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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The Milyang pyrophyllite deposit occurs in late cretaceous andesitlc 

rock in the Milyang area. The pyrophyllite ores are formed by 

hydrothermal alteration of the andesitic rock. The alteration zone is 

generally characterized by the zonal distribution of altered zones , such 

as pyrophyllitic zone(pyrophyllit- kaolonite) , porcelainous zone(quartz

sericite- pyrophyllite- kaolonite) and propylite zone in the order from the 

cecter to the margin. The shape of the ore bodies are formed and 

controlled by faults and joint, along which the hydrothermal alteration 

took placed. The pyrophyllitic ore is generally represented by 

pyrophyllite associated with kaolinite. The porcelainous ore is 

characterized by the presence of quartz, pyrophyllite, kaolonite and 

sericite. Other minerals are chlorite, andalusite, dumotierite, alunute, 

epidote and Fe- minerals such as pyrite and hemat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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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hemical compositions of the pyrophyllite ore is as follows Si02 46.04 

-69.15 wt% , Ab03 21.02-38.27 wt% , Fe203 0.53-8 .11 wt% , S.K 26-

33. The ore reserves of the phyrophyllitic ore are 6,896,000M/ 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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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 서 언 

산업이 발달함에 따라 원료광물자원의 활용이 더 늘어 나고 있으며 국내에서 

도 산업광물의 수요가 점차로 증가하고 있는 실정이다. 광물자원 산업의 활성 

화를 위해서 국내원료자원의 확보를 위한 조사연구가 이루어져 안정적 수요를 

확보함은 물론 수입대체 및 수출신장을 위해 지속적인 조사연구가 요구되고 있 

다. 이에 따라 국내 부존 원료광물의 자원확보는 반드시 이루어 져야 하는 당 

변과제이다. 국내에서의 비금속 산업광물자원은 부존량이 비교적 풍부하나 원 

광석의 품위를 저하시키는 불순물을 함유하는 것이 상당량 존재하므로 고가의 

광물소재로 이용하는데 많은 문제점을 안고 있다. 최근에 와서는 각종 첨단소 

재 및 산업소재 원료가 고품위로 사용하고 있으며 이러한 것은 점차로 더 양질 

의 광물소재를 필요로 하게 하고 있다. 산업원료광물에 대한 광상연구는 광물 

자원의 활용도와 부가가치를 높여 자원의 탐사와 개발을 촉진시키는 역할을 하 

며 광업생산 활동에도 활력소를 주게된다. 

납석은 국내 생산량의 30%를 수출하는 광물자원으로 수출 광종 중에서 수출 

금액 선두를 유지하고 있다. 국내 자급도는 거의 100%에 가까우며 석회석， 고 

령토와 더불어 국내 광물 산업계를 주도하고 있다. Table 1)과 Fig.l은 납석의 

수급자료와 추세도를 보여준다. 

납석자원은 내화물， 타일， 도자기， 시멘트 등에 넓게 활용되고 있으며 ’97년도 

국내 내수 및 생산물량은 각각 76만톤과 99만톤 그리고 수출물량은 26만톤에 

이른다. ’91년도 부터 내수와 생산물량은 꾸준한 증가 추세를 유지하고 있으며 

수출물량도 완만한 증가세를 유지하고 있다. 

본 연구는 산업자원부 출연금으로 실시되었으며 1997년도에는 경북지역의 임 

당납석과 전남지역의 구시납석을 대상으로 사업을 수행하였다. 금년도(1998년) 

에는 경남 밀양지역에 부존하는 밀양 납석광체를 대상으로 지질광상 조사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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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수행하여 광상개발에 필요한 지질광상학적 정보를 마련하고자 한다. 광체의 

부존산상과 매장량， 변질대 규명 및 광석 유형에 대한 광물특성과 물성 등을 

규명하여 원료자원의 개발， 고부가가치화 및 용도창출에 기본자료를 제공하고 

자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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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Demancν supply data of pyrophyllite. 

(uni t: M/T) 
1971 1976 1981 1986 1991 1992 1993 1994 1995 1996 1997 

demand 58 ,062 126 ,076 224 ,204 383 ,672 331 ,390 373 , 124 412 ,348 479 ,697 559.422 537.039 757.590 
produc. 142 ,335 348 ,694 395 ,216 587 ,049 573 ,208 602 ,580 644 ,890 709 ,951 789 ,994 780 ,062 994 ,366 
export 84 ,273 222 ,618 171 ,012 203 ,769 257 ,321 216 ,759 223 ,593 247 ,285 254 ,595 226 , 170 258 ,695 
Import 1, 181 652 2 ,663 4 ,578 920 5.501 10 ,983 

1 ,200 ,000 

•} 1 ,000 ,000 
μj 

800.000 

“•-‘ 600 ,000 E 

400 ,000 - • demand 
-룰- produc 

200 ,000 --- export 
-를- import 

o 
19711976 1981198619911992 1993 1994 1995 19961997 

year 

Fig.l Demand/supply trend of pyrophyllite 



제 2 장 지 잘 

연구조사지역인 밀양지역 일대의 지질은 Fig.2에 나타나 있으며 지질계통은 다 

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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밀양안산암 

비현정질안산암 

밀양지역은 백악기 말에 분출된 유천층군0977， 장기홍)의 화산암류와 후 

기에 관입한 화강암류로 분류된다.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는 하부의 주사산 

안산암질암으로 불리는 안산암질암류와 상부의 운문사 유문암질 암으로 명 

명된 유문암질 화산암류로 구분되며 밀양지역에는 주사산 안산암질암류가 

분포한다. 주사산 안산암질암류는 비현정질 안산암， 밀양안산암， 정각산층의 

응회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조사지역내 분포되는 암석에 대해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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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2 Geologic map of the Milyang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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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비현정질안산암 

비현정질안산암은 Fig.2의 조사지역내의 북부지역에서 밀양안산암과 경계를 

이루며 북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또한 조사지역내에 있는 납석 변질대의 

동부에 분포가 잘 나타나고 있으며 후기에 화강섬록암에 의해 관입되어 있다. 

비현정질안산암 분포지역내에는 부분적으로 안산암질 응회암이나 집괴암이 존 

재한다 암흑색 치밀질의 반상조직으로 반정은 사장석과 휘석으로 구성되어 있 

으며 크기는 1 rnrn 내외이다. 구성광물은 사장석과 휘석외에 각섬석， 녹니석， 

정장석， 석영 및 불투명 광물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밀양안산암 

밀양안산암은 납석변질대의 모암으로 변질대 북쪽에 분포되어 비현정질안산암 

과 경계를 이루며 또한 밀양시 동남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청도도폭(1964 ， 

김기완， 박용진)에서 동남단에 분포하는 비현정질 안산암과 유천도폭(1988， 홍 

승호， 최범영)내 서남단에 분포하는 밀양안산암과는 서로 다르게 경계가 도시 

되어 있는데 Fig.2에서와 같이 납석변질대와 경계를 이루는 북부는 밀양안산암 

으로 판단된다. 밀양안산암은 반상조직으로 주로 사장석 반정을 함유하며 카리 

장석이나 휘석도 소량 나타난다. 석기부는 짧은 주상의 사장석과 미 립 의 석영， 

녹니석， 각섬석， 견운모 및 불투명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안산암은 대부분 변질되어 산출되며 녹니석 및 

광물이 특징적으로 관찰된다. 

3. 유리질 응회암 및 층회암 

뇨二여서 , 0 , 

정각산층에 속하며 Fig.2의 지질도 동남부에 일부 분포되어 밀양 안산암과 경 

계를 이루고 있다. 또한 화강섬록암체내에 포획암으로 잔존되어 나타나기도 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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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정각산층은 주로 응회질암으로 이루어진 화산성 퇴적암층으로 주분포지는 

밀양군 정각산 및 승학산 일대이다 유리질 응회암 층회암 및 결정질 응회암으 

로 분류되고 있다. 유리질응회암은 회색을 띠며 유리질의 석기에 소량의 투휘 

석을 함유한다. 층회암은 암흑색의 미립 화산회와 사장석， 석영， 녹니석， 견운모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4. 화강섬록암 

화강섬록암은 조사지역인 Fig.2의 지질도에서 동북단에 분포하며 비현정질 안 

산암을 관입하고 있다. 화강섬록암체내에는 관입 암맥류인 석영반암이 관입되 

어 있으며 비현정질 안산암과 정각산층의 유리질 응회암이 포획암체로 잔존되 

어 있다. 화강섬록암의 주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카리장석， 각섬석， 흑운모 

등이며 소량의 이산화철광물이 존재한다. 사장석의 조성비율이 카리장석보다 

훨씬 우세하며 유색광물로는 각섬석이 흔하게 나타난다. 사장석은 지역에 따라 

부분적으로 견운모나 고령토로 변질되어 있다. 

5. 석영반암 

석영반암은 조사지역 동북부에 넓게 분포되어 있는 화강섬록암체를 관입하여 

암맥상으로 소규모로 분포되어 있으며 정각산층의 유리질 응회암을 포획하기도 

한다. 대체로 황백색을 띠며 반상조직을 보인다. 반정은 주로 석영으로 구성되 

어 있으나 카리장석과 사장석도 나타난다. 반정의 크기는 O.7mm에서 3mm까지 

다양하며 석기는 석영 사장석 카리장석 이산화철 등의 미립광물들로 구성되 

어 있다. 석영과 장석으로 이루어진 미문상 조직이 관찰된다. 

꺼
 
t 1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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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광 상 

l. 광상개요 

국내 납석광상은 경상누층군중 화산암류가 넓게 분포하는 밀양， 청송， 김해 등 

지와 전남 서남부인 해남， 진도， 구시， 완도지역 등에 집중적으로 발달되어 있 

다. 이는 백악기 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암의 화산암류로 구성되는 유천층군의 

분포지로서 납석외에 견운모， 고령토 및 도석 광상이 발달하고 있다. 이러한 광 

상들의 분포특성은 유천층군의 화산활동과 변질광물을 형성시킨 열수변질작용 

과의 상관성을 잘 보여 준다. 열수변질작용은 고온의 열수가 모암과 작용하여 

열수변질대를 형성하게 되며 열수용액의 화학적 성분에 따라 여러 광상이 형성 

된다. 모암인 화산암의 조직은 거의 소멸되거나 가상으로 일부 잔존되며 새로 

운 변질광물을 형성하게 된다. 

밀양지역에 분포하는 납석광상은 소규모로 여러곳에서 산출되고 있으나 규모 

가 크고 대표적인 것은 밀양 북부지역 부북면 용지리 일대에 부존된 밀양납석 

광체 (Fig.2의 납석광화대 및 변질대)를 들 수 있다. 납석광상은 화산암류인 안 

산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납석화작용， 고령토화작용， 규화작용， 견운모화작 

용 및 녹니석화작용 등이 초래되어 여러 변질대를 형성하고 있다. Fig.3은 밀양 

광상의 변질대를 나타내고 있다. 납석광체는 모암인 안산암의 열극이나 단층 

면 또는 약한 구조선을 따라 불규칙하게 배태되어 있으며 본 조사지역내에서의 

납석광체는 크게 두 광체로 나눌수 있다. Fig .3에서 보여주는 해발 302.5m와 

31 1.6m를 잇는 능선의 북부지역 쪽에 형성된 납석변질대의 광체 (북부광체)와 

능선 남쪽에 형성된 두 개의 납석변질대광체(남부광체)를 들 수 있다. 북부광체 

는 현재 노천채광중인 광체로서 광체의 주향방향은 N20-40 oE, 경사는 동쪽 

으로 향하고 있다. 북부 납석광체는 대체로 해발 23야n로부터 285m사이에 그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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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 남부의 납석광체는 대체로 해발 225m에서 290m사이에서 불규칙한 형태로 

부존되어 있다. 북부광체와 남부의 주광체는 광체의 주향 및 경사 방향 그리고 

부존위치 등으로 보아 해발 311.6m 능선 일대를 cap으로 하면서 하부에서 서 

로 연결된 광체로 확인된다. 

북부광체에는 동서방향의 단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는 소단층들이 

잘 나타난다. 사진.1은 북부광체 상부의 일부 광체 전경으로 구조션을 잘 보여 

주는데 광체의 중앙부에는 비교적 고품위의 납석광체가 부존되어 있으며 주변 

부는 산화대와 도석질 납석대가 분포한다. 산화대에는 균열부위나 표면부에 이 

산화철광물이 흔하게 나타나 갈색이나 흑갈색으로 나타난다. 단층면을 따라 광 

화작용이 잘 진행된 고품위의 광체는 단층선이 만나는 부위나 열극의 주변부 

(사진 .2 참조)를 따라 발달하며 연한 하늘색이나 녹색 또는 흰색을 띤다. 일부 

광체구간에는 납석화작용에 의해 모암내의 반정들이 가상으로 남은 채 납석으 

로 치환되어 있으며 열수이동에 따른 용탈작용에 의해 작은 크기의 다공질 양 

상이 나타나기도 한다. 열수작용에 의해 형성된 미립의 황철석이 방향성을 보 

이며 농집되어 있거나 산점상으로 분포되어 있다. 열극의 통로로 여겨지는 구 

조선을 따라 다이아스포어의 단괴가 산출되며 일정한 층준에는 청색의 듀모티 

어라이트가 형성되어 있다. 다이아스포어 단괴의 크기는 작은 것은 O.8cm에서 

큰 것은 12cm이상으로 타원형을 이루고 있으며 듀모티어라이트는 약선대 및 

열극을 따라 형성되어 있다. 다이아스포어 단괴나 듀모티어라이트가 산출되는 

주변부에는 비교적 고품위의 납석광체가 형성되어 있다(사진 .2 참조) . 

남부광체는 두개의 광체 (Fig.3 참조)로 구분되는데 이미 기술한 것과 같이 북 

부광체와 연결되는 주광체와 주광체의 동남부에 위치한 다른 광체를 들 수있 

다. 남부광체는 북부광체와 같이 북동방향의 주향방향과 동쪽으로의 경사를 보 

인다. 대체로 동서방향으로 주 구조선이 발달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으로의 약한 

구조선들이 인지된다(사진 .3 참조) . 지표에 나타난 노두광석에서는 열극이나 표 

1 
l 
4 

? 
“ 



N 
t-.:) 

사진1. 밀양 북부광체에서 보여주는 구조선과 광체의 전경. 동서방향으로 길게 

형성된 구조선과 남북방향의 소단층들이 나타나며 중앙부위는 비교적 

고품위의 납석대， 양쪽면으로는 산화대 그리고 가장자리는 도석질대가 

분포한다. 



사진2. 납석질 광체의 노두. 

A) 열극의 주변부를 따라 형성된 고품위 납석광체로서 열극에는 이산 

화철광물이 충진되어 있다 

B) 광석의 약선대 표면에 형성된 청색의 듀모티어라이트로서 주변부에 

는 고품위의 광석이 형성되어 있다. 

% 

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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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3 밀양 남부 광체의 노두전경으로 단층이 관찰되며 광색의 표면부위는 이 

산화철광물이 피복되어 있다. 



면부위에 이산화철광물이 충진되거나 피복되어 갈색 또는 흑갈색을 띠운다. 남 

부광체에서 산출되는 광석의 색상은 연한 회색 및 갈색， 연한 적갈색 또는 흰 

색 등 다양하게 나타난다. 

2. 광물조성 

가. 조성광물 

조사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주요 광물들은 다음과 같다. 

광물명 화학식 

엽납석 A14(Si80zo) (OH)4 

캐올리나이트 

견운모 

석영 

녹니석 

다이아스포어 

홍주석 

듀모티어라이트 

녹염석 

루타일 

명반석 

황철석 

적철석 

사장석 

녹니석 

A15(Si40 1O)(OH)8 

KzA14(Si6AlzOzo) (OH,F)8 

Si02 

(Mg ,Al ,Fehz [(Si,A1)8(OHh6 

a - AIO(OH) 

AlzSi05 

HBA18S i30zo 

Caz(Al,Feh(OH)(Si04h 

TiOz 

KAb(OH)6(S04)z 

FeS2 

Fe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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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변질암의 상대적인 조성비교 

조사연구지역에서 채취된 변질시료들의 상대적인 광물조성을 알아 보기 위해 

XRD회절분석을 실시하였다(Table 2). 대체로 엽납석과 캐올리나이트가 풍부한 

시료들은 납석질대에 속하는 광석이며 석영이 풍부한 시료는 도석질대에서 산 

출되는 채취시료이다. 채취된 시료지점은 Fig.3에 도시되어 있다 

3. 변 질 대 (alteration zone) 및 광물특성 

본 조사연구지역내에서의 변질대는 크게 납석질대， 도석질대 및 변후안산암질 

대 로 나눌수 있다(Fig.3 참조) . 각 변질대에서의 변질특성과 광물특성은 다음 

과 같다. 

