍

광상 등 동-철-연-아연광화작용을 수반하는 여러 금속

광상들이 분포하고 있다(Fig. 1). 이 가운데 만장광산은

스카른형 철광화작용을 수반하는 서부광체와 열수맥상

형 동광화작용을 수반하는 중앙 및 본광체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석광물의 산상을 비롯하여 유체포유물 및 안

정동위원소 연구를 통한 광화작용 특성 연구가 수행된

바 있다(Kim and Shin, 1987; Lim et al., 2016). 성

도광상은 스카른 및 열극충진형 맥상광체가 함께 발달

하는 연-아연 및 금-은 광상으로 알려져 있으나,

KORES(1990)에 의한 주변지질 및 광상개요에 대한 간

략한 보고만 있을 뿐 광상에 대한 체계적인 연구는 이

루어진 바가 없다. 이에 본 연구에서는 성도광상의 지

질, 광석광물의 종류와 산출양상, 광물화학 및 동위원소

특성을 통해 본 광상의 생성환경을 고찰하고자 한다.

2. 지질 및 광상

2.1. 지질

성도광상이 위치한 옥천층군 중앙부에 해당하는 연

구지역 지질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층인 화전

리층을 기저로 하고, 이와 정합적으로 구룡산층이 북

서쪽에 접해있으며, 그 상부에 이원리층과 황강리층이

순차적으로 발달한다(Fig. 1). 이후 이들 지층을 관입하여

백악기 화성암체인 흑운모화강암, 우백질 반상화강암,

그리고 화강반암이 산출된다(Lee and Kim, 1972).

화전리층은 N25~45°E의 주향, 경사는 25~80°NW

또는 SW로써 북동방향을 축으로 습곡된 구조를 보이

고 있으며, 회색내지 담회색 석회암층 내에 석회규산

염암과 점판암이 협재하고, 차별침식을 받은 충식구조

를 보인다(Lim et al., 2016). 석회암은 대부분 접촉교

대작용이나 재결정화를 받은 특징을 보이나 대체로 층

리의 발달이 뚜렷하고 국부적으로 소규모 습곡구조를

보인다. 회색내지 흑색의 석회규산염암은 광구 중앙부

에 광범위한 분포를 보이며 층리발달이 미약하고 괴상

구조를 나타낸다. 암회색 점판암은 광구 남부 석회암

내에 소규모 협재되며, 층리발달이 뚜렷하고 석회질 성

분이 비교적 많이 함유되어 있어 석회암과 유사한 암

상을 보이기도 한다. 탄산염대에서는 벽개가 뚜렷이 관

찰되는 조립질의 방해석과 세립질의 방해석이 혼재하

며 미량의 휘석이 관찰되고, 일부 시료의 경우 다량의

투휘석이 자형내지 반자형으로 산출되기도 한다(Lim

et al., 2016). 화전리층과 정합관계를 보이는 구룡산층

은 고생대 오르도비스기에 형성된 옥천지향사내 변질

퇴적암 중에서 탄질물을 함유하는 지층으로 흑색점판

암, 녹니석견운모편암, 각섬석편암 및 암회색석회암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결정질석회암이 하부에 협재되어

있다. 이 가운데 견운모편암에는 소규모 습곡구조가 발

달하며, 석영 집합체가 불투명광물을 함유한 채 산출

되기도 한다(Kim and Shin, 1987).

흑운모화강암은 광상 동쪽으로 약 4 km 가량 떨어

진 곳에 분포하며 월악산화강암 일부로 알려져 있다

(Fig. 1). 천부 관입체로서 거정질의 페그마타이트와 유

사한 암상을 보이는데 노두 관찰시 전반적으로 분홍빛

을 띠고 있고, 흑운모가 큰 결정형을 보이며 산출된다

(Lim et al., 2016). 우백질 반상화강암은 구룡산층내에

시트(sheet)상으로 관입 부존되는 특징을 보이며, 유색

광물의 함량이 적어 담회색으로 관찰된다. 세립질의 석

영, 장석이 주를 이루고 있지만 조립질 장석이 다량의

반정으로 산출되는 반상조직을 보인다. 화강반암은 본

지역 화성암체 중에서 후기에 산출되는 화성암체로 광

상 남단에 소규모로 분포한다. 중립내지 세립질의 석

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소량의 흑운모 결정

이 관찰된다. 한편, 성도광상일대에는 기존 보고된 염

기성 및 산성 암맥 이외에, 소규모의 섬록반암이 광구

의 북부능선상에 두 개의 암체로 분리되어 산출된다

(Fig. 1). 반상조직이 발달한 이들 암체에는 사장석과 각

섬석 등이 주요 반정을 이루고, 흑운모, 백운모, 석영

등이 수반된다. 변질작용으로는 견운모화작용과 녹니석

화작용이 관찰되며, 서쪽 암체 연변부를 따라서 스카

른 광체가 발달하기도 한다. 

2.2. 광상

성도광상은 괴산군 연풍면 유상리와 충주시 수안보면

화천리에 걸쳐 분포하고, 지리좌표상 북위 36°48’40’’,

동경 127°59’20’’에 해당한다. 광상은 화전리층을 모암

으로 석회암을 교대한 스카른광체와 모암내 열극대를

충진한 열수맥상광체로 구분된다. 스카른광체는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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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전단계의 소규모 노천광으로 모암의 약선대를 따라

광석광물인 섬아연석과 방연석이 서로 공생하며 산출

되며, 스카른광물은 휘석 및 석류석이 대부분을 차지

하고, 규회석, 투각섬석, 녹염석 등이 수반된다(Fig. 2A-

C). 열수맥상광체는 광구 중앙부에 나타나며 본 갱은

최초 N54°E방향으로 22 m, N88°E 방향으로 7 m 크

로스 굴진하여 착맥후 N6°E 방향으로 약 50 m 연맥

굴진하였다(Fig. 2D). 갱내에서 맥은 약 0.5 m 간격으

로 2개조가 평행 발달하며 맥폭은 상반맥 0.5~0.8 m,

하반맥 0.3 m 내외로서 주향 N6°E, 경사 58~65°SE

를 보인다. 석영맥은 전반적으로 괴상을 보이나 부분

적으로 각력구조, 정동구조 및 빗구조가 관찰된다

(Fig. 2E-F). 상반맥에는 유비철석, 황철석, 섬아연석 및

황동석이 포함되는 반면, 하반맥에는 별다른 광석광물

이 확인되지 않는다. 상반맥의 균열대를 따라 부분적

으로 방해석 세맥이 충진되기도 한다. 전반적인 광상

의 품위는 스카른광체의 경우 Pb: Tr~7.06%, Zn:

0.37~8.44%이며, 열수맥상광체는 Au:Tr, Ag: 68~75 g/t,

Cu: 0.63~1.17%, Pb: 0.16~0.20%, Zn: 0,25~2.79%

로 보고된 바 있다(KORES, 1990).

