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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is study intended to evaluate typical models on various ore 

deposit types in Korea, for the geological survey and prospecting. 

Five mines of three ore deposit types - vein, metasomatic and 

magmatic type - were selected for the study as below. 

• Vein type : Mukeuk Mine(Gold-Silver} 

• Metasomatic type : J anggun MineUεad-Zinc)， Shinyemi Mine(Iron} 

Magmatic type Konamsan Area, Soyeonpyeongdo Ore Deposits. 

1. Mukeuk Mine 

a. Economic minerals, which predominently consists of gold a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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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lver, are included in the quartz veins with orientations of NlO -15 0 W , 

in the coarse biotite granite, which is predominantly distributed in the 

mme area. 

b. The prominent ore vein is Nr. 8 vein. The gold/silver is 

decreased according to the increase of pyrite content in the ore vein. 

c. The mine have been devloped for last few tens of years up 

to 20 levels underground. The ore contents have a tendency to 

decrease in quality in depth. 

2. J anggun Mine 

a. There are three types of ore bodies in the mine area, i.e. , 

lead-zinc- silver, vanadium and iron. At the present, only 

lead- zinc- silver ore bodies are developed. 

b. The lead- zinc- silver ore deposit is a hydrothermal metasomatic 

type, which developed in the contact zone of limestones and the 

Chunyang Granites. 

The main ore minerals consist of pyrite, magnatite, arsenopyrite, 

sphalerite and chalcopyrite. 

3. Shinyemi Mine 

a. The mine have two types of ore deposits, i.e., hydrothermal 

metasomatic ore deposits which developed at the contact zone of M하<:gol 

Limestone and igneous rocks, and cavity-filling type ore deposits. At the 

present, iron ore bodies are under development in the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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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The ore deposits have a zonal structure, which consists of 

three zones, pyroxene-garnet-homblende zone, magnetite-olivine-chlorite 

zone and magnetite- serpentine-chlorite zone, from the igneous rocks 

to the limestones. 

4. Konamsan Area 

The ore deoposits developed in the gabbro in this area, 

cornpnsmg the titaniun-bearing magnetite ore bodies(Fe 46- 48%, Ti02 

17-18%). Other ore minerals produced in the ore bodies are hematite, 

sphene, chalcopyrite, pyrite and other sulfuric minerals. 

5. Soyeonpyeongdo Deposits 

The ore deposits developed in the homblend schist of the 

Precambrian. The ore bodies are divided into two parts, resulted from 

a NS fau1t movement which occurred after the development of the 

ore deposits. 

The ore bodies consist of magnetite, titanomagnetite and hematite. 

The ore minerals, generally, have graunllar textures, compnsmg the 

grain size of 0.017 - 0.5μm. 

q 
니
 



도면목차 

도면 1- 1. 무극광산 개발현황 및 갱도분포 

도면 1- 2. 심부개발상황 
도면 1- 3- 1. 레벨별 개발상황 0- 3 레벨) 

도 면 1- 3- 2. 레 벨 별 개 발 상 황 (4 레 벨 ) 

도면 1- 3- 3. 레벨별 개발상황 (5 레벨) 

도면 1- 3- 4. 레벨별 개발상황 (6 레벨) 

도 면 1- 3- 5. 레 벨 별 개 발 상 황 (7 레 벨 ) 
도면 1- 3- 6. 레벨별 개발상황 (8 레벨) 

도 면 1- 3- 7. 레 벨 별 개 발 상 황 (9 레 벨 ) 
도면 1- 3- 8. 레벨별 개발상황 00 레벨) 

도면 1- 3- 9. 레벨별 개발상황 (11 레벨) 

도면 1- 3- 10 . 레벨별 개발상황 02 레벨) 

도면 1- 3- 11. 레벨별 개발상황 03 레벨) 

도면 1- 3- 7. 레 벨별 개 발상황 04 레 벨) 

도면 1- 3- 8. 레벨별 개발상황 05 레벨) 

도면 1- 3- 9. 레벨별 개발상황 06 레벨) 

도면 1- 3- 10. 레벨별 개발상황 07레벨) 

도면 1- 3- 1l. 레벨별 개발상황 08레벨) 

도면 1- 4. 심부광체발달상황 
도면 1- 5- 1.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 3 레벨) 

도면 1- 5- 2.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4 레벨) 

도 면 1- 5- 3. 레 벨 별 광 체 발 달 상 황 (5 레 벨 ) 
도면 1- 5- 4.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6 레벨) 

도면 1- 5- 5. 레 벨별 광체 발달상황 (7 레 벨) 

도면 1- 5- 6.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8 레벨) 

도면 1- 5- 7.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9 레벨) 

도면 1- 5- 8.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0레벨) 

도변 1- 5- 9.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1 레벨) 

도면 1- 5- 10.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2 레벨) 

도면 1- 5- 11.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3 레벨) 

F 

서
 니
 



도면 1- 5- 12.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4레벨) 

도면 1- 5- 13.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5레벨) 

도면 1- 5- 14 .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6레벨) 

도면 1- 5- 15 .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07 레벨) 

도 면 1- 5- 16. 레 벨 별 광 체 발 달 상 황 08 레 벨 ) 
도 면 1- 5- 17. 레 벨 별 광 체 발 달 상 황 09 레 벨 ) 
도면 1- 5- 18. 레벨별 광체발달상황 (20 레벨) 

- 6 -



그럼목차 

Fig. 1. Location map of J anggun mine 

Fig. 2. Geological map of the J anggun mine area 

Fig. 3. Idealized N-S geologic section of the Janggun mine 

Fig. 4. Ore bodies and adits of the Janggun mine 

Fig. 5. Cross-sectional diagram of the Janggun mine 

Fig. 6.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the main adit(591m) 

of the Janggun mine 

Fig. 7.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533m level of the 

Jaggun mine 

Fig. 8.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533m level of the 

Janggun mine(magnetite ore body) 

Fig. 9.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483m level of the Janggun 

mme 

Fig. 10.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443m level of the Janggun 

mme 

Fig. 11.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393m level of the 

Janggun mine 

Fig. 12.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343m level of the Janggun 

mme 

Fig. 13. Paragenetic sequence of skarn and ore minerals in the skarn 

stage from iron deposit of the Janggun mine 

Fig. 14. Location map of the Shinyemi mine area 

Fig. 15. Geological map of the Shinyemi mine area 

Fig. 16. Underground geological map of the Shinyemi mine 

Fig. 17. Geological cross sections of the Shinyemi mine 

7 -



Fig. 18. Underground geological maps of the magnetic deposit at the 

Shinyemi mine. 

Fig. 19. Underground geologic sketch map showing magnesian and 

intermediate skarns of the magnetite deposit and the west 

sulfide deposit at 514m level. 

Fig. 20. Underground geologic sketch map on the side wall showing 

the occurrence of endoskarn (a) and exoskarn including 

magnesian skaran and intercalated intermediate skarn (b) at 

436.2m level. 

Fig. 21. Underground geologic sketches on the side walls showing 

features of the boundaries between granite porphyry and 

quartz porphyrγ at -6 level 

Fig. 22. Underground geologic sketch map exhibiting the C ore body 

of the magnetite deposit at -6 level 

Fig. 23. Underground geologic sketches on the side walls showing 

zonal arrangement of the skarns 

Fig. 24. Schematic mineral association sequenc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Shinyemi mine(after D.H,See 1984) 

- 8 -



목 차 

ABSTRACT 

서 론 ..... ............ .................................... .................. .... .......... ............. .. ............................. 11 

제 1 장 맥 상광상 ...... .. ... ......... .... .... ................ .... ...... ... .................................. .............. 13 

1. 무극광산 ... ....... ... ............... .. ...... .... .. .............. ..... .. ........................ .................... ...... 13 

가. 위 치 ...................... .......... .. ................................................................. ............ 13 

나. 지 질 ...... .. ..... ............ .... .. .. ........ .. ......... ................. ....... ... ......... .. .... .... .. ........... 13 

다. 광 상 ....................................... ............................... ... ...................................... 15 

라. 광 황 ................................................................... .......... .. ....... ... ...................... 16 

마. 광상분석 ... ........ .................................................................. .............................. 검 

제 2 장 교대 광상 ....................................................... ................................................. 106 

1. 장군광산 .... ........................................................................................................... 106 

가. 위 치 ............................ ...... .......................... .... ..... ............................... .... .. .. .. … 106 

나. 지 질 ............................... .. ... ............................................................................. 106 

다. 광상 ... ....................... ................... ............. ........ .... ........................................... 115 

라. 지 질 구조 ........ ‘ .................. . ... ................ . . ... . ... . .. . ...... . ...... . ......... . ...... . ..... . ........ 128 

마. 광석 과 광물 ... .. .. .... ............ ............................................................................ 129 

바. 모암변 질 .. .................... ..... .... ....... ..... ........ ............ ..... .. ... ............. ..... .... ...... .... 133 

사. 물리 화학적 생 성 조건 .. ........... ........... .... ..... .. ................................................ 133 

2. 신 예 미 광산 ....... .................. … ................................... .............. .... ..... ......... ..... ....... 135 

가. 위 치 .......... .... ... ..... ...... .. .. .. .. ..... ... .. .. .. ..... .. .............. ....... .............. .. ... .... ............ 135 

나. 지 질 .......... .... .. ........................... ...................................................................... 135 

- 9 -



다. 광상 ..... ..... .... ....... ........................................ ..... ... ... ............ ... ....................... … 136 

라 광산현황 ... ................ ...... .... ...................... ... ........ ... ...... .. ....... ... ..... .. .... ... ...... ... 149 

마. 광물의 대상분포 ...... ...... ... .. .... ....... ......................... ... ...... .. ........ ... ........ ... .. .. . 156 

바. 광물의 생 성 .... .. ............. .... ..... ...................... ...... ...... .... .... ..... ... .... ..... ... ... ...... 156 

제 3 장 마그마광상 ..... .... ................... ......... .. ...... .......... ........ ... ........... .......... ... .. ‘ … .. 159 

1. 연천 고남산 철광화대 ... .......... .................. ..... .... ... ..... .... ........ .......................... . 159 

가. 위 치 , 교통 및 지 형 .. .. ..... ... ........... ... .... ... .... .. ... .... .... ..... ................. .............. 159 

나. 지 질 ..... ............ .. ...... ......... .......... ..... .......................................................... …… 159 

다. 광상 .... ........... .. .............. ... ... ... ..... .. ..... ... ... .. .... ............ .... ... … …… … ............ … 160 

2. 소연 평 도 함티 탄자철 광상 .. .. ........... .................................................................. 162 

가. 위 치 ...... ..... .......... .................. ...... .... .... ... ........ ... ...... ... .. ..... ................. ....... .. .... 162 

나. 지 질 .... ..... ................................................................ .. .. ..... .......... ..... .............. .. 162 

다. 광상 ................................................................................................................. 163 

라. 광물 .. .... .... ..... ...... ........................ ................................... .. ....... .. ...... .. ...... ... .... . 164 

마. 광상의 성 인 ................. .. ............................... ... .................. ... ................ ..... .... 165 

바. 품위 와 매 장량 .. ... ........... .... ...... .. .. .. .................... ..... .. .... ..... ..... .. ... ................. 166 

결 론 ...... ... ....... .. .... .... ...... ...................................................... ......................... ………… ... 167 

참 고 문 현 ................... ....................................... ... .. ... .. ....... ........ .............. ................. 171 

- 10 -



서 료르 
'-

이 연구는 기존의 조사 및 탐사자료들을 종합하고 이를 분석하여 국내 광상 

의 종류별 유형을 찾아내고 이를 통한 광상의 모댈정립에 목적이 있다. 또한 

광상의 조사 및 탐사에 정립된 모델을 적용함으로써， 새로운 조사/탐사방법의 

개발을 유도하는 것도 이 연구가 가진 또 하나의 목적이다. 이를 위하여 1차년 

도인 1998년에는 여러 기관이나 단체(한국자원연구소， 광업진흥공사， 광업회사 

등)가 보유하고 있는 조사， 탐사 및 개발자료들을 수집하고 이들 자료의 종합처 

리를 통하여 기초분석， 패턴의 연구에 주력하였다. 

연구대상광산의 선정 

1998년도의 연구대상 광산은 광상의 유형 및 생산광종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선정되었다. 

• 맥상광상 : 무극광산(금광) 

• 교대광상 : 장군(금호)광산(연-아연광) , 신예미광산(철광) 

• 마그마광상 : 고남산 철광화대， 소연평도 함티탄자철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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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료 

자료는 한국자원연구소에서 보유하고 있는 연구조사자료， 대한광업진흥공사 

및 각 광산이 보유한 갱내도 및 갱내개발도 등을 대상으로 하였다. 

연구방법 

• 전산처리 : 전산처리는 주로 광체의 현황에 대한 자료가 가장 정밀하고 

풍부하게 수록된 무극광산에 대해 이루어졌다. 전산처리를 통하여 광체개발패 

턴， 광체의 품위와 경향， 광체별 특성 등에 대한 패턴을 분석코자 하였다. 

• 광상분석 : 교대광상타잎인 장군광산 및 신예미광산에 대해서는 주로 광 

상의 성인 및 과정에 대한 종합적인 패턴분석을 시도하였다. 이에 따라 산출광 

물의 특성과 스카른광물에 대한 각 종 보고서 및 연구결과의 종합이 중요성을 

띠게 되었다. 

• 기타 : 고남산 및 소연평도지역은 상대적으로 자료가 빈약하나 마그마광 

상으로서의 특정인 조성광물에 대한 정보의 종합에 주력하였으며， 이를 통하여 

국내 마그마광상의 특징적인 유형분석에 대한 기초자료로서의 이용을 할 수 있 

게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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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맥상광상 

맥상광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상모벨링연구에서는 무극광산을 선정하였다. 무 

극광산은 흑운모 화강암을 모암으로 이에 발달된 석영맥에 배태된 10여 개의 

광맥을 대상으로 개발되어왔다. 

1. 무극광산 

가. 위치 

무극광산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음성군 금왕읍에 위치하며， 지리좌표상으 

로는 동경 129.05，북위 36，52를 점 한다. 

연구대상흥산뀌치 

냐- 지절 

무극광산지역의 지질은 경상계 백악기의 백야리층과 후기에 이를 관입한 조 

립질 흑운모화강암으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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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야리층은 본 역 동측에서 화강암과 N20 0 E 방향으로 거의 직선상의 경계 

를 보이며 분포한다. 이 층은 회색의 역암， 역질사암 및 셰일 등으로 구성되며 

적색상은 거의 나타나지 않는다. 역암의 역은 장경의 4 - 20 cm 이며 호상편마 

암， 화강편마암， 화강암， 규암， 석영 및 적색사암 등으로 구성된다. 역 중에는 

호상편마암의 역이 가장 많고 기질은 알코스질로 되어 있다. 

