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Geneic Environments and Exploration of Cretaceous 

Vlocanogenic Epothermal Glod Deposits in Korea. 

Abstract 

Epithermal deposits hosted by volcanic and volcanic-related hydrohtermal 

system are becoming increasingly important as g이d producders in Circum-pacific 

area. with many recent discoveries of gold deposi ts. 

Acid alteration related to epithermal gold mineralization in the Kyongsan Basin 

of Korea . reflects the nature of volcanic-related hydrothermal activity . The acid 

alteration is characterized by an assemblage of pyrophyllite. kaolinite. quartz. 

muscovite . chlorite and pyrite. 

In this study. the semi-detailed exploration incl uding the soil geochemical 

survey was carried out to delineate gold deposits in the six areas selected in 

1997. such as Jukjang. Kyongbuk. Dongrae. Koseong and Jangan . 

From this study. the Koseong and Jangan areas are recommended for further 

detailed gold exploration. The gold contents in the Koseong and J angan areas are 

as follows ; 

1. Koseong area : 93 ~ 1006 PPb Au in quartz vein mineralized area. 

50~ 1250 PPb Au in soil from the alteration zone. 

2. Jangan area : 21--486 PPb Au in quartz vein minerali zed area. 

요 약 문 

화산암을 모암으로한 천열수 또는 화산원 천열수 광상은 최근 환태평양 지역에서 많은 금광 

상이 발견되면서， 금 생산이 극적으로 증가되고 있다. 국내 경상계에 있어서 천열수 금 광화작 

용과 관련된 산성 변질작용은 화산작용에 관계한 열수계이다. 산성 변질작용은 납석， 석영， 카 



올리나이트， 견운모， 녹니석， 황철석 등 광물조합의 특정을 보이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1997년 광역탐사 결과에서 유망지역인 죽장， 경북， 동래 ， 보배 ， 고성 및 장안 

지역에 대한 금광상 준정밀탐사를 수행하였다. 

금광상에 대한 준정밀조사의 결과는 고성 및 장안에 대한 금후 금 정밀탐사 지역으로 확인된 

다. 

고성 및 장안 지역의 금 함량은 다음과 같다. 

1. 고성지역 : 석영맥 광화대에서 93 ~ 1006 PPb Au (최고 1.0g/ t) 

변질대 표사에서 50~ 1250 PPU Au (최고 1.25g/ t ) 

2. 장안지역 : 석영맥 광화대에서 21 ~486 PPU Au (최고 0.5g/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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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연구수행 내용 및 결과 

가.연구내용 

A . 조사지역의 지질 및 광상분포 특성 

B. 열수변질광상의 지구화학적 연구 

C 광역탐사 결과에 의한 준정밀탐사 

D. 종합적인 정밀탐사지역 선정 

나.연구결과 

A. 조사지역의 지질 및 광상분포 특성 

a 지질개요 

한반도에는 쥬라기 후기에 있었던 대보조산운동 이후 백악기에 걸쳐 화산암류를 수반한 두꺼 

운 육성 퇴적층이 형성되었는데 이 퇴적누층을 경상계 또는 경상누층군이라고 아여 본 조사지 

역의 경상남북도에 주로 발달되어 경상분지로 명명되고 있다. 경상누층군은 하부로 부너 신동 

층군， 하양층군， 유천층군으로 구분되며(장기홍 1982) . 특히 화산암류로 구성되는 유천층군은 

납석-견운모-도석을 형성시킨 열수변질대의 모암으로서 유천층군을 형성시킨 화산활동이 열수 

변질작용과의 밀접한 상관성을 보여준다(Koh ， 1996) 