가. 납석 질 대 (pyrophyllitic zone) 및 광물특성 

납석질대는 광상개요에서 기술된 북부 납석광체와 남부 납석광체가 이에 속한 

다. 본대는 모암이 주로 납석화작용과 고령토화 작용을 받아 형성되었으며 납 

석질 광석의 구성광물로는 엽납석이 주로 산출되며 다음으로 캐올리나이트 그 

리고 부성분광물로 다이아스포어， 듀모티어라이트， 홍주석， 루타일， 워l 이브라이 

트， 황철석， 이산화철(적철석 등) 및 불투명광물 둥이 산출된다. 광석의 색은 흰 

색， 연회색， 연갈색 등 다양하며 주로 괴상을 보이나 일부 유상구조를 나타내기 

도 한다. 

엽납석은 주사전자현미경하에서 미립의 엽편상 집합체로 나타나며 엽편의 두 

께는 0.1μm 내외이다(Fig .4-A참조) . 또한 납석광석내에는 부성분광물로 주상 

결정의 루타일과 구상의 적철석이 확인된다(Fig.5 참조) . 루타일은 극미립으로 

크기가 장경이 3μffi， 단경은 1μm 내외로서 납석질 집합체내에 존재한다. 적 

철석은 납석질 집합체내에 형성된 공동내에 구상으로 산출되는데 크기는 직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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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Mineral assemblage and their relative abundance of the altered 

Samoie N。
MY-1 
MY-2 
MY-3 
MY-4 
MY-5 
MY-6 
MY-7 
MY-8 
MY-9 
MY-10 
MY-21 
MY-22 
MY-23 
MY-24 
MY-24-1 
MY-25 
MY-26 
MY-27 
MY-27-1 
MY-28 
MY-29 
MY-30 
MY-31 
MY-32 
MY-33 
MY-34 
MY-36 
MY-37 
MY-38-2 
MY-39 
MY-41 
MY-55 
MY-57-1 
MY-64 
MY-68 
MY-71 
MY-73 
MY-77 
MY-84 
MY-85 
MY-87 
MY-95 
MY-96 
MY-98 
MY-103 
MY-104 
MY-105 
MY-110 
MY-111 
MY-112 
MY-113 
MY-114 
MY-115 
YG-6 
YG-g 
YG-11 
YG-12 
YG-14 

samples due to XHD patterns. Symbols P=pyrophyllite , K=kaolinite. 
S=sericite, C=chlorite D=diaspore, Q=quartz, F =feld spar. A =andalusite , 
++++=very rich , +++=rich , ++=some ‘ +=rare, -=very rare, vacant=n!d 

P κ 。 c D Q 「 A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十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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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4 Scanning electron micrographs of pyrophyllite(p) and quartz(q) . 

A) Fine flaky pyrophyllite aggregate in the pyrophyllitic ore. B) Fine 

flaky pyrophyllite aggregate and quartz in the porcelaineous 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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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5 Scanning cJcctron micrographs of rutiJe(r) and hematite( h). 

A) Fine prismatic rutiJe in the pyrophyJJitic matrix. B) Ball - shaped 

hematite in the vu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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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1-2μm 내외이다. 납석질 광석은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할 때 캐올리나이 

E 집합체 반정들을 함유하며 기질부는 미립의 엽납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6~A 참조) . 반정의 크기는 O.3mm내외로서 흔히 구상으로 나타난다. 또한 

미립의 홍주석이 광석의 기질부에서 관찰되기도 한다(Fig .6~B 참조) . 납석질대 

의 일정한 층준에 따라 형성되어 있는 다이아스포어 단괴는 편광현미경하에서 

관찰할때 주상의 다이아스포어 결정이 불규칙하게 나타나며 결정들 사이를 캐 

올리나이트가 채우고 있다(Fig.7~A 참조) . 본 광석내에는 납석질의 기질부내에 

녹염석의 집합체가 반정상으로 산출되기도 한다(Fig.7~B 참조) . 

납석질대에서 산출되는 광석들의 XRD 패턴은 Fig.8과 Fig.9에 도시되어 있다. 

납석질 광석은 엽납석이 주성분광물로서 대체로 캐올리나이트와 광물조합을 이 

루며 흔히 산출된다. Fig.8 은 엽납석이 많고 캐올리나이트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적어 지는 패턴을 보여주고 있다. Fig.9 는 엽납석과 캐올리나이트 외에 석 

영이 함유되는 광석의 XRD 패턴으로 석영의 양이 상대적으로 줄어드는 양상 

을 보이고 있다. 

나. 도석 질 대 (porcelaineous zone) 및 광물특성 

도석질대는 Fig.3 에서와 같이 납석질대 외곽부에 넓게 분포되어 있다. 본대 

는 모암이 규질화작용과 일부 납석화， 고령토화 및 견운모화작용을 받아 형성 

되었다. 도석질대에서 산출되는 광물은 현미경 및 XRD분석 결과 석영이 주성 

분광물이며 부성분으로 납석， 고령토， 견운모가 나타난다. 또한 소량의 황철석， 

적철석， 다이아스포어， 명반석 및 불투명광물이 확인된다. 광물의 조성에 따라 

납석질， 고령토질， 견운모질 및 규질 도석으로 크게 구분된다. 납석 질 도석은 

담회색 또는 담녹색을 띠며 주성분광물은 석영이고 부성분광물로 엽납석이 수 

반되는 석영 -엽납석 혼합광물로 구성되어 있다. 그리고 소량의 고령토와 명반 

석이 인지된다. 고령토질 도석은 담회색을 띄며 외관상 납석질 도석과 유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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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6 Microphotographs of pyrophyllite(p) , kaolinite(k) and andalusite(a). 

A) Kaolinite aggregate in the pyrophyllitic matrix. B)Fine andalusite 

in the pyrophyllitic matrix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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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7 Microphotographs of diaspore(d) , kao!inite(k) , pyrophyllite(p) and 

epidote(e). 

A) Diaspore nodule are mainly composed of prismatic diaspore and 

very fine- grained kao!inite. B) Pyropyl!itic ore contains partly the 

phenocryst of epidote aggrega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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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석영이 주이고 카오리나이트가 수반되는 석영 -카오리나이트 혼합체이다. 산 

화철이 많은 구간은 담갈색을 보인다. 견운모질 도석은 담회색， 담갈색 또는 담 

녹색을 띠며 석영이 주성분광물이고 견운모와 카오리나이트가 수반되는 석영 

견운모-카오리나이트 광물조합을 보인다. 광석의 표면이나 약선대를 따라 이산 

화철이 피복되거나 채워져 있다. 규질도석은 국부적으로 발달하며 주로 석영으 

로 구성되어 있으며 미량의 차오리나이트나 견운모가 인지되기도 한다. 도석질 

대에서 산출되는 시료들의 XRD회절패턴은 Fig.lO에 나타나 있다. 규질도석 

(MY38- 3) , 견운모질 도석 (MY-4) ， 고령토질 도석 (MY-93) 및 납석질 도석 

(MY103)의 순으로 도시화 되어 있으며 석영의 함량은 납석질 도석에서 규질도 

석으로 갈수록 증가함을 알 수 있다. 

다. 변후안산암대 (propylite zone) 

본 변질대는 도석질대 외곽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Fig .3 참조) 모암인 안산암이 

약한 열수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변후안산암은 모암의 조직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녹니석화 작용에 의해 사장석이 부분적으로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으 

며 기질부도 거의 녹니석화 되어 있다(Fig.ll 참조) . 또한 녹염석화 작용에 의 

해 녹염석이 특정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불투명광물인 황철석이나 산화철광물 

이 흔히 나타난다. 

4. 화학적 특성 

가. 납석질 광석의 화학성분 

납석질 광석은 지표에서 채취된 시료들의 화학분석 결과 Si02는 46.02%-

64.76%의 범주에 속하며 평균 56.4%의 함량을 보인다. Ab03는 2l.02% - 38.28% 

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으며 평균 28.6%를 나타낸다. Ab03의 함량이 높은 

시료는 다른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엽납석과 카오리나이트의 함량이 높은 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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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l Microphotographs of prophylite in prophylite zone. 

A) Prophylite in mainly composed of plagioc!ase(p) , chlorite(c), fine gra

ined quartz(q) and iron - oxiddio). Crossed Nicol. 

B) Same A). Open Nico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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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다. Fe203는 0.53% -8.11%까지 함량차이가 매우 크게 나타나는데 함량이 높 

은 시료는 광석에 이차적으로 형성된 이산화철에 의하거나 황철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열감량(ignition loss)은 4.47% -1 l.86%까지의 함량범위에 

평균 7.27%를 나타낸다. 함량이 높은 것은 카오리나이트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다. 내화도는 26-33사이로 비교적 납석이나 카오리나이트가 

많이 함유된 광석에서는 내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다. 

Ah03와 주요 성 분들과의 상관도는 Fig.l2 에 도시 되 어 있다. Ab03가 증가할 

수록 Si02의 함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에 Ti02, Ig .loss 및 S.K는 

대체로 증가하는 상관관계를 보인다. 한편 Fe20 3 와 K20는 Ab03함량과 상관관 

계를 보이지 않는다. 지표노두에서 채취된 납석질 광석의 화학성분은 Table 

3)와 같다.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of pyrophyllic ores. (wt.%). 

싫풋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 S Ig.loss S.K 
비 고 

(시료번호) 

50.37 32.40 l.97 0.12 0.09 0.10 0.45 3.67 0.01 l.00 9.48 33 MY29 

2 56 .17 31.75 l.86 0.11 0.07 0.08 0.44 l.67 0.01 0.70 6.90 33 MY35 

3 46.04 38.27 2.97 0.12 0‘ 10 0.12 0.37 1.85 0.01 0.11 9.80 33 MY99 

4 61.73 25.18 5.06 0.09 0.08 0.12 0.38 0.93 0.01 0.12 6.54 30 MY96 

5 64.70 27.45 0.53 0.10 0.07 0.60 0.51 l.l2 0.01 0.17 4.47 30 MY105 

6 54.53 27.55 5.63 0.69 0.1 0 1.55 0.71 1.44 0.01 0.48 7.11 29 MY21 

7 69.15 21.02 2.24 0‘ 10 0.05 0.14 0.43 0.99 0.01 0.23 5.40 28 MY98 

8 48.58 28.51 8.11 0.11 0.09 0.27 0.39 l.47 0.01 0.43 1l.86 28 MY104 

9 64.53 22.30 5.82 0.11 0.20 0.07 0.40 0.90 0.02 0.15 5.18 27 MY22 

10 47.76 31.59 4.88 0.95 0.72 5.42 0.98 1.39 0.01 0.03 5.98 26 MY92 

56.36 28.60 3.91 0.25 0.16 0‘ 85 0.51 1.54 0.01 0.34 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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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도석질 광석의 화학성분 

도석질 광석은 일반적으로 납석질 광석시료보다 Si02의 함량이 높으며 

Ab03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작열감량이나 내화도도 낮게 

나타난다. 도석질 광석에서는 철분 함량이 납석질 광석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이산화철이나 황철석이 도석질 광석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견운모질 도석의 K20 함량은 다른 도석질 광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 

게 나타나는데 이는 견운모에 기인된다. 규석질 도석은 Si02의 평균함량이 

8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석영의 함유량이 가장 많음을 의미한 

다. 

납석 및 고령토질 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성분들의 상관관계는 Fig.13에 도 

시 되 어 있다. Ab0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i02의 함량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며 Ti02나 작열감량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Si02가 증가함에 

따라 Ti02나 작열감량은 감소하는 경향을 보인다. 

견운모질 도석에서 나타나는 주요 성분들의 상관관계는 Fig.14에 도시되어 

있다. Ab03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Si02의 함량은 감소하는 경 향을 보이 며 

K20, Ti02, 작열감량 및 내화도는 증가하는 경향을 보인다. 반면에 Fe203와 

는 상관관계를 보이지 않는다. 

도석 질 광석 의 화학성 분은 Table 4)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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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Chemical composition of porcelaineous ores(wt.%). 

;tEir 、1、E\T\ 、、l 。、j\긴 tir SiOz AbÛ3 F~03 CaO MgO 1<20 NazO TiOz MnO Pzûs !g.loss S.K 
비고 

(시료번호) 

76.50 13갱 4.44 0.09 0.21 0.05 0.40 1.08 0.01 0.14 3.26 20 MY26 

납 73.44 17.30 0.56 0.76 0.14 3.22 0.66 0.66 0‘01 0.07 2.94 19 MY87 

석 60.74 15.14 13.07 0.70 0.35 2.06 0.81 1.28 0.01 0.54 5.30 17 MY40 

67.91 15.91 6.35 0.18 0.65 3.51 0.62 1.17 0.01 0.07 3.39 16 MY42 
~ 59.01 26.45 2.52 0.97 0.25 3.18 0.90 1.50 0.02 0.66 4.28 16 MY64 

74.59 12.17 6.13 0.43 0.15 1.36 0.91 0.92 0.01 0.22 3.15 16 MY38-1 
고 

령 
76.08 10.73 6.29 0.54 0.18 1.43 0.79 0.94 0.01 0.24 2.82 16 MY38-3 

토 
61.25 19.24 7.61 0.72 0.76 2.16 1.17 1.14 0.17 0.12 5.26 15 MY36 

질 61.93 18.06 7.94 0.70 1.64 1.40 0.84 1.20 0.06 0.11 5.62 15 MY38-2 

68.30 12.75 10.82 0.38 0.29 1.60 0.63 0.78 0.01 0.26 4.10 15 MY93 

도 73.24 14.16 3.60 0.18 0.30 2.38 0.74 0.93 0.05 0.13 3.99 15 MY65 
λ「} 65.80 16.13 9.41 0.26 0.19 1.22 0.86 0.99 0.01 0.25 4.60 14 MY67 

65.40 15.28 9.42 0.68 1.13 1.55 0.71 0.92 0.11 0.15 4.48 14 MY72 

평균 68.01 15.90 6.78 0.51 0.48 1.93 0.77 1.04 0.04 0.23 4.09 

51.00 30.85 2.32 0.37 0.51 7.73 0.81 1.33 0.01 0.06 4.69 20 MY82 

견 56.81 24.39 6.21 O.잃 0.28 4.18 0.74 1.58 0.03 0.17 4.84 18 MY77 
τ。r

60.75 18.07 9.53 0.37 0.44 4.06 0.63 1.22 0.01 0.09 4.56 15 MY94 
모 

질 
66.76 16.47 6.66 0.21 0.60 3.26 0.84 1.10 0.01 0.14 3.74 14 MY66 

59.17 22.77 4.86 0.68 0.52 4.85 0.85 1.23 0.04 0.26 4.56 14 MY74 

도 60.99 17.75 10.91 0.64 0.58 3.04 0.79 1.05 0.04 0.07 3.80 14 MY75 

석 56.62 19.75 10.55 0.63 0.25 4.41 0.66 1.16 0.01 0.31 5.19 14 MY95 

50.50 21.10 15.62 0.66 1.26 3.06 0.72 1.16 0.10 0.24 5.28 13 MY78 

평균 57.83 21.39 8.33 0.49 0.56 4.32 0.75 1.23 0.03 0.17 4.58 

93.93 2.38 0.28 0.07 0.02 0.08 0.34 1.42 0.01 0.18 1.04 MY24- 1 
규 

석 
89.58 2.04 5.01 0.15 0.03 0.07 0.39 0.95 0.01 0.15 1.50 MY10l 

질 
83.74 5.63 4.42 0.31 0.08 0.36 0.47 0.97 0.01 0.82 3.46 MY91 

82.04 8.20 4.08 0.20 0.16 1.69 0.46 0.61 0.01 0.20 2.23 MY83 

도 81.46 1.68 12 .18 0.08 0‘ 04 0‘ 07 0.35 1.13 0.01 0.13 2.71 MY39 
석 80.84 11.42 1.51 0.27 0.21 1.97 0.51 0.83 0.01 0.10 2.24 MY79 

80.04 11 .49 1.58 0.43 0.22 2.51 0.53 0.14 0.01 0.13 2.59 MY86 

평균 84 .52 6.12 4.15 0.22 0.11 0.96 0.44 0.86 0.01 0.24 2.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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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변후안산암(prophylite)의 화학성 분 

변후안산암의 화학성분상의 특징은 MgO, CaO 및 Na20의 함량이 다른 변질 

대 광석보다 상대적으로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MgO의 평균함량은 2.48%으로 

납석질광석의 0.16%보다 매우 높은 함량차이를 보여주는데 이는 녹니석화 작 

용과 녹염석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녹니석 및 녹염석의 변질광물에 기인한다 

CaO의 함량이 높은 것은 모암의 탄산염화 작용에 의해 형성완 탄산염광물에 

기인되며 Na20의 함량은 모암에 잔존된 사장석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변후 

안산암의 화학성분 결과는 Table 5)와 같다. 