조립질 흑운모화강암은 본 역 서측 저지대에 분포한다. 주 구성광물은 조립 

질의 장석， 석영， 흑운모 등이며 이 화강암 내에 백야리층의 암석을 포획암으로 

가지고 있다. 이 화강암과 백야리층의 접촉부 부근에서는 퇴적암이 현저한 열 

변성작용을 받고 있다. 본 암은 전체적으로 보아 유백 내지 회백색을 티나 맥 

의 연변부는 녹니석화작용을 받아 담녹색을 띠며 세립의 황철광， 자류철광이 

산점상으로 분포한다. 

기타 갱내에서 부분적으로 관찰되는 담녹색 치밀질의 염기성암맥을 들 수 

있는데 폭은 1M이내이며 맥과 평행 또는 국부적으로 사교하며 발달된다. 

다. 광상 

광상은 NlO -15 0 W 방향으로 상기 조립질 흑운모화강암 내에 발달되는 열 

극을 충진한 석영맥들로 이 중 10 여개조가 가행대상으로 탐광 또는 채광되었 

다. 석영은 담회색， 유백색 또는 담홍색을 띠며 유화광물의 세맥이 전체 석영맥 

중 폭 l- lOcm 내외로 3-4개조 발달되어 있다. 일부 광맥(구책촌지역)은 석영 

반암의 상반， 하반 또는 암맥내에 배태되는 경우도 있다. 본 역의 광맥들은 백 

야리층과 흑운모 화강암의 경계부를 따라 밀집 분포되어 있으며， 노두 발달상 

태가 가장 양호한 8호맥을 중섬으로 좌우측에 거의 대칭적으로 3 -4개조가 평 

행 발달되 고 있다(도면 1- 1). 

본 광상은 여러 시기에 걸쳐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이는 품위가 높은 

부분과 빈광 부분이 비교적 뚜렷하며 광화작용의 기간 중에 일어난 파쇄작용 

에 의하여 앞선 시기의 석영이 후기의 석영에 의하여 절된되거나， 선 시기의 

석영 암편이 후기의 석영맥에 포획되어 있는 것으로 알 수 있다. 금은 엘렉트 

럼의 형태로 황철광에 포획 또는 수반되어 산출되기도 하는데， 일반적으로 맥 

이 분기되면 연장성 및 품위가 불량해지고 합쳐질 경우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 

여 준다. 또한 황철광의 함량이 증가하고 입도가 세립화 할 수록 품위가 높아 

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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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광물은 황철광을 주로 하여 자류철광， 섬아연광， 방연광， 황동광， 자연 

은， 휘은광 등이 있다. 맥폭 및 연장은 맥에 따라 다르나 맥류의 경우 0.2 -

2.0 M 정도의 팽축범위를 가진다. 연장은 2호맥과 3형제맥에서는 약 2,000 M 

이상까지 확인된다. 

본 광산에는 2호맥， 삼형제맥， 박산맥금용맥， 7호맥， 8호맥 등 10여개조가 과 

거에 개발되었으나 대부분이 붕락되어 신규굴진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본 광산은 하부 개발을 위하여 3개의 지표수갱 (Open Shaft)과 2개의 맹수갱 

(Blind Shaft) 이 굴착되어 있으며 본 수갱의 지표에서 하 8번갱， 제 2수갱은 하 

5번갱까지 굴하되어 있으며 하 8번갱에서 하 15번갱까지는 제 1맹수갱이 하 15 

번갱 부터 최하부갱인 하 20번갱까지는 제 2맹수갱을 이용 개발하였다. 맹수갱 

은 2호맥을 대상으로 하였으며 현재 8번갱준 하부개발을 위하여 양수 및 수갱 

복구작업 중이다. 

라. 광황 

1) 광맥별 광황 

각 맥별로 광황을 보면 다음과 같다. 

o 삼형제맥 : 현재 본 광산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광황이 양호한 맥이다. 

과거에는 제 2수갱 북특에 위치한 5수갱을 이용하여 하 2번갱까지 개발하였으 

며 그 하부에 대하여는 제 2수갱을 통하여 개발되었다. 맥폭은 0.3 - 2.0 M 
연장은 현재 갱도에 의해 약 1.000 M 확인되어 있으나 연맥굴진이 계속됨에 

따라 그 연장은 증가될 것이다. 하 3， 4， 5번갱 및 하 8번갱이 1,000 M 정도 연 

맥굴진되어 있으며 하 6. 7번갱은 현재 굴진 중이다. 품위는 Au ND -

1,1317.4 g/ t , Ag Tr - 2,925 g/t이며 국부적으로 맥폭이 O.l M 이하로 작아지 

거나， 단층파쇄대만 나타나는 빈광대가 수회 반복되어 나타난다. 또한 본 맥은 

하부로 가면서 광황이 양호해지는 경향을 보여준다. 

。 7호맥 : 2호맥에 따라 하 8번갱 까지 굴하되어 있는 본수갱의 하 6번갱준 

에서 S 65W 방향을 370 M 크로스굴진을 실시하여 착맥되었으며 북측 및 남 

측으로 연맥굴진을 하여 2개소의 부광대를 확인하였다. 맥폭은 0.5 - 0.6 M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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며 품위 는 Au ND - 66.4 g/ t, Ag T r - 1,433 g/t으로 나타났다. 

。 8호맥 : 본 맥은 본수갱 하 3번갱준에서 동측으로 500 M 크로스굴진을 

실시한 후 착맥되었으며 본 갱준에서 7호맥의 상부도 확인된다. 본 맥은 북측 

으로만 540 M 정도 연맥굴진을 실시하였으며 2개소에 연장 340 M의 부광대가 

확인되어 있다. 본 맥은 0.4 - 0.6 M , 품위는 Au ND - 220.9 g/ t, Ag Tr -

1,683 g/t으로 나타났다. 

n-n1 별 연 장(m) n-”1 폭(m) -;z「 향 1 IFI 위 

박 산 n-”1 800 0.6 N 15 - 20 W Au 17g/ t 

금용 1 호맥 400 0.6 11 ” 
금용 2 호맥 500 0.6 11 ” 
3 형 제 맥 2,000 1.0 11 Au 15g/ t 

호 n-u1 200 1.2 N 40 W ” 
2 11 2,000 0.6 N 15 - 20 W ” 
5 11 900 0.6 11 

6 " 300 0.6 11 

7 11 1,800 0.6 11 Au 15g/ t 

8 11 2,200 1.0- 1.5 11 

9 n 300 0.5 N 10 - 15 W 

10 ” 500 0.4 N 15 - 20 W Au 1.4- 20.0g/ t 

11 11 2,000 0.5 N 5- lO W 

조。ε 서 n-U1 600 0.6 N30-85W 8 g/ t 

호 n-”1 0.1 N lO W 8 g/ t 

표 1- 1. 무극광산 광맥별 광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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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개발심도별 광체품위 

각 레벨별 광체의 품위는 아래 표와 같다. 

싫관훗 Ag Au Others 

3 32.5 0.8 10.0 

4 21.6 1.2 8.4 

5 25.4 0.8 10.2 

6 34.4 0.9 13.5 

7 29.5 1.0 12.2 

8 24.5 0.9 8.5 

9 31.7 2.0 22.37 

10 34.0 4.0 17.6 

11 30.6 5.9 12.6 

12 45.4 1.4 10.7 

13 37.5 3.0 12.7 

14 38.5 1.5 19.1 

15 40.7 1.8 10.6 

16 31.1 1.0 11.2 

17 43.1 2.1 13.6 

18 46.6 1.1 10.7 

19 22.6 1.0 7.3 

20 1.0 5.4 tr 

평 균 31.7 2.0 12.4 

- 51 -



개별 심도별 광체의 품위는 아래 표들과 같다. 

레벨 번호 Ag Au Others 

3 28 1.0 9.3 

2 26 1.3 2.1 

3 34 1.6 9.8 
4 66 0.7 9.1 
5 24 0.3 7.4 

6 69 1.1 9.3 
7 25 0.9 69 
8 14 0.3 7.7 
9 97 0.5 2.2 
10 115 1.2 12.6 
11 24 1.9 18.7 나 
12 7.0 0.3 1.3 
13 2.4 0.4 1.3 
14 44 0.8 1.9 
15 32 1.2 83.6 
16 13 0.3 0.6 
17 8 1.7 5.3 
18 24 1.1 1.1 

19 24 0.3 8.2 
20 13 0.7 0.5 
21 34 1.0 0.6 
22 22 0.4 4.6 
23 28 0.8 1.0 
24 52 1.2 0.4 

25 13 0.3 1.3 
26 64 0.6 15.2 
27 10 0.2 6.2 
28 33 0.4 17.3 
29 22 0.4 17.5 
30 6 1.4 4.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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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4 1 24 0.4 24.2 

2 22 0.7 8.6 
3 20 0.9 10.9 
4 12 0.7 9.7 
5 10 0.9 4.3 
6 30 1.0 6.7 
7 22 0.6 3.8 
8 8 0.8 4.2 
9 10 0.9 2.4 

10 54 1.0 11.8 
11 20 1.1 6.3 
12 10 1.6 5.8 
13 15 1.1 2.2 
14 18 1.4 3.1 

15 8 0.3 2.9 
16 30 0.7 19.1 

17 16 0.4 8.9 
18 38 1.4 20 
19 8 0.7 5.9 
20 11 0.4 4.4 
21 14 0.4 4.4 

22 18 0.9 15.8 
23 8 0.8 1.3 
24 14 0.2 1.8 
25 18 1.3 3.9 
26 68 15 8.7 
27 10 0.7 0.9 
28 12 6.8 8.3 
29 23 0.7 2.9 
30 64 1.4 2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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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4 31 12 0.4 1.4 

32 13 0.3 19.3 

33 90 0.8 13.8 

34 9 0.8 2.7 

35 58 1.0 26.3 

36 9 0.2 2.4 

37 12 0.3 4.5 

38 6 0.5 25 

39 12 0.2 

40 12 0.6 14.8 

41 12 0.9 2.4 

42 42 0.8 16.4 

43 26 0.6 6.1 

44 34 0.6 ‘’ 
19.3 

45 12 0.4 2.1 

46 24 1.1 1.8 

47 10 0.5 8.8 

48 10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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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5 l 34 0.4 8.0 

2 26 1.1 7.8 
3 16 0.9 3.8 

4 12 0.7 3.1 

5 4 0.4 2.3 
6 16 0.6 3.1 
7 82 1.2 8.2 
8 10 0.7 2.7 
9 2.0 1.5 
10 0.3 0.7 
11 10 1.3 9.2 
12 4 0.4 5.9 
13 6 0.3 15.9 
14 7 0.3 3.3 
15 7 0.3 39 
16 8 1.0 39.4 

17 30 1.0 13.1 

18 14 1.1 4.6 
19 25 0.8 3.9 
20 28 0.8 14.6 
21 40 1.1 22.8 
22 8 1.4 1.7 
23 18 0.0 10.8 
24 24 0.6 3.6 
25 16 1.5 5.1 

26 20 0.8 2.3 
27 20 0.7 9.6 
28 4 0.9 2.8 
29 45 0.9 8.4 

30 30 1.0 1.7 

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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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5 31 107 l.4 25.6 

32 22 l.0 0.6 

33 70 l.2 25.6 

34 14 0.5 7.8 

35 24 0.5 3l.8 

36 84 0.7 13.2 

37 72 0.7 22 

38 12 0.9 9.1 

39 20 0.3 1.1 

40 24 0.3 6.3 

41 28 l.2 17.0 

42 28 0.7 25.3 

43 62 0.6 2l.2 

44 14 0.2 l.9 

45 32 0.6 20.9 

46 17 0.3 9.3 

47 16 0.7 l.8 

48 14 0.2 l.7 

49 19 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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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6 1 10 0.9 2.4 

2 32 0.8 1.3 
3 16 0.7 0.9 
4 20 0.7 0.3 
5 26 0.8 0.7 
6 10 1.3 1.4 
7 6 0.8 2.1 

8 26 1.2 14.9 
9 40 1.6 0.9 
10 12 1.3 2.4 

11 58 0.8 18.5 
12 28 1.3 45.1 

13 28 1.7 6.0 
14 95 1.4 14.4 

15 137 1.8 32.4 

16 90 1.3 18.7 
17 24 0.7 9.6 
18 4 0.9 12.2 
19 15 1.4 27.8 
20 20 0.9 2.6 
21 76 1.2 12.9 
22 48 0.4 8.4 

23 42 1.5 12.8 
24 76 1.0 14.3 
25 22 0.2 17.2 
26 24 0.9 17.4 

27 16 0.4 7.0 
28 66 1.3 17.2 
29 42 0.9 23.5 
30 26 0.3 8.0 

딘
 



레 벨 번호 Ag Au Others 

6 31 60 0.6 18.4 

32 48 0.3 25.3 

33 10 0.4 15 

34 12 0.4 14.3 

35 28 0.4 19.0 

36 20 0.3 63 

37 20 0.6 19.3 

38 18 0.3 10.9 

39 3 0.6 6.8 

40 18 0.6 3.7 

41 38 0.6 3.8 

- 58 -



레벨 번호 Ag Au Others 

7 1 10 l.0 l.3 

2 17 l.3 6.1 

3 32 0.9 15.2 
4 19 0.8 12.9 
5 22 1.5 2.9 
6 21 l.38 8.0 
7 10 0.8 2.0 
8 32 l.0 10.9 
9 64 1.3 15.3 
10 6 0.4 5.1 
11 26 0.7 6.5 
12 16 l.2 4.6 
13 16 1.1 1.0 
14 18 1.1 6.1 

15 90 l.2 13.3 
16 14 1.1 22.1 

17 70 1.2 15.8 
18 16 0.5 26.8 
19 16 6.9 2.1 

20 23 1.2 7.3 
21 46 1.3 14.8 
22 101 1.0 20.0 
23 8 1.4 1.7 
24 67 l.4 10.1 

25 46 l.3 9.1 

26 20 1.3 1.5 
27 24 0.3 40.0 
28 32 0.8 16.4 

29 115 l.6 12.6 
30 30 0.7 2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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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7 31 0.6 0.6 3.3 

32 20 0.5 6.3 

33 10 0.3 23.1 

34 12 0.4 24.3 

35 16 0.4 2.3 

36 17 0.4 3.0 

37 32 0.3 30.4 

38 26 0.7 33.6 

39 22 0.4 13.0 

40 18 0.2 23 

41 10 0.5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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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8 1 20 0.7 5.4 

2 19 0.4 2.7 
3 46 0.9 8.6 
4 18 0.9 3.5 
5 28 0.4 l.3 
6 20 0.8 6.0 
7 10 l.0 11.1 

8 8 l.8 l.0 
9 8 l.9 l.0 
10 80 l.3 l.2 
11 12 1.1 3.5 

12 22 l.3 6.4 

13 26 0.8 2.8 
14 26 0.2 2.3 
15 42 1.1 17.5 

16 8 0.6 l.9 
17 29 0.9 5.4 

18 30 0.6 10.8 
19 32 l.2 4.6 
20 58 1.1 2l.4 
21 44 l.4 29.9 
22 6 1.1 14.1 
23 14 l.7 21 
24 8 0.4 0.6 
25 4 0.5 2.2 
26 14 0.7 l.9 
27 20 l.2 25.2 
28 16 0.4 4.8 
29 96 l.3 21.1 