3. 연구방법

광상일대의 지질 및 광상의 산출상태를 알아보기 위

해 야외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스카른광체와 열수맥상광

체의 주 채굴지 또는 버럭에서 광석 및 모암 시료를

채취하였다. 획득된 시료에 대한 육안 및 현미경관찰

을 통해 광물의 공생관계 및 암석기재학적 특징을 파

악하였다. 스카른 및 광석광물의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하여 경상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에서 보유하고 있는

JEOL사 JXA-8100을 이용하여 전자현미분석을 실시하

였으며,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15 keV, 전류 20 nA, 전

자선지름 1 μm이다. 

광상을 형성시킨 황의 기원을 알아보고자 황화광물

을 대상으로 황 안정동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한

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에서 원소분석기

(Elemental Analyzer)를 결합한 안정동위원소질량분석

기(Isotope Ratio Mass Spectrometer; Isoprime 100)

를 이용하였고 분석정밀도는 약 ±0.2‰이다. 또한, 열

수맥상광체의 생성시기를 알아보고자 석영맥 주변부에

산출되는 견운모를 대상으로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원

오창센터의 VG5400 불활성기체 질량분석기(Static

Vacuum Mass Spectrometer)를 이용하여 K-Ar 연대

측정을 실시하였다.

4. 산출광물과 공생관계

성도광상의 스카른광체는 화성암체와의 경계부에 발

달하고 외각부에 열수맥상광체가 분포하는 공간적 산

출특성을 보인다. 아울러 각각의 광체는 구성광물군의

Fig. 2. Photographs of outcrops and rock slabs of the Seongdo deposit. (A) Outcrop of skarn ore body. (B) Pyroxene

replaced by sphalerite and galena. (C) Pyroxene-garnet skarn replaced by sphalerite. (D) Main adit of hydrothermal vein ore.

(E) Massive arsenopyrite coexisting with pyrite. (F) Brecciated vein ore. Abbreviations: Gt: garnet, Px: pyroxene, Asp:

arsenopyrite, Sp: sphalerite, Gn: galena, Py: p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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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류와 조직에 따라 각각 세 시기로 세분된다(Fig. 3).

스카른 광화작용은 초기의 고온성 스카른광물 정출시

기와 중기 및 후기의 황화광물 및 저온성 스카른광물

이 정출하는 시기로 구분된다. 석회암을 교대하는 외

성스카른으로 산출되는 스카른광물은 대부분 휘석과 석

류석이며, 녹염석, 규회석 및 투각섬석 등이 수반된다

(Fig. 4A, D). 석류석은 누대구조가 발달하며(Fig. 4B)

휘석과 함께 금속광물에 의해 교대되어 산출된다

(Fig. 4C). 광석광물은 주로 섬아연석과 방연석이 서로

밀접한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되고(Fig. 4E), 소량의

황철석, 자류철석 및 황동석이 수반된다. 스카른광체에

서 산출되는 섬아연석은 암회색과 적갈색으로 구분되

는데, 전자는 휘석과 석류석을 교대하고 방연석, 황철

석, 자류철석과 공생하며, 후자는 방연석, 황동석과 공

생하며 규회석과 투각섬석을 교대하며 산출된다. 일반

적으로 섬아연석은 황동석과 자류철석의 점적을 포함

하여 산출되는 경향이 있으나 본 스카른광체에서 산출

되는 섬아연석은 이러한 점적을 거의 포함하지 않는다.

열수맥상 광화작용은 초기 견운모화 변질시기과 주

광화작용 시기인 중기의 황화광물 정출기, 그리고 후기

방해석맥 정출기로 구분된다(Fig. 3). 열수광화작용 시

기에는 유비철석, 황철석, 황동석 및 섬아연석과 더불

어 소량의 자류철석, 방연석, 자연비스무스, 황석석 및

백철석이 석영맥에 수반되어 산출된다. 석영맥 주변으

로 견운모, 백운모, 녹니석 등의 변질광물이 발달한다

(Fig. 4F). 유비철석은 초기와 중기에 산출되는데, 초기의

경우 괴상으로 산출되고 일부 황철석과 공생하거나 황

동석, 섬아연석에 의해 교대되어 나타난다(Fig. 4G). 중기

유비철석은 자형을 띠며, 황철석, 황동석 및 섬아연석

과 공생하며 산출된다(Fig. 4H). 황철석은 열수맥상광

체에서 가장 흔하게 산출되는 광물로 광화후기를 제외한

모든 시기에 주로 석영맥 주변부에서 다량 산출된다.

섬아연석은 황철석 다음으로 많은 산출량을 보이며

주로 황철석과 공생관계를 보이지만 부분적으로는 이

를 교대하기도 한다. 또한 방연석 및 황석석과 공생관

계를 보이기도 한다. 이 시기의 섬아연석은 스카른광

체와는 다르게 1 μm 이하에서 수십 μm 크기를 갖는

황동석 점적을 다량 포함한다. 황동석 점적은 섬아연

석 결정의 경계나 벽개를 따라 선상 배열을 하는 염주

형(bead chain)(Fig. 4I)과 불규칙하게 산재하는 분말형

(dusting)(Fig. 4J)으로 구분되는데 전자의 경우 용리작

용에 의해 형성되고, 후자의 경우 섬아연석 생성 후

함 Cu 열수용액에 의한 교대작용으로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Barton and Bethke, 1987). 스카른광체와

달리 열수맥상광체에서 이러한 황동석 점적이 발달하

는 것은 광화작용후기에 Cu를 함유한 광화유체의 유

입이 활발하였음을 시사한다. 황동석은 괴상으로 산출

되기도 하고 상기와 같이 섬아연석 내에서 점적으로

나타난다. 황석석은 중기 후반부에 섬아연석, 황동석

및 방연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되며(Fig. 4K), 방

연석은 중기 후반부에 소량 산출되는데 자연비스무스

점적을 포함하기도 한다(Fig. 4L).

Fig. 3. Paragenetic sequence of minerals in the Seongdo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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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광물화학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대표적인 스카른 광물인 휘

석과 석류석, 그리고 광석광물인 섬아연석, 유비철석,

방연석 및 황석석에 대한 전자현미분석을 실시하였다.