Table 5) Chemical composition of prophylite(wt.%). 

싫r Si02 Ab03 F~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5 Ig.loss 

60.73 17.89 5.49 4.30 l.52 3.31 3.41 0.93 0.18 0.27 l.64 

2 52.86 20.36 7.54 4.18 2.83 3.54 4.13 1.12 0.16 0.33 2.64 

3 59.34 17.05 7.04 4.47 2.36 2.94 3.73 0.76 0.18 0.27 l.53 

4 58.30 17.77 7.12 3.62 2.44 3.16 3.86 l.02 0.20 0.28 l.88 

5 53.78 20.13 7.70 3.61 2.71 2.41 4.76 1.16 0.14 0.34 2.95 

6 62.56 14.95 7.44 2.27 2.78 2.66 3.19 0.81 0.21 0.23 2.42 

7 54.10 18.51 8.13 3.15 4.32 3.21 4.00 l.08 0.14 0.31 2.83 

8 54.75 17.52 7.72 3.05 4.79 l.61 5.25 0.98 0.18 0.24 3.56 

9 53.11 19.16 9.32 2.96 3.59 3.61 4.21 l.00 0.12 0.29 2.87 

10 63.27 16.31 6.48 3.34 0.76 3.33 3.53 0.72 0.20 0.21 l.55 

11 56.58 19.20 6.31 3.61 l.97 4.53 3.88 0.91 0.12 0.32 2.24 

12 63.02 16.89 6.23 2.47 l.49 0.35 6.41 0.89 0.11 0.30 l.53 

13 60.25 15.96 7.10 4.88 2.36 3.44 3.49 0.86 0.24 0.25 0.89 

14 62.93 16.33 6.78 3.42 0.79 2.06 4.83 0.72 0.12 0.20 l.46 

평균 58.26 17.72 7.17 3.52 2.48 2.87 4.19 0.93 0.16 0.27 2.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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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북부광체의 특성 

밀양납석광산은 남부광체와 북부광체로 구분되며 현재 북부광체를 대상으로 

개발중에 었다. 북부광체는 밀양광산의 서남부 해발 235-295m에 부존하며 광 

화대의 형태는 대체로 렌즈상 또는 불규칙적인 형태를 보인다. 납석 변질대의 

규모는 남북 200m, 동서 130m로 북서방향으로 연장 발달하며 경사는 남서방향 

이다. 광상은 안산암류가 열수변질을 받아 형성 되었으며 납석 광체의 상부에 

는 도석질 변질대가 분포한다. 본광체의 하부쪽인 235mL 지점에서 실시한 시 

추코아에서는 깊이 50m까지 납석광체가 확인되고 있다. 

1. 광상의 분대 

광상의 분대는 구성광물의 조합과 양적인 구성비 등에 의해 구분하였으며 

광상의 분대도는 Fig.15에 나타나 있다. 

가. 납석대 

납석대는 광물조성에 의해 고품위 납석대와 중품위납석대로 구분된다. 

1) 고품위 납석대 

고품위 납석대는 중품위 납석대중에 렌즈 또는 괴상으로 분포되며 일반적으 

로 유백색-녹회색을 띠며 부드럽고 지방감이 강하다. 광물조성상으로 엽납석과 

카올린나이트가 주로 산출되며 홍주석 다이아스포어 그리고 약간의 명반석이 

수반된다. 특히 235mL의 고품위 납석대에서는 타원형의 다이아스포어가 산출 

된다(사진4-A). 

2) 중품위 납석대 

중품위 납석대는 235mL에서 295mL 까지 넓게 분포되며 층상내지 렌즈상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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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형성되어 있다. 광석은 담갈색~담회색을 띠며 치밀하고 부드러운 지방감을 

보인다. 원암의 조직은 잔존하지 않고 부분적으로 규질암이 수반된다. 구성광물 

은 엽납석， 카올리나이트와 약간의 석영， 홍주석 및 명반석 등이 수반되며 자색 

의 튜머티어라이트가 산출되기도 한다(사진4-B). 본대의 상부 지점인 280mL에 

서는 황철석을 수반한 유화대가 확인되며(사진5-A) 또한 부분적으로 산화철 

로 오염완 광석이 나타나기도 한다(사진5-B). 

나. 규화대 

규화대의 광석은 단단 치밀하며 백색 내지 담회색을 띠며 납석대의 외각에 

주로 분포된다. 280mL부큰에서는 담녹색의 도석질대가 잘 관찰되며 견운모가 

현저하게 산출된다. 구성광물은 주로 석영에 견운모， 카올리나이트 및 엽납석이 

수반된다. 

2. 광석광물 

채취한 시료에 대해 현미경관찰， X선분말회절(XRD) 및 DTA, TG 측정을 

실시하여 각대의 광물조성에 관해 검토하였다. 각대의 대표적 시료의 XRD 패 

턴 은 Fig.l6, 17에 DTA 및 TG 곡선 은 Fig .l8에 나타 냈다. XRD는 Philips 

model X’PERT-MPD를 사용하였다. 또한 DTA,TG 측정은 Shimadzu 

DTA-20을 사용하여 lQ oC/min의 상승속도로 1200 0C 까지 측정하였다. 

가. 납석대 

1) 고품위 납석대 

대표적인 시료의 XRD 패턴은 Fig.l6의 시료번호 K08, K50, K37 및 K20에 

나타나 있다. 주구성광물은 엽납석과 카올리나이트이며 소량의 홍주석， 다이아 

스포어， 명반석， 다이아스포어 및 웨이블라이트가 수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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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4. Photographs showing the occurrence of diaspore in the high- grade 
pyrophyllite zone(A) and dumortierite in the medium- grade 
pyrophyllite zone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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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5. photographs showing the occurrence of pyrite- rich pyrophyllite ore 
(A) and iron oxide- rich pyrophyllite ore(B) in the medium 
grade pyrophyllite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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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TA 곡선 (K50)에서는 622 0C 와 663 0C 에서 각각 흡열 피크가 인지 되며， 전자 

는 카올리나이트， 후자는 엽납석의 반응분해온도에 대응된다. 가열에 의한 감량 

은 700 0C 에서 4.2% , 1200 0C 에서 4.9%를 보인다. 또한 K04시료에서는 530 0C 에 

서 석영의 흡열피크가 보이며 감량은 720 0C 에서 4.8%. 1200 0C 에서 5.6%를 보인 

다. 

2) 중품위납석대 

대표적인 시료의 XRD 패턴은 Fig .l6의 시료번호 K03, K17, K22와 Fig .l7의 

K25에 나타나 있다. 주구성광물은 엽납석과 카올리나이트이며 소량의 홍주석 

듀모티어라이트， 석영， 명반석 등을 수반한다 중품위 납석대에 산출되는 광석 

사진과 스케치는 Fig.l9에 그리고 스케치상에 나타나는 광석시료의 XRD패턴은 

Fig.20에 나타나 있다. 담회색의 납석시료(MYB-2)는 업납석과 석영으로 구성 

되어 있으며 녹회색의 납석 (MYB-1)시료는 석영에 업납석과 카올리나이트가 

수반된다. 흑회색의 납석( KYB-3)시료는 엽납석에 석영과 카올리나이트가 수 

반되고， 회색의 홍주석시료는 홍주석과 소량의 석영， 엽납석 및 카올리나이트가 

수반된다. DTA곡선 (K06)에서는 572 0C 의 석영과 643 0C 의 엽납석의 흡열피크가 

인지되며 가열에 의한 감량은 1200 0C 에서 3%를 보인다. 

3) 규화대 

대표적인 시료의 XRD패턴은 Fig.17의 시료번호 K28, K1l5, K48, K34에 나 

타나 있다. 일반적으로 주성분광물은 석영이며 소량의 견운모， 엽납석， 카올리 

나이트， 녹니석， 황철석， 적철석등이 수반된다. K28시료는 담녹색의 도석광석으 

로 견운모， 석영 및 카올리나이트로 구성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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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l9 Schematic sketch of medium- grade pyrophyllitic ores 
1: very pale green pyrophyllite 2: greerush gray pyrophyllite 

3: dark gray pyrophyllite 4: andalusite 

5: dumortierite 6: p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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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광석광물의 정량 

각 분대에 산출되는 시료에서 광물조성에 대한 정량분석을 XRD의 Rietveld 

Refinement 방법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XRD는 High Resloution 

Multi - Purpose X- ray Diffraction system, Philips model X'PERT-MPD를 사 

용하였으며， 조건은 Cu target, Ni filter, 40K v /30mA, receiving slit 0.3mm로 

5- 55 0 2 f) 구간을 분석하였다. 조성광물의 정량분석 결과는 Table 6에 나타나 

있으며， 광물조성의 함량을 quaπz-clay minera1s -others의 삼각다이어그램에 

플로트한 결과는Fig.21에 나타나 있다. 고품위납석대의 광석 (K04， K05, K08)에 

서는 엽납석이 72-97% 함유되며 또한 광석에 따라 25% 정도의 차올리나이트 

가 함유되고 있다. 중품위 납석대 (K03， K13, K14, K16, K17)에서는 엽납석이 

66-75%, 카올리나이트 14-19%, 석영 8.4-34.2% 정도 함유되고 있으며， 엽납 

석의 함량이 약간 낮은 광석은 소량의 명반석이 수반된다. 또한 유화대에서 산 

출되는 광석에서는 황철석이 17.6%를 보인다. 규화대 (K06， K17)에서는 2개의 

광석에서 엽납석과 카올리나이트가 소량 함유되고 있다. 규화대안에 

도석질 시료(K28)에서는 견운모의 함량이 94.5%를 보인다. 

있느 이님 
C 21 

Table 6. Quantitative analysis of ore minerals by XRD 

High-grade Silicified 
Zone Medium- grade pyrophyllite 

pyrophyllite rock 

싹鐵r K04 K05 K08 K03 K13 K14 K16 K17 K06 K28 

Pyrophyllite 97.6 88.5 72.3 73.7 69.9 66.6 75.3 15.4 
Kaolinite 23.5 14.8 16.6 19.1 5.5 7.5 2.0 
Alunite 1.5 4.8 5.8 
Muscovite 42.7 11.0 94.5 
Quartz 11.5 11.5 8.6 8.4 24.7 34.2 66.1 3.5 
Pyrite 2.5 17.6 
Total 100.1 100 100 100 99.9 99.9 100 100 100 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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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artz -Clay minerals -Others의 triangle diagrarn에 서 Othrer는 석 영 , 납석 , 

카올리나이트， 견운모 이외 전광물이며， 밀양납석광석은 거의 Clay minerals 쪽 

에 집중되고 있다. 

4. 화학조성 

각 분대의 광석에 대한 화학분석은 XRF법으로 실시 하였으며 분석시료는 

변후안산암， 고품위 납석， 중품위 납석 및 규질암 등 15개 시료이다. 화학분석 

결과는 Table.7에 그리고 각 원소의 변화 상관도는 Fig.22에 나타나 있다. 

가. 변후안산암 

변후안산암은 SiOz 함량범 위 가 60.12-64.39 wt% , Ab03가 15.4 -15.8wt%, 

MgO가 1.03-3.01%, NazO가 3-4.06%이다. MgO 및 NazO 함량은 납석질 시 

료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변후안산암내에 함유된 사장석， 녹니 석， 녹염석 

등에 기인 되며 Ab03의 함량이 납석질 시료보다 낮게 나타나는 것은 변후안산 

암내에 납석 및 카오리나이트가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다. 

나. 고품위 납석대 

본대는 주로 엽납석에 소량의 카올리나이트， 다이아스포어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iOz는 50.92-58.80 wt%로 변후안산암에 비 해 약간 낮으며 Ab03는 

31.16-36.02 wt%로 분대중 가장 높다. Fe203는 0.79-2.95 wt%로 중품위 납석 

대에 비해 절반 정도 낮으며 TiOz는 0.38 -1.41 wt%으로 중품위납석대에 비해 

낮다. 기타 주산화물인 NazO, KzO, CaO, MgO 및 MnO는 극히 감소되어 있다. 

다. 중품위 납석대 

본대는 엽납석에 소량의 카올리나이트， 홍주석， 듀모티어라이트， 석영， 명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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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Si02 함량범위는 57.77-61.90 wt%이며 Ab03는 

26.42-30.13 wt%이다. Si02는 고품위 납석대에 비해 약간 높으며 Ab03는 

약간 낮게 나타난다. 중품위 납석대의 광석중에서도 Ab03 함량 약간 차이가 

보이는 것은 명반석과 홍주석의 함량에 의한 것으로 본다. F~03는 0.68-4.02 

wt%로 평균 2.29wt%이며 고품위납석대에 비해 높게 나타난다. Ti02의 함량범 

위는 0.90- 1.52 wt%로 고품위납석대에 비해 높다. Ti02의 다른 분대보다 높게 

나타난 것은 루타일의 산출에 의한 것으로 보여 지며 기타 주 산화물인 Na20, 

K20, CaO, MgO 및 MnO는 극히 감소되어 있다. 

라. 규화대 

도석질대는 주로 석영에 소량의 견운모， 카올리나이트， 엽납석， 황철석， 적철 

석으로 구성되어 있다. Si02 함량은 79.48-83.23 wt%로 다른 분대에 비해 극 

히 증가되어 있다. Alz03는 다른 분대보다 절반이하로 낮으며 F~03는 고품위 

납석대에 비해 약간 높고， 중품위납석대 보다는 낮다. Ti02는 0.67 -1.41 wt% 

로 다른 분대와 유사하며， P20S는 변후안산암보다 높으며 Na20, K20, CaO, 

MgO 및 MnO는 극히 감소되어 있다. 

마. 내화도 

북부광체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에 대한 내화도는 Table.7에 화학성분과 함 

께 나타나 있다. 고품위납석대 시료에서는 내화도가 SK 31-33, 중품위납석대 

에서는 SK 27-31 , 도석질대에서는 SK 15-27의 값을 나타낸다. 내화도는 주 

구성광물의 종류와 광물조성비 또는 수반되는 부성분 광물의 함량비에 따라 좌 

우 되는데 북부광체의 경우도 광물조성의 특성에 따라 차이가 보인다. 고품위 

납석대에서는 엽납석이 72%이상의 함량과 카올리나이트， 다이아스포어등의 함 

유에 의해 Alz03 함량이 높고 내화도도 다른 분대보다 높게 나타난다. 반면에 

Si02의 함량이 높고 Alz03함량이 낮은 규화대에서는 내화도가 낮게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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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7. Chemical composition of propylite and altered zone in the north 

deposit. 

Zone Propylite High - grade pyrophyllite 

Sample No K112 K15 K05 K08 K22 K104 K113 

Si02 64.39 60.12 50.92 58.80 53.06 52.95 55.50 

A1203 15.40 15.80 36.02 31.16 32.13 35.40 33.69 

F~03 6.67 6.09 2.95 0.92 1.67 0.98 0.79 

CaO 2.64 5.91 0.24 0.12 0.16 

MgO 1.03 3.01 0.21 0.50 0.75 0.10 0.07 

K20 2.38 2.28 0.08 0.09 0.28 0.24 0.06 

Na20 4.06 3.00 0.28 0.20 0.29 0.51 0.27 

Ti02 0.71 0.76 0.38 0.84 1.41 0.75 1.14 

MnO 0.11 0.47 0.01 0.00 0.01 0.01 

P205 0.19 0.27 0.15 0.54 1.57 0.86 0.76 

Ig loss 2.12 2.29 8.93 6.95 8.84 7.72 7.20 

SK 31 33 33 31 31 

Zone Medium - grade pyrophyllite Silicified rock 

Sample No K102 K103 K109 K05 K07 K34 K114 K115 

Si02 57.77 60.89 59.64 61.04 61.90 79.66 79.48 83.23 

Ab03 29.94 30.13 26.94 27.15 26.42 14.33 10.74 10.73 

Fe203 2.84 0.68 4.02 2.31 1.59 1.15 3.87 1.28 

CaO 0.10 0.12 0.11 0.07 0.07 
MgO 0.11 0.07 0.05 0.75 0.86 0.57 0.03 0.04 

K20 0.16 0.28 0.05 0.19 0.50 0.01 0.06 0.11 

Na20 0.39 0.48 0.30 0.02 0.22 0.25 

Ti02 1.47 1.20 0.90 1.31 1.52 0.67 1.18 1.41 

MnO 0.01 0.03 0.01 0.03 0.01 

P205 0.18 0.53 0.39 0.21 0.73 0.72 0.19 0.05 

Ig loss 6.78 5.64 1.38 7.04 6.48 2.93 3.83 2.61 

SK 30 29 27 31 29 27 15 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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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북부광체의 형성에 관한 고찰 

밀양납석광상은 백악기 경상계 유천층군의 안산암중에 광상이 배태되고 있으 

며 광물조합과 조성비에 의해 고품위 납석대， 중품위 납석대 및 도석질대로 구 

분된다. 각 분대에서는 광물조성과 화학조성에 있어서 상이한 특정을 나타낸다. 