30 31 2.1 2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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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8 31 22 l.0 l.7 

32 28 l.2 l.5 

33 8 0.1 4.6 

34 66 l.2 3.5 

35 12 0.5 l.6 

36 8 0.2 7.0 

37 20 0.6 6.3 

38 38 l.5 35 

39 9 1.1 12.6 

40 32 l.3 2.2 

41 15 0.2 8.4 

42 30 0.7 2l.6 

43 22 l.0 3.4 

44 24 0.6 4.1 

45 26 0.3 4.2 

46 12 0.3 16.3 

47 8 0.8 5.6 

48 66 l.0 9.2 

49 14 0.3 20.1 

50 8 0.5 3.7 

51 16 0.8 2.7 

52 12 0.8 13.9 

53 8 0.7 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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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9 1 10 0.7 3.8 

2 10 1.1 3.1 

3 26 13 11.0 
4 30 1.4 16.4 

5 62 1.6 25.0 
6 44 1.2 24.6 
7 18 0.3 4.2 

8 36 1.0 1.9 
9 22 1.4 15.6 

10 44 1.5 31.1 

11 22 1.0 7.0 
12 62 13 342 
13 48 1.0 21 .4 

14 30 1.4 16.8 
15 48 1.6 19.3 
16 90 1.1 22.0 
17 72 1.4 12.2 
18 20 1.2 2.7 
19 30 1.2 2.6 
20 6 0.8 8.4 

21 34 1.3 2.3 
22 23 1.0 9.6 
23 10 1.4 2.2 
24 12 1.3 3.6 
25 18 1.5 5.8 
26 48 0.9 3.4 

27 6 0.9 6.1 

28 22 2.0 4.8 
29 24 1.3 10.8 
30 22 0.3 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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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0 18 0.8 51 

2 36 0.6 25.8 

3 34 0.6 8.6 

4 14 0.7 4.7 

5 30 2.0 8.8 

6 118 l.27 22.6 

7 18 0.9 3.7 

8 10 l.2 3.8 

9 34 1.4 2l.2 

10 82 l.4 14.2 

11 0.8 18.2 

12 82 l.4 17.2 

13 0.7 47.2 

14 8.8 19.4 

15 22 l.3 5.6 

16 14 l.0 l.2 

17 30 l.5 13.6 

18 46 l.6 17.3 

19 66 l.4 24 .1 

20 60 l.6 3.8 

21 6 l.0 l.3 

22 22 0.9 21 

23 27 0.7 l.0 

24 61 0.9 180 

25 50 l.0 12.2 

26 22 0.9 5.5 

27 10 0.8 21 

28 28 0.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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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1 l 1.2 21.2 

2 23 1.0 14.0 

3 22 1.4 32.4 

4 20 2.4 15.5 

5 78 1.7 33.4 

6 70 1.7 16.7 

7 72 1.6 16.8 

8 28 5.1 

9 3.5 10.6 

10 2.0 5.9 

11 3.1 7.6 

12 1.0 13.1 

13 48 2.1 6.7 

14 14 2.2 2.8 

15 62 20.0 20.6 

16 16 0.8 48 

17 56 1.6 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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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2 1.0 2.2 

2 22 0.8 28.8 
3 167 1.0 35.0 
4 1.7 0.8 
5 0.4 2.3 
6 0.6 0.6 
7 10 0.6 1.0 
8 12 1.1 5.4 

9 20 1.1 11.1 

10 30 0.8 2.2 
11 44 1.7 26.3 
12 68 5.8 13.8 
13 216 4.1 15.5 
14 42 0.8 4.3 
15 18 0.7 10.4 

16 18 1.1 0.5 
17 16 1.5 2.6 
18 24 1.5 0.5 
19 12 1.5 6.1 
20 60 1.3 26.6 
21 30 0.5 9.8 
22 10 1.3 17.0 
23 250 1.2 14.0 
24 62 1.2 14.8 
25 42 1.2 24.1 
26 46 0.9 
27 24 0.8 10.8 
28 26 0.6 6.8 
29 45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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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3 1 10.6 25.0 

2 16 0.7 8.9 

3 98 1.2 1.1 

4 50 1.1 13.8 

5 50 1.0 20.7 

6 20 0.7 11.3 

7 10 0.8 52 

8 26 1.3 16.0 

9 100 1.2 0.9 

10 26 1.4 14 

11 60 3.8 8.5 

12 8 1.1 2.7 

13 64 1.6 18.8 

14 20 1.1 2.5 

15 42 1.5 15.8 

16 15 0.8 17 

17 20 0.6 16 

18 36 1.1 18.4 

19 68 1.2 25 

20 42 1.2 18.4 

21 52 0.8 10.3 

22 1.2 20 

23 28 0.7 0.8 

- 67 -



레벨 번호 Ag Au Others 

14 26 0.9 8.2 

2 48 0.9 14.9 

3 52 1.1 14.6 

4 64 0.8 10.7 

5 22 0.8 9.6 

6 14 0.9 7.6 

7 34 0.8 11.0 

8 26 1.0 5.4 

9 10.9 14.2 

10 30 1.0 15.9 

11 18 1.0 8.4 

12 32 1.4 2.2 

13 20 0.1 0.6 

14 58 1.5 2.3 

15 26 1.4 24.9 

16 104 2.0 

17 70 1.4 19.4 

18 46 l.4 17.0 

19 56 1.3 11.6 

20 42 1.2 13.3 

21 54 0.5 14.8 

22 32 0.9 255.5 

23 48 1.7 18.0 

24 16 0.5 8.3 

25 25 1.1 5.6 

26 20 0.3 24 

27 42 1.5 7.8 

28 42 0.5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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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5 1 14 l.0 10.6 

2 84 l.8 10.6 
3 54 ? 8.9 
4 24 l.0 10.3 
5 42 l.8 12.3 
6 46 l.3 8.4 

7 108 l.8 30.7 
8 40 20 39.9 
9 18 l.5 l.0 
10 88 2.0 l.0 
11 34 l.3 9.2 
12 22 l.3 7.7 
13 42 1.1 8.9 
14 16 D.8 1l.3 
15 30 1.1 10.1 

16 28 0.4 2.2 
17 62 l.7 7.2 
18 34 l.4 8.0 
19 10 l.2 7.5 

20 54 l.6 9.1 

21 38 0.7 16.6 
22 34 l.0 16.4 

23 24 l.2 13.4 

24 48 0.9 1l.7 
25 46 l.2 8.9 
26 14 l.2 10.4 
27 60 l.4 8.2 
28 38 0.8 l.7 
29 36 1.1 14.6 
30 32 0.8 0.4 

-69-



레벨 번호 Ag Au Others 

16 1 60 1.4 13.3 

2 30 1.1 15.8 

3 28 1.0 11.0 

4 4 1.2 10.9 

5 40 1.0 23.3 

6 32 1.2 21 

7 22 0.5 5.5 

8 26 1.3 24.2 

9 36 ? 12.4 

10 10 0.8 10.7 

11 22 0.6 9.3 

12 16 1.0 8.1 

13 44 1.3 10.2 

14 54 1.1 9.8 

15 28 1.5 8.2 

16 30 1.5 10.9 

17 62 1.2 10.3 

18 34 0.9 2.6 

19 26 0.9 0.6 

20 18 1.2 6.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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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7 1 34 0.9 1.3 

2 29 0.8 8.7 

3 16 13 3.7 

4 88 0.9 17.5 

5 58 1.1 17.3 

6 90 1.2 53.4 

7 108 1.3 31.7 

8 44 1.4 40.1 

9 50 1.7 15.3 

10 34 0.7 47.5 

11 52 0.9 13.6 

12 46 1.6 0.9 

13 12 0.4 3.0 

14 16 1.1 5.6 

15 57 1.6 2.2 

16 10 1.1 6.3 

17 20 1.3 3.8 

18 48 0.8 3.7 

19 30 11 1.4 

20 48 1.8 8.2 

21 40 1.1 8.3 

22 18 0.7 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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레벨 번호 Ag Au Others 

18 34 1.0 6.4 

2 88 1.5 18.1 

3 40 1.2 27.4 

4 66 1.3 40.1 

5 94 1.3 5.8 

6 12 0.5 5.6 

7 8 0.5 7.3 

8 28 1.5 12.2 

9 50 1.5 13.8 

10 32 1.6 0.8 
」

11 18 0.9 3.0 

12 25 1.0 7.4 

13 48 0.8 2.6 

14 52 0.9 7.9 
」

15 104 0.6 1.3 

레벨 번호 Ag Au Others 

19 5.0 0.8 6.7 

2 20 1.0 1.6 

3 28 0.9 1.0 

4 24 1.0 10.4 

5 36 1.1 16.9 

m 

ι
 



레벨 번호 Ag Au Others 

20 1 0.9 10.5 

2 1.3 5.3 

3 0.7 0.5 

마.광상분석 

광체의 분석은 심부개발자료에 근거하여 각 레벨별 및 종합적인 단면분석을 

통하여 이루어졌다. 이를 통하여 심도별 광체의 발달 상태 및 품위의 변화상황 

을 도시할 수 있었다. 

결과는 도면 1- 2, 1- 3 및 1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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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4. 싱부 광체 발달 상황 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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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 레벨벌 광체 발달 상황 (1-3례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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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2.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4레벨) O g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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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3.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5레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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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3.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6레벨 좌) 

-서따갱홉響폴픔훌육gτL~，~흐 

o 6D 100 200 

‘ __ -_--_" ---- --- 1 -" _ .. 

---r~ 

3flO 



-:J 

‘p 

도면 1-5-4.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6레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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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5.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7레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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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5.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7레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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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6 .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8레벨 좌) 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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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6.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8레벨 우)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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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ε=-도면 1-5-7.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9레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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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7. 레벨벌 광체 발달 상황 (9레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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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8.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0레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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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8.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0레밸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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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9.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11 레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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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9.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11 레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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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0.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2려|벨 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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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연 1-5-10. 레벨별 광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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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1.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3러|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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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2.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4레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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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2.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4레벨 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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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면 1-5-13. 레벨별 광체 발달 상황 ( 15러|벨 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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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 교대광상 

교대광상을 대상으로 하는 광상모델링연구는 현재 가행중인 장군광산(現.금 

호광산)과 신예미광산을 선정하였다. 

장군광산은 장군석회암층을 모암으로 교대된 연-아연-은광상과 철광상으로 

대별되며 현재 연-아연 -은광체를 대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다. 신예미광산은 

막골석회암층을 모암으로 교대된 자철광상과 연-아연광상으로 대별되며 현재 

철광체를 대상으로 개발에 임하고 있다. 

1. 장군광산 

가. 위치 

장군광산은 행정구역상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에 위치하며，지리좌표상으 

로는 동경 129.05，북위 36，52를 점하며 단위광구로는 현동도폭 109，1 10호외 1Q7H 

광구를 보유하고 있다(Fig. 1). 

냐. 지질 

장군광산 주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조선계에 대비되는 장산규암층，두 

음리층，장군석회암층이 있으며，평안계에 대비되는 동수곡층，재산층에 의해 부정 

합으로 덮혀있고，후기에 관입한 쥬라기의 춘양화강암과 백악기로 사료되는 암 

맥으로 구성되며 일반적인 주향 경사는 N 60 0 - 80 0 W. 60 0 - 80 0 N E를보 

여 준다(Fig. 2). 

1) 선캄브리기의 암석 

가)원남층 

원남층은 장군광산의 남부에서 동서로 연장된 좁은 띠를 이루고 발달되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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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 광산외측의 동북부에는 광범위한 분포를 보인다. 편마상구조와 편리의 일반 

적인 주향과 경사는 N60 0 E-EW, 70 0 S-80 0 N이지만， 곳에 따라 현저하게 

소습곡이 발달한다. 이 층은 남쪽의 평해통과는 단층으로. 경상분지의 백악기 

동화지층과는 단층 및 부정합으로 접하며 북쪽의 동수곡층， 재산층과는 재산단 

층에 의해 접하고 있다. 층의 구성 암석은 안구상 편마암， 호상 편마암， 흑운모 

편암， 결정질 석회암 및 각섬편암 등이다. 안구상 편마암의 안구는 원형 -렌즈형 

의 백색 -담홍색의 정장석， 미사장석으로， 기질부는 흑운모， 석영， 사장석 및 미 

사장석 등으로 이루어져 있다. 

냐)율리층군 

율리층은 장군광산 북서쪽에 넓게 분포하고 NW-SE 방향으로 신장된 율 

리분지를 형성하고 있다. 이 층은 북동쪽에서는 분천 화강편마암과 접하고，옥방 

부근에서는 홍제사 화강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북동연장은 원남층을 부정합 

으로 피복하며， 남쪽에서는 캠브로-오르도비스기의 기저인 장산규암층에 의해 

부정합으로 덮혀 있다. 구성암류는 사질암，이질암 및 천매암이지만， 춘양화강암 

체 가까이에는 사질 및 이질 편암으로 구성되며 때때로 수십 mm-수십 mm 

의 홍주석 및 근청석의 문상결정이 발달하고 있다. 대부분의 석회질암석은 재 

결정되어 결정질 석회암 및 석회 규산염암 (재결정 스카른)화 되어있다. 

2) 고생대의 암석 

가)장산규암층 

이 층의 두께는 400-600 m이며 캠브로 오르도비스기 (조선누층군)의 기저 

를 이루고 가천계곡 북쪽능선의 절벽을 이루고 있다. 능선의 북쪽사면에서 율 

리층과 접하는 곳은 몇 개의 층준에 렌즈상의 역이 잘 발달되는데， 가장 큰 것 

은 장경이 20 cm 이상 되는 것도 있다. 구성암류는 백색，담황색 및 담갈색을 

띠는 백운모를 함유한 견고하고 괴상인 규질암이며， 곳에 따라 편리의 발달이 

현저한 백운모-석영 편암으로 되어있다. 구성광물은 석영， 백운모이며， 때때로 

규선석 (fibrolite) ， 전기석 및 흑연을 수반한다. 

층의 기저부에는 함 바나륨 백운모가 발달하고 전체적으로 담록색을 띠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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규질암이 발달한다 (Imai and Lee, 1980a; 신미애， 1996; 안건성과 이현구，1995; 

Lee and Cheong, 1993). 

나)두음리층 

두음리층의 층후는 약 400 m이고 캠브리아기에 해당된다. 이 층은 하위의 

장산규암층과는 정합관계를 보이며， 층면과 편리면의 일반적인 주향과 경사는 

N40 0 -80 0 W, 45 0 -70 0 NE 이다. 구성암류는 세립의 이질 편암， 홍주석 및 

십자석이고 , 때때로 근청석을 함유한다. 이중 수조의 결정질 석회암의 박층들 

이 협재하기도 한다. 