휘석은 Jo1.3-31.6Di1.1-21.1Hd59.3-97.70 조성을 보이며 Fe가

전반적으로 부화된 헤덴버자이트에 속한다(Table 1). 석

류석은 Ad11.5-34.9Gr61.9-88.2Pyr0.3-3.2로 Al이 부화된 그

로슐라와 Ad68.1-72.0Gr13.5-18.1Pyr13.9-14.5로서 Fe가 부화된

안드라다이트가 누대구조를 보이며 발달하고(Table 1),

Fig. 4. Photomicrographs of minerals for skarn ore (A-E) and hydrothermal ore (F-L) from the Seongdo deposit. (A)

Hedenbergite coexisting with garnet. (B)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 of zoned garnet. (C) Pyroxene and garnet replaced by

sulfide minerals. (D) Wollastonite cut by calcite veinlet (E) Sphalerite coexisting with galena and pyrrhotite. (F)

Sericitization related to quartz vein. (G) Arsenopyrite replaced by pyrite and chalcopyrite. (H) Arsenopyrit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and sphalerite. (I) Chalcopyrite disease showing bead chains in sphalerite. (J) Chalcopyrite disease showing

dusting texture in sphalerite. (K) Stannite coexisting with galena, chalcopyrite and sphalerite. (L) Galena coexisting with

native Bi. Abbreviations: Ad: andradite, Gr: grossularite, Hd: hedenbergite, Bi: native bismuth, Cp: chalcopyrite, St:

stannite, Qtz: quartz, Ser: sericite, Wo: wollastonite, Cc: calcite. Refer to Figure 2 for oth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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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적으로는 Ad48.0-55.7Gr43.9-49.8Pyr0.4-2.2로서 중간에

해당하는 조성을 보이기도 한다(Fig. 5). 이러한 조성변

화는 연속적으로 공급되는 열수에 기인되며 온도보다

는 열수의 성분변화에 기인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

(Bjorn et al., 1993). 

스카른광체의 암회색 및 적갈색 섬아연석과 열수맥

상광체 섬아연석의 FeS 함량은 각각 16.39~19.55

mole%(avg. 17.40 mole%), 2.87~7.33 mole%(avg.

3.62 mole%), 5.30~14.23 mole%(avg. 10.31 mole%)

로서 암회색 섬아연석에서 가장 높게 나타난다(Table 2).

미량원소인 MnS도 각각 평균 1.11 mole%, 0.35

mole%, 0.07 mole%로 암회색 섬아연석에서 가장 높

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CdS는 평균 0.39 mole%,

0.40 mole%, 0.71 mole%로 열수맥상광체에서 가장

Table 1.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pyroxene and garnet  from the Seongdo deposit

Mineral Pyroxene  (wt.%) Garnet (wt.%)

Sample  

No.
SDS-7 SDS-8  SDS-8-1 SDS-8-2

SiO2 47.92 50.31 49.72 50.02 37.00 SiO2 38.10 39.66 36.32 36.29 36.97 36.29 35.82 38.40 39.29 38.26

TiO2 0.00 0.00 0.00 0.01 0.75 TiO2 0.06 0.25 0.70 0.48 0.25 0.38 1.03 0.62 0.43 0.23

Al2O3 0.10 0.13 0.07 0.06 11.36 Al2O3 13.32 19.06 4.67 5.43 12.87 9.92 8.20 14.29 18.93 15.15

FeO 17.82 20.11 20.08 19.43 13.69 FeO 11.04 4.24 20.55 19.73 11.82 15.41 17.98 9.37 4.50 9.08

MnO 9.36 2.37 4.03 3.13 0.18 MnO 0.11 0.07 5.03 4.91 1.29 0.86 0.05 0.08 0.62 1.32

MgO 1.55 3.37 2.35 3.34 0.08 MgO 0.02 0.02 0.01 0.00 0.00 0.01 0.04 0.06 0.00 0.01

CaO 23.11 23.75 23.34 23.46 35.37 CaO 36.10 36.90 29.94 30.38 34.63 34.89 34.91 36.55 36.66 35.41

Na2O 0.00 0.04 0.00 0.00 0.04 Na2O 0.00 0.00 0.06 0.00 0.00 0.00 0.05 0.03 0.04 0.00

Total 99.86 100.08 99.59 99.45 98.47 Total 98.75 100.20 97.28 97.22 97.83 97.76 98.08 99.40100.47 99.46

Cations on the basis of 6 oxygens Cations on the  basis of 12 oxygens

Si 1.96 2.02 2.02 2.02 1.47 Si 3.01 3.01 3.06 3.05 2.97 2.96 2.94 3.00 2.99 2.99

Ti 0.00 0.00 0.00 0.00 0.02 Ti 0.00 0.01 0.04 0.03 0.02 0.02 0.06 0.04 0.02 0.01

Al 0.00 0.01 0.00 0.00 0.53 Al 1.27 1.72 0.49 0.56 1.26 0.99 0.82 1.35 1.71 1.43

Fe 0.61 0.67 0.68 0.66 0.46 Fe3+ 0.61 0.22 1.19 1.15 0.66 0.88 1.00 0.54 0.24 0.50

Mn 0.32 0.08 0.14 0.11 0.01 Fe2+ 0.12 0.05 0.26 0.24 0.14 0.17 0.24 0.08 0.04 0.10

Mg 0.09 0.20 0.14 0.20 0.00 Mn 0.01 0.00 0.36 0.35 0.09 0.06 0.00 0.01 0.04 0.09

Ca 1.01 1.02 1.02 1.01 1.51 Mg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Na 0.00 0.00 0.00 0.00 0.00 Ca 3.06 3.00 2.70 2.73 2.98 3.05 3.07 3.06 2.99 2.97

N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Jo 31.55 8.40 14.41 11.09 1.26 Ad 33.09 11.46 71.95 68.06 34.92 47.96 55.68 28.92 12.50 26.21

Di 9.16 21.09 14.76 20.85 1.07 Gr 66.53 88.22 13.54 18.09 61.87 49.84 43.94 70.59 86.13 70.67

Hd 59.28 70.51 70.83 68.06 97.67 Pyr 0.38 0.32 14.52 13.85 3.21 2.20 0.39 0.50 1.37 3.13

Abbreviations; Jo = johannsenite, Di = diopside, Hd = hedenbergite,  Ad = andradite, Gr = grossular, Pyr = pyralspite

Fig. 5. Chemical composition of skarn minerals from the Seongdo deposit. (A) pyroxene on johannsenite-diopside-

hedenbergite diagram. (B) garnet on pyrope+almandine+spessartine-grossular-andradite diagr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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높은 함량을 보인다(Fig. 6). 열수맥상광체에서 산출되

는 유비철석은 화학조성 상의 누대구조는 보이지 않으

며 As 함량은 초기 31.93~33.00 at.%에서 중기

29.58~30.21 at.%로 광화작용이 진행하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나타낸다(Table 3). Ni, Co 등의 미량원소 함

량은 모두 1 wt.% 미만으로 검출된다.