Fig.23는 남광상의 분포도(Fig.l5)를 NW-SE방향으로 모식단면도를 나타내고 

있다. 납석대의 상부에는 도석질 광석이 산출되어 납석광체의 구조상 cap rock 

의 역할을 이루고 있다. 광체는 NE-SW방향으로 신장분포되어 있으며 규질대 

는 중품위 납석대중에 부분적으로 불규칙하게 분포되고 있다. 엽납석-다이아스 

포어로 구성된 고품위납석대는 중품위납석중에 규질대를 양분하면서 NE-SW 

방향으로 2개의 분대를 불규칙적인 형태로 분포되고 있다. 이강원외 (1993)는 밀 

양납석광상은 안산암질암의 층리를 따라 불규칙적으로 형성된다고 지적하였다. 

그러나 본 북부광체에서는 층리에 조화적으로 형성된 흔적은 확인되지 않고 있 

다. 북광상은 광체의 구조， 상반과 광상과의 관계에서 상반이 cap rock으로서 

그 역할을 완수하는 조건하에서 단층 절리등의 구조규제가 있는 것이 분명하 

다. 그러나， 단층 또는 절리를 나타내는 뚜렷한 구조는 확인되지 않았다. 따라 

서 북광상은 광체의 구조 및 형태상에서 열극을 따라 열수변질작용이 이루어진 

것으로 본다. 적어도 2회의 열수변질작용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 광상형성 초 

기에 천수와 안산암류의 반응에 의해 석영 -견운모가 형성되면서 계속 온도 상 

승에 의해 납석-석영-카올리나이트를 형성하여 중품위납석대를 형성하였다. 그 

후 NE-SW계의 열극을 따라 고옹의 엽납석-다이아스포어-홍주석대가 형성된 

것으로 추정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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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 매장량 

1. 매장량 

밀양일대에 부존하는 납석질 광체의 매장량계산은 'KS E 2001 한국공업규 

격 일반광량 계산기준」 을 탄력적으로 적용하였으며 실제 매장량 산출시 상기 

기준에 적용시키기가 애매한 부분은 나름대로의 몇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보완 

하였다. 본역 일대에는 납석질 광체를 대상으로 수년전부터 광업진흥공사에서 

시추 탐사를 수행해 왔으며 본 보고서에서도 이들 시추공중 일부 구간에 한해 

서 시추시료를 활용하여 광체의 지하 연장부를 확인하는데 이용하였다. 시추공 

의 위치， 주상도 및 단면도는 Fig. 24, 25 및 27 에 나타나 있다. 이들 시추공 

중 남부광체의 13, 14, 15호공， 그리고 해발 320.5m 고봉을 정점으로 정통(正東) 

방향으로 탐광된 7, 8, 9, 10, 11, 12호공 중에 서 7， 8호공의 극히 일부구간을 제 

외하고는 착맥이 거의 되지 못했다. 그러나 북부광체 중심부에서 탐광된 1, 2, 

3, 6호공에서는 4공 공히 30-55m정도의 광체가 착맥되므로써 동구간의 광체가 

여기서부터 대략 250-300m쯤 떨어져 있는 7. 8호공까지 지하에서는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예상된다. 북부광체 4개공(98- 1. 2. 3. 6호공)에서 확인된 착맥구간 

을 실제 매장량 계산시 확정광량으로 적용시키지 못했던 이유는 본 4개 시추공 

모두가 광체의 경사부분(지하맥의 연장부를 확인 할려면 광체의 경사부에다 시 

추를 해야 함은 당연하지만)에 일직선상으로 나열되어 있어 광량계산시 이 부 

분에 해당되는 매장량은 이 구간의 단면적만 적용될 뿐 나머지 구간의 것은 탐 

광자료가 없기 때문에 확정광량으로 구할 수가 없었다. 따라서 한 광체에서 어 

떤 구간은 확정광량으로， 또 다른 구간은 다른 광량으로 이원화된 매장량을 구 

해야 되는 복잡함 때문에 본 구간만 확정광량으로 산출하기가 매우 어려웠던 

것이 이 구간을 확정광량으로 산출하지 못했던 주된 이유이다. 본장에서 산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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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매장량은 가채광량과 예상광량 두종류이다. KS E 2001 기준에 의하면 ‘광 

량은 매장광량과 가채광량으로 2대별하고 다시 확정， 추정， 예상 광량으로 세분 

한다’ 라고 명시 되어 있다(2항) . ‘가채광량은 매장광량중 채굴 불가능한 부분을 

제외한 전 광량을 말한다’(7항) 라고 되어 있어 본장 매장량 산출시 가채광량은 

동 문구에 적용시켜 작도하되 노천채굴을 원칙으로 해서 산출하고자 했다. 그 

러나 예상광량은 크게 보아 2항의 내용에 부속되는 용어 개념이나 본장에서는 

단순히 노천채굴에서 획득할수 없는 나머지 지하 잠두광체의 매장량이란 의미 

로 사용했음을 밝힌다. 

애초부터 추정과 예상으로 2대별해서 광량을 구했으면 수월했을 수도 있으나 

실제 북부 및 남부광체 일부에서는 현재까지도 노천채굴이 진행중에 있고 더구 

나 확정 못지 않게 추정광량도 2면내지 3면이 탐광되어야만 본 용어를 사용할 

수 있도록 명문화되어 있기 때문에 (5항 2조) 부득이 확정 추정광량이란 용어를 

피 했슴도 아울러 밝힌다. 

북부광체와 남부주광체는 도변상에서는 서로 분리되어 각기 독립된 광체인것 

처럼 보이나 지하부분에서는 서로 연결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빠진 구간의 매장량(Fig.25의 가-가’ 단면 구간)도 예상광량으로 

구하기로 하였다. 

매장량 계산시 지표에서 확인된 광체의 크기가 지하에서도 일률적으로 동일한 

크기로 연장되는 것으로 작도 되었기 때문에 이 부분에서 광량이 다소 증가 되 

었을 수도 있으며 변질대의 특성상 광체라고 표시된 구간내에서도 맥석과 같이 

광석으로 분류할 수 없는 불순물대가 함유될 것으로 판단되므로 다소의 매장량 

감소는 불가피할 것으로 보인다. 

밀양납석광상에서는 S.K. 26이상， Al203 20%이상되는 구간을 납석광체로 보고 

매장량을 산출하고자 한다. 

밀양 납석광체의 매장량을 구하는데 있어 몇가지 큰 원칙을 KS 기준에 의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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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출하였음을 밝혔고 필요한 경우에는 세부 계산 과정에서 또 다시 부수적으로 

몇가지 기준을 설정해서 적용했는데 기술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매장량 산출을 위한 단면도 상에서 최초 채광개설 지점은 그 지점의 

local level을 기 점 으로 한다. 

둘째， 가채광량 계산시 local level 한계선 이하 지점에 부존하는 광석을 채굴 

해서 다소 많은량의 원석확보가 가능할 것으로 판단되는 구간은 작업과 

경제적인 약간의 손실이 있더라도 감내하는 것으로 작도한다. 

셋째， 매장량은 품위별로 따로 분리해서 산출하지 않고 채취된 시료의 분석결 

과 일정수준 이상( 예， S.K 26이상 )의 품위를 나타내는 구간 전체를 매 

장량 산출 대상구간으로 한다. 

넷째， 광체의 지하 연장부는 지표광체 부근에서 확인된 3곳의 경사각(SE 40 

도， SE 42도， SE 39도)의 평군치인 40도를 적용하며 연장선은 굴곡없이 

일률적으로 지표광체의 면적만큼 일직선으로 발달하는 것으로 처리한다. 

다섯째， 예상광량은 가채광량 최저 한계선에서 수직으로 60m하부지점과 이곳 

에서 좌우로 60m 수평이동하여 70。 채굴구배선과 만나는 지점이내의 

광량으로한다. 

여섯째， 남부광체(남부 주 광체 제외)는 최초 채광개설 지점으로 설정할만한 

골짜기와 같은 저지대가 없으므로 기 개설된 광산로를 최대한 이용하 

는 것으로 작도한다. 

일곱째， 북부광체와 남부 주 광체사이 지하로 연결된 구간의 광체의 매장량은 

일단 가-가 단면도를 작성하여 지표에서 분리되어 있는 광체를 지하에 

서는 연결시키되 연장은 굴곡없이 일직선으로 처리한다. 광체가 시작 

되는 좌우 꼭지점에서 70。 채굴구배선을 그어 수직으로 60m에 이르는 

지점까지로 광량계산구간으로 하되 이때 최저 하한선은 60m를 초과해 

도 무방한 것으로 작도한다. 광체의 연장은 북부광체의 3-3‘ 단면연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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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m와 남부주광체 4-4’ 단면 연장 120m의 평 균치 인 110m를 적 용시 

킨다. 

여넓째， 채광작업장(최하부 작업장)은 지형 및 지질에 관계없이 모두 수평처리 

한다. 

아홉째， 각 단면간 간격은 40m(혹은 20m)로 하고 이 간격내(두 단면간) 광량 

은 두 단면적의 평균값으로 한다. 

열번째， 공제율(20%적용)은 도면 및 작도 오차에 의한 삭감값과 광체중에 함 

유되는 협잡물들(규화대 및 유화물들) 등을 최대한 반영시킨 값이다. 

열한번째， 최종 매장량은 상기 조건에 의해 구해진 값에서 비중 2.8, 공제율 

20%, 안식각 70도 채굴 구배선을 적용한값으로 한다. 

이상과 같은 방법에 의해 산출된 밀양일대에 부존하는 납석질광체의 매장량은 

다음과 같다(Fig.25의 매장량 계산을 위한 단면선， Fig. 26의 단면도 및 Table 

8 의 매장량 산출표 참조) . 

。 가채 광 량 1,460,899 M/T 

。 예 상광 량 5,434,844 M/T 

계 6,895,743 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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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8. 밀양납석질 광체의 매장량 산출표 

8- 1. 가채광량 

1 평균단면적 ! 연장 매장량(M/T) 

구분 단변선 단면적 (m2) (m) (1 )*(2)*2.8*20% 비 고 

(m2) (1) (2) 

5,000 17.5 196,000 
。 비 중은 pyrophyllite 

1-1 5,000 값 2.8적용. 

그닝ï 님「 4.800 40 430.080 
2-2 4,600 작도오차 및 기타값 

광체 
4,050 20 181 ,440 

20%적용 3-3 3,500 
3.500 15 94,080 

j 장은 최대 25m. 최 l 

| 1,100 I 14 j 27.596 | 인 17.5m적용 
4-4 I 1,100 f-I ----+ 。 3-3단변 하한과 4-

1,350 I 40 120,960 
낚- 부 ’ 5-5 I 1,600 ’ } 4단면 상한도 마찬 「

1,330 40 119,168 가지로 평균치 인 i 
주 7-7 I 1.060 I 1 15m 와 14m를 각 

830 40 74.368 각 적용. 두 단면은 

광 체 | 8- 8 I 600 ‘ 1 원 통 형 에 가까 。 혀 | 
550 40 49，280τc' c) i 

9- 9 I 50~ ~~U 4U ’ 태 이 므로 최 종매 장j 
550 40 49.280 량에 서 다시 20%가 

10-10 600 감 
600 20 18.816 

。 7-7단면 상한과9-9 

소 계 459.468 단면 하한，10-10단 

면하한은 원통형이 
448 30 21 ,073 

7-7 448 므로 각각 최종매장 
남 부 424 40 37,990 량에서 다시 30%씩 

8-8 400 가감함. 
350 40 31 ,360 

광 체 I 9-9 300 。 6-6단면은 매장량 
30o 20 9.408 산출제외. 

소 계 99,8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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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2. 예상광량 

π
 
ω
 



8- 3. 매장량 합계 (M/T) 

광체별 가채광량 예상광량 

τtRj「 -ti「 각 「5↑ ~~1 901 ,600 1.130.640 

Ln+ -님「 -Z「 고 。L 셔 ~~1 459 ,468 2,035,712 

북부광체와 남부주광체 
1.650.880 

이}이의 지하연결부 

남부광체 99.831 617,612 

계 1,460,899 5,434,844 

총계 가채광량 + 예상광량 = 6,895,743 

2. 시추공에 대한 해석 

밀양일대에 부존하는 납석질 광체에 대한 시추탐사는 광업진흥공사에서 수년 

간에 걸 쳐 수행해 오고 있는 중이며 이들 많은 시추공들 중에서 본 보고서에 

서 인용한 시추공은 금년도에 탐사된 13개공( 98- 1, 2, 3, 6, 7, 8, 9, 10, 11 , 12, 

13, 14, 15호 )이다. 이 13개 시추공 중 98- 1, 2, 3, 6 호공은 북부광체에서， 

98- 7, 8, 9, 10, 11 , 12 호공은 동남방향으로 대략 250-300m 지점에서， 나머지 

98- 13, 14, 15 호공은 남부주광체 서 측편 에 서 각각 탐광된 것 이 다. 

이들 시추공에 대해 각 구간별로 기술하면 다음과 같다(Fig. 24 의 시추공 주 

상도 및 Fig. 27 의 단면도 참조) 

l. 98-1 , 2, 3, 6 호공 

본 4개공은 북부광체의 채굴장에서 수행한 것으로 현재 채광중인 광체의 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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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 연장부와 방향을 확인코자 시추한 것으로 보인다(Fig.25 및 Fig.27의 

A-A‘단면도 참조). 4개공 공히 지표에서부터 착맥이 되어 1호공과 2호공에 

서는 30m내외 지점까지， 그리고 3호공은 40m 내외， 6호공은 55m내외의 폭으 

로 동남방향으로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된다. 

착맥구간 하한을 기점으로 1호공에서 6호공을 연결해 보면 대략 30도 각도로 

경사하는 것으로 나타나며， 이때 연장방향은 동남방 60-80도 사이이다(98-7， 

8 호공 기준， Fig.25 및 Fig.27의 D-D‘단면도 참조) . 

2. 98-7, 8, 9, 10, 11, 12 호공 

본 6개공은 전술한 북부광체로부터 동남방향으로 대략 200-300m 지점에 위 

치하는 시추공들로써 북부광체의 동남방향으로의 하부 연장부를 확인할 목적 

으로 시추한 것으로 판단된다(Fig.25 및 Fig.27의 B-B‘단면도 참조). Fig.24의 

시추공 주상도에서와 같이 7호공 및 8호공 일부구간에서 소규모 착맥된 것을 

제외하면 전구간에서 광체는 확인되지 않는다. 

Fig.25의 D-D‘단면에서， 98-6호공에서 대략 30도 각으로 동남방향으로 경사 

해서 연장하는 것으로 가상해 보면(그림에서는 점선부분) 동맥이 중간에 단 

층이나 기타 지구조적 요인과 같은 변동사항이 발생해서 연장방향에 지장을 

주지 않는다는 조건하에서는 98- 8 호공에서 착맥될 가상 심도는 현 착맥지점 

에서 무려 100m이하 지점에서 착맥되는 것으로 작도된다. 이것은 98-7 호 

공 및 8호공에서 착맥된 소규모 광체는 어떤 의미에서는 북부광체의 동남방 

향 지하 연장부가 아니라 전혀 독립적인 소규모 렌즈상 광체가 따로 형성되 

었을 가능성도 배제 하지 못한다. 다시 말하면 98- 6 호공에서 착맥된 광체와 

98- 7 호공의 광체는 연장부의 서로간 거리와 경사각에 맞춰볼 때 별개의 독 

립된 광체로도 보여진다는 의미이다. 이의 정확한 확인을 위해서는 둘사이의 

중간지점에서 2-3개공의 시추를 수행해 보는 것도 한 방편이다. 