다)장군석회암층 

이 층의 두께는 150-800m이며 캠브로-오르도비스기에 해당된다. 하부 두 

음리층에 정합적으로 놓여 있으며， 동서로 신장된 대상분포를 보인다， 장군광산 

의 광화대에서 최대의 층후 (약 800m)를 갖고 있으며， 동쪽으로 가면서 점차 

염어져 장군봉의 남동쪽에서는 약 150m를 보인다. 장군광산 동쪽에서는 NW

SE의 단층에 의해 절단되어 외견상 층후는 앓아지고， 서쪽에서는 춘양화강암체 

와 접한다. 장군광산의 광화대는 장군 탄산염암층과 춘양화강암체의 경계부에 

배태되는데， 춘양화강암으로부터 파생된 암주와 암지의 발달이 현저하며 탄산 

염암의 일부는 화강암에 의해 완전히 둘러 싸여있다. 

이 층의 층리면과 엽리면의 주향과 경사는 남광상 지역에서 N70 0 E

N70 0 W , 80 0 -90 0 NW-NE이고， 북광상 지 역에서는 N40 0 -60 0 W , 80 。

-90 0 NE를 보인다. 북광상 지역에 분포하는 층의 하부는 규질 석회암을 협 

재하는 회색 및 백색 석회암과 갈색 및 녹색의 반점을 함유하는 석회암으로 

구성되 있다. 남광상 지역에 분포하는 층의 상부는 암질의 변화가 다양하고 

괴상의 치밀한 석회암， 충식상 석회암 및 충식상 석회질이암 그리고 일부 호 

상을 보이는 돌로마이트암과 돌로마이트질 석회암 등 마그네슐이 풍부한 탄 

산염암으로 구성된다. 이 탄산염암류는 춘양화강암체 부근에서는 전면적인 재 

결정작용을 받았지만， 동쪽으로 멀어점에 따라 변성작용에 의한 재결정 정도 

는 저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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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동수곡층 

이 층의 증후는 400-500 m로서 석탄기에 해당된다. 이 층은 장군석회암층 

을 평행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일부 남쪽에서는 동서로 연장된 재산단층에 

의해 원남층과 접한다. 층면과 편리면의 주향과 경사는 N60 0 E - N45 0 W, 50 0 -

70 0 NW-NE 이다. 구성암류는 조립의 이질 편암이고， 주로 백운모， 흑운모 및 

석영으로 구성되지만 때때로 석류석과 홍주석， 십자석의 문상결정을 함유하기 

도 한다. 

마)재산층 

이 층은 동수곡층의 위에 정합으로 놓여 있고 평안누층군의 사동층에 대비 

된다(김옥준 외， 1962). 이 중 4매의 탄층이 협재되고 있지만， 주향이 거의 E

W의 축을 가진 축면이 수직에 가까운 등경사구조에 의해 2매의 탄층이 반복되 

는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 구성암석류는 변성을 받지않은 회색 사질암과 이질 

암 그리고 변성암류로 사암， 셰일， 흑연 -석영 편암， 백운모-흑연-석영 편암 및 

십자석 -백운모-흑운모-석명 편암 등이 있다. 

3) 쥬라기 관입암류 

가)춘양화강암 

춘양화강암체는 전체적으로 남북으로 신장된 형상을 보이나 그 북부에서는 

동쪽으로 향하여 돌기하여 있고 남쪽 약 40 Km 북부에서는 동서 약 50 Km에 

달하는 거대한 암체로 되어 있는데 장군광산은 그 동북단에 위치한다. 이 화강 

암체를 구성하는 것은 조립에서 중립질의 복운모 화강암 우백질 백운모 화강 

암， 세립의 각섬석 화강암 등으로 되어 있다. 이 화강암류중의 백운모의 K - Ar 

연대는 Kim (1971)에 의해 133 Ma로 보고되어 있다. 이현구 등이 측정한 춘양 

화강암의 백운모에 대한 K - Ar 연대는 136.l:t4.2-147.8 :t4.5 Ma로 춘양화강암 

류를 쥬라기 대보화강암 계열에 대비하여도 합리적인 값이다. 

춘양화강암체 동북단의 입체구조는 장군광산에서 갱도굴진 및 시추에 의해 

자세하게 파악되었으나， 하부로 확장되는 저반상 관입체와는 다른 구조를 갖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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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관입면은 일반적으로 급경사를 보이기 때문에， 장군탄산염암의 발달은 하 

부로 가면서 그다지 축소되지 않는다. 또한， 이 암체의 측암방향으로 향해 다 

수의 암주와 암지 (apophysis)가 발달하고 있어， 형상은 매우 복잡하다. 그러므 

로 암체의 내부에서 암상변화가 현저하며， 중심부는 중립의 복운모 화강암 및 

흑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된다. 주변부와 암지는 백운모 화강암이 우세하고， 때 

때로 세립 치밀질 화강암으로 되어있다. 북광상 하5번 갱에서는 전기석을 수 

반한 거정질 화강암이 관입하고 있으며，주변에는 백운모의 거정질 결정이 발 

달되는 페그마타이트질을 보이는 경우도 있다. 

또한 이 지역의 북측의 두음리와 율리에 이르는 계곡을 따라， 율리층군과 

장산규암층을 NW- SE 방향으로 관입한 장축 약 5 Km의 화강암체 (북부 화 

강암체)가 발달한다. 1/ 250.000 안동도폭에서는 춘양화강암을 대보화강암으로 

기재하고 있는 반면， 북부 화강암체는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으로 분류하고 

있다. 그러나 이 화강암체에 대한 절대연령 측정결과， 광산의 갱내외에서 배 

태되는 춘양화강암과 동일한 136.1 :t 4.2-147.8 :t 4.5 Ma 이었다. 구성암석은 

중립의 흑운모 화강암으로 되어있고， 암질은 춘양화강암과 본질적인 차이가 

인지되지 않는다. 

나)맥암류 

남광체의 동부에는 장군탄산염암층을 관입한 변질 암산암맥이 발달된다. 

맥폭은 일반적으로 협소해서 1- 1.5 m에 이르고 주향은 N- S, 경사는 수직에 

가깝다. 이것은 짙은 녹색을 보이는 세립질 암석으로 현미경하에서는 사장 

석， 단사휘석 및 녹니서을 주로하며， 소량의 티탄철석을 수반하고 있다. 이들 

은 암맥군을 형성하여 장군탄산염암층 뿐만 아니라， 원남층， 춘양화강암체 및 

백악기의 동화지층도 관입하였다. 그 주향과 경사에 의해 (1) N - S ,N80 0 -

90 0 E , (2) E- W-N80 0 E, 80 0 N-SE 및 (3) N40 0 -50 0 E , 50 0 NW로 구 

별된다. 이 암맥은 3계통의 소단층 열극을 따라 관입하고 있으녀， 경상분지 

백악기~제371 화산암류의 일원으로 이 지역의 가장 젊은 화성암(48-58 

Ma) 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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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선생대의 암석 

동화치층 

이 층은 층후가 불분명하나 백악기에 해당된다. 이 층은 산막단층의 남쪽에 

분포되며， 낙동층군의 상부층에 해당된다. 동화치의 북방에서 원남층과 산막단 

층으로 접하며， 낙동층군 하부층이 각각 원남층과 평해통의 변성암류를 부정합 

으로 덮고 있다. 

다. 광상 

1) 광상개요 

장군광산은 1941년부터 망간을 채굴하기 시작하여 1975년 대규모의 새로운 

연 아연-은 광상을 발견， 활발하게 가행되어 오는 동안 많은 조사， 연구결과가 

보고되어 왔다. 

망간광상 성인에 대하여는 후생설과 동생설 (RJrn. 1975b; c; 1976; 1979)이 제기 

되어 서로다른 견해가 대립되어 있다. 최근에는 기존의 망간， 연 아연 은 광상과 

는 산출상태와 성인형이 다른 자철광체와 바나륨( vanadiurn) 광상이 확인되어 많 

은 관심이 집중되기도 하였다 (안건상과 이현구 1995; 신미애. 1996; Lee and 

Cheong, 1992; 이 현구 외 1996a; b; 이 찬희 외 , 1996; Lee et a1., 1998). 

장군광산은 장군석회암층의 석회암을 모암으로 후기에 관입한 화강암과의 

접촉부에 배태된 열수성 교대광상으로 지표부에서는 망간이 우세하고 섬부로 

가면서 방연광，섬아연 

광，황철광，유비철광등의 유화광물이 발달되고 있으며，현재 가행중인 광체는 연 

아연광체인 남，북，재산광체의 3개 광체가 주종을 이룬다. 광체는 석회질암과 춘 

양화강암의 관입접촉면에 발달한 소단충 및 열극의 규제를 받아 파이프상， 판 

상 및 불규칙한 괴상 등으로 산출된다. 

주성분 광물로는 황철석， 자류철석， 유비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및 황동석과 

부성분 광물로는 황석석， 보우란저라이트(boulangerite) ， 차골석， 함은 사면동석， 

푸라이버자이트 (freibergite) , 알라반다이트(alabandite) ， 농흥은석， 백철석， 큐바 

나이트 (cubanite) 및 PbS -Ag2S -Sb2S3계 미 결정 광물 (phase X) 등으로 구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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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Idealized N-S geologic section of the Janggun mine 

-116-



, 、

r 、 . , 
' "‘ / ’ J ‘- -t 

‘ t 

’ 
’ l ‘ / ‘ -

l 
톨낌 

/"、

'2수경 

ML 80 100 -~O 60 -o 20 -

늑늑 
훌톨경 

100우싱뭘‘ 

ζ걷i 
~ 

즙
 J
7總

§\\ 

륙광예 

| 

] 
{ 

녁
 
l 

Ore bodies and adits of the Janggun mine Fig. 4. 



북신광체 

하4갱 (383ML) 

하5갱 (333M니 

500 

300 

650 

400 

600 

200 

ML 

! 
] 

]
∞
 
l 

Cross-sectional diagram of the Janggun mine Fig.5. 



-
-------

-
-. 

. 
‘ 

깐
 
1-


-----
----

-
----

Fig. 6.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the main adit(591m) 
of the J anggun mine 

- 119 -



Fig. 7.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533m level of the 
Jaggun mine 

Fig. 8. Underground geological map in 533m level of the 
Janggun mine(magnetite or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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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 

장군광산의 광화작용은 금， 은， 동， 아연， 안티몬， 비소， 망간， 비스무스 철 

등의 다금속 광화작용의 산물로 되어있다. 따라서 광석은 다양한 금속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며， 대표적인 광종에 따라 연-아연-은， 철 및 망간 광상으로 나 

눌 수 있다. 망간광상은 초생의 탄산망간광상과 이것이 표성부화 (산화작용)에 

의해 부화된 산화망간 광상으로 나누어 진다 (Hjrn. 1968a; b; 1970; 1974; 

1975a; b; c; 1976; 1979; 이대성， 1967; 황인전， 1968). 

1976년 시추탐광에 의해 남광상의 A광체가 발견되어 대절갱준 (해발 591 

rn)의 남쪽 갱도에서 서쪽으로 채광갱도가 굴진되었으며 파이프상 형태를 한 

A광체의 수평단면의 윤곽이 확인되었다 (Fig 4). 이어 광체의 개발을 위해서 

수갱을 내려， 60 rn, 하부에 하1번갱 (해발 533 rn) 이 굴진되었고 (Fig 5, 6) , 

1980년까지 하2번갱 (해발 483 rn; Fig. 7), 하3번갱 (해발 443 rn) 이 개설되었다 

(Fig. 8). 현재 이 A광체는 거의 채진되었다. 

한편， 북광상의 윤곽도 표고 574.7 rn준 갱도의 굴진에 의해 명확하게 되었 

으며， 하1번 갱준에서 북광상의 하부까지 굴진되어 북광상의 하부연장이 확인 

되었다. 그후 계속된 채광굴진작업은 하4번갱 (해발 393 rn; Fig. 9) , 하5번갱 

(해발 393 rn;Fig. 9), 하5번갱 (해발 343 rn; Fig. 10) 및 하6번갱 (해발 293 rn) 

이 남광상에서 북광상 하부까지 굴진되었다. 이와 같은 채광굴진작업의 진전과 

더불어 시추채광도 활발하게 진행되어 남광상에서는 해수준면 이하까지 연-아 

연-은 광상의 부존이 확인되어 있으며， 남광상 A광체에서 동남쪽 300 여 m 지 

점에서 상당한 규모의 철광체가 포착되어 하1번갱에서 탐광굴진과 갱내시추에 

의해 그 윤곽이 확인되었다. 장군 연-아연-은 및 철 광상은 춘양화강암체 동연 

부의 장군회암츠에 배태한 열수성 교대광상으로서 광상형성은 이 화강암체 및 

이로부터 파생된 암지의 관입 접촉면과 석회암층 중에 발달한 소단층， 열극에 

의해 뚜렷한 규제를 받았다. 광상의 형태는 파이프상판상 및 불규칙한 괴사의 

형태를 갖고 있다. 

이들 광상주변의 탄산염암 (석회암， 돌로마이트암， 돌로마이트질 석회암， 대 

리암)은 현저한 열수성 망간교대작용을 받고 있으며， 일부 연-아연-은 광상은 

탄산망간광상으로 바뀐다. 광산의 갱내에는 몇 개의 각력상 파이프나 각력상 

암맥의 발달이 현저하다. 이와같은 각력상암 때때로 탄산망간광화 작용이나 연 

아연 광화작용을 받고 있다. 남광상 지역에는 5개의 크고 작은 망간각력상 파 

이프가 존재하는데 ， 이 들 모두가 각력상 파이프 중에 주입된 열수용액에 의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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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망간 광화작용의 결과로 해석된다 (Fig. 3). 

섬도에 따른 변화는 해발 약 630 m의 망간 각력상 파이프 주변 노두와 하5 

번갱 (해발 434 m)까지의 갱내에서 채취한 시료 및 해발 약 150 m까지의 시추 

코어에 대한 시료를 검토한 결과， 심부로 갈수록 자류철석의 현저한 증가와 유 

비철석， 방연석의 감소 및 함석 안티몬 광물의 점이적으로 감소함을 보였다. 단 

일광체 내에서의 변화는 남광상 A광체가 가장 뚜렷하여 광체 중심부에서 주변 

부로 가면서 3개의 대로 구분된다. 중심부의 I 대는 자류철석， 황철석， 유비철 

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 등으로 된 괴상의 광석으로 구성되지만， 그 외측의 H 

대는 섬아연석， 방연석， 유비철석 및 함석 안티몬 광물로 된 조립질의 광무로 

구성된다. 가장 외측의 m대는 주로 능망간석으로 구성되고 함석 안티몬 광물 

의 광염이 현저하게 나타난다. 한편 광상주변에 분포하며 광석광물을 수반하는 

열수변질물인 견운모의 생성시기가 73- 85 Ma 로서 광화작용은 백악기 후기로 

추정된다. 

2) 광산현황 

가) 광업권 표시 

·광산명:금호광업소 

• 소재지 : 경북 봉화군 소천면 서천리 21 

• 광 종 : 금，은，동，연，아연 

• 등록광구 : 제 21486호외 107H 광구(2，156 ha) 

• 광업권자 : (주) 성안자원 

나)연헥 

• 1936년 금，은 출원 

• 1940년 망간광종 추가등록 

• 1941년 장군광업소(망간 생산) 

• 1976년 연，아연광종 추가등록(동방광업주식회사.연，아연 월 6，000톤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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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88년 주식회사 성안자원 설립 

• 1989년 2수갱 착수(월 30，000톤 처리 선광장 완공 : 월 15，000톤 처리) 

• 1995년 2수갱 9편 Skip시설(월 20，000톤 처리) 

• 1998년 2수갱 11편 Skip시 설(월 22，000톤 처 리 ) 

다)구성인원 

장군광산의 구성인원 현황은 다음과 같다(표- 1). 