방연석의 경우 스카른광체 암회색 섬아연석과 공생

하는 방연석과 적갈색 섬아연석과 공생하는 방연석이

미량원소함량의 차이를 보이는데 전자의 경우 Ag와 Bi

의 함량이 각각 0.23-0.26 wt.%, 0.55-0.72 wt.%이나,

후자의 경우 각각 <0.06 wt.%, <0.2 wt.%로 적게 나

타난다(Table 4). 그러나 열수맥상광상에서 산출되는 방

연석의 경우 이들 미량원소 함량이 각각 <0.24 wt.%,

<0.68 wt.%로서 상대적으로 변화폭이 큰 편이며, 또

한 일부 시료에서 Cu와 Fe 함량이 각각 1.52 wt.%와

1.21 wt.%에 이르는 등 상당히 부화된 특징을 보이기도

Table 2.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sphalerite from the  Seongdo deposit

Type
Sample

No.

weight %
Total

mole %

Zn Fe Mn Cd Cu Co S FeS ZnS MnS CdS

Skarn

SDS-4 64.16 1.66 0.16 0.47 0.00 0.00 33.63 100.07 2.91 96.40 0.28 0.41

SDS-4 64.77 1.72 0.18 0.49 0.00 0.00 33.81 100.96 3.00 96.27 0.32 0.42

SDS-4 61.56 4.21 0.38 0.39 0.00 0.00 33.88 100.41 7.33 91.67 0.67 0.33

SDS-4 64.55 1.90 0.17 0.44 0.00 0.00 33.87 100.94 3.31 96.00 0.31 0.38

SDS-4 64.56 1.72 0.20 0.51 0.00 0.00 33.20 100.42 3.00 96.21 0.35 0.44

SDS-4 65.46 1.66 0.18 0.51 0.00 0.00 32.63 100.56 2.87 96.32 0.32 0.44

SDS-4 64.98 1.67 0.14 0.46 0.00 0.00 33.36 100.88 2.89 96.28 0.24 0.40

SDS-7 55.04 9.96 0.62 0.47 0.00 0.00 33.60 99.69 17.22 81.30 1.08 0.40

SDS-7 54.98 9.69 0.58 0.44 0.00 0.00 33.51 99.20 16.86 81.74 1.02 0.38

SDS-7 54.79 9.92 0.66 0.39 0.00 0.00 33.62 99.39 17.23 81.27 1.16 0.34

SDS-7 54.28 10.02 0.62 0.39 0.00 0.00 33.93 99.24 17.51 81.06 1.10 0.34

SDS-7 53.16 11.31 0.78 0.50 0.00 0.04 33.26 99.38 19.55 78.52 1.38 0.43

SDS-7 55.28 9.45 0.59 0.49 0.04 0.02 33.86 100.01 16.39 81.93 1.04 0.43

SDS-7 55.48 9.79 0.57 0.48 0.00 0.02 33.75 100.34 16.84 81.49 0.99 0.41

Hydrothermal 

vein

SDB-7(1) 60.64 5.57 0.03 0.94 0.00 0.03 33.32 100.53 9.63 89.51 0.06 0.81

SDB-7(1) 61.39 4.39 0.02 0.92 0.00 0.02 32.95 99.68 7.66 91.51 0.04 0.80

SDB-7(1) 60.82 4.27 0.02 1.01 0.00 0.00 33.03 99.16 7.52 91.55 0.03 0.89

SDB-7(2) 60.64 6.25 0.00 0.86 0.00 0.00 33.12 100.88 10.69 88.58 0.00 0.73

SDB-7(2) 61.39 5.84 0.04 0.84 0.00 0.03 32.83 100.97 9.94 89.28 0.07 0.71

SDB-7(3)* 58.78 5.73 0.07 0.82 0.29 0.03 33.87 99.83 10.10 88.55 0.13 0.72

SDB-7(3) 58.06 6.09 0.12 0.76 0.39 0.04 33.23 98.96 10.78 87.79 0.22 0.66

SDB-10(4) 57.16 7.42 0.06 0.86 0.15 0.00 33.65 99.60 13.04 85.83 0.11 0.75

SDB-10(4) 58.06 7.20 0.03 0.86 0.00 0.01 32.97 99.13 12.57 86.63 0.05 0.75

SDB-10(4) 57.51 8.11 0.03 0.80 0.00 0.00 33.43 99.88 14.06 85.19 0.06 0.69

SDB-11(1)* 61.19 4.26 0.06 0.70 0.31 0.01 33.08 99.86 7.45 91.37 0.10 0.61

SDB-11(1)* 60.55 4.83 0.04 0.83 0.00 0.00 33.36 99.60 8.47 90.74 0.06 0.72

SDB-11(1)* 60.52 4.75 0.01 0.77 0.00 0.00 33.34 99.40 8.35 90.95 0.02 0.67

SDB-11(1)* 60.52 4.88 0.01 0.84 0.00 0.00 33.13 99.37 8.56 90.70 0.01 0.73

SDB-11(1)* 57.14 8.16 0.00 0.76 0.00 0.00 33.62 99.67 14.23 85.12 0.00 0.66

SDB-11(1) 59.12 5.56 0.04 0.94 0.38 0.04 33.37 99.71 9.77 88.78 0.08 0.82

SDB-11(3) 58.94 6.10 0.03 0.78 0.00 0.00 33.53 99.38 10.72 88.55 0.05 0.68

SDB-11(3) 57.06 7.70 0.12 0.89 0.00 0.00 33.60 99.37 13.50 85.51 0.22 0.77

SDB-11(3) 57.24 7.47 0.10 0.86 0.00 0.00 33.70 99.37 13.13 85.94 0.18 0.75

SDB-11(3) 57.07 8.06 0.03 0.74 0.00 0.00 33.96 99.87 14.08 85.22 0.06 0.64

SDB-11(5) 56.25 6.84 0.01 0.74 2.82 0.02 33.54 100.29 12.07 84.83 0.02 0.65

SDB-24 62.61 3.02 0.01 0.58 0.26 0.01 33.35 100.14 5.30 93.70 0.02 0.51

SDB-24 62.55 3.08 0.02 0.61 0.28 0.00 33.45 100.21 5.39 93.52 0.04 0.53

*Indicates sphalerite coexisting with stannite used for geotherm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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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다. 아울러 방연석 결정내에서 용리조직으로 형성된

자연비스무스가 밀집된 부분(e.g. Fig. 4L)은 그렇지 않

은 경우에 비해 Bi 함량이 낮게 검출되는데 이는 용리

과정에서 방연석내 Bi가 빠져나간 결과로 여겨진다. 황

석석은 함 주석 황화광물로 Cu2(Fe,Zn)SnS4의 이상적인

Fig. 6. Relationship among FeS, MnS and CdS

contents(mole%) of sphalerites from the Seongdo deposit.