7 
l 꺼

 
i 



3. 98-13, 14, 15 호공 

본 3개 시추공은 남부 주 광체의 서측편에서 수행한 것으로 본 광체의 서남 

방향의 연장부를 확인할 목적으로 시추한 것으로 판단된다(Fig.25 및 Fig.27 

의 c-c‘단변도 참조). 3개 공에서 착맥 구간은 한군데도 없기 때문에 본 광 

체가 서남방향으로 맥이 발달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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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언 

l. 밀양지역의 지질은 백악기 말에 분출된 유천층군의 화산암류와 후기에 관입 

한 화강암류로 분류된다. 유천층군의 화산암류는 하부의 주사산 안산암질암 

으로 불리는 안산암질암류와 상부의 운문사 유문암질암으로 명명된 유문암질 

화산암류가 분포하고 있다. 주사산 안산암질암류는 비현정질 안산암， 밀양안 

산암， 정각산층， 범도리 안산암으로 구성되고 운문사 유문암질암류는 석영안 

산암， 유문암질 용결응회암， 유문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2. 밀양안산암은 납석변질대의 모암으로 변질대 북쪽에 분포되어 비현정질안산 

암과 경계를 이루며 또한 밀양시 동남쪽으로 넓게 분포되어 있다. 밀양안산 

암은 반상조직으로 주로 사장석 반정을 함유하며 카리장석이나 휘석도 소량 

나타난다. 석기부는 짧은 주상의 사장석과 미립의 석영， 녹니석， 각섬석， 견운 

모 및 불투명광물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연구지역에서 산출되는 안산암은 

대부분 변질되어 산출되며 녹니석 및 녹염석 광물이 특정적으로 관찰된다. 

3. 납석광상은 화산암류인 안산암질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납석화작용， 고령 

토화작용， 규화작용， 견운모화작용 및 녹니석화작용 등이 초래되어 여러 변질 

대를 형성하고 있다. 납석광체는 모암인 안산암의 열극이나 단층면 또는 약 

한 구조선을 따라 불규칙하게 배태되어 있으며 본 조사지역내에서의 납석광 

체는 크게 북부광체와 납부광체로 나눌수 있다. 

4. 북부광체는 현재 일부 노천채광중인 광체로서 광체의 주향방향은 N20-40 。

E로서 경사는 동쪽으로 향하고 있다. 북부광체와 납부의 주광체는 광체의 주 

향 및 경사 방향 그리고 부존위치 동으로 보아 능선 일대를 cap으로 하면서 

하부에서 서로 연결된 광체로 확인된다. 

5. 조사지역에서 산출되는 광물은 엽납석， 캐올리나이트， 견운모， 석영 둥이 주 

로 산출되며 그외 녹니석， 다이아스포어， 홍주석， 듀모티어라이트， 사장석， 녹 

니석，녹염석， 명반석， 황철석， 적철석 등이 확인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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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 조사연구지역내에서의 변질대는 크게 납석질대， 도석질대 및 변후안산암질대 

로 나눌수 있다. 납석질대는 모암이 주로 납석화작용과 고령토화 작용을 받 

아 형성되었으며 납석질 광석의 구성광물로는 엽납석이 주로 산출되며 다음 

으로 캐올리나이트 그리고 부성분광물로 다이아스포어， 듀모티어라이트， 홍주 

석， 루타일， 웨이브라이트， 황철석， 이산화철(적철석 등) 및 불투명광물 퉁이 

산출된다. 

도석질대는 납석질대 외곽부에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모암이 규질화작용과 

일부 납석화， 고령토화 및 견운모화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도석질대에서 산 

출되는 광물은 석영이 주성분광물이며 부성분으로 납석， 고령토， 견운모가 나 

타난다. 또한 소량의 황철석， 적철석， 다이아스포어， 명반석 및 불투명광물이 

확인된다. 광물의 조성에 따라 납석질， 고령토질， 견운모질 및 규질 도석으 

로 크게 구분된다. 변후안산암대는 도석질대 외곽부에 분포하고 있으며 모암 

인 안산암이 약한 열수작용을 받아 형성되었다. 변후안산암은 모암의 조직이 

잘 보존되어 있으나 녹니석화 작용에 의해 사장석이 부분적으로 녹니석으로 

변질되어 있으며 기질부도 거의 녹니석화 되어 있다. 또한 녹염석화 작용에 

의해 녹염석이 특징적으로 발달되어 있으며 불투명광물인 황철석이나 산화철 

광물이 흔히 나타난다. 

7. 납석질 광석은 지표에서 채취된 시료들의 화학분석 결과 Si02함량은 46.02% 

-64.76%의 범주에 속하며 Alz03는 21.02% - 38.28%까지 다양하게 나타나고 

있다. Alz03의 함량이 높은 시료는 다른 시료보다 상대적으로 엽납석과 카오 

리나이트의 함량이 높은 시료이다. Fez03는 0.53% -8.11%까지 함량차이가 매 

우 크게 나타나는데 함량이 높은 시료는 광석에 이차적으로 형성된 이산화철 

에 의하거나 황철석에 기인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작열감량은 4.47% -11.86% 

까지의 함량범위에 평균 7.27%를 나타낸다. 함량이 높은 것은 카오리나이트 

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많은 것에 기인한다. 내화도는 26-33으로 비교적 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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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이나 카오리나이트가 많이 함유된 광석에서는 내화도가 높게 나타나고 있 

다. Al203와 주요 성분들과의 상관관계는 Alz03가 증가할수록 Si02의 함량은 

줄어드는 경향을 보이며 반면에 Ti02, Ig .loss 및 S.K는 대체로 증가하는 상 

관관계를 보인다. 

도석질 광석은 일반적으로 납석질광석 시료보다 Si02의 함량이 높으며 Ab03 

의 함량은 상대적으로 낮게 나타난다. 또한 작열감량이나 내화도도 낮게 나 

타난다. 도석질광석에서는 철분 함량이 납석질광석보다 높게 나타나는데 이 

는 이산화철이나 황철석이 도석질광석에 많이 함유되어 있음을 의미한다. 

변후안산암의 화학성분상의 특징은 MgO, CaO 및 Na20의 함량이 다른 변질 

대 견운모질 도석의 K20 함량은 다른 도석질 광석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견운모에 기인된다. 규석질도석은 Si02의 평균함량이 

84.52%로 가장 높게 나타나는데 이는 석영의 함유량이 가장 많음을 의미한 

다 

8. 납석광석의 열분석 결과 622 0C 와 663 0C 에서 각각 흡열 피크가 인지되는데 

이는 각각 카올리나이트와 엽납석의 반응 분해온도에 해당된다. 가열에 의한 

감량은 700 0C 에서 4.2%. 1200 0C 에서 4.9%를 보인다. 

9. 납석광체의 매장량은 S.K 26이상， Ab03 21% 이상을 기준으로 가채광량 

1,460,809M!T , 예상광량 5，434，없4M!T 계 6，895 ，743M!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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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여지역 장석광상 조사 연구 

김대업， 이한영， 이동진， 박용순 

Study on the Booyeo Feldspar Deposits 

Kim Dai-Oap, Lee Han-Yeang, Lee Dong-Jin 

Park Y ong - Soon 

ABSTRACT 

Purposes for feldspar deposit research are in the assurance of domestic ore 

reserves and in the plentiful supplies of raw materia1s for ceramics, glass 

manufactures, and other kind of advanced materia1s. 

Study areas in the year of 1998 are in the Booyeo-eub, Gooam, and 

Jangam-myon of Booyeo-gun, Choongnam Province. Genera1 geology of the 

study areas mainly consists of Pre-cambrian metamorphic complexes 

composed of gneisses and schists, and they were intruded Jurassic biotite 

graníte. 

Two feldspar deposits are found in the Booyeo area, the one is Jangam 

rnine of Wonmoon-ri, Jangam-myon, and the other Boosan rnine of 

Jinbyon-ri, Gyuam-myon, and their ore distributions are 1370 X 750m and 

450 X 450m respectively. Feldspar ores of Jangam rnine were enriched by 

dynamic metamorphism and hydrotherma1 alteration due to intrusion of 

leucocratic granite, and subsequent enrichment of garnet and sericitie w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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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ollowed. On the other hand, ongm of Boosan feldspar mine is leucocratic 

granite itself. 

Chemical analyses show 0.44% Fez03, 9.16% K20+Na20, and 10+ 

refractoriness value (S.K) in the Jangam mine, and Boosan mine represents 

0.52% Fez03, 8.73% K20+Na20, and 11+ S.K. Ore reserves were calculated 

65 million M/T in the Jangam mine, and 12 million M/T the Boosa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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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1 장서 론
 

제 1 절 연구목적 및 추진방향 

최근 급속한 첨단산업의 발전과 더불어 각분야에서 신소재 개발등의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어 비금속 자원은 그 수요가 점차 증가하는 추세에 있다. 

여러 비금속 자원중 장석은 세라믹， 법랑， 타일， 유약용등의 요업원료와 유리， 

용접봉， 플라스틱， 페인트， 카리비료등 무기재료 공업원료로 다양하게 사용하고 

있다. 

1997년도 우리나라 장석 생산량은 341 ，018톤이며 총수요량은 388，774톤 (97년 

도 광산물 수급현황， 1998. 5 산업자원부 자원정책실)으로 1996년도 장석 생산 

량 319，112톤， 총수요량 376，485톤에 비해 약간의 증가세를 나타낸다. 

우리나라에 부존된 장석의 예상매장량은 약 51，않4만톤이며 전국 49개 광산에 

산재되어 부존되어있다. (광물 자원 매장량 현황. 1997. 7 대한광업진흥공사) 

상기장석의 매장량은 기개발 광산을 대상으로 개략적으로 산출된 것으로 미개 

발광산， 신규광상에 대한 자료는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국내에 분포하고 있는 

장석에 대한 광상조사 산출상태 성인 및 불순광물 규명에 대한 연구가 필요하 

며 이러한 연구 과정을 통하여 업계에서 필요로하는 고품위 장석의 부존여부 

판단， 개발 가능성의 검토， 새로운 관점에서 조사하는 신규 장석 광상의 조사 

및 장석에 함유된 불순물의 종류를 파악하며 장석자원의 고부가 가치화에 필요 

한 기초자료를 제공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1996년부터 실시한 당 연구소의 장석 광상 조사는 1996년도， 제천지역에 대한 

장석 조사를 실시하여 7，900만 톤의 매장량을 확보하였으며 1997년도， 청산지역 

에 대한 장석 조사 결과 2，400만 톤의 매장량을 확보하였다. 

1998년도 장석 광상 조사는 충남 부여군 장암면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 화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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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l. 조사지 역 및 장석 광상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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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의 관입으로 변질받아 장석화된 우백질 화강암을 주 조사 대상으로 하였다. 

1999년도 장석 조사는 안동 지역에 분포하는 우백질 화강암을 대상으로 실시 

할 예정이다(Fig 1). 

제 2 절 장석 의 특성 및 용도 

장석은 알카리 또는 알칼리 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원료로서 무기 재료 공업에 

서 융재로 중요시되고 있다. 장석은 비교적 낮은 온도에서 용융하고 점도가 큰 

액상을 형성하는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여 산업 원료로 활용하고 있다. 

도자기， 내화물， 소지에서의 장석은 용융도가 낮아서 1200 0C 부근에서 용융하 

기 시작하여 기계적 결합에 참여함과 동시에 고온 소성 중 점토나 규석을 용해 

하는 작용을 함으로서 자기의 조직을 구성하는 변에서 중요한 역할을 한다. 

유리원료로 장석을 사용하는 것은 그 성분 즉 알카리 (K20+Na20)와 Ab03, 

Si02를 모두 이용하는데 그 주된 목적이 있으며 낮은 옹도에서 용융하고 유리 

화 하기 쉬운 장석의 물리적 특성을 이용하는 것은 부차적이다. 또한 카리비료 

화 같이 일부만 추출하여 사용하는 경우도 있다. 

장석의 등급 기분은 (Table 1)과 같이 철분 함량과 내화도를 중요시하고 있다. 

Table l. 장석 의 등급기 준 

항 、、목‘、~ τ c \ -님\1 K20+Na20C% ) Fez0 3C%) 내화도CSK) 비고 

조「득二 닙그 12이상 0.20이하 8이하 1250C OC) 

1급 11 이상 0.35이하 9이하 1280 

2급 10이상 0.50이하 10이하 1300 

3급 7이상 0.65이하 12이하 1320 

자료제공 · 국립 공업 시험원 

% 



일반적으로 요업 공장에서 요구하는 화학조성은 K20+Na20가 9- 13%, Alz03, 

7- 20%, 내화도 8- 12 정도를 요구하며 철분함량은 낮을수록 좋다. 반면 흑운모 

나 석류석 같은 유색광물을 함유하고 있으면 바람직하지 못하다(Table 2). 

Table2. 장석의 용도 및 품질요건 

사용용도 제품별 
화학적성질(%) 물리 적 성 질 

Si02 Alz03 F~03 K20 +Na20 CaO 압도 내화도 백석도 

유리 관 및 백색 60- 70 17이상 0.15 12이상 -30- 200mesh 7 

공업용 유리등 이하 

70 16이상 0.15 9이상 -30-200mesh 7 

유색유리퉁 이하 80% 

69 17이상 0.13 10.5이상 +35mesh 2% 7 

브라운관등 | 이하 200mes돼h70% 

0.1 
도자기용 75-78 14-16 0.5 5.5-8 괴 12-13 65-69 

타일 이하 

(모자익) 66 21 0.3 10이상 괴 12-13 66이상 
노벨티 이하 

66 21 0.3 10이상 괴 12 85 

식기등소지 이하 

용접봉용 및 약용 66 20 9이상 괴 7 
이하 

주 : 철분， 티탄분， 운모， 석영의 함량이 적을수록 양질이다. 

자료제공 : 자원총람(한국자원연구소) 

장석 류(Feldspar group)는 가장 중요한 조암광물의 하나이 다. 그들은 K, Ns , 

Ca 드물게 Ba를 수반하는 규산 알루미늄이다. 장석류는 정장석( Orthoclase, 

KAISb08), 미 사장석 (Microcline, KAISb08) , 사장석 계 열 (Plagioclase series)로 

나뉘어진다. 

정장석은 가장 흔한 조암광물의 하나로 각종 화성암 특히 화강암， 사이어나이 

트， 네펠린사이어나이트 및 페그마타이트와 아코스사암 등에 풍부히 포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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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로 석영， 백운모， 알바이트와 수반된다. 

정장석은 주로 자기 제조에 쓰인다. 정장석을 분마하여 고령토， 점토 및 석영 

을 혼합하여 쓴다. 

미사정석의 산출상태는 정장석의 경우와 마찬가지이며 서로 공생하기도 한다. 

용도는 정장석과 마찬가지이다. 

사장석은 조암광물로서 카리장석보다 오히려 광범위하게 분포되는 광물이다. 

사정석은 화성암， 변성암， 드물게 퇴적암에도 나타난다. 사장석 계열은 화성암 

의 분류에 있어서 한 기준이 된다. 즉 산성암일수록 알칼리장석(알바이트)이 많 

이 포함되며 염기성암일수록 사장석이 많이 포함된다. 

사장석은 정장석에 비해 용도가 적다. 

알카리 장석은 알바이트， 정장석 및 미사장석을 지칭한다. 

장석의 용도는 일반적으로 유리공업용， 도자기용， 용접봉용 등으로 사용된다. 

제 3 절 장석 광상의 부존 및 산출상태 

국내 장석광의 부존은 전국에 걸쳐 광범위하게 분포하고 있으나 특히 대보화 

강암 및 불국사화강암의 관업암체나 그 주변의 변성암체에 주로 분포하고 있 

다. 이들 장석광상을 유형별로 분류하면 페그마타이트맥， 우백질화강암， 편마암 

내의 장석 농집대， 규장암 및 산성암맥， 열극충진 및 열수변질대 및 풍화잔류형 

광상으로 나눌 수 있다. 