표-1.구성인원 

구분/부서별 관리부 채광부 채광기획부 선광부 二。요 -n「-닙「 환경관리실 계 

x-11 
관리직 14 5 4 7 5 2 37 

종업원 36 10 10 56 
여。 

계 14 41 4 17 15 2 93 

도 급 75 6 81 

합 계 14 116 4 23 15 2 174 

라)채광현황 

국내 유일의 연-아연광산으로 월 22.000톤의 채광 및 출광을 실시중에 있으 

며，월 400m의 갱내굴진작업과 월 270m의 시추탐사를 실시하고 있다.현재 주작 

업장은 7편하부이며 탐광은 10편과 11편에서 실시하고 있다.장군광산을 대상으 

로 실시된 최장공 시추탐사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실시한 심도 900m의시추탐사 

가 유일한 장공시추탐사이다. 

마) 광량 및 품위 

장군광산의 남광체，북광체，재산광체에 대한 광량 및 품위는 다음과 같다 

(표-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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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2.광량 및 품위 

광량 품위 

광체별 
매쟁광량(Ton) 저광량(Ton) 

비고 
Pb(%) Zn(%) Ag(g/ t ) 

남광체 1.254.700 53.600 1.9 5.5 70 상부에서는 Pb 5% 

북광체 179.300 21.000 1.0 6.5 50 Zn 6% 

재산광체 73,800 4.800 0.3 6.0 30 

계 1.507.800 79.400 1.7 5.6 60 

바)채광방법 

장군광산에서 사용중인 채광법은 다음과 같다(표-3) 

표-3 .채 광법 

작업별 고。L 굴 진 던 。r 반 시 추 

적재운반:쇼벨，축전차 
수평 

방법 SHRINKAGE BURNT CUT 갱외 권상:HOIST，CAG 
하향 

E&SKIP 
일반착암기 (F-322D) 일반착암기 (F-322D) ROCKERSHOVEL 

BP-3 
사용장비 TUB 

SA-1S 
장공착암기 (BBC-120F) ROCKERSHOVEL LOCOMOTIVE 

인원 1인작업 1인작업 l인작업 2인작업 

사) 배수 및 통기 

• 배수 : 갱내 출수량은 1일 1 ，300M3정도로서 배수는 300마력 (용량 

3.5M3/min)PUMP로 3개 Line，3단계로 양수하며 ，양수된 물은 선광용수로 사용중 

이다. 

• 통기 : 자연식과 기계식을 병행하여 사용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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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선광 

조쇄(jA WCRUSHER)-중쇄( CONECRUSHER)-마광(ROD 및 BALL MILL) 

부유선광(70"X70"대형FLOTATOR)-탈수공정으로 선광하고 있으며，현재 월 

22，000톤 처 리 에 조업 현 황은 다음과 같다(표-4，5) 

표-4. 선광처리량 

처 리량 원광 원광품위 정광품위 '2.서-가「‘돋 。r 정광량 

Pb 1.7% 74% 87% 470TON 
Zn 5.0% 47% 86% 1.900TON 

22.000TON 
Ag 60G/ T 1,6ooG/T 60% Pb정광중 포함 

표-5. 선광처리법 

시간당 처리량 50TONα-:IOUR 

처리톤당 용수량 4M3/ TON 

마광입도 80MESH 

광액농도 40% 

PH조절제 Ca(OHh 

시 기포제 A.F65 

포집제 A.F #31 ,#211 

약 활성제 CUS04 

Fe억제제 Na2S20 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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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 연도별 조업질적 

장군광산의 연도별 조업실적은 다음과 같다(표-6) 

표 6.연도별 조업실적 

원광품위 정광량 
정광품위 (%) 수갱 현대화 굴진 시추 처리량 (%) (TON) 

년도별 
(M) (M) (M) (M) (TON) 

Pb Zn Pb Zn Pb Zn Ag 

90년도이전 355.8 14,582 21 ,250 3.54 5.42 

90년 l애.5 57.1 1,889 5,680 196.199 3.03 5.18 6,318 17,754 73.09 46.05 2,247 

91년 42.5 686.2 670 4,150 207,150 2.31 5.19 4,939 19.731 72.94 46.47 2.209 

92년 56.5 304.7 118 7,738 179,800 2.15 4.51 4,147 14,763 72.79 46.없 2,100 

93년 92.8 577 7.430 176.190 1.24 5.28 2.363 17,020 70.66 47.00 2.497 

94년 64.0 1.267 6.987 162,820 1.71 5.19 2,940 15,339 73 .또 47.20 2,251 

95년 69.9 1,561 6,100 177,475 2.86 5.29 5,375 16.545 75.39 47.62 2.1애 

96년 97.6 1,602 950 202,690 2.92 4.94 6,949 17,997 74.05 47.21 1,900 

97년 28.5 1,613 2,115 222,208 1.95 4.75 5,108 19,139 73.70 47.애 1,736 

98년상반기 9.0 1,522 657 138,790 1.39 4.48 2,270 11.414 73.75 47.05 1,619 

계 917.1 1,048 25,401 63,057 1,663,322 2.21 5.01 40,409 149,702 73.32 46.93 2,0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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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주요시설 

장군광산의 주요시설물들은 다음과 같다(표-7) 

표-7. 주요 시설물 목록 

구 분 시설명 규 격 -까r 2J 비 고 

1A-~ 처'-' 변압기 4300KVA 

동 력 압축기 700마력 외 3 

권양기 650마력 외 2 

낀。r 반 
축전차 3TON 18 
ROCKER SHOVER SR-77외 39 
광차 3TON외 200 
착암기 F-322D외 30 

천 -『。- 장공 착암기 BBC-120F 3 
시추기 SA-1S외 5 
점보드릴 2BOOM 2 

현대화 
L.H.D TORO-400D 2 
M.NING TRUCK TORO-35D 
ANFO-CHARGER NORMET 
PUMP 300마력 외 10 

보 안 
발전기 750KW 2 
C/C TV 14" COLOR 22 
구조장비 산소구급기외 4 
죠크렷샤 125마력외 3 
콘크닷샤 175마력 

선 고。ι 
로드밀 4001까력 

볼밀 200마력외 4 
부선기 70“ X70" 54 
샌드 PUMP 300마력외 3 

라. 지질구조 

장군광산 부근의 지질은 한반도의 지질구조적인 측면에서 보면， 영남육괴 

(소백산육괴)의 동북방 및 백악기 경상분지의 북쪽 연변부에 위치한다. 

광산지역의 지질구조를 규제하는 구조선은 동서를 가로지르는 재산단층과 

남쪽에 거의 같은 주향의 산막단층이 있다. 산막단층의 노두는 관찰되지 않지 

만， 동화지층의 장석질 사암， 사암 및 혈암의 호층과 원남츠의 편마암류의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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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이룬다. 재산단층은 편마암류로 구성된 원남층과 북부의 선캄브리아 율리층 

및 그 위에 캄브리아기에서 이첩기에 이르는 고생대 층의 경계를 이룬다. 재산 

단층의 북쪽으로 광산지역이 포함되며， 북에서 남쪽으로 선캄브리아 원생대 후 

기의 율리층군과 그 위에 피복되는 재산층에 이르는 고생대 층의 분포지역이 

다. 

이 지역 지층의 층면과 편리면 (Sl 면)의 주향은 E-W내지 NW-SE이고， 

경사는 수직이거나 80 0 N-80 0 NE로 부쪽으로 급경사를 이룬다. 퇴적구조 등 

으로 보아 이 구조에 대해 층위는 역전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 또한 재산단층 

에 가까운 재산층 지역의 중앙을 가로지르는 E-W 방향의 축은 남북 급경사 

를 갖는 향사구조 (재산향사)가 발견된다. 그러므로 재산단층은 재산향사의 축 

부에 가까운 남쪽에 발달한 것이며， 재산층은 심하게 교란을 받아 지층의 주향 

과 경사가 심한 변화를 보인다.재산단층과 산막단층에 협재된 폭 약 3 Km의 

동서로 신장된 대상지역을 구성하는 변성암류는 편마구조의 주향은 N60 0 W

EW, 경사는 70 0 -80 0 NW-N을 나타낸다. 

위의 단층외에 발달되는 부수적인 단층이나 열극이 존재하는데，N-S성 - N20 

。 W의 주향을 갖고 경사는 수직 인 것， 주향 E- W-N80 0 E, 경사는 수직 인 것， 

주 향이 N40 0 -50 0 E, 경 사는 50 0 -60 0 NW 인 것 그리 고 주향 N30 0 -50 。

W, 경사는 60 0 -70 0 SW인 것이있다. 이들은 네 번째 것을 제외하고 대부분 

0.5-2m의 안산암맥이 관입하고 있는데 이 안산암맥은 이 지역에 분포하는 춘 

양화강암류를 포함한 모든 암류를 관입하고 있다. 

마. 광석과 광물 

장군광산의 연-아연-은 광상에는 8개의 광체가 배태된다. 주성분 광물로는 

황철석， 자류철석， 유비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및 황동석과 부성분 광물로는 황 

석석， 보우란저라이트， 차골석， 함은사면동석， 알라반다이트， 농홍은석， 백철석， 

규바나이 트 및 PbS-Ab2S -Sb2S3계 미 결정 광물 등으로 구성 되 어 있다. 

금속광물들은 종류와 양이 광체별로 상이할 뿐만 아니라 광체의 심도대에 따 

라 점이적으로 변하며， 단일 광체에서도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가면서 대상분포 

를 보인다. 특히， 남광상 지역의 A, B, C, D 및 E 광체에 비해 북광상을 구성 
하는 금속광물은 유비철석 ， 자류철석， 황석석 및 함은사면동석의 현저한 감소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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황철석의 증가를 보이는 반면， 보우란저라이트， 차골석， 농홍은석， 규바나이트， 

알라반다이트， 백철석 및 PbS-Ab2S-Sb2S3계 미결정광물이 산출되지 않는다. 

산출되는 광석광물의 특징을 기술하면 아래와 같다. 

1) 황철석 

황철석도 광석을 구성하는 주요한 광물로서 전광체에 널리 분포하고 있고， 

양적으로도 가장 다량 산출되고 있다. 황철석은 조기와 말기의 두 시기에 정출 

되고 있다. 조기의 황철석은 자형과 반자형의 유면체결정으로 유비철석， 자류철 

석 및 섬아연석과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으나 만기의 황철석은 때때로 섬아연석 

의 입자사이나 열극을 따라 강상으로 발달하는 것 또는 공극을 메우며 교질조 

직 (colloform texture)를 갖는 것 등이 있다. 즉 이들 두가지의 황철석은 섬아 

연석 정출시기를 경계로 그 보다 먼저 정출한 것과 그보다 나중에 정출했던 것 

으로 구별된다. 

2) 섬아연석 

섬아연석은 방연석과 더불어 경제적으로나 양적으로 장군광석을 구성하는 중요 

한 구성광물의 하나로서 전 광체에 걸쳐 널리분포하고 있으며， 보통 0.1-1 mm 

의 입경을 갖고 불규칙한 형상으로 하고 있다. 이 광물은 주로 황철석， 자류철 

석， 유비철석 및 방연석과 밀접하게 공폰하여 나타나고 또 때로는 본 광산에서 

산출되는 대부분의 광물과 공존하여 나타난다. 거의 대부분의 섬아연석중에는 

용리조직의 발달이 현저하여 입경이 수 μm의 다양한 형상을 하는 황통석이 

포함유되고 있는데 이 황동석의 용리생성물들은 섬아연석 입자의 중섬부에 농 

집되어 있는 경우와 주변부에 농집되어 있는 경우가 있다. 또 때로는 섬아연석 

중에 자류철석이나 황석석， 방연석 및 유비철석 등의 비교적 대형 (수십 μm)의 

결정이 함유되어 있다. 

3) 유벼철석 

장군광산에서의 유비철석은 다금속광화작용의 가장 조기에 정출된 광물로서 

남광상에서는 그 양적으로나 산출빈도에 있어서도 매우 높다. 특히， 망간각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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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프 주변에는 유비철석 농집체가 발견된다. 남광상에서의 유비철석은 보통 

자형~반자형의 입상결정으로 그 입경은 대개 0.3- 1.5 mm의 것이 많다. 

4) 자류철석 

주로 남광상의 광체 중심부 및 광체하부로 감에 따라 그 산출빈도와 산출량 

이 증가하는 경향을 나타내고 있으며 광화작용에 있어서 정출시기에 따라 2개 

로 나뉘어 진다. 특히 ， 조기의 자류철석은 황철석， 유비철석， 섬아연석 및 방연 

석과 밀접하게 공존하고 보통 0.5-1mm의 불규칙한 형상을 나타내고 있다. 

5) 방연석 

방연석도 장군광산에 일반적으로 널리 분포되어 있는 광물로서 경제적으로 

가장 중요한 광물이다. 이 광물은 장군 다금속 광화작용의 만기에 정출된 것으 

로서 함안티몬 광물과 밀접하게 공존하고 있으며， 연정광중에는 은이 

1,000g/ ton 이상이나 함유되고 있어 본 광산의 조업을 유지하는 원동력이 되고 
있다. 이 광물은 대개 불규칙한 형상으로 나타나며 때로는 결정표면이 용융되 

어 둥글고 매끈한면을 하고 있는 것이 있다. 

6) 황동석 

황동석은 그 분포범위난 양이 그다지 많지 않은 광물로서 대개 불규칙한 형 

태로 나타나며 300 μm 정도의 입경을 갖는 것이 약간 인지된다. 대부분의 황 

동석은 섬아연석 및 황석석과 밀접하게 공생하여 나타나고 있으며 특히， 섬아 

연석 중에 이용생성물로서 미세한 입자 (입경수 μm)로 포함되어 있다. 때로는 

황동석의 대형입자중에 섬아연석이 성상입자가 잔재해 있는 경우가 있으며 ， 함 

은 사면동석 -푸라이버자이트계 광물과 공존하는 것도 발견된다. 

7) 보우 란 저 라이 트(boulangerite) 

장군광산산 보우란저라이트는 침상이나 불규칙한 형태로 방연석， 차골석，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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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사변동석과 밀접하게 공생하여 남광상에서 산출되며 특히 남광상 A광체와 

B광체 주변의 능망간석대에 그 산출이 뚜렷하다. 특히 남광상 B광체 상부에는 

방연석， 황철석， 유비철석， 함망간 방해석， 석영 둥과 공생하여 작은 정동중에 

“머리털”이나 “깃털” 모양의 보우란저라이트 집합체를 형성하기도 한다. 

