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디셉션섬은 남극과 남아메리카 사이 드레이크 해협에 남쉐틀랜드 섬 남서쪽에 위치하고 있으

며, 또한 남쉐틀랜드 해구를 따라 피닉스판이 섭입되는 배호분지 환경에 위치한다. 디셉선섬 

화산 암석에 대한 기존의 연구는 전암을 진행되었고, 그 수도 많지 않다. 이번 연구에서는 감

람석과 사장석 반정에 분포하는 멜트포유물의 주원소, 미량원소, 그리고 Pb 동위원소 분석을 

통하여 디셉션섬을 형성한 마그마의 기원을 알아보고자 한다.

튜브형 전기로를 통하여 1250 ℃에서 1시간 동안 가열하여 균질화한 후, 멜트 포유물에 대한 

microanalysis를 실행하였다. EPMA 주원소 분석 결과, 감람석 및 사장석 멜트포유물 대부분 

subalkaline계열의 피크로현무암-현무암 조성을 나타나고 사장석 내 일부 포유물 경우 alkaline

계열의 조면현무암 및 테프라이트 성분을 보인다. 미량원소는 LA-ICP-MS 미량원소 분석 결

과, 모든 멜트포유물에서 전암에 비해 U 함량을 보였고, 감람석내 멜트포유물의 경우 사장석

에 비하여 높은 Ba, Pb, Zr, Hf 함량을 보였다. 또한 일부 멜트포유물은 높은 Nb/Ta 비율 및 

Zr, Hf 함량을 보였다. 감람석 내 멜트포유물은 LILE원소(Ba, Pb, U)가 많이 부화되는 arc 마

그마와 유사한 특징이 나타나며, 이에 반해 사장석 내 멜트포유물은 전암과 유사하며, HFSE원

소(Hf, Zr)들이 부화되는 것으로 보아 깊은 arc 마그마 특징을 보인다.

일부 균질화된 멜트포유물은 SHRIMP를 이용하여 204Pb, 206Pb, 207Pb, 208Pb를 분석하였다. 연구

된 대부분 포유물의 경우 Pb 함량이 매우 낮기 때문에, 직경이 35μm보다 큰 멜트포유물들을 

선별하여 분석하였다. 사장석 멜트포유물의 206Pb/204Pb, 207Pb/204Pb, 208Pb/204Pb 비는 전암과 유

사하였다. 하지만 감람석 멜트포유물의 경우 Pb isotope 비가 전암보다 전체적으로 높았으며, 

이는 디셈션 섬을 형성한 마그마의 다양한 기원을 지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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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디셉션섬및시료채취위치

디셉션섬위치
:남극반도와브랜스필드
사이에위치한남쉐틀랜드
섬들의서편에위치함

시료를채취한 Stonethrow
Ridge Formation은칼데라분출
후에가장먼저생성된
지층으로암석은주로현무암
또는현무암질안산암이주로
발견됨(Smellie, 2001). Fig 2. 멜트포유물의투과및반사그리고 BSE 이미지

멜트포유물: 마그마진화함에
따라결정이정출시에결정
내에마그마가포획되어
만들어지는것으로이는
마그마초기에대한연구가
용이함 (e.g. Roedder, 1979, 
1984). 

편광현미경사이에투과와
반사사진에서감람석및
사장석내의균질한
멜트포유물을쉽게확인할수
있으나 BSE 이미지에서는
구분하기힘듬

BSE image 내의네모영역안에
감람석및외부표준물질을
모두넣고분석해야 isotope 
fractionation 일어남으로
SHRIMP 이용시에는 1 mount 
분석보다 2 mount를이용하여, 
Pb 동위원소분석을추천함

NIST612

NIST614

Volcanic glass

감람석

Reference

SHRIMP는이온빔크기는전류값을이용하여조절함으로이에따른 count 
변화를확인하였으며, 이온빔크기는달라도항상일정한 count를얻는
것으로확인할수있었음. 그리고빔크기가크면클수록많은 count를얻는
것도확인함.

Fig 3. Ion Beam size에따른 204Pb count수
NIST614  206Pb/204Pb 재현성은기존에알려진참조값범위안에측정한값의
평균값이들어가는것을확인할수있음. 207Pb/204Pb, 208Pb/204Pb 값도모두
참조값에수렴함으로 Pb 동위원소분석은안정적임을확인함. 

Fig 4. NIST614 206Pb/204Pb 재현성. 

Fig 5. 감람석및사장석내의멜트포유물 208Pb/206Pb vs. 207Pb/206Pb 

Fig 5와같이 207Pb/206Pb와 208Pb/206Pb의사장석내의멜트포유물(207Pb/206Pb= 
0.81-0.85 와 208Pb/206Pb= 1.83-2.09)이감람석내의멜트포유물(207Pb/206Pb= 0.82-
0.84 와 208Pb/206Pb= 2.03-2.22) 보다변화폭이큼

감람석내의멜트포유물은브랜스필드해협자료와(Keller et al., 2002) 비슷한
영역에표시된다. 사장석내의멜트포유물은감람석내의멜트포유물보다
EM2과 HIMU에분산되어나타남.

전암은 (207Pb/206Pb= 0.83, 208Pb/206Pb= 2.05)로감람석내의멜트포유물분석
범위내에전암값이포함되며,브랜스필드섬 Pb 동위원소범위안에나타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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