페그마타이트맥 유형의 장석광은 전국 각지에 산재하나 주로 전북 무주 진안， 

장수， 일대에 집중 분포한다. 이들은 고품위의 카리장석으로 주로 석영과 공생 

하며 백운모， 전기석을 다량 함유라고 있는 것이 일반적이다. 그 외 안동지역 

일대에 안동화강암과 그 주변의 암석내에 관입 발달 하는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발달하며 장석광상은 담홍색을 띠는 정장석과 퍼사이트로 구성되어 있으며 영 

풍군 부석면 단산면과 영월군 대강면 일대에 페그마타이탁 미그마사이트 암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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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에 장석이 농집 또는 유입되어 페그마타이트형 광상이 맥상 또는 포켓상으로 

발달하며 충북 제천 영월 일대의 반상화강암과 견운모화강암 주변부에 대규모 

페그마타이트형 장석광상이 부존되어 있다. 

우백질화강암 유형의 장석광은 경기도 일대 및 충남 당진， 부여 일대 및 경북 

안동일대에 분포한다. 이들은 주로 소다장석이 산출되나 카리장석도 산출된다. 

우백질화강암 유형의 장석광은 사장석， 정장석 등의 장석류와 백운모， 석영 석 

류석 등을 수반한다. 

편마암 내의 장석 농집대는 강원도 영월일대에 분포한다. 본 광상은 화강편마 

암 중의 반상변정편마암을 대상으로 하는 장석광상이나 다른 형태의 농집대도 

있다. 장석농집대는 수차례의 변성과정에서 장석 및 석영이 유동성을 갖게되어 

광상이 생성되고 장석이 부화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석영 및 유색광물 등 불 

순물을 수반한다. 규장암 및 산성암맥 유형의 장석광상도 전국 각지에 산재 분 

포한다. 광상은 주로 화강암이나 화강편마암을 관입 발달하고 있다. 주로 장석 

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석영과， 부성분 광물로는 견운모， 백운모， 녹염석， 인회석 

등을 수반된다. 열극충진 및 열수변질대 광상도 암맥유형과 비슷한 형태를 나 

타낸다. 

용화잔류광상은 충북 옥천일대에 분포하는 청산화강암체와 제천일대에 분포하 

는 제천화강암체의 반상화강암이 풍화되어 잔류된 장석반정을 대상으로하는 장 

석 광상이 다. 반상화강암 내 에 는 단경 1- 3cm, 장경 3-8cm의 카리 장석 반정 이 

암석 내에 20- 30% 함유되어 있다. 

본 암석의 기질부는 풍화 받아 토양화 되었으나 장석 반정은 미풍화 잔류되어 

기계적 분리가 가능하다. 

그 외 반화강암형， 화산암 유형 등도 산출된다. 

장석의 산출 양상에 따른 유형 분류도 확정된 분류법에 따른 것은 아니며 조 

사， 연구 결과에 따라 변화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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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 여러 유형의 광상중 규모가 큰 광상은 우백질 화강암 유형 및 풍화 잔류 

광상 유형으로 사료된다. 

품위는 페그마타이트， 열극충진 및 암맥등이 양호한 품위를 나타낸다. 앞으로 

조사 방향은 경제성을 고려하여 대규모 광상형을 중심으로 실시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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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장지 잘 

제 1 절 지질 개요 

부여 일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와 시대미상의 화강암질 편마암 

이들을 관입한 쥬라기 대보화강암류， 대보화강암류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 

는 백악기 공주층군의 흑색셰일 이들 제반 암석을 관입 발달하는 맥암류 및 이 

들을 부정합으로 피복 하는 제 4기의 충적층 등으로 구성된다. 

선캠브리아기의 편마암류는 경기 편마암 복합체에 대비되는 운모편암과 서산 

층군에 대비되는 호상편마암이 분포하여 이들은 점이적인 접촉관계를 보여준 

다. 

편마암류와의 관계는 미상인 화강편마암은 경기편마암복합체에 대비되며 대체 

로 편마상구조를 보이나 곳에 따라 편마구조의 발달이 미미해지며 화강암질 구 

조를 나타낸다. 화강편마암을 관입 발달하고 있는 우백질화강편마암은 담회내지 

백색을 띠며 미약한 엽리구조를 보인다. 이들을 관입한 쥬라기 대보화강암류는 

우백질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으로 이들은 조사지역에 넓게 분포하고 있다. 우백 

질 화강암과 흑운모화강암과의 관계는 점이적이며 경기편마암복합체에 대비되 

며 우백질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이들 화강암 

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는 흑색셰일은 백악기 공주층군에 대비되며 조사지 

역 동남 단에 분포하고 있다. 그 외 후기 관입암이 산성암맥이 곳곳에 관입 발 

달하고 있으며 제4기의 충적층이 금강을 따라 넓게 분포하고 있다.(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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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2 절 지질각론 

- 운모 편 암(Mica shists) -

운모편암은 조사지역 북서측인 부여군 규암면 나복리 함량리 일대에 북통 방 

향으로 대상 분포하고 있다. 

본 운모편암은 선캠브리아기의 경기 편마암 복합체에 대비되며 암상은 일반적 

으로 흑운모 편암의 양상을 나타내나 부분적으로 규암， 결정질 석회암이 협재 

하며 특정적으로 흑연편암이 협재한다. 본암은 일반적으로 암회색 내지 회색을 

띠며 편리 발달은 부분적으로 현저하지 못하다. 주요 구성 광물은 석영， 사장 

석， 흑운모이며 견운모， 산화철등이 소량 함유된다. 

서측의 호상편마암과는 점이적으로 접촉하고 있으며 통측의 흑운모 화강암에 

관입당하고 있다. 

- 호상 편마암(Banded gneiss) -

호상편마암은 조사지역 북서단언 부여군 은산면 은산리， 가경리， 수목리 일대 

에 분포하고 있다. 

본 호상편마암은 선캠브리아기의 서산층군에 대비된다. 호상편마암은 엽리가 

매우 잘 발달되어 있으며 석영 및 장석류로 구성되어 lcm 내외의 폭을 가진 우 

백질대 (Leucosome)와 주로 흑운모로 구성되었고 O.5cm 정도의 우흑질대 

(Melansome)가 교호하는 호상구조를 이루고 있는 것이 특징이다. 이암의 구성 

광물은 주로 석영， 정장석， 미사장석， 사장석 및 후운모이며 이밖에 백운모， 각 

섬석， 녹염석， 스핀(sphene)등이 소량 수반된다. 본 암중에는 흑운모 호상 편마 

암 외에 각섬석을 함유하는 각섬석 편마암도 협재되며 석회암， 석회규산염암등 

이 산출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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호상편마암은 일반적으로 회백색~암회색을 띤다. 본암은 동측에 분포하는 운 

모편암과의 경계는 점이적이며 동남 측의 흑운모 화강암과는 관입접촉하고 있 

다. 

- 화강편마암(Granite gneiss) 

화강편마암은 조사지역 서남우인 부여군 장암면 점상리 충화면 팔충리， 만지 

리 일대에 넓게 분포한다. 화강편마암은 선캠브리아기의 경기 편마암복합체에 

대비되며 암상은 미그마타이트화작용과 변성분화작용에 의하여 다양한 암상을 

나타내나 일반적으로 조립질이고 화강암질 조직을 보인다. 

본 암에는 호상편마암이나 안구상편마암도 발달되고 있는데 야외조사에서 확 

인된 결과에 의하면 일부 지역에서는 화강편마암이 호상편마암이나 안구상편마 

암을 관입 발달하는 것으로 보인다. 따라서 본 역의 화강편마암은 좀더 세밀한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보인다. 

화강편마암은 일반적으로 암회색을 띠나 녹회색， 담회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본 암은 동측의 휴운모화강암에 관입 접촉하고 있다. 또한 장암면 원문리 일대 

에서는 장석광의 모암인 우백질 화강편마암에 관입당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원문리 농협창고 뒷산일대에 분포하는 호상편마암을 현미경에서 관찰하면 석 

영， 카리장석， 백운모등으로 구성되며 석영은 신장된 형태로 백운모와 함께 방 

향성을 보이며 석영은 파상소광에 봉합상 조직을 보인다. 경하상으로는 운모편 

암 형 태 를 나타낸다(Photo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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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 장암 장석 광체 주변암인 

편광현미경 

호상편마암(백운모편마암)의 

사진. 

석영 (q) ， 카리장석 (m) ， 백운모(mu)등으로 구성되어있으며 석영은 신장된 형태로 백운모 
와 함께 방향성을 보이며 석영은 파상소광에 봉합상 조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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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백질 화강편마암(Leuco granitic gneiss) -

우백질화강편마암은 조사지역 중앙에 140아n X 700m로 소규모 분포한다. 본 암 

은 장암 광석 광화대의 장석 모암으로 시대 미상의 암석으로 사료된다. 

본 암의 암상은 담회내지 백색을 띠고 미약한 엽리 구조를 보이며 세립 내지 

중립질의 장석， 석영 등으로 구성되며 이에 소량의 운모류와 석류석이 관찰된다. 

본 암에 대한 야외조사결과 본 암 분포 지의 서측에 발달하는 편마암(화강편 

마암)과의 관계는 장암면 원문리 새터말뒤의 능선일대에서 편마암(화강편마암) 

을 관입 발달하는 것이 확인되었으며 남， 북， 동측에서는 흑운모 화강암에 의해 

관입당하고 있는 것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우백질 화강편마암의 시대는 미상이 

나 서측의 편마암(화강편마암)을 관입 발달하는 것이 확실하며 이와 동일한 양 

상을 화강편마암 분포지역인 장암면 점상리 덕림마을 입구 하천을 낀 능선 상 

에서도 확인된다. 이러한 사실은 본 암이 화강편마암을 후기 관입한 암체일 가 

능성과 지질도상의 화강편마암자체가 시대상을 달리하는 여러 편마암체의 집합 

체일 가능성을 동시에 제기한다. 추후 조사가 필요하다. 

- 우백질 화강암(Leuco granite) -

우백질 화강암은 조사지역 북측 중앙 일대인 규암면 진변리， 신리， 호암리 일 

대에 소규모 분포한다. 

우백질 화강암은 쥬라기의 대보 관입암류에 대비되며 암상은 담색내지 담홍색 

의 장석이 많이 함유되며 우백내지 담회색의 색상을 나타낸다. 대부분 중립질 

이나 부분적으로 세립질 혹은 조립질을 나타내기도 하며 홍색 장석 화강암이 

관찰되기도 한다. 경하에서 관찰하면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등이 보인다. 

인접 흑운모화강암과의 관계는 점이적이며 우백질 화강암은 분포지 중 일부 구 

역에서는 흑운모화강암화 되기도 한다. 부산등 일부 구역에 분포되는 장석 함 

량이 많은 우백질 화강암은 장석으로 활용 가능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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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흑운모화강암(Biotite granite) -

흑운모화강암은 조사지역에서 서측의 변성암 본포지역과 남단의 퇴적암 분포 

지역을 제외한 전역에 넓게 분포한다. 분포지 는 부여읍을 위시하여 장암면 일 

부 규암면 일부 및 석성면 일부가 포함된다. 

흑운모 화강암은 쥬라기의 대보 관입암류에 대비되며 암상은 중립 내지 조립 

질 입자를 가지며 등립질 조직을 가진다. 대부분 흑운모화강암이 분포되나 홍 

색 장석화강암， 우백질화강암， 각섬석화강암 등 다양한 암상이 나타난다. 본 흑 

운모화강암 일대는 상당수의 변질대가 확인되며 이 변질대는 암맥의 관입에 따 

른 것과 흑운모화강암이 주변 변성암을 관입 접촉함에 따라 변질대가 형성된 

것으로 이 변질대 근처의 흑운모화강암은 흑운모가 녹니석화되는 경향을 나타 

낸다. 주로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로 구성된다. 우백질화강암도 도처에 

확인되나 넓게 보아 흑운모화강암의 범주에 속하는 것으로 보인다. 흑운모화강 

암은 주변 변성암을 관입 발달하며 남단의 퇴적암인 흑색 셰일층에 부정합으로 

피복되고 있다. 

- 흑색 셰 일 (Black shale) -

흑색 셰일은 조사 지역 남단인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일대에 북북동 방향으로 

대상분포하고 있다. 

본 암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중부 공주층군에 대비되며 암상은 회색， 갈색， 

적갈색， 저색의 사암， 응회질 사암 및 셰일 그리고 흑색셰일등으로 구성되나 본 

역에서는 휴색 셰일층이 우세하게 관찰된다. 

퇴적양상을 관찰하면 사암 및 셰일층이 우세한 퇴적층이 반복적으로 분포하며 

부분적으로 담록색의 사암과 응회질 셰일로 구성된 퇴적층이 발달하기도 한다. 

이층의 셰일내에는 특징적으로 대칭적인 단면을 가지는 퇴적 구조인 연흔이 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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찰되기도 한다. 본암층은 흑운모화강암을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있다. 

산성 암맥 류CAcidic dyke) 

본 조사 지역 내에는 백악기 이후로 추정되는 여러 조의 산성 암맥이 관입발 

달되고 있다. 이들 암맥은 석영반암， 장석반암， 규장암， 석영맥등으로 다양하며 

각지에서 제반 암석을 관입 발달하고 있다. 

-충 적 층CAlluvium) -

본 조사 지역에서 부여읍을 휘감아 흐르는 금강 하류지역으로 금강변을 따라 

제 4 기층인 넓은 충적층이 발달하여 논 밭등 경작지로 이용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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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3 장 암석학적 특성 

부여 일대 장석광상 조사에서 장암지역 장석 광화대 지역(부여 장석 광산부 

근)과 부산 지역 장석 광화대 지역에 대한 암석학적 특성을 규명하였다. 

장암 지역 장석 광화대에 대한 암석학적 특성을 고찰하면 다음과 같다. 

본 역의 장석 모암은 우백질 화강편마암으로 동력 열변성 작용 및 열수 

을 받은 부분이 장석 광화대를 형성하며 일부 변성 및 변질 작용을 받지 

우백질화강편마암과 같이 노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변질 

。L 。

l.:ð" τ: 

우백질화강편마암은 육안 관찰상 담회내지 백색을 띠고 미약한 엽리구조가 보 

이며 세립내지 중립의 장석 및 석영등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운모류와 석류석이 

관찰된다. 광체에 나타나는 석영과 장석의 비는 6:4 정도이나 부광대에서는 7:3 

정도로 장석이 우세하다. 

우백질화강편마암은 현미경관찰에 의하면 주 구성광물은 석영， 사장석， 정장 

석，미사장석등의 광물로 구성되어 있으며 부성분 광물로는 백운모， 이산화철광 

물이 나타난다. 변성작용을 받아 부화된 장석광체는 석영， 사장석， 정장석， 미사 

장석이 주로 나타나며 부성분 광물로는 석류석， 백운모， 저어콘， 이산화철이 나 

타난다. 경하관찰에 의하면 장석 광석은 입상조직을 나타내며 석영등 광물이 

신장된 형태로 나타난다. 장석광체에 불순물로 산출되는 석류석은 야외 노두에 

서 검붉은색을 띠며 자형으로 나타나며 경하에서 보면 검은색을 띤다. 이러한 

형태의 석류석은 W.A. Deer에 의한 석류석 분류에 의하면 알만딘(Alman버ne) 

으로 분류된다. 

장암장석광상(부여장석광상)에서 산출되는 대부분의 석류석은 열극을 따라서 

성장한 자형의 세립질 결정으로 산출된다. 석류석의 반상변정들은 흔히 세립의 

석영 및 백운모， 견운모 등을 포획하고 있으며 장석결정 사이에 석류석이 들어 

있기도 하다. 석류석은 1l50 0C 정도의 옹도에서 AlzSi04와 Si02로 되어 장석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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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 용융하고 나머지는 Fe2Si04로 되어서 붉은 반점이나 검은 반점으로 나타 

나기 때문에 요업 원료로 사용할 때 완전히 제거시켜야 하는 불순물이다. 부여 

장석 광산 동측 채굴적에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장석의 모암인 우백질화강편마 

암과 후기 관입암인 흑운모화강암의 접촉부에 나타나는 흑운모화강암의 경우 

흑운모의 함량이 감소되며 녹나석화되고 있다. 이러한 상황은 두 암석이 경계 

부 일대에서는 혼합 정출되며 변성작용을 받았으며 상부에서는 제노리스 현상 

으로 화강편마암이 남아있는 것으로 보인다. 

부산지역의 암석학적특성은 중립 내지 세립질로서 현미경 관찰에 의하면 석 

영， 미사장석， 사장석 및 퍼어사이트등으로 주로 구성되며 흑운모， 견운모 및 

불투명 광물이 수반된다. 타화강암질암에 비해 정장석 및 사장석의 함량이 우 

세하여 우백질화강암 자체가 장석광상을 형성하고 있다. 