8) 차골석 (boumonite) 

이 광물의 산출위치는 보우란저라이트와 거의 통일하여 남광상의 광체 상부 

및 주변부에서 잘 발달하고 있다. 이는 보통 방연석， 보우란저라이트， 함은 사 

면동석 -푸라이버자이트계 광물과 공생하여 산출되는 경우가 많고， 그 입경은 

보통 100μm 이하이지만， 때로는 2rnm에 달하는 대형의 입자도 발견된다. 

9) 황석 석 (stannite) 

장군광산의 황석석은 아연황석석 분자를 고용하고 있다. 황석석은 다양한 

산출상태와 공생관계를 가지고 있는 바 이들과 황석석의 화학조성은 아무런 

관련성도 보이지 않는다. 단 맥석중에 단독으로 산출되는 황석석에서는 다른 

공생관계를 갖는 황석석보다 철이 높고 아연이 가장 낮은 값을 가지고 있다. 

10) 함은 사면동석 -푸라이버자이트계 광물 

이 광물은 남광산의 망간각력 파이프 주변부와 남 A , B 광체 상부 및 그 

주변주에서의 발달이 현저하나 북광상에서는 노두에서 약간 산출되는 것에 불 

과하다. 특히 남 A광체에서는 광체 주변부에서 방연석 및 함안티몬 광물과 밀 

접하게 공생하여 산출되고 능망간석의 맥상광석중의 황화광물에 수반되어 산출 

되는 것이 보통이다. 

11) 농홍은석 

이 광물은 장군광산에서 미량광물로 산출되는 광물로서 대부분 10-20 μ 
m의 입자로서 불규칙한 형상을 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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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 PbS-Ag2S-Sb2S3계 미 결 정 광물 (Phase X) 

대절갱의 A광체에서 북쪽으로 약 50m 지점에 발달하는 능망간석 세맥중에 

소량의 황화물 · 황염광물로 된 흑색 stringer가 발견된다. 이것을 검토해 본 결 

과 보우란저라이트와 그 산상， 광학적성질이 매우 유사한PbS-Ag2S-Sb2S3계 광 

물임이 확인되었다. 

바. 모암변질 

장군광산의 망간 및 연-아연 -은 광상의 특징은 후자의 다금속 광화작용과 

현저한 광상모암의 열수변질작용이다. 즉， 복잡한 다금속 광화작용에 앞서 주요 

한 광상모암언 장군석회암층을 구성하는 탄산염암에 미친 열수성 망간 교대작 

용 및 열수성 돌로마이트화 작용에 의한 망간과 마그네습 첨가이다. 광상의 열 

수성 돌로마이트는 그것이 존재한다고 해도 부차적인 것으로서 오히려 열수성 

함망간탄산염암이 변질 탄산염암의 주류를 이루고 있다. 이외에 열수변질작용 

으로는 화성암류의 점토광물화 작용과 규화작용이 우세하고， 다금속 광화작용 

의 말기에는 농홍색의 능망간석에 의한 탄산염화작용이 인지된다 (이현구 외， 

1990). 또한 장군석회암층을 관입한 점토광물을 포함한 점토맥이 발달된다. 

사. 물리화학적 생성조건 

장군 연-아연 은 광석은 금， 은， 동， 연， 아연， 비소， 주석， 안티몬， 망간의 다 

금속 광화작용의 산물로서 이들 황화광석 중에는 섬아연석 황철석 육방형 자 

류철석 및 유비철석 -황철석 -육박형 자류철석의 광물 조합이 일반적으로 산출 

되고 있어 전자는 섬아연석 지질압력계 (Lusk and Ford, 1979)로서 후자는 유 

비철석 지질온도계 (Kreschmar and Scott. 1976)로서 광상생성의 물리화학적 

조건의 추정에 중요한 정보를 제공해 주고 있다. 섬아연석 지질압력계로서 광 

석중의 섬아연석-육방형 자류철석 -황철석 triple mutual contact 부근의 섬아연 

석에 대하여 EPMA에 의한 정량분석을 실시한 결과， 생성압은 약 0.8 kb이다. 

유비철석 지질온도계로서 광석중의 유비철석 육방형 자류철석 황철석의 광물 

조합을 갖는 유비철석점에 대한 EPMA에 의한 정량분석결과는 약 0.3 kb의 값 

이 얻어진다. 따라서 장군광산의 생성압은 대략 0.3- 0.5 kb (생성심도 약 1 k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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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하)로 보는 것이 적절하다고 생각한다. 

2. 선예미광산 

가. 위치 

신예미광산은 행정구역상 강원도 정선군 신동읍 조동리에 위치하며，지리좌 

표상으로는 동경 1280 39 ’ 40" -1280 40' 45" 북위 3T 10' 49" -3T 11' 

53" 를 점 하며 , 단위 광구로는 예 미 도폭 50，60호에 해 당한다 (Fig. 13). 

교통은 비교적 원활하여 청량리역에서 태백선을 타고 영월을 경유하여 예미 

역에 도착 후 함백고교 앞까지 버스를 타고 하차후 광산까지 약 2km 도보로서 

도달된다. 

나. 지질 

신예미광산 주변의 지질은 캠브로-오도뷔스기의 조선계 대석회암층군의 상 

부층인 막동석회암층과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하부층인 홍점통이 분포하 

며，상기 지층을 관입한 시대미상의 화강섬록암，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산을 중심으로 동부에는 막골석회암층이 서부에는 이를 부정합으로 덮는 

홍점통이 넓게 분포한다. 막골석회암층 중앙부에는 시대미상의 웅회암 (김규한 

외， 1981)이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으며 이 응회암의 남단에는 팔레오세의 

화강암이 노출되고 서 북 동에는 시대미상의 석영반암이 관입하고 있다.막골석 

회암층의 대체적인 주향，경사는 N30 0 
- 45 0 E , 25 0 -600 NW이며 층후는 대 

략 500m내 외 이 다(Fig . 14). 

1) 막골석회암층 

막골석회암층은 연회색 내지 암회색 석회암， 연회색 결정질 석회암 및 돌로 

마이트질 석회암으로 구성되는데 대체로 후판상을 이루고 있다. 특히 재결정화 

를 받지않은 석회암의 경우 앓은 흑색셰일이 협재되어 있는 것이 일반적이며 

본층의 주향은 N 30 0 -40 0 E. 20 0 -30NW 。 를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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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홍점통 

본 암은 막골석회암과는 부정합으로 남북방향의 경계를 이루면서 지역 서부 

의 예미산 북측사면에 광범하게 노출된다. 구성암석으로는 응회암질 사암， 적자 

색 셰일， 그리고 연회색 사질 셰일로 구별된다. 

3) 신예미화강암 

신예미 화강암은 본 역의 남쪽에 분포하며 막골석회암을 관입하고 있는데 

대체로 우백색을 띤다. 구성광물로는 석영， 장석 및 흑운모가 주를 이루고 있 

다. 현미경하에서 석영은 타형이며 장석은 사장석과 정장석으로 구성된다. 대체 

로 정장석은 칼스맛드 쌍정을 보이며 장경 O.2mm를 나타내는 것이 보통이다. 

흑운모는 판상결정을 이루어 석영과 장석사이에 나타나며 K - Ar 연령(김규한， 

1981) 은 60m.y. 로 나타났다. 

4) 맥암 및 분출암류 

맥암류는 주로 석영반암 규장암 및 유문암으로 구별되며 대체로 우백색의 

치밀한 암상을 나타낸다. 석영반암은 현미경하에서 미립의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되며 광체와의 접촉부에는 석류석등의 스카른이 관찰된다. 스카른과 이에 

수반되는 자철광상을 형성시킨 화성암으로 판단된다. 맥암류와 수반된 응회암 

은 뱃재의 서북사면에 소규모로 노출되는데 전술한 바와같이 막골석회암을 부 

정합으로 덮는 우백색 화산암이다. 각력으로는 원마도가 낮은 석영반암， 석회 

암， 그리고 암회색 셰일퉁이 회백색 바탕에 불규칙하게 포함된다. 

다. 광상 

1) 광상개요 

신예미광산의 광상은 막골석회암층과 화성암류 접촉부에 발달하는 접촉 및 

열수교대 광상과 모암의 압쇄대 및 단층열극대를 열수가 충진하여 형성된 열극 

충진형의 광상으로 성인상 2대분 할 수 있으며， 광상은 성인과 산출상태로 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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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 서부광체와 동부광체 및 자철광체로 3대별된다. 

동부광체는 막골석회암층내에 발달하는 불규칙한 단층파쇄대와 압쇄대를 따 

라 배태되는 소규모의 맥상，파이프상 및 랜즈상의 열극충진 및 화강암 접촉부 

의 접촉교대광상으로서 5-6개의 연， 아연 광체가 발달되고， 상부 셰일층은 연， 

아연， 휘수연광체가 발달되어 있다.광석광물은 섬아연석을 주로하여 방연석，황 

동석 및 휘수연석등이며 이에 황철석，자류철석，석회석，규회석등이 맥석광물로 

수반된다.본 광체의 규모는 폭 2-3m，연장5-6m정도이고 대체로 30- 50 N으로 

plunge한다. 

서부광체는 막동석회암층의 층리를 따라 배태되는 판상의 열수교대 및 접촉 

교대광상으로서 본 광체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섬아연석，황동석，방연석 및 

휘수연석이며 이에 자류철석，황철석 및 회중석퉁이 곳에따라 수반되고 맥석광 

물은 석류석 ，규회석 ，투휘석등의 스카른광물 및 녹니석등이다.본광체의 주향 및 

경사는 N30- 50E,25- 35 W이며 그규모는 폭 2- 6 m，연장 100m정도이다. 

철광석은 서부광체내에 위치하며 배태된 곳은 막동석회암과 후기에 관입한 

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과의 접촉부와 석회암체로서 철광석은 주로 자철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광체는 막동석회암층의 층리면에 평행하게 발달되어 있으며 막 

동석회암층내에는 회색 또는 흑색의 셰일이 협재되어 있다.석회암과 화성암체 

와의 접촉부는 혼펠스로 변질되어 있으며 혼펠스에는 자류철석이나 황철석의 

세맥이 관찰된다.자철광석은 주로 괴상으로 산출되나 지역에 따라 일부 각력 

타원체상을 형성한 것이 존재한다. 

서부 광화대에 형성된 자철광체는 지표에 소규모의 노두가 있으며， ‘ 87년 

이후 계속적인 시추 탐광 결과 대규모 광체의 부존이 확인되었다.본 광체의 평 

균 폭은 100M-150M, 연장은 400M-500M정도이며， 수직 심도는 600M까지 

광체가 건실히 발달되어 있다.대체적인 품위는 Fe 35-45%이다. 

라. 광산현황 

1) 광업권 표시 

·광산명: 신예미광업소 

• 소재지 : 강원도 정 선군 신동읍 조동14리 산 335-8 

• 광 종 : 동，연 ，아연，철 ，휘수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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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등록광구 : 제 2811호외 예 미 도폭 49，50호광구(1，229ha) 

·광업권자:성진철광개발주식회사 

2) 연혁 

• 1910년 : 일인에 의해 광업권 설정등록 

• 1938년 : 조선아연광업주식회사.개발시작(연，아연，휘수연) 

• 1945년 : 월 5，000톤 원광석 생산.일 200톤처 리 선광시 설 

• 1960년 : 문성광업사(정부로부터 불하) 

• 1961년 : 김성운이 인수 

• 1982년 : 연，아연，휘수연 생산중단 

.1983년 : 성진광업 광업권 이전동록 및 철광체 개발시작 

• 1987년 : 수갱시설 (135m) 완공 및 월 15，000톤 생산시설 완공 

.1990년 1987년 이후 시추탐사로 대규모 철광체 확보(매장량 8，300만톤 

이상) 

• 1990년 : 광산현대화 계획수립 

• 1991년 : 광산현대화 개발착수(현대화장비 4대 도입) 

.1994년 : 성진철광개발주식회사로 상호변경 및 법인전환 

• 1994년 : 광산현대화장비 추가도입(전체 12대 투입) .월 40，000톤 생산규모 

• 1994년 : 제 1 통기수갱 건설완공(2.4m x 200m) 

• 1995년 . 제2 통기수갱 건설완공C2.4m x 215m) 

.1996년 : 현재 생산능력 50，000톤/일 

• 1997년 : 수갱시설착수(6，445 x 3 ，290m!m):권양기 설치 및 Tower건설 

3) 기구 빛 인원 

선예미광산의 구성기구 및 인원은 다음과 같다(표 n 

표- 1. 기구 및 인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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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생산 및 판매 

신예미광산의 광석생산 및 판매는 다음과 같다(표-2 ，3). 

표-2. 생산 

굴진(M!월) 
생산(톤/월) 품위 (Fe2 0 3 % 

채광 등 ;0를<. 각 τif 

구분 
기업 경상 (톤/월) (톤/월) 

제철용 시벤E 용 제철용 시멘 E용 

월계획 70 150 45,000 45,000 18.000 23.000 60 45-55 

표-3. 판매 

‘83- ’91 
구분 

누계 평균 
‘92 ‘93 ‘94 ‘95 ‘96 ‘97 ‘98 

제철용 208,202 23,133 20,507 34,041 59,400 74,087 110잃5 170,580 220,000 

시멘 E 용 615,715 68,412 171 ,234 157,932 186,579 216,146 243,805 294,357 280,000 

계 823,917 91 ,545 191 ,741 191 ,973 245,979 290,233 354,190 464,937 500,000 

5) 굴진 

RAMP WAY 및 수평갱도의 규격은 5.0M X 4.마I 이며， 경사는 -6。 - -8。 이다. 

가)천공 

• 천 공 장 ; 3.9M 

• 천 공 공 경 o 45MM 

• 무장약공공경 ; ø 102MM 

• 천 공 수 ; 70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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냐)장약 

• 섬발공의 장약은 장약비중이 너무 높지않게 하고， 점화순서를 따로한다 

(표-4). 

• 주변공은 벽 면을 깨 끗하게 하기 위 하여 약장약으로 Smooth blasting한다. 

표 -4.장약 

二。요 
공당장약량 

구분 25MM 36MM 25MM 계 비고 
-}「‘

G!D LOVEX Gα〕 KOVEX 초안폭약 
λn1 님 EL 그 。l 8 2 11 13 
걷i"- TI 걷 τr7 42 3 3 6 156Kg/ CYCLE 

주변공 17 5 1 6 44.5Kgαq 

계 67 16 85 143 126 88 

다)운반 

파쇄된 암석은 L.H.D.로 MAIN TRUCK에 적재하여 운반한다. 이때 작업장 

과 MAIN TRUCK 적재장과의 거리를 150M 내외로 유지한다. 

6) 채광 

채광작업은 현대화 개발 SYSTEM에 의한 대현 장비를 투입 사용하고 있으 

며， 채광법은 SUBLEVEL STOPPING을 적용하고 있다. 

가) 구획 및 PILLAR 설정 

• 구획 40M x 100M x 100M 를 1구획으로 한다. 

• PILLAR 

• 수평 PILLAR 는 1구획에 25M 

• 수직 PILLAR 는 1구획에 30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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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채준 

• 1구획의 광체고를 4둥분으로 나누어 (25M) 광체 중에 각각 중단갱도를 개착 

• 하부 LEVEL은 운반을 목적으로 하반중에 DRIFT 갱도를 개착한다 . 
• DRIFT 갱도에서 광체중 갱도로 CONE을 20M 간격으로 관통시킨다. 