Table 3.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arsenopyrite from the Seongdo deposit

Stage
Sample

No.

weight %
Total

Atomic %

AsAs Fe Ni Bi Co Ag S

Early

SDB-10(4) 45.38 35.20 0.00 0.01 0.08 0.00 19.51 100.23 32.80

SDB-10(4) 44.72 34.91 0.00 0.11 0.08 0.06 19.93 99.91 32.32

SDB-10(4) 44.53 35.02 0.01 0.00 0.07 0.02 20.18 99.99 32.05

SDB-10(4) 44.47 35.26 0.04 0.05 0.04 0.00 20.18 100.30 31.95

SDB-11(1) 45.69 34.70 0.00 0.08 0.08 0.01 19.66 100.41 33.00

SDB-11(1) 44.48 34.83 0.00 0.18 0.07 0.00 20.23 99.91 32.07

SDB-11(1) 45.53 34.90 0.04 0.04 0.03 0.01 19.88 100.69 32.73

SDB-11(5) 44.67 35.33 0.00 0.00 0.12 0.00 20.37 100.66 31.93

SDB-11(5) 45.65 35.06 0.00 0.00 0.07 0.05 19.59 100.70 32.88

Middle

SDB-24 42.13 35.70 0.02 0.22 0.06 0.04 22.25 100.75 29.58

SDB-24 42.25 35.40 0.20 0.06 0.15 0.01 21.20 99.34 30.21

SDB-24 42.28 35.53 0.00 0.00 0.10 0.00 21.63 99.71 30.04

Table 4.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galena from the Seongdo  deposit

Type
Sample

No.

weight%
Total

mole%

Pb Ag Bi S Cu Fe Cd PbS Ag2S Bi2S3

Skarn

SDS-4 86.75 0.00 0.13 13.75 0.02 0.02 0.15 100.82 99.85 0.00 0.15

SDS-4 86.76 0.06 0.20 13.25 0.04 0.00 0.19 100.61 99.64 0.14 0.22

SDS-4 86.85 0.00 0.00 13.43 0.00 0.01 0.09 100.44 100.00 0.00 0.00

SDS-7 84.78 0.26 0.59 13.38 0.03 0.01 0.11 99.18 98.74 0.58 0.68

SDS-7 84.57 0.23 0.55 13.49 0.02 0.04 0.02 99.02 98.85 0.51 0.64

SDS-7 84.81 0.25 0.72 13.27 0.00 0.04 0.06 99.33 98.61 0.56 0.83

Hydrothermal 

vein

SDB-7(3) 85.50 0.09 0.63 12.83 0.25 0.22 0.08 99.61 99.08 0.20 0.73

SDB-7(3) 84.95 0.24 0.68 13.15 0.00 0.17 0.13 99.43 98.69 0.53 0.78

SDB-7(3) 88.35 0.11 0.00 11.85 0.29 0.22 0.00 100.81 99.77 0.23 0.00

SDB-7(3) 87.31 0.00 0.00 11.54 0.57 0.60 0.00 100.01 100.00 0.00 0.00

SDB-7(3) 87.30 0.18 0.00 11.85 0.00 0.00 0.00 99.44 99.60 0.40 0.00

SDB-7(4) 86.86 0.04 0.00 11.60 1.52 0.84 0.00 100.85 99.91 0.09 0.00

SDB-7(4) 86.40 0.02 0.00 11.38 0.48 1.21 0.00 99.56 99.95 0.05 0.00

SDB-10(4) 85.51 0.17 0.45 12.76 0.22 0.27 0.10 99.49 99.10 0.38 0.52

Fig. 7. Position of tin minerals from the Seongdo deposit

on Cu/(Cu+Sn) vs. Fe/(Fe+Zn) diagram(after Petruk, 19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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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학식을 갖는데, 열수맥상광체에서 산출되는 황석석의

평균조성은 Cu1.93(Fe0.96,Zn0.11)Sn0.98S4.03로서 이상적인

화학식과 유사하다(Table 5). 이를 Petruk(1973)의 함

석 광물 분류도에 도시하면 황석석과 로도스태나이트

(rhodostannite) 중간영역에 도시된다(Fig. 7).

6. 동위원소 연구

6.1. K-Ar 연대측정

성도광상의 광화작용시기를 알아보기 위해 열수맥상

광체의 석영맥 주변부에 변질산물로 산출되는 견운모

에 대한 K-Ar 연대측정을 실시하였다. 분석시료의 K

함량이 4.16 wt.%로 나타난 것은 견운모 외에 소량의

녹니석 등이 함유된 것으로 여겨지며, 분석 결과

108.8±2.1 Ma로서 전기백악기에 해당한다(Table 6).

한편, 광상 동부와 남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는 흑운모

화강암의 Rb-Sr 전암 연대는 85±5 Ma(Na, 1994)와

89.6±2.2 Ma(Lee et al., 2010)으로 모두 후기백악기

에 속하고 있어 본 연구에서 구한 광화작용 시기와 거

리가 있다. 스카른광체와 접하며 소규모 노출을 보이

고 있는 섬록반암이 광화작용의 관계화성암으로 여겨

지며 향후 스카른 및 열수유체의 진화특성과의 관련성

을 파악하기 위해 본 암체에 대한 암석화학 및 동위원

소 연구가 필요한 것으로 판단된다.

6.2. 황 안정동위원소 

성도광상 스카른광체에서 섬아연석 2개, 방연석과 황

동석 각각 1개의 시료와 열수맥상광체에서 유비철석 3

개, 황철석 4개, 황동석 3개, 섬아연석 2개 등 총 16개

시료에 대한 황 안정동위원소 조성을 분석하였다. 분석

결과 스카른광체의 δ34S 값은 5.4~7.2‰(avg. 6.4‰),

열수맥상광체는 5.4~8.4‰(avg. 6.5‰)로서 상호 유사

한 범위를 보인다(Table 7). 이들은 화성기원 황동위원

소 조성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어 광상

을 형성시킨 황이 대체로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으나 일

부 모암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Seal, 2006).