광체 주변부인 장암 초교 부근에 분포하는 화강암에 대한 현미경 관찰에 의하 

면 주 구성 광물은 미사장석， 사장석， 정장석， 석영이 나타나며 입상 조직을 보 

인다. 소량의 백운모와 이산화철이 부성분광물로 관찰된다. 장석은 이산화철에 

부분적으로 오염 되어있다 (Photo 2,3,4,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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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hoto 2. 장암장석 광석의 편광현미경 사진 (Crossed NicoD 

A) 입상조직을 보이며 주 구성광물은 미사장석 (m ) ， 정장석(이， 사장석， 
석영 (q)등으로 구성되어 있고 부성분광물로 석류석 (g)이 나타난다. 

B) 석영 (q)은 신장된 형태의 방향성을 보여준다. 
부성분광물로 백운모(mu) 이산화철 광물(i이이 나타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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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hoto 3. 장석 광석 의 편광현미 경 사진(광체 중앙부) 

A) 주로 미사장석 (m)과 석영 (q) 및 사장석 (p)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석류석 (g), 
백운모(mu) ， 져어콘(2) ， 이산화철( i이은 부성분광물로 인지된다. 

B) 미사장석 (m) ， 사장석 (p) ， 석영 (q)이 주성분광물이며 부성분광물로서 백운모(mu)등 
이 관찰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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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hoto 4. 장암 초교 부근 화강암의 편광현미 경 사진 (Crossed NicoD 

A) 미사장석 (m) ， 사장석 (p) ， 석영 (q)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입상조직을 보인다. 

B) 정장석(이， 사장석 (p) ， 미사장석 (m) ， 석영 (q)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백운모(mu)와 
이산화철 (i이이 관찰된다 장석은 이산화철에의해 부분적으로 오염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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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B) 

Photo 5. 부산 우백질화강암의 편광현미 경 사진 (Crossed NicoD 

A) 미 사장석 (m) , 사장석 (p) , 석 영 (q)으로 구성 되 어 있으며 입 상조직 으로 미 사장석 의 입 자 
가 타광물보다 비 교적 크다-

B) A와 동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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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4 장 광상 

제 1 절 장석 광상 분포 지 역 

부여지역에 대한 장석광상조사는 본역에 분포하는 우백질암을 대상으로 부여 

장석 광산에서 장석을 개발함에 따라 본역 일대에 분포하는 화강암질암이 장석 

광화대를 형성할 가능성이 높음으로 대규모 장석광 확보 차원에서 정밀 광상 

조사를 시행하였다. 장석 광상 조사 결과 장암지역， 부산지역， 신리지 역에서 대 

규모 장석 광화대를 확인하였으며 그외 일부 지역에서 소규모 광화대를 확인하 

였다. 각 지역별 장석 광화대의 특성은 다음과 같다. 

- 장암 광화대 지역 

장암리 광화대는 부여군 장암면 원문리 일대의 구릉지 능선에 발달한다. 본 

역의 지역은 노년기 산악지형을 나타내는 낮은 산계가 구릉지를 발달시킨다. 

장석 광체는 해발 고도 30m 정도에서부터 확인되며 산 정상부인 177.5m 고지 

까지 산 전체가 장석 광화대를 형성하고 있다 

장석 광체의 부존 규모는 동서 연장 1,370m, 남북 연장 750m 정도 확인되며 

타원형 형태로 분포된다. 

원문리 일대에 분포되는 장석 광체의 모암은 우백질 화강편마암으로 일부 풍 

화 삭박 작용을 받아 원마된 형태로 지표에 노출되고 있다. 장석 광체의 대부 

분은 우백질화강편마암이거나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2차적으로 변질받은 변질대 

이다. 광체 경계부에서는 후기 관입암인 흑운모화강암과 우백질화강암이 교호 

노출되며 각 암상의 특성이 일부 관찰되나 대부분 변질된 양상으로 나타난다. 

현재 본 광체를 대상으로 부여 장석광산에서 개발 생산하고 있다(Photo 6,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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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8. 부여 장석 광산(장암장석 광상) 채 굴장 

(장석광체가 변질 풍화작용을 받아 쉽게 부스러진다) 



- 부산 광화대 지역 

부산 광화대는 부여군 규암면 진변리 마을 뒷산인 부산에 발달한다. 부산은 

진변리 마을을 관통하는 도로의 동북측 일대에 해당되며 금강변에 형성된 충적 

층 가운데 독립된 동산을 이루고 솟아있다. 

장석광체는 해발 고도 20m 정도에서부터 산 정상부인 106.8m까지 산 전체가 

장석 광화대를 형성하고 있다. 

부산 장석광상의 규모는 지름 450m정도의 둥근 원모양으로 넓게 분포한다. 부 

산 일대에 부존되는 장석 광화대의 모암은 우백질화강암으로 사장석 및 정장석 

의 함량이 높은 암석이다. 본 역의 장석은 장암 장석광상과 달리 2차적인 변질 

작용이 없는 광상으로 우백질화강암 자체가 장석으로 활용 가능한 광상이다. 

- 신리 광화대 지역 

신리 광화대는 부여군 규암면 신리 마을 동측 산지 일대에 부존된다. 신리 장 

석광화대의 규모는 동서 연장 500m 남북 연장 600m 정도이며 사다리꼴 형태 

를 나타낸다. 

신리 일대에 부존되는 장석 광화대의 모암은 우백질화강암으로 사장석 및 정 

장석의 함량이 높은 화강암체이다. 본 역의 장석은 부산 장석 광화대와 같이 

우백질화강암 자체가 장석으로 활용 가능한 장석 광상이다. 신리 일대는 현재 

백제 역사 재현 단지로 지정이 되어있어 부여군에서 토목 공사를 시행중인 관 

계로 정밀조사가 불가능하였으며 광량 계산에서도 제외시켰다. 

기타 지역 -

부여 지역 일대에는 상기 지역 외에도 수개 처에서 장석 광화대가 확인된다. 

소규모로 확인되는 장석 광화대는 장암 장석 광화대 인접 지역인 장암 초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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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측 산 사면 일대에 분포하는 우백질 화강암체， 부여군 석성면 석성리 파진산 

일대에 분포하는 흑운모화강암을 2차적으로 관입한 우백장석질 암맥 및 은산 

저수지 일대의 우백 장석질 암맥등에서 장석 광화대가 확인되나 맥상 형태의 

장석 광화대는 소규모 암맥 형태이며 우백질화강암체의 경우 흑운모 화강암과 

혼합 산출되는 양상을 보임으로 품위 변화가 심하며 경제적 가치가 없어 보인 

다. 그러나 추후 이들 지역에 대한 정밀 지질 광상 조사를 시행할 경우 가능성 

은 있어 보인다. 

제 2 절 장석 광상의 성인 

부여 일대의 장석 광상 성인은 장암 광화대 지역과 부산 광화대 지역으로 구 

분된다. 

장암 광화대 지역의 장석 광상 성인은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에 따라 동력열 변성 (Dynarmth얹nalrr없rmrphisrn) 및 열수 변질 작용 

(Hydrothermal Alteration)을 받아 생성된 것과 변질작용을 적게 받거나 변질작 

용을 거의 받지 않는 우백질 화강편마암자체가 장석 광상을 형성하고 있다. 장 

석 광상 성인의 중요한 역할을 한 변성 작용은 우선 동력열 변성후 다시 열수 

변질을 받은 것으로 생각된다. 이에 대한 증거는 야외조사시 노두를 관찰한 결 

과 장석 광체인 우백질 화강편마암의 저반에는 흑운모화강암이 광범위하게 노 

출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우백질 화강펀마암과 흑운모화강암과의 관계는 흑 

운모화강암의 후기 분화때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동력열 변성 작용 및 열수 변 

질을 받았으며 이때 대부분의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혼합 정출된 것으로 보이나 

일부 화강편마암이 제노리스 형태로 잔존하여 현재와 같은 양상을 나타낸 것으 

로 보인다. 따라서 우백질 화강편마암과 저반인 흑운모화강암과의 접촉부는 경 

계가 점이적이고 흑운모가 점진적으로 감소 되면서 녹니석의 양이 증가하는 경 

향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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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장석 광체중에 일부 함유된 석류석은 이 지역의 동력 변성 작용을 의미 

하는 광물로 추정되며 광체내에 군집하는 견운모는 열수 변질 작용으로 생성된 

광물로 조성 환경이 다른 것으로 보인다. 

즉 광체의 모암인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동력열 변성 작용을 받은후 다시 열수 

변질을 받아 더욱 조립의 입상 조직을 이룸과 동시에 석류석， 견운모등이 생성 

되고 여타 부분은 알바이트화 변질 광화 작용을 받아 장석이 부화되었다. 

석류석은 일반 화강암계에서 백운모 [KAhSi301O(OHhJ ，흑운모 [K(Fe,Mgh 

Ah08J 와 약간의 석 영 [Si02J 이 변성 되 어 카리 장석 [KAlSi308J 과 석 류석 

[K(Fe,MghAh012J 이 석출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작용을 화학식으로 나 

타내면 다음과 같다. 

KAhSi301O(OHh + K(Fe,Mg)3AlS i30 1O(OH)2 + 3Si02 • 2KAlS i308 + 

(Fe,Mg )3AbS i3012 + 2H20 

광화 작용을 받지 않은 기반암인 흑운모화강암은 석영 45%, 정장석과 알바이 

트(Albite)가 각각 24% 내외로 거의 같은 량으로 조성되어 있다. 

야외조사시 관찰된 비교적 품위가 높은 장석 광체 중 석영 입자가 보이는 광 

석과 백색도가 강하고 세립 치밀질암을 나타내는 광석과는 다른 성분의 차이는 

많으나 견운모의 함량은 비슷하다. Nonn 분석치로 볼 때 석영 업자가 보이는 

광석은 석영 20%, 정장석 17%, 알바이트 59%이며 세립 치밀질 광석은 석영 

1% 미만이며 정장석 5.7% 알바이트 90%로 나타난다. 따라서 장석 광석은 부 

분적으로 변질정도에 따라 성분차이가 많은 것으로 생각되며 기반암과 장석광 

석을 비교하면 장암 광화대의 장석 성인은 탈규산과 알바이트화 작용으로 판단 

된다. 

탈규산(Disilication)이란 알바이트화 작용에 수반되면서 석영이 용해되어 빠져 

나가는 현상으로 이는 열수가 순환하는데 공극율을 높여서 열수의 순환을 더욱 

촉진시키는 작용으로 이 탈규산 이외에도 본 광산의 열수변질의 특징으로 알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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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트화 작용(Albitization) 견운모화작용( Sericitization)등이 나타나며 고령토화 

작용(Kaolinization)도 부수적으로 수반되어진다. 특히 알바이트화작용에 의해 

장석이 부화되는 광화 작용이 수반되는 것으로 보인다. 이러한 변질작용을 화 

학 반응식으로 나타내면 다음과 같다. 

정장석과 열수용액중 H+와 교대작용(Sericitization) 

3KAlSbOs(K - feldspar) + 2H T (aq) 융 KAbSi301O(OH)z(Sericite) + 6Si02 

+ 2K+(aq) 

정장석과 열수용액 중의 Na+와의 교대작용(Albitization) 

KAlSbOs(K - feldspar) + N a + 여 NaAlSbOs(Albite) + K+ 

견운모와 열수용액중의 2H+ 와 3H20 첨가에 의한 변질작용과 정장석의 

가수분해 (Kaolinization) 

2KAlSbO lO(OH )z(Sericite) + 2H+ + 3H20 여 3AbSb05( OH)4(Kaolinite) 

+ 2K+ 

2KAlSbOs(K - feldspar) + 2H2C03 + 9H20 여 AbSi205(OH)4(Kaolinite) 

+ 4H4Si04 + 2K+ + 2HC03 

이러한 변질 작용에 의한 장석 성인과 함께 모암 자체가 장석 광물의 함량이 

높아서 장석 광상으로 형성되는 경우이다. 이는 장암 광화대 지역의 일부 우백 

화강암질 편마암과 부산광화대 지역의 우백질화강암이 해당된다(Photo 9,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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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9. 장석 부화대 구 역 

전형적인 편마암 구조를 나타내는 장석 모암인 화강암질 편마암이 

전체적으로 분포하며 점선내에 흑운모화강암의 관입이 보인다. 

Photo 10. 장석 모암인 화강암질 편마암을 관입하고 있는 흑운모화강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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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hoto 1l. 고품위 장석 광화대(백색 치밀질 암상을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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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5 장매장량 

제 1 절 품위 

부여 지역 일대에 대한 정밀 지질 광상 조사 결과 장석 부존 가능성이 느
 」

이
 사
 

지역에서 497B 시료를 채취하여 당 연구소 분석실에서 기기분석 (XRF)을 실시 

하였다. 분석시료 채취는 야외에서 자연상태로 채취한 시료를 대상으로 하였다 

(Table 3). 

49개 시료중 장석 광화대로 예상되는 장암 지역 및 부산 지역에서 채취한 17 

개 시료 및 7개 시료를 장석 품위 결정에 적용시켰다(Table 4. 5). 

경제성이 있는 장석의 기준 선정은 산업자원부 고시 제 1995-51호 광업 업무 

처리 지침 [별표 14] 광물의 경제적 가치 기준에서 장석은 K20+Na20가7%이상 

(단 2개 성분중 1개 성분이 5%이상)이며 F~03 l.5%미만이며 맥폭 2m이상， 연 

장 30m이상이면 경제성 있는 장석으로 인정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장석의 

기준은 다음 표와 같이 철분 함량과 내화도를 중요시 하고 있다. 

r二 二::L
깅닙 

장석의 등급 기준 (국립공업시험원) 

꾀폰 K20+ Na20(%) Fe20 3(%) 내화도(SK) 비고 

~르T 二t그~ 12이상 0.20이하 8이하 1250( .C) 

l급 11 이상 0.35이하 9이하 1280 

2급 10이상 0.50이하 10이하 1300 

3급 7이상 0.65이하 12이하 1320 

장암 지역 장석 광화대에서 채취한 17개 시료의 평균 분석치는 F~03;9.16% ， 

K20;5.20% , Na20A.24% , K20+Na20;9.l6% , 내 화도 10+를 나타내 며 이 는 국 립 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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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 시험원에서 제시한 장석의 등급 기준에 대비시켜 보면 2급 내지 3급 수준의 

장석으로 판단된다. 장암 장석 광상에서는 석류석이 일부 산재하여 품위하락 

요인이 되어 있어 선광 작업으로 선별하고 있다. 

부산 지역 장석 광화대에서 채취한 7개 시료의 평균 분석치는 F~03; 0.52% , 

K20; 4.68%, Na20; 4.05%, K20+Na20; 8.73% , 내 화도 11 +를 나타내 며 이 를 상 

기 등급 규정에 대비 시켜보면 3급 수준의 장석으로 판단된다. 

현재 장암 지역에 부존된 장석을 대상으로 부여 장석 광산에서 장석을 채광하 

여 월 3，000톤 규모의 선광장을 건설， 부유 선광법에의해 장석 정광을 생산 유 

리， 도자기， 타일등의 원료로 각 업체에 납품되고 있다. 

제 2 절 매장량 

부여 일대 장석 부존 지역에 대한 매장량 산정은 장암 광화대 지역과 부산 광 

화대 지역으로 구분 적용시켰다. 

상기 지역에 대한 매장량 산정을 위하여 광상 부존 규모 확인， 광상 구획 단 

면선 설정， 단면도 작성， 가채 광량 채굴선 설정， 구획별 단면적 계산， 평균 단 

면적 계산， 단면선 간격(연장) , 비중 및 실수율등의 기준을 선정하여 적용시켰 

다. 

첫째 광상 부존 규모를 정밀 지질광상 조사를 실시하여 확인 시켰다. 

확인된 광상 부존 규모는 장암 장석광화대 지역이 타원형 형태로 가로 

1,370m, 세로 750m정도 이며 부산 장석 광화대 지역은 원형 형태로 지름 450m 

정도의 크기를 가진다. 

