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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브랜스필드 해협 및 시료 채취 위치

그림 2. 브랜스필드 화산암 MgO와

주원소 변화 도표 (Harker diagram)

그림 3.  브랜스필드 화산암 TAS diagram 
(HR=후크해령, OV=오르카 화산체, TS=쓰리 시스터즈, BF=브랜스필드 동부분지)

그림 5 브랜스필드 화산암의 206Pb/204Pb와 87Sr/86Sr

그리고 206Pb/204Pb와 143Nd/144Nd를 결핍맨

틀과 비교 (Keller et al.,2002)

(점선은 결핍맨틀과 섭입된 금속을 포함하는

퇴적물과 혼합되는 양를 계산한 것이다.)

그림 6. 브랜스필드 해협 디셉션섬 화산암 사장석 반정에서 발견한 멜트포유물 균질화 실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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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량원소 지구화학 • Nb 음의 이상값과 Pb 양의 이상값

이 공통적으로 나타나고, 대부분

지역에서 나타나는 Sr과 Eu 음의

이상값은 사장석 계열의 광물이 분

별 작용으로 생각된다.

• LREE가 HREE에 비해 조금 부화되

었다.

• 쓰리시스터즈 (TS) 시료가 다른지

역시료에 비해 Zr 그리고 Hf이 상

대적으로 농집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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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4. N-MORB로 표준화한 브랜스 필드

화산암의 불호정원소 패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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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모든 지역에서 현무암부터

유문암 (SiO2 함량 : 45~75

wt%) 까지 넓은 조성을 보

이지만 안산암 조성이 나타

나지 않는 불연속성이 관찰

된다 (Daly gap: Daly, 1925;

Chayes, 1963; Bonnefol

etal., 1995).

• MgO 함량에 대한 주원소

상관관계 도표를 비교해 보

면, 사장석, 자철석 및 인회

석이 분별 정출로 인해 마

그마 조성이 변화하고 있음

을 확인할 수 있다.

• 총 12개 화산암 시료에 대한 Sr-Nd-Pb 동위원

소를 분석하여 마그마 혼합 모델 (Keller et

al.,2002) 에 대비하였다.

• 브랜스필드 화산암의 Sr-Nd-Pb 동위원소 비를

결핍 맨들 성분과 섭입대에서 섭입된 함금속

퇴적물 성분의 혼합도를 계산하였을 때, 결핍

맨틀에서 퇴적물이 1 – 2% 정도 혼합된 것으로

보인다.

• 브랜스필드 해협 서쪽 끝의 디셉션섬 화산암의 감람석 및 사장석 반정에서 멜트포유물을 관찰하

였고, LINKAM-TS1400XY를 이용하여 사장석에 대해 재균질화를 시도하였다.

• 사장석 내 멜트포유물은 1200 ℃~ 1300 ℃ 사이에서 균질화 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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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브랜스필드 해협은 남극반도와 남셰틀랜드 군도 사이에 위치하고 있으며 배호분지 이며

다양한 화산체들이 분포하고 있다.

• 브랜스필드 해협은 서부, 중앙, 동부 분지로 구분될 수 있으며 서부 분지의 디셉선섬, 중앙

분지의 후크 해령, 오르카 화산체, 스리 시스터즈 해령, 동부 분지의 암석을 드렛지를 이용

해 채취하였다.

0

2

4

6

8

10

12

14

16

40 45 50 55 60 65 70 75 80

N
a 2

O
 +

 K
2O

, w
t. 

%

SiO2, wt. %

Picro-
basalt

Basalt
Basaltic
andesite

Andesite Dacite

Rhyolite

Trachybasalt

Trachyandesite
Basaltic
trachyandesite

Trachyte if
Q < 20% in QAPF

Basanite if
Ol > 10%

Tephrite if
Ol < 10%

Phonotephrite

Tephriphonolite

Phonolite

Foidite

Trachydacite if
Q > 20% in QAPF


	슬라이드 번호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