Table 5.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stannite from the Seongdo deposit

Sample
 No.

weight %
Total

mole % Structural formulae
(Total atoms=8)Cu Fe Zn Sn Pb Bi Ag S CuS FeS ZnS SnS

SDB-7(3) 28.18 13.00 1.48 26.88 0.16 0.15 0.16 30.08 100.16 47.93 25.15 2.44 24.48 Cu1.90(Fe1.00,Zn0.10)Sn0.97S4.03

SDB-11(1) 28.38 12.07 1.75 27.33 0.00 0.00 0.00 30.70 100.24 48.56 23.50 2.92 25.03 Cu1.90(Fe0.92,Zn0.11)Sn0.98S4.08

SDB-11(1) 29.05 11.72 2.18 27.51 0.00 0.00 0.00 30.61 101.09 49.05 22.51 3.58 24.86 Cu1.94(Fe0.89,Zn0.14)Sn0.98S4.05

SDB-11(2) 28.86 12.72 1.39 27.16 0.00 0.27 0.04 30.23 100.76 48.73 24.44 2.28 24.55 Cu1.94(Fe0.97,Zn0.09)Sn0.98S4.02

SDB-11(2) 28.71 12.59 1.78 27.01 0.11 0.08 0.04 29.41 99.89 48.48 24.18 2.92 24.41 Cu1.95(Fe0.97,Zn0.12)Sn0.97S3.97

SDB-11(2) 28.47 12.73 1.78 26.77 0.04 0.04 0.02 30.03 99.93 48.24 24.55 2.92 24.28 Cu1.92(Fe0.98,Zn0.12)Sn0.97S4.02

Avg.Cu1.93(Fe0.96,Zn0.11)Sn0.98S4.03

Table 6. K-Ar age of sericite associated with hydrothermal quatz  vein from the Seongdo deposit

Sample 

No.

K

(wt%)

40Ar

radiogenic

(10-8ccSTP/g)

δ40Ar

radiogenic

(10-8ccSTP/g)

36Ar

(10-10ccSTP/g)

δ36Ar

(10-10ccSTP/g)
T(Ma) δT

air 

fraction(%)

SDB-6 4.16 1813.33 1.68 105.13 0.32 108.80 2.10 14.60

Table 7. Sulfur isotope composition of sulfide minerals

from the Seongdo deposit

Type
Sample 

No.
Mineral δ34S(‰) T(°C)*

Skarn

SDS-7
Sp 6.47 Sp-Gn

549±25Gn 5.39

SDS-8
Cp 6.39

Sp 7.24

Hydrothermal 

vein

SDB-7

Py 7.00 Py-Cp

487±25Cp 6.22

Sp 6.55

SDB-10

Asp 5.38

Py 5.83

Cp 5.66

SDB-11

Asp 5.86

Py 6.07

Cp 6.22

Sp 6.56

SDB-24
Asp 8.30

Py 8.43

*Isotope geothermometer calculated by Ohmoto and Rye

(1979).



괴산 성도 연-아연 광상의 산출광물과 생성환경 335

국내 주요 스카른 및 열수교대형 연-아연 광상인 신예

미(–10.1~6.6‰, avg. 2.1‰)(Kim and Nakai, 1982),

연화(1.1~6.8‰, avg. 4.1‰)(Lee, 1985), 가곡(연화 II)

(3.2~4.6‰, avg. 4.0‰)(Lee, 1985), 울진(3.2~4.2‰,

avg. 3.7‰)(Kim and Nakai, 1980) 그리고 장군광상

(3.2~11.6‰, avg. 8.4‰)(Lee et al., 1998)의 황동위

원소 조성과 비교하면 장군광상을 제외하고는 성도광상

의 황동위원소 조성이 높은 것을 알 수 있다(Fig. 8).

장군광상의 경우도 스카른광체에서는 3.2~5.7‰의 낮

은 조성을 보이는데 반해 열수교대광체에서 현저히 높

은 9.9~11.6‰ 조성 범위를 보이고 있어서 모암인

석회암내 황산염광물로부터 유래된 황의 영향을 받았

을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Lee et al., 1998). 성도광

상의 경우도 모암인 석회암으로부터 공급된 황의 영향

이 다른 광상에 비해 다소 컸을 것으로 추정되는데,

태백산분지 조선누층군 석회암에 포함되어 있는 황산

염광물에 대한 황동위원소 조성이 25.9~45.2‰(avg.

33.6‰)에 이르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러한 해석

을 뒷받침 한다(Ishihara et al., 2002).

7. 고 찰

7.1. 생성환경

일반적으로 스카른광상에서는 관계화성암, 모암 및

정출심도에 따른 복합적인 요인에 의해 산화환원환경

이 결정될 수 있다. 특히, 단사휘석과 석류석의 화학조

성은 스카른 시스템에서 생성환경과 밀접한 관련이 있

는데, 환원환경에서는 산화된 마그마가 관입한 경우에

도 석류석/휘석의 비가 낮고, Fe가 결핍된 석류석(그로

슐라)과 Fe가 부화된 휘석(Fe2+ 풍부; 헤덴버자이트)이

정출되는 반면, 산화환경에서는 그와 반대로 Fe가 부화

된 석류석(Fe3+ 풍부; 안드라다이트)과 Fe가 결핍된 휘석

(투휘석)이 정출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Newberry, 1991; Ray et al., 1995; Meinert et al.,

2005; Sui et al., 2017). Choi and Kim(1991)은 태

백산광화대 스카른 광상에서 산출되는 스카른광물을 석

류석과 단사휘석 고용체의 화학성분을 이용하여 산화

환경을 지시하는 투휘석-안드라다이트형과 환원환경을

지시하는 헤덴버자이트-그로슐라형으로 구분하고, 거도

광상과 연화광상은 전자에, 상동광상, 가곡광상 및 울

진광상은 후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해석한 바 있다. 성

도광상 스카른의 경우 휘석의 산출이 두드러지며, 휘

석과 석류석이 각각 헤덴버자이트와 그로슐라에 해당

하는 화학조성을 보이고 있어서 이들이 대체적으로 환

원환경에서 정출된 것으로 해석된다(Fig. 5). 이러한 특

성은 인근 만장광상의 스카른화 작용이 초기 환원환경

에서 점차 산화환경으로 진화하면서 다량의 자철석을

정출시킨 것과는 차이를 이룬다(Lim et al., 2016). 상

호 유사한 모암 특성을 가지는 성도광상과 수반되는

광석광물이나 생성환경이 차이를 보이는 것은 서로 다

른 관계화성암에서 기인된 광화유체의 진화특성이 서

로 달랐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성도광상의 광화작용에 대한 온도와 황분압 조건을