(L.H.D.의 원활한 적재를 위하여 사각 CONE으로 개착) 

• 자유면 형성을 위해 각 중단과의 SLOT HOLE을 2M X 2MX25M로 굴착 

한다. 

다)채광 

• FAN CUT 방법 

기존 SUBLEVEL 갱도에서 장공천공기를 SETTING하고， 공저간격을 일정하 
게 유지하여 부채살 모양으로 천공하고 3열을 동시에 발파한다 . 

• LINE CUT 방법 

기존 SUBLEVEL 갱도에서 광체 전체의 폭 만큼 SIDECUTTING하고， 수직 

으로 평행하게 천공 하여 3열을 동시에 발파한다. 

• DRAW POINT 직상부는 CRATER가 형성되도록 직상부 SUBLEVEL에 
서 천공장을 조절하여 천공한다. 

라)천공 

• 사용장비 ; 장공 천공기 

• 천공공경 ø75M 

·천공장;최대 40M 

• 천공방향 ; 수직하향， 평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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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장약 

• 50MM DYNAMITE 및 AN-FO를 사용 장약한다. 

• 뇌관은 공저 및 중간에 같은 연시로 장약한다. 

바) 1회 발파 채광량 (1중단 채광 기준) 

• FAN CUT 시 ; 3，960톤 (3.96톤1M) 

• LINE CUT 시 ; 3，000톤 (3.88톤1M) 

사)운반 

광석은 작업장에서 L.H.D.로 MlNE TRUCK에 적재하여 -250ML까지는 갱 

외로 TRUCK이 직접 운반하고， - 250ML 하부 개발시에는 별도의 운반 수갱을 

굴착하여 -lQOMM로 1차 파쇄후 수갱을 통하여 갱외로 반출， 선광장에 급광시 

킬 계획이다. 폐석은 채굴적에 충진하고 남는 폐석은 수갱을 이용하여 갱외로 

반출할 계획이다. 

아) 배수 및 통기 

·통기 

No.2 통기수갱에 설치된 75Hp x 2MAIN F AN 으로 배기를 하고， 성진수갱 

및 RAMP WAY로 입기된다. 각 작업장에는 30Hp, 50Hp 국부선풍기와 0 1.5의 

풍관을 설치하여 BLOWING 한다. 

·배수 

-225ML에 설치된 집수장에서 5" X 85 X 50Hp PUMP로 주 집수장에 집수시 

켜 5" x 8s x 150Hp PUMP로 직접 갱외로 배수시키며， 하부 개발시에는 200M 

마다 별도의 집수장을 설치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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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선광 

월 50，000톤 처리시설을 보유하고 있으며， 갱내용 트럭에 의해 출광된 광 

석을 고품위와 저품위로 구분하여， 2개소의 GRIZZLY에 각각 덤핑 후， 유압 

식 BREAKER로 파쇄하여 ORE BIN에 저장한다.ORE BIN을 통해 100Hp 

JA W CRUSHER, 75Hp JA W CRUSHER에서 150MM로 파쇄되어 2차 저광 

사 및 BELT CONV'를 통해 250Hp CONE CRUSHER에 투입 와어 25MM로 

파 쇄 시 킨 후 40Hp SCREEN에 서 +25MM 는 RETURN되 고 - 25MM, 

-8MM는 D.M. S.(2 ，000G)를 통해 폐석이 선별되고 광석은 다시 

D.M.S. (1，500G)를 통해 Fe +44%는 제철용으로 75Hp CONE CRUSHER와 

175Hp CONE CRUSHER에 보내지고 +40%와 +38% +32%로 선별되어 정광 

사에 저광된다.40Hp SCREEN에서 -8MM는 D.M.S. (1，200G)를 통해 +32% , 

+38%로 나누어 져 정 광사에 저 장되 며 +40%는 D.M.S.(800G)를 통해 +44%는 

제철용 저광사， -42%는 시벤트용 저광사에 저장된다. 

차) 향후 개발계획 

• 수갱 개발후 예상효과 

생산량 : 현행 최대 500，000톤/년. 1차 750，000톤/년， 2차 1 ，000，000톤/년 

증가 

- O.M.S. : 현 행 15 • 1차:19 • 2차:21로 증가 

-원 가 : 현행 100% 기준일 때 80%로 감소 

-투자비 : 15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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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장벼보유현황 

신예미광산에서 보유하고 있는 장비현황은 다음과 같다(표-5). 

표-5.장비보유현황 

시설명 규 격 단위 「ι!::.‘ 그 걷r 비고 

]UMBO DRILL 2 - BOOM 대 2 
L.H.D. 4.8 m 3 ,6.5 m 3 대 2 
AN-FO CHARGER 500L 대 1 
MINE TRUCK 40 TON 대 4 
장공 천공기 40 M 대 

SCADER SCAMEK 1000 대 1 
GRADER 3.6 M 대 l 

국부 선풍기 
40 Hp 대 2 
30 Hp 대 3 

]AW CRUSHER 
100 Hp 대 

75 Hp 대 

250 Hp 대 1 
CONE CRUSHER 150 Hp 대 1 

75 Hp 대 2 
2,100MMX 6,000MM x 40Hp 대 1 

SCREEN 1,8ooMM x 4,200MM x 25Hp 대 l 
1,8ooMM x 3,000MM x 20Hp 대 1 

수， 배전 시설 22.9KV / 3.3KV, 1,5ooKV A λ「1

마. 광물의 대상분포 

광물의 대상분포는 대체로 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으로부터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쪽으로 향하면서 광체와의 접촉부에서는 단사휘석 -석류석 -각섬석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광체주변부에서는 자철석 감람석 -녹니석대，그리고 광체중 

앙부에서는 자철석 -사문석 -녹니석대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바. 광물의 생생 

현재 채광하고 있는 서부광체인 철광상은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층에 관련화 

성암체가 후기에 관입함으로서 형성된 스카른광상으로서 스카른형성의 양상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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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산염암석의 교대에 의해 형성된 외형스카른이다.광체내에는 감람석，사문석，활 

석 및 녹니석등의 Mg-Si스카른이 특정적으로 산출되며 광체접촉부에서는 소량 

의 단사휘석 및 석류석둥이 산출된다. 

01 ivine 

cl inopy roxene 

ga rnet 

magnetlte 

hornblende 

chlorite 

pyrrhoti te 

sphalerite 

pyrt te 

chalcopyrite 

serpentme 

talc 

sil icate ferruginous sulfide alteration 

Fig. 24. Schematic mineral association sequence during the formation 
of the Shinyemi mine(after D.H,See 1984) 

감람석은 화성암체(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등)의 관입에 의해 돌로마이트 

질 석회암이 열변성을 받아 형성된 스카른이다.감람석은 철광석내에 부분적 

으로 존재하나 대부분 사문석화되어 있으며 잔존된 감람석도 균열부위를 따 

라 사문석화하고 있다.경하에서 관찰하면 감람석의 균열부위를 따라 교대된 

것과 입상의 감람석이 완전히 교대되어 감람석의 n껏條을 보전하는 것이 나타 

나는데 이러한 사문석화작용을 변성광물로서 흔히 일어날 수 있는 과정이다. 

또한 사문석은 활석과 탄산염광물로 변질되기도 하였다.감람석은 사문석이나 

활석외에도 녹니석 및 탄산염광물등의 변질물을 만든다.철광체내에서 자철석 

의 간주 또는 공동에 미립의 녹니석 집합체가 충진된 것을 흔히 볼수 있는데 

이는 자철석이 생성되는 동안 또는 생성이후 형성된 것이다.철광석은 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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괴상으로 존재하나 지역에 따라서는 각력상 또는 타원체상으로 산출된다.스 

카른에서 산출되는 중요광물들은 형성순서와 관련해서 다음과 같이 구분할 

수 있다. 

•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의 교대에 의해 처음 형성된 광물로는 감람석，단사휘 

석 및 방해석등을 들 수 있으며 이는 주로 Mg-Si광물들의 형성시기이다. 

• 두번째 형성된 광물로는 자철석，각섬석，녹니석，방해석 및 석영등으로 함 

Fe광물들이 주로 포함된 시기이다. 

• 세번째는 유화광물이 주로 형성된 시기로서 자철석，자류철석，섬아연석 ，황 

철석，황통석과 녹니석，방해석，돌로마이트 및 석영의 형성을 들 수 있으며 상기 

광물들은 前시기에 형성된 것과 중복될 수 있다. 

• 마지막으로 변질광물의 생성시기로서 사문석，활석，석영 및 방해석등의 형 

성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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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마그마광상 

1. 연천 고남산 철광화대 

가. 위치 ， 교통 및 지형 

연구지역의 행정구역은 경기도 포천군 관인면 사정리와 삼율리(북위38 0 05' 

동경 127" 15' )일원으로 단위광구로는 연천지적 4호와 5호에 해당된다. 교통은 

포천군 영북면 운천리까지 43번 국도가 개설되어 있고 운천에서 삼율리까지는 

포장된 지방도를 이용할 수 있다. 

본 역의 지형은 추가령지구대에 인접하여 있으며 한탄강이 연구지역 남쪽 경계 

부에 접한다. 

냐. 지 절 

고남산 광상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호상편마암(경기변성암복합체) 

과 변성퇴적암(연천층군) , 원생대중기(1468.4:t 20Ma)의 반려암， 산성맥암， 중생 

대화강암(116.4:t 1.7Ma) 및 관입유문암 그리고 제 4기의 현무암으로 구성된다. 

기저층인 시생대의 호상편마암과 원생대 연천층군과의 관계는 단층접촉이 

고， 반려암질암은 연천층군의 층리를 따라 병반(laccolith)형태로 관입한다. 또 

한， 연천층 군의 변성퇴적암내에는 반려암과， 동일마그마에 의한 화산(심성활 

동에 기원한 층상각성암， 편암등 화산암내지 화산성 변성퇴적암이 발달한다. 반 

려암과 변성퇴적암의 관계에 의하면 변성퇴적암은 전체적으로 역전된 형태로 

사료된다. 

중생 대 의 화강암은 연구지역의 북동외곽에 분포하고， 본 역에서는 관입상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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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문암과 석영반암이 통일암맥을 이루고 있다(Fig . 2). 한편 한탄강변의 저지대 

에는 제 4기의 현무암이 발달한다. 

연구지역의 층서 

제4기 현무암 

뽑
 

백악기 산성맥암 

---관입 --

원생대 반려암 

---관입 - - -

화산암， 화산성변성퇴적암 

원생대 규암 

석회석， 석회규산염암 

---다측?---
L-- '--' • 

시생대 호상편마암 

다. 광상 

1) 광상개요 

본 역에 는 연천계의 변성퇴적암류를 관입한 반려암에 밀접하게 관련된 정마 

그마기원의 함티타늄철광석과 고농도의 함티타늄 반려암벨트에서 규산염벨트로 

분화 한 암체에서 파생된 암석으로 사료되는 편상화강암질암내에 부존하는 희 

토류광물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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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티탄 철광석 

본 역의 주요광상은 병반상으로 관입한 반려암질암에 관련하여 산출하는 함 

티타늄 자철광(매장량 130만톤， 품위Fe46-48wt.%， Ti02 17- 18wt.%)이며 현재 

도 가행중이다. 함티탄 철광은 반려암중에도 산출하나 여기에는 파생되어 규암 

과 석회질암을 주로 하는 변성퇴적암을 암상(silD으로 관입한 반려암과 변성퇴 

적암의 접촉부에 우세하게 배태한다. 김둥(1989)에 의하여 확인된 바에 의하면， 

광석 광물은 티탄철석， 함티탄철석， 자류철석， magnetite, pent1andite, 황철석， 

황동석이며， 맥석광물로는 각섬석， 사장석， 석류석， 휘석， 흑운모， 백운모， 스핀， 

알카리장석 clinozoisite, 인회석 ， hercynite 및 녹니석 둥이 산출된다. 김등 

(1994)에 의하면， 광화작용시기는 중부원생대(1，021 - 1.쇄6Ma)로， 광체는 광화작 

용후에도 동력 변성 작용이 계속되어 괴상 내지 층상의 구조를 띤다. 

철광체의 주구성광물은 Ti02 42.25-51.56wt.%과 Total FeO 51.14- 43.98wt.% 

인 일메나이트(llme띠te)계열과 Ti02 1.29-6.577wt.% Total FeO 85.88-77.83wt.%인 

함티타늄자철석 (Titanomagne디te)계열로 대분되며， 그외 적철석， 스펜과 황동석， 

황철석 ， 등의 황화광물이 소량된다. 

3) 희규금속광상 

본 역의 희규금속광물은 전장에서 기술한 편암층에 발달하는 편상화강질암 

내에 배태하며， 주로 갈염석과 니오비움-탄탈륨 광물이 산출된다. 본 암석은 주 

구성원소에 의하면， 알카리장석유문암 유문암에 속하는 암석이다. 운모편암과 

호층을 이루며 발달하기도 하고 관입형태로 산출되기도 한다. 

이들의 생성환경은 반려암의 관입과 관련된 화성활동이 진행중인 퇴 적 장소 

에서 층상각성암(층상반려암) , 규암， 석회질암， 편암등과 함께 동일 퇴적환경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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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서 생성된 연천층군의 암석으로 상세한 산상과 지화학적인 내용은 전장에서 

심하고， 편 달하나 팽축현상이 술하였다. 정밀조사에서 확인된 연장은 0.9Km에 

정확한 폭을 지표에서 편상화강암질암은 달하나 이중에 폭은 약 50m에 암의 

확인할 수 없다. 

품위는 결과， 분석한 127~를 지표시료 

0.0075-0.1%이고， Nb 0.013%7} 검출된다. 

심하여 변화가 품위는 희토류의 

2. 소연평도 함티탄자철광상 

가. 위치 

소연평도는 대연평도 앞바다에 자리잡은 1.3Km2면적의 작은 섬으로서 

구역은 경기도 옹진군 송림변에 속하며 광상은 섬중앙부 산정상부에 즉 

37" 36' 30" 동경 1250 43' 00" 에 위치한다. 인천항에서 서서북측으로 80Km 

떨어져있는 이 섬은 휴전선에서 남방으로 불과 9Km 밖에 떨어져 있지 않다. 

행정 

북위 

운모편암 

함티탄자 

냐. 지절 

소연평도에는 선캄브리아기의 결정펀암계에 속할것으로 생각되는 

석회암층과 시대 미상의 각섬편암 황반암맥이 분포하며 각섬편암중에 

철광상이 부존되어있다. 