둘째， 광상 부존 규모에 따른 광상 구획 단면선 설정이 필요하다. 이는 광체의 

형태 광체의 품위변화， 광체의 연속 가능성등을 고려하여 설정되어 지는데 본 

역의 장석 광체는 화강암체의 특성상 품위 변화가 거의 없으며 광체는 하나의 

원추상 내지 돔상을 나타냄으로 통질성이 연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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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부여지역 장석시료 분석결과표 

힘풋 Si02 Alz03 Fez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S 
Ig. SK 비 고 loss 

BY- 1 76.11 13.40 0.41 0.40 0.14 5.29 3.48 0.03 0.05 0.02 0.57 11 부산 Gr 

BY- 2 76.33 13.19 0.47 0.44 0.06 4.37 3.89 0.04 0.01 0.01 0.73 12 11 " 

BY-3 76.37 13.14 0.50 0.32 0.09 4.64 3.61 0.04 0.02 0.01 0.90 12 11 

BY- 5 75.47 13.82 0.49 0.34 0.05 4.70 4.1 1 0.03 0.05 0.01 0.50 12 11 

BY-6 73 .16 15.07 0.83 0.44 0.03 4.78 4.75 0.03 0.09 0.01 0.36 10 ” 
BY-7 75.77 13.56 0.77 0.38 0.02 4.47 4.21 0.03 0.09 0.01 0.22 10 ” 
BY-8 75.72 13.92 0.20 0.32 0.05 4.53 4.31 0.04 0.01 0.02 0.38 12+ ” 
]A-1 75.76 13.88 0.31 0.37 O.여 4.73 4.14 0.03 0.02 0.02 0.46 12+ 장암초교 

]A- 3 74 .14 14.51 1.09 0.60 0.11 3.73 4.61 0.1 1 0.02 0.03 0.55 11 11 

]A-4 76.51 13.27 0.64 0.30 0.04 4.04 4.32 0.04 0.22 0.01 0.23 12+ 11 

]A- 5 75.09 13.91 0.49 0.38 0.04 5.09 4.09 0.04 0.05 0.01 0.35 12+ 11 

]A-11 73.70 14.38 0.62 0.1 1 0.16 8.11 1.30 0.07 0.01 0.04 1.24 15- 석동리 

]A- 12 74.74 14.18 0.16 0.19 0.05 5.24 3.98 0.03 0.02 0.01 1.03 12 부여장석 

]A-13 73.14 15.60 0.08 0.23 0.04 5.15 5.05 0.03 0.03 0.01 0.25 9 11 

]A-14 75.08 14.53 0.17 0.21 0.03 3.52 5.56 0.03 0.10 0.01 0.51 9 11 

]A-15 75.82 13.67 0.57 0.33 0.03 3.95 4.72 0.03 0.21 0.01 0.23 13 11 

]A-18 76.50 13.00 0.57 0.34 0.03 4.79 3.53 0.04 0.09 0.01 0.64 11 11 

]A- 19 79.80 10.52 0.44 0.08 0.02 6.80 1.63 0.03 0.08 0.01 0.49 13 11 

]A-20 73.88 14.30 0.55 0.24 0.07 5.93 3.21 0.06 0.05 0.03 1.24 10 11 

]A-21 73.81 13.44 0.58 1.10 0.08 5.87 3.14 0.08 0.05 0.02 1.43 9 ” 
]A- 21-1 74.32 13.57 0.72 0.71 0.09 4.99 3.64 0.10 0.03 0.02 1.31 9 ” 
]A-22 75.23 13.42 1.34 0.47 0.11 4.73 3.64 0.09 0.02 0.03 0.61 11 ” 
BK- 1 72.58 16.59 0.20 0.27 0.04 3.80 6.14 0.03 0.09 0.01 0.32 8+ 

” 
BK-2 70.81 16.91 0.34 0.28 0.04 5.26 5.37 0.03 0.1 2 0.01 0.37 9 ” 
BK-3 75.25 13.29 0.03 0.08 0.03 8.54 2.17 0.03 0.01 0.02 0.25 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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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Continued 

;영풋 Si02 Ab03 Fe203 CaO MgO K20 Na20 Ti02 MnO P205 
Ig. 

SK 비 고 
10ss 

BK-8 74.63 14.57 0.41 0.18 0.04 5.08 4.02 0.03 0.15 0.01 0.50 11 부여장석 

BK-9 69.68 17.38 0.30 0.17 0.03 7.45 3.84 0.03 0.13 0.01 0.68 10 ” 
BK- lO* 92.11 4.33 0.32 0.10 0.03 0.42 1.89 0.03 0.06 0.01 0.45 34 부(석여영장맥석) 

BK-11* 94.02 3.18 0.19 0.05 0.14 0.88 0.29 0.04 0.03 0.01 0.74 30 ” 
BK-13 74.03 14.31 1.44 0.71 0.1 1 4.42 3.86 0.10 0.04 0.02 0.61 11 Gr 

(광산주변) 

BK-20 84 .19 10.10 0.55 0.07 0.17 1.50 0.30 0.05 0.01 0.02 2.74 28' Gr 
(지토리) 

BK-21 76.58 13.45 0.21 0.19 0.08 5.20 2.89 0.05 <0.01 0.02 1.01 14 11 

BP- 1 74.62 15.88 0.25 0.52 0.03 0.84 6.81 0.04 0.04 0 ‘ 02 0.56 11 부여장석 } 

IBP- 1- 1 75.54 • 14.53 I 0.81 0.48 0.1 1 1.62 5.66 0.10 0.02 i 0.02 I 0.67 i 11 11 

323- 2 74 .19 14.12 0.93 10.48 ? ___ 20J 5.76 \ 3.01 I 0.18 0.01 j 0.05 11.14 i 11 파진산Gr ! 

323-3 43.78 12.98 10.06 2.51 I 1.07 I 0.69 0.14 0.15 i 13.19 1 7 I 11 

323-4 78.53 12.00 1.08 0.12 0.15 4.41 2.50 0.14 0.02 0.03 1.16 13 ” 
323-5 73 .17 14.68 1.23 0.36 0.21 5.53 2.86 0.18 0.07 0.06 1.35 11+ 11 

323-6 74.04 14.28 1.53 0.13 0.24 5.89 2.38 0.13 0.04 0.06 1.34 12 11 

I 323-7 174.35 14.79 1.08 1 0.12 0.41 15.24 1.56 0.14 0.03 0.04 1.88 16 11 

323-8 73 .46 15.26 0.81 0.09 0.28 6.29 1.83 0.12 0.05 0.02 1.70 13 11 

{ 323-9 75.09 1 14.55 0.58 0.16 0.17 4.26 3.71 0.16 0.03 0.03 1.11 12 11 

323-10 72.25 14.86 1.77 0.58 0.38 5.17 3.17 0.23 0.02 0.03 1.14 10 국사봉Gr 

323- 12 74.52 12.13 1.01 1.73 0.23 5.01 2.24 0.12 0.03 0.05 2.48 11 국(맥사상봉) 

323-16* 93.50 3.50 0‘ 34 0.08 0.09 0.71 0.68 0.07 0.01 0.03 0.77 34 ( 서가←1 중여 。매리 ~) 

323-18 70.55 17.52 0.34 0.25 0.1 0 6.01 1.99 0.05 0.01 0.05 2.58 14 ( 장은석산흉저화대 
수지) 

323-19 83.63 7.71 2.15 0.20 0.41 2.86 1.42 0.21 0.01 0.08 1.09 27 죽절리Gr 

74.53 14.38 0.64 0.55 0.22 4.71 3.24 0.12 0.01 0.03 1.44 11 정 석각성이면제 

72.04 14.77 1.34 0.83 0.36 5.29 3.10 0.21 0.03 0.04 1.82 11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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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장암지 역 (부여 장석 광산) 장석 광상 품위 표 

장암지 역 화 학 λ。4 분(% ) SK 

시 료 채취 지 점 Fe20 3 K20 Na20 K20 +Na20 (내화도) 
비고 

]A-12 0.16 5.24 3.98 9.22 12 

]A-13 0.08 5.15 5.05 10.2 9 

]A-14 0.17 3.52 5.56 9.08 9 

]A-15 0.57 3.95 4.72 8.67 13 

]A-18 0.57 4.79 3.53 8.32 11 

]A-19 0.44 6.80 1.63 8.43 13 

]A- 20 0.55 5.93 3.23 9.16 10 

]A-21 0.58 5.87 3.14 9.01 9 

]A-21-1 0.72 4.99 3.64 8.63 

]A-22 1.34 4.73 3.64 8.37 14 

BK-1 0.20 3.80 6.14 9.94 11 

BK-2 0.34 5.26 5.37 10.63 11 

BK-3 0.03 8.54 2.17 10.71 11 

BK-8 0.41 5.08 4.02 9.1 7 

BK-9 0.30 7.45 3.84 11.29 13 

BP-1 0.25 0.84 6.81 7.65 . 
BP-1-1 0.81 1.62 5.66 7.28 . 
평균 0.44 5.20 4.24 9.16 10 

Table 5. 부산지 역 장석 광상 품위 표 

자。아 u 지 l 여 -, 화 학 성 분(%) SK 

시료 채취 지 점 (내화도) 
비고 

Fe20 3 K20 Na20 K20 +Na20 

By-1 0.41 5.29 3.48 8.77 11 
By-2 0.47 4.37 3.89 8.26 12 

By-3 0.50 4.64 3.61 8.25 12 

By-5 0.49 4.70 4.11 8.81 12 

By-6 0.83 4.78 4.75 9.53 10 

By-7 0.77 4.47 4.21 8.68 10 

By-8 0.20 4.53 4.31 8.84 12+ 

평균 0.52 4.68 4.05 8.73 1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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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광체의 규모가 큰 장암 광화대는 200m 등간격의 광상 구획 단면선을 

설정 하였으며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부산 광화대는 100m 등간격의 단면선 

을 설정하였다. 

셋째， 구획된 단면선을 기준으로 하여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넷째， 작성된 단면도에서 가채광량 채굴선을 설정하였다. 

이는 본 장석 광산은 노천 채굴 방식으로 개발되기 때문에 최초 작업장 개설 

지점에서부터 일직선상의 상단에 위치하는 부분에 대하여 적용시켰다. 작업 한 

계선은 광체 구간이 끝나는 채굴 구배선에서 안식각 70도 선까지 인정하였다. 

다섯째， 가채광량 채굴선이 확정된 단면도에서 단면적을 계산하였다. 

여섯째， 평균 단면적의 적용을 위하여 인접 단면적을 합산 이분하여 평균 단 

면적을 계산하였다. 

일곱째， 단면선 간격은 각 구획된 광체의 연장이므로 장암 광화대는 200m 부 

산 광화대는 100m를 적용시켰으며 최종 단면선 양 끝은 남은 연장을 측정 적 

용시켰다. 

일곱째， 비중은 장석의 이론적 비중치인 2.7을 일괄 적용시켰다. 

열닮번째， 실수율 70%를 적용시켰다. 이는 장암 광체의 경우 흑운모 화강암이 

광체 하부에 일부 관입할 가능성이 있으며 염기성 암맥 산성 암맥이 소규모 지 

표에서 관입 발달되기 때문에 이러한 불순물을 30% 정도 인정하였으며 부산 

광화대의 경우 장석화가 덜된 화강암이 혼합 산출될 가능성을 30% 정도 인정 

하였다. 최종 광량 산출은 평균 단면적 (m2) X 연장(m)X 비중(2.7) X 실수율(70%) 

를 적용 산정되었다(Table 6.7). 이러한 방법으로 산정된 부여 지역 장석 매장 

량은 장암 지 역 6，500만톤(M!T) 부산지 역 1 ，200만톤(M!T) 부여 지 역 합계 7,00 

만톤(M/T)에 달한다(백만톤 미만은 버림) (Fig 3,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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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장암지역(부여장석광산)장석광상 매장량 산출표 

단면선 단면적 (m2) 평균단면적 (m2 ) 연장(m) 비중 실수율(%) 매장량(M/T) 비고 

4025 100 2.7 70 760,725 
A-A’ 4.025 

9237.5 200 2.7 70 3,491 ,775 
B-B' 14.450 

21.050 200 2.7 70 7,956,900 
c-c ’ 27.650 

34787.5 200 2.7 70 13,149,675 
D-D' 41.925 

46.325 200 2.7 70 17,510,850 
E-E’ 50.725 

38.250 200 2.7 70 14,458,500 
F-F ’ 25.775 

17787.5 200 2.7 70 6,723,675 
G-G ’ 9.800 

9800 70 2.7 70 1,296,540 

총계 65，348，640톤(M/T) 

Table 7. 부산지역 장석 광상 매장량 산출표 

단면선 단면적 (m2) 평균단면적 (m2) 연장(m) 비중 실수율(%) 매장량(M/T) 비고 

6650 70 2.7 70 879.795 
A-A’ 6650 

10.800 100 2.7 70 2,041 ,200 
B-B’ 14.950 

17.675 100 2.7 70 3,340,575 
c-c ’ 20.400 

18362.5 100 2.7 70 3,470,512 
D-D' 16.325 

16.325 80 2.7 70 2,468,340 

총계 12，200，422톤(M/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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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6 장 결 론 

1. 1998년도 부여 지역 장석 광상 조사 연구는 산업자원부 출연 과제로 수행되 

었으며 조사 지역은 행정 구역상 충남 부여군 부여읍 장암면， 규암면 일대이다. 

2. 장석은 알카리 또는 알카리토류를 함유하고 있는 광물로 요업 원료 및 무 

기재료 공업 원료등으로 다양하게 사용되는 중요 비금속자원이다. 

3. 부여 일대의 지질 개요는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인 편마암 및 편암과 이들 

을 관입 분포하는 쥬라기 대보 관입암류인 흑운모 화강암등으로 구성되어있다. 

4. 부여 지역에 대한 장석 광상 조사 결과 장암면 원문리 일대의 장암 장석광 

화대(부여장석광산)와 규암면 진변리 일대의 부산 장석 광화대에서 장석 광상 

이 확인된다. 

5. 장암 장석 광체의 암석학적 특성은 담회색 내지 백색을 띠며 미약한 엽리 

구조를 나타내는 조립 내지 중립질의 우백질 편마암이다. 구성광물은 석영， 사 

장석， 정장석， 견운모 외에 석류석이 자형으로 산출된다. 석류석은 알만딘 

(Almandine)으로 분류된다. 

부산 장석 광체의 암석학적 특성은 담홍색 내지 담회색을 띠는 중립질 우백 

화강암이며 구성 광물로는 석영， 정장석， 사장석， 흑운모 등이 관찰된다. 

6. 장암 장석 광상(부여 장석 광산)의 규모는 1370mx 750m의 타원형 형태이 

며 부산 장석 광상의 규모는 지름 450m의 원형 형태이다. 

7. 장암 장석 광상(부여 장석 광산)의 성인은 모암인 우백질 화강편마암이 흑 

운모화강암의 관업에 따라 동력 열변성 작용과 열수 변질 작용을 받아 장석이 

부화되었으며 동력 열변성 작용을 받아 석류석이 생성되고 열수 변질 작용으로 

견운모가 생성되었다. 또한 기반암과 장석 광체 성분을 비교해보면 열수 작용 

인 탈규산화 작용에 의해 석영이 빠져나가고 알바이트화 작용에 의해 장석이 

부화되는 광화 작용이 있었음을 알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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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장암 장석 광상의 경우 변질 작용에의한 광화 작용으로 장석이 부화된 광 

체와 우백질 화강편마암 자체가 장석 광체로 활용되는 부분이 혼합되어 장석광 

상을 형성하고 있다. 부산 장석 광상의 경우 우백질 화강암 자체가 장석 광상 

을 형성하고 있다. 

9. 49개 장석 시료에 대한 당 연구소 분석실의 기기분석 (XRF) 결과 장석의 

평 균 품위 는 장암 장석 광상(부여 장석 광산)은 Fe203; 0.44% , K20; 5.20%, 

Na20; 4.24% , K20 + Na20; 9.16%, SK 10+로 2급 수준의 장석 으로 판단되 며 

부산 장석 광상의 경 우 F~03; 0.52% , K20 ;4.68%, Na20;4.05%, K20 + 

Na20;8.73% , 11+로 3급 수준의 장석으로 판단된다. (단， 산자부 광물의 경제적 

가치 기준에는 부적합) 

10. 매장량 산정은 주어진 공식에 의거 평균 단면적 (m2 ) X 연장(m) X 비중(2.7) 

×실수율(70%)의 방법으로 계산되었다. 상기 방법으로 산정된 매장량은 장암지 

역(부여 장석 광산) 6，500만톤(l\νT) ， 부산 지역 1 ，200만톤(M!T)이며 전체 매장 

량은 7，700만톤(M!T)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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