광물공생관계에 따른 상평형관계 및 안정동위원소 평

형온도 등을 이용하여 추정하였다. 유비철석은 침전환

경에 따라 서로 치환관계에 있는 As와 S의 조성이 변

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으며, Fe-As-S계에서 황철석이

나 자류철석과 공존하는 경우 유비철석 내 As의 함량

을 이용하여 생성온도를 추정할 수 있다(Kretschmar and

Scott, 1976). 성도광상에서는 유비철석이 황철석과 공

Fig. 8. Sulfur isotope compositions of the Seongdo deposit compared with representative Pb-Zn deposits in the Taebaegsan

mineralized distri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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존하며 열수맥상광체의 초기와 중기에 걸쳐 산출되는데

초기에는 31.93~33.00 at.% As, 중기 29.58~30.21 at.%

As로서 광화작용이 진행됨에 따라 감소하였다(Table 3). 이

를 Kretschmar and Scott(1976)가 제시한 지질온도계에

적용한 결과 초기의 광화온도와 황분압은 441~490oC,

10-6~10-4.5 atm 이며, 중기에는 330~364oC, <10-8 atm

으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Fig. 9, 10).

공생하는 섬아연석과 황석석의 경우 Fe와 Zn 함량

은 온도에 의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어서 이를 지질

온도계로 활용할 수 있다. 이들의 분별계수는 Kd =

log(XFeS/XZnS)stannite / log(XFeS/XZnS)sphalerite로 표현되는

데 Nakamura and Shima(1982)는 이에 대한 분별반

응온도는 logKd=2.8×103
×T-1−3.5와 같다고 제시했다.

성도광상의 열수맥상광체에서 섬아연석의 Fe와 Zn 함량

은 각각 7.45~14.23 mole%, 85.12~91.37 mole%이고,

이와 공생하는 황석석은 각각 22.51~25.15 mole%와

2.28~3.58 mole%로서(Table 5), 이들의 광물상 평형

온도는 236~254oC에 해당한다(Fig. 11). 황석석이 열

수광화작용 중기 후반부에 주로 정출되는 것으로 보아

앞서 유비철석 지온계에서 추정한 온도를 고려하면 열

수광화작용 초기에 비해 온도가 상당히 감소한 것으로

여겨진다. 다만 섬아연석-황석석 지온계의 경우 황철석이

나 자류철석 같은 철황화물과의 공존하에서 효과적으

로 적용될 수 있으나 성도광상의 경우 그 관계가 다소

모호하여 실제 평형온도와의 차이를 나타낼 수 있다.

동위원소적으로 평형을 이룬 황화광물은 황철석>섬

아연석>황동석>방연석 순으로 δ34S 값이 감소하는 것

으로 알려져 있어서(Faure, 1986) 이러한 조건을 갖춘

Fig. 9. Pseudo-binary condensed T-XAs section of the FeS-

As-S system for the Seongdo deposit(after Kretschmar and

Scott, 1976).

Fig. 10. Temperature-fs2 diagram of the stability field of

arsenopyrite from the Seongdo deposit(after Kretschmar

and Scott, 1976).

Fig. 11. Diagram showing partitioning of Fe and Zn

between stannite and sphalerite at various temperatures

from the Seongdo deposit. Temperature lines are based on

data by Nakamura and Shima(19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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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료를 대상으로 Ohmoto and Rye(1979)가 제시한

지질온도계를 적용하였다. 그 결과 스카른광체(SDS-7)

의 섬아연석-방연석은 549oC로 나타났고, 열수맥상광

체(SDB-7)에서 공존하는 황철석-황동석은 487oC의 동

위원소평형온도를 보인다(Table 7). 특히, 열수맥상광체

의 경우 열수광화작용 중기에 해당하는 광물들로서 이

들은 모두 중기 유비철석의 상평형온도(330~364oC)

보다도 현저히 높은 값을 보인다. 본 연구에서 분석한

광석시료를 구성하는 황화광물의 동위원소조성은 대부

분 앞서 제시한 일반적인 평형상태의 동위원소조성 순

서와 맞지 않거나 혹은 동위원소분별방정식을 적용한

온도가 비정상적으로 높거나 낮은 경우가 많다. 따라

서 전체적으로 황화광물의 정출이 동위원소적으로 충

분한 평형을 이루지 못하였던 것으로 추정되며, 이로

인해 황동위원소 평형온도 또한 실제와 차이를 보일

수 있는 것으로 여겨진다.

국내 주요 금속광상 중에서 스카른 및 열수교대작용

이 발달한 신예미광상의 경우에도 스카른시기에는 유

체포유물 측정결과 440~590oC의 생성온도를 보이고

(Mariko and Yang, 1993), 열수교대광체에서는 315~

350oC로 감소한다(Bae, 1992). 그러나, 열수광체의 섬

아연석-방연석 광물쌍에 대한 황동위원소 평형온도는

400~540oC로 계산되어 높게 나타난다(Kim and Nakai,

1982). 장군광상의 경우 신예미광상보다 전체적으로 온

도는 낮으나 스카른시기에서 열수시기로 진행되면서 광

물상평형온도가 345~433oC에서 245~315oC로 감소하

는 경향을 보이며, 후자의 경우 황철석-방연석 황동위

원소 지질온도계는 341~375oC로서 여전히 높게 나타

난다(Lee, 1985). 두 광상 모두 황동위원소 평형온도가

광물상 평형온도보다 높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나 모

두 고온의 스카른에서부터 열수시기로 온도가 감소하

면서 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보인다. 마찬가지로 성

도광상도 초기 고온의 스카른 시기에서 점차 온도 및

황분압이 감소하면서 열수광화작용이 진행된 것으로 여

겨진다.

7.2. 섬아연석의 미량원소

섬아연석은 일반적으로 광석광물로서 정출된 후 화

학조성이 거의 변화하지 않기 때문에 광화작용시의 물

리학적 생성환경을 그대로 반영하는 광물로 알려져 있

다. 섬아연석 내 철의 함량은 광상의 생성온도, 유황분

압, 생성심도의 요인에 따라 현저한 조성 차이를 보이

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다(Scott and Barnes, 1971;

Vaughan and Craig, 1997). 또한, 섬아연석은 철 이외

에도 Cd, Mn, Cu, Ga, Ge 등 다양한 원소들을 함유

하고 있으며 이들의 조성이 생성환경에 따라 각각 다르

게 나타난다(Mizuta et al., 1984; Cook et al., 2009).