시대 미상 

황 반 암 

(맥상관입) 

함티탄자철광체 

각섬편암 

(Sheet 상 관입) 

결정편암계 시생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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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암층의 분포상태를 보면 하부 운모편암층은 섬의 서측에 대상으로 분 

포하고 이 암층과 접하여 동측(상부)에는 석회암층이 분포하며 이들암층의 상 

부를 이룬 운모편암층은 214m고지를 중심하여 서측과 북측 및 동측에 분포하 

고 있어 N10 0 W 방향의 축을 갖는 경미한 향사구조를 보여주고 있다. 향사축 

의 동측부에는 상부운모편암층과 석회암협층의 일부가 나타나 있을뿐 하부운모 

편암층은 볼 수 없다. 상부운모편암층위에 Sheet상으로 관입한 각섬편암이 부 

존하고 이상부에 함티탄자철광체가 배태되어 있어 소연평도 정상부를 점하고 

있다. 

다. 광상 

함티탄자철광상은 이섬의 최고봉인 214고지를 정점으로하여 산정상부를 점 

하며 각섬편암층의 상부에 Roof Pendant상을 이루어 각섬편암의 편리에 평행 
하게 부존한다. 광체는 남북방향의 단층에 의하여 동측광체와 서측광체로 분리 

되고 서측부가 약90m의 낙차로 떨어진 것으로 사료된다. 

1) 동부광채 

대체로 층상을 이루는 이 광체는 남북단층의 동측으로 주능선을 따라 연장 

280m가 노출되고 동측사면으로 최대 20üm(사거리)가 나타나며 능선부 가까이 

에 가장 두꺼운 곳에서는 40m의 두께로 부존하고 있음이 시추결과 확인되었다. 

광체는 모암인 각섬편암과 같이 편리가 발달하며 각섬편암의 편리와도 대체로 

일치하는 N10 0 -200 W의 주향에 100 -300 NE의 경사를 이룬다. 광체중에는 

각섬편암의 협층이 1호공 시추에서 저부에 약간 협재되고 4호공 시추위치와 이 

곳에서 북측으로 30m떨어져 3m폭의 항반암맥이 동서방향으로 관입하고 있다. 

2) 서부광채 

이 광체는 동부광체에서 보다 각섬편암이 크게 협재하여 산출상태가 다양성 

을 지니고 있다. 현재 나타난 광체는 남북방향으로 130m 동서방향으로 90m 

범위에 부존하나 중간에 각섬펀암이 크게 협재하여 있으며 남부와 북부에서 이 

각섬편암은 팽대되어 광체를 상하로 분리 시키고 있다. 동부광체와 같이 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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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발달하는데 경사는 40。 로서 더 급경사를 이루고 있다. 주광체의 하반에서 

15m하위에 역시 각섬편암을 모암으로하여 저품위 광체가 편리에 평행하게 발 

달하는데 품위는 Fe33%정도이다. 

라.광물 

광석광물은 자철광， 티탄철광， 적철광으로 구성되며 주광체에서는 맥석을 별 

로 함유하지않는 고품위 함티탄철광석으로 모암인 각섬편암과 동일한 편리가 

발달되어있다. 맥석광물로는 각섬석과 녹니석， 허시나이트(Hercynite)를 수반하 

는데 녹니석은 각섬석으로부터 교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광체에서 각섬석보 

다는 녹니석의 함량이 많은 것으로 보아 광체부에서 녹니석화작용이 있었음이 

인지된다. 맥석광물의 입도는 최하 0.OO175mm 최고 0.35mm로서 보편적인 입 

도는 0.07 - 0.24mm이다. 일반적으로 광석광물은 Granular texture를 가지며 입 

도는 0.017-0.5mm정도이나 보편적인 입도는 O.lmm정도이다. 티탄철광은 거의 

신선하여 다른 광물을 포과하지 않으나 자철광은 단독으로 산출되는것보다 

exsolution(불용분렬)에 의하여 티탄철광과 평행연정을 이루어 선출하는 것이 

대부분이다. 또한 자철광은 외곽부가 후기 산화작용에 의하여 적철광화되어 있 

음이 관찰된다. 불용분렬 (exsolution)에 의한 특유한 호상의 평행연정을 이루는 

것은 자철광과 티탄철광간에는 유한혼용도를 갖는 고용체가 존재하기 때문이 

다. 처음 티탄철광을 정출하고 그 사이에 자철광과 티탄철광의 고융체가 충진 

된 것이다. 냉각이 서서히 진행되면 티탄철광과 자철광과의 혼용도는 온도의 

저하에 따라 감소되므로 티탄철광은 자철광중의 용해도에 대해 과포화상태가 

괴어 평행연정구조를 이루는 것으로 생각된다. 이런 사실은 실험으로도 어 느정 

도 확인이 된 셈이다. 예를 들면 연천군 고남산의 함티탄철광석을 가열하였다 

가 서서히 냉각하면 원래 없던 호상구조가 나타나고， 볼음도의 광석을 가열하 

였다가 냉각시키면 원광석에 있던 호상구조가 없어진다. 따라서 평행연정의 생 

성은 광석생성당시의 냉각의 지속에 기인되는 것이다. 평행연정을 이루고 산출 

하는 티탄철광은 1μm-0.03mm의 입도를 가지므로 기계적으로 자질광과 분리하 

기는 곤란한 것으로 사료되나 Granular texteure를 갖는 Ilmenite와 자철광은 

O.lmm의 입도이므로 분리가 가능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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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 광상의 성인 

함티탄철광상은 각섬편암을 모암으로하여 배태되어 있으며 광체와 모암간 

의 변화는 점이적인 관계를 갖는다. 즉 맥석광물은 모암의 주 조암광물인 각 

섬석과 각섬석으로부터 변질한 것으로 보여지는 녹니석이 대부분이며 광체부 

근의 모암에는 자철광， 티탄철광들이 다량 조암광물로 함유된다. 광체주변 뿐 

아니라 일반적으로 각섬편암 중에 자철광둥 광석광물의 함량은 높은편이며 

정상부에 위치한 주 광체에서 남측으로 떨어진 두 곳에는 각섬편암 중에 함 

티탄자철광이 산재하여 저품위 광체를 이루고광체와 모암과의 관계는 점이적 

으로 변한다. 각섬편암은 광체주변부에서 각섬석둥 유색광물의 함량이 현저히 

높으며 광체에 멀어지면 장석의 양이 증가된다. 또한， 각섬편암의 암상은 남 

측으로 가면서 편리의 발달이 미약해지고 괴상으로 변하여 각섬암의 양상을 

띈다. 퇴적기원의 기존암층은 운모편암과 각섬편암과의 관계는 광체주변에서 

Sheet상으로 관입하여 정합적인 관계를 갖는 듯이 접하나 남측으로 가면서 

운모편암층의 층리를 절단하고 접촉면은 급경사로 바다속으로 들어간다. 따라 

서 본 각섬편암은 섬의 남측 지하섬처로부터 관입한 화성암 암석임을 알 수 

있다. 광석의 구조를 보면 구성광물인 자철광 티탄철광 적철광들이 Granular 

texture를 가지나 자철광결정 중에는 티탄철광과 exsolution에 의한 평행연정 

을 이루고 있다. 티탄철광의 융점은 1.4500로서 일반적으로 고온의 암장분화 

광상에는 산출되는 것이기도 하나 자철광과 평행연정 이루고 있는 것으로 보 

아 자철광과 같이 지하심소에서 암장분화 과정을 거쳐 서서히 냉각하면서 상 

기한 광석조직을 이루었을 것이다. 

상기한 사실들을 종합해 볼 때 소연평도의 함티탄자철광상은 섬의 남측에 

위치한 지하침소로부터 염기성 암장이 기존운모편암층 중으로 상숭하여 이루어 

진 암장분화광상으로 사료된다. 정출분화작용은 조기에 티탄철광， 자철광， 적철 

광등이 정출하여 광체주변에 농집되었으며 광체에서 멀어지면서 주로 규산염광 

물들이 정출하여 각섬암을 이룬 것으로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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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 품위와 매장량 

1) 품위 

지표시료 평균품위는 Fe 50.82%, Tio2 17.75%, S 0.02%, P 0.05%이고， 시추 

코아 평 균품위 는 Fe 46.77%, Tio2 16.17% , Cr 0.26%, V trace이 다 

2) 매장량 

본 광상은 진술한바와 같이 상정상부에 Roof pendant 형으로 노출되어 있 

는 광체이므로 지표에서도 대체적인 부폰 상태는 파악할 수 있으며 광체의 하 

부 상태는 시추결과와 광상학적인 해석으로 추정하여 본철광상에 대한 매장량 

을 6,768,757 M!T로 계산하였다. 

가) 동부 광채 

광체는 대체로 각섬석편암중에 편리에 평행하게 배태되여 있으므로 편리의 

주향에 직교하는 단면도를 작성하여 광량을 2,888,757 M/T 산출하였다. 

나) 서부 광체 

서부광체는 동부광체와는 달리 렌즈상의 각섬편암층이 크게 협재되여 광체 

를 상하부로 구별지어 놓고 복잡한 양상을 띄고 있다. 편리의 방향에 직교하는 

단면적을 구하고 광량을 3,880,000 M!T로 산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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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프돈 
"L-

1. 본 연구는 각 기관 및 기업에서 보유하고 있는 지질， 광상분야 등의 기존 

자료들의 취합을 통하여 광상의 유형을 찾아내고 이를 통하여 광상모델을 설정 

함으로써 유용광물의 조사 및 탐사에 대한 새로운 방법론의 정립을 유도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2. 금년도 본 연구의 대상은 광상타잎별로 맥상광상， 교대광상 및 마그마광 

상 등 3개의 광상타잎을 선정하였다. 각 광상타잎별 선정광산은 다음과 같다. 

맥상광상 : 무극광산(금광) 

교대광상 : 장군광산(현 금호광산 : 연，아연광산) 

신예미광산(철광) 

마그마광상 : 연천 고남산 철광화대 

소연평도 함티탄자철광상 

3. 무극광산 

가. 이 광산에의 광상은 조립칠 흑운모화강암 내에 발달된 석영맥에 배 

태되어 있으며， 광상이 형성된 석영맥은 NlO -15 0 w의 방향을 가지고 있다. 

광상은 이들 석영맥에 수 차례에 걸친 광화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었다. 

나. 이 광산의 광체는 노두 발달상태가 가장 양호한 8호맥을 중심으로 

좌우측에 거의 대칭적으로 3 -4개조가 평행 발달되고 있다. 광체의 품위 는 광 

맥의 분기에 따라 낮아지는 경향을 보이며， 또한 황철광의 증가에 따라서도 낮 

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다. 광산의 개발은 수갱을 통하여 지하 20레벨까지 이루어졌으며 ， 하부로 

가면서 품위가 점차 낮아지는 경향을 가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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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장군광산 

가. 이 지역은 영남육괴 (소백산육괴)의 동북부 및 경상분지의 북쪽 연변 

에 해당되는 곳으로 선캄브리아기의 화강편마암 및 변성퇴적암류， 캄브로 오르 

도비스기와 석탄기의 퇴적암류 및 이를 관입한 중생대의 화강암류로 구성된다. 

나. 장군광산은 광상의 모암 및 산출상태와 성인이 다른 망간， 연 아연 

은， 바나륨 및 철 광상이 분포하는 다금속광산이다. 현재 가행 중인 광체는 연 

아연광체인 남， 북， 재산광체의 3개 광체가 주종을 이룬다. 

다. 4. 연-아연-은 광상은 장군석회암층에 배태된 열수성 교대광상으로， 

광체는 석회질암과 춘양화강암의 관입접촉면에 발달한 소단층 및 열극의 규제 

를 받아 파이프상， 판상 및 불규칙한 괴상 등으로 산출된다. 광상의 광화시기는 

춘양화강암이 133- 157 Ma~ 반면 광상주변의 열수변질물인 견운모의 생성 시 기 

가 73-85 Ma 로서 백악기 후기로 추정된다. 

라. 주성분 광물로는 황철석 자류철석 유비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및 

황동석과 부성분 광물로는 황석석， 보우란저라이트 (boulangerite) , 차골석， 함은 

사변동석， 알라반다이트 (alabandite) , 농홍은석， 백철석， 큐바나이트 및 

PbS - Ag2S -Sb2S3계 미결정광물 동으로 구성된다. 

5. 신예미광산 

가. 이 광산의 광상은 막골석회암층과 화성암류 접촉부에 발달하는 접촉 

및 열수교대광상과 모암의 압쇄대 및 단층열극대를 열수가 충진하여 형성된 열 

극충진형의 광상으로 성인과 산출상태로 보아 서부광체와 동부광체 및 자철광 

체로 3대별 된다. 현재 가행중인 광체는 철광체이다. 

나. 신예미광산 주변의 지질은 캠브로-오도뷔스기의 조선계 대석회암층 

군의 상부층인 막동석회암층과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하부층인 홍점통이 

분포하며，상기 지층을 관입한 시대미상의 화강섬록암，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등 

으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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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신예미광산의 광물의 대상분포는 대체로 석영반암 및 석영조면암으 

로부터 돌로마이트질 석회암쪽으로 향하면서 광체와의 접촉부에서는 단사휘 석 

석류석-각섬석대가 부분적으로 나타나며 광체주변부에서는 자철석 -감람석 -녹 

니석대，그리고 광체중앙부에서는 자철석 -사문석 -녹니석대가 우세하게 나타난 

다. 

6. 고남산 철광화대 

가. 본 광화대의 주요광상은 병반상으로 관입한 반려암질암에 관련하여 

산출하는 함티타늄 자철광(매장량 130만톤， 품위Fe46-48wt.%， TiÜ2 17- 18wt.%)이 

다. 

나. 주요 광석광물은 티탄철석， 함티탄철석， 자류철석 magnetite， 

pent1andite, 황철석， 황동석이며 ， 맥석광물로는 각섬석 ， 사장석， 석류석， 휘 석， 흑 

운모， 백운모， 스핀， 알카리장석 clinozoisi te, 인회석， hercynite 및 녹니석 등이 

산출된다. 

다. 철광체의 주구성광물은 Tio2 42.25-51.56wt.%과 Total FeO 

51. 14-43.98wt.%인 일메나이트(Ilmenite)계열과 Tio2 1.29- 6.577wt.% Total FeO 

85.88-77 .83wt.%인 함티타늄자철석 (Titanomagnetite)계열로 대분되며， 그외 적 

철석， 스펜과 황동석， 황철석， 동의 황화광물이 소량된다. 

7. 소연평도 함티탄자철광상 

가. 이 지역에는 선캄브리아기의 결정편암계에 속할것으로 생각되는 운 

모편암 석회암층과 시대 미상의 각섬편암 황반암맥이 분포하며 각섬편암중에 

함티탄자철광상이 부존되어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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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광체는 남북방향의 단층에 의하여 동측광체와 서측광체로 분리되어 

있다. 

다. 광석광물은 자철광， 티탄철광， 적철광으로 구성되어 있다. 맥석광물로 

는 각섬석과 녹니석， 허시나이트(Hercynite)를 수반하는데 녹니석은 각섬석으로 

부터 교대한 것으로 생각되는바 주광체에서 각섬석보다는 녹니석의 함량이 많 

은 것으로 보아 광체부에서 녹니석화작용이 있었음이 인지된다. 일반적으로 광 

석광물은 Granular texture를 가지며 입도는 0.017 - 0.5mm정도이나 보편적 인 

입도는 O.lmm정도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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