섬아연석의 철함량은 광상 유형에 따라서도 현저한

함량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는데 국내 스카른형

이나 각력파이프형 금-은광상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

은 >10 mole% FeS의 높은 함량을 보이는 반면, 열

수맥상형 금-은 광상의 경우 <10 mole% FeS로 낮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는 것으로 알려졌다(Choi et al.,

2004). 성도광상의 경우 암회색 및 적갈색 스카른형 섬

아연석의 경우 각각 17.40 mole%, 3.62 mole% 그리

고 열수맥상광체에서는 10.31 mole%을 나타냄으로써

급격한 조성변화를 보이는 것으로 나타난다. 

Fe와 Zn의 함량은 관계화성암에서 멀어질수록 Fe는

감소하고 Zn은 증가하는 변화를 보이며(Palero and

Martin, 2005; Kwak et al., 2015), Fe와 비슷한 지

구화학적 특징을 보이는 Mn의 경우 섬아연석 내에서

Fe 함량과 동조적으로 변화하며 이에 따라 Mn은 고온의

광상에서 농집되는 경향이 있다(Fig. 6)(Charkrabarti,

1967; Craig et al., 1984; Gottesmann et al., 2009).

국내 연-아연 광상의 섬아연석에 대한 연구에서도 Mn

은 Fe와 더불어 증가하는 관계를 보이는 것으로 알려

졌으나(Chon and Shimazaki, 1986; Kwak et al.,

2015), 금-은 광상에서는 은이 부화된 경우 Mn도 증가

하는 경향이 있으나 금이 부화된 경우 Mn은 대체로

낮은 함량을 보인다(Choi, 1993). 섬아연석 내 Cd의

경우 국내 일부 금-은광상에서는 Cd 함량이 높은 반면,

대부분의 연-아연광상에서는 낮게 나타나는 경향이 있

으며, Cd 함량은 마그마 분화나 열수유체의 진화 특성

에 따른 영향을 받을 수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Chon

and Shimazaki, 1986). 대봉 금광상의 경우에도 초기

고온성 광물과 공생관계를 갖는 섬아연석의 Cd 함량

은 낮은 반면, 후기 저온성 광물과 공생관계를 이루는

섬아연석의 Cd 함량은 높게 나타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1992).

성도광상과 국내 주요 연-아연 및 금-은광상의 생성

환경을 FeS-MnS-CdS 조성비를 이용하여 비교하였다

(Fig. 12). 연-아연 광상의 경우 일반적으로 Cd이 결핍

되어 있고 상대적으로 Mn이 부화된 경향을 보이는데

반해, 금-은 광상은 이와 반대로 Mn이 결핍되어 있고

Cd이 부화된 경향을 나타낸다. 성도광상의 경우 스카

른광체는 섬아연석 유형에 따라 다르게 도시되는데 암

회색 섬아연석은 연-아연광상 영역에 해당하는 반면,

적갈색 섬아연석은 Cd이 부화되어 다이어그램 중앙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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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 도시된다. 열수맥상광체의 경우 Mn이 결핍된 조성

을 보이며 기존 금-은광상의 영역에 도시되는 것을 알

수 있다. 이러한 특징은 스카른광체를 형성한 광화유

체와 열수맥상광체 형성에 관여한 유체의 조성에 변화

가 있었음을 시사하며 이러한 변화는 온도감소에 따른

마그마기원 유체의 진화 그리고 모암과의 반응 등의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작용한 결과로 해석된다. 

8. 결 론

(1) 성도 연-아연 광상은 옥천층군 중앙부의 화전리

층의 석회암을 교대한 스카른광체와 모암내 열극을 충

진한 열수맥상광체로 구분되며, 광화시기는 K-Ar 연대

측정결과 108±2.1 Ma에 해당한다.

(2) 스카른광물은 헤덴버자이트 계열의 휘석이 주를

이루며 그로슐라-안드라다이트 계열의 석류석과 함께

규회석, 투각섬석, 녹염석 등이 소량 수반되는데, 이들

은 대체로 환원환경에서 정출된 것으로 해석된다.

(3) 광석광물로는 스카른에서는 섬아연석 및 방연석과

소량의 황철석, 자류철석, 황동석이 산출되고, 열수맥상

광체에서는 유비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및 황철석과 더

불어 방연석, 자연비스무스 및 황석석이 소량 수반된다.

(4) 스카른광체 섬아연석은 황동석 병변을 포함하지

않으며, 암회색 섬아연석은 평균 17.4 mole% FeS, 적

갈색 섬아연석은 평균 3.6 mole% FeS의 낮은 함량을

보인다. 황동석 병변이 두드러진 열수맥상광체의 섬아

연석은 평균 10.3 mole% FeS 조성을 갖는다. 이들을

국내 주요 연-아연 및 금-은 광상의 FeS-MnS-CdS 함

량비와 비교한 결과 스카른광체는 연-아연광상 영역에,

열수맥상광체는 금-은 광상 영역에 도시된다.

(5) 열수맥상광체에서 산출되는 유비철석의 As 함량은

초기 31.93~33.00 at.%에서 중기 29.58~30.21 at.%

로 가면서 점차 감소하며, 이를 이용한 광화온도와 황

분압은 초기 441~490oC, 10-6~10-4.5 atm.와 중기

330~364oC, <10-8 atm.에 해당한다. 광화중기 후반부의

섬아연석과 공생하는 황석석의 Fe와 Zn 조성비를 이

용한 광물상 평형온도는 236~254oC의 범위를 보인다.

(6) 스카른광체 광석광물의 황동위원소 조성은

5.4~7.2‰, 열수맥상광체는 5.4~8.4‰로서 화성기원

과 유사하거나 다소 높은 값을 나타내어 광상을 형성

시킨 황이 대체로 마그마에서 유래되었으나 일부 모암

의 영향을 받았음을 시사한다.

Fig. 12. Relationship of FeS, MnS and CdS contents(mole%) for sphalerites from (A)representative Pb-Zn deposits:

Yeonhwa and Gagok(Yeonhwa II)(Chon and Shimazaki, 1986), Shinyemi(Kim et al., 1981), (B)representative Au-Ag

deposits: Eunchi(Park et al., 1988), Bodeok(So et al., 1993), Samkwang(Yoo et al., 2002), and (C)Seongdo deposit(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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