경상분지의 지질도는 Fig . 1 에 나타난다. 신동층군은 두께가 2 ， OOO-3 ， OOOm로서 주로 쇄설 

성퇴적암으로 구성되며 경상분지의 서부에 분포한다. 신동층군은 아래로부터 낙동층， 노산동층 

및 진주층으로 구분된다 낙동층은 역암， 사암， 셰일 및 이질셰일로 구성되며 자색층을 거의 협 

재하지 않는다. 하부는 역암과 사암으로 구성되어 신동층군이 기저역암을 이룬다 노산동층은 

사암， 역암 및 회색셰일로 구성되며， 층의 두께는 1 ,200m -700m이고 ， 자색층의 빈번한 협재 

가 특정이다. 또 진주층은 회색사암， 암회색셰일 및 역암으로 구성되며 두께는 1. 200 - 750m 

이며， 자색층이 협재하지 않는 것이 특징이다 

하양층군은 퇴적분지의 범위가 확대되면서 퇴적되 시작하였는데 퇴적기간중 때때로 화산활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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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있었고， 퇴적동시성 지괴운동이 있었다. 이들은 1.000-5.000m의 두께를 가지며 , 주로 쇄 

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되고， 염기성-중성화산암이 협재한다 

유천층군은 화산활동이 성황기에 형성된 것으로서 주로 안산암， 유문암질 데사이트， 유문암 

그리고 그들의 응회암， 용결응회암 그리고 이에 협재된 퇴적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천층군은 

주로 유천소분지의 중앙부에 분포하여， 화산활동의 양상은 초기에 염기성에서 중성， 산성활동 

으로 점이한 경향을 보인다. 

경상분지에 있어서 경상누충군의 충서는 표. 1과 같으며. 유천층군과 하부의 하양층과는 부정 

합관계로 생각된다. 유천충군에 대해서는 1924년 Yamanari가 밀양과 유천도폭지역에 분포하 

는 상부 주사산 안산암질암류 및 운문사 유문암질암류를 처음으로 구성암층에 따라 구분하였 

고， 이어 1929년에 Tateiwa에 의해 이들 화산암류들에 대해 지층명이 사용되었다. 立岩은 하 

부 주사산안산암질암류에 대해 주사산 빈암층이라고 이름을 붙였고， 김종환 (1 963)은 마산도 

폭에서 하부 주사산 안산암질 암류중 응회암류 및 응회질 퇴적암층을 제외한 안산암류에 대하 

여 주산안산암질암이라 했다. 장기홍 (1 975)은 이러한 화산암류에 대하여 유천충군이라고 이 

름을 붙였으며， 이는 김상욱 (1 982) 에 의하여 다시 유천층군을 하부의 주사산 안산암질암류와 

운문사 유문암질암류라는 아충군 (亞層群)으로 분류되어， 구성암층에 따라 전자를 Cl -C9. 후 

자를 Wl-WZ의 암층으로 세분한 바가 있다. 

표 1 . 경상누층군의 층서 

원종관 (1 989) 장기홍 (1 968) 화산암류 

Santonian 긴 。rτfl-)，、}%τDrr 。IjL T ET 

Coniacian 유천층군 유천층군 
상 주”사샤 」 아 디샤 」아디류 ” 

백 -님「 
Turonian 

。「L 부정합 

기 Cenomanian 
채약산 안산암질 현무암 

Albanian 신라층군 하양층군 
하 

Aptian 학봉화산암층 
「닙-

Neocomian 낙동층군 신동층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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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광상분포의 특정 

경상분지에는 산성-중성 화산암을 포함한 열수변질 광상이 밀집 분포되고 있으며 ， 이들 열수 

변질광상은 주로 납석， 견운모， 도석 광상이다. 화산성 천열수 금광상은 석영-맥상의 

Hishikari형에서는 변질대의 크기가 지표에서 국부적으로 나타나나 광염상 광상인 Nansatsu 

형에서는 변질대가 지표에서 넓게 발달되고 이들 변질대에는 납석， 견운모， 도석 및 약간의 유 

황광물로 구성되고 있다 따라서 금산출과 변질대의 상관성을 파악하기 위해서 안동， 부산 및 

여수 1 : 250.000 지형수치화 자료위에 금-은 및 납석， 도석으로 등록된 광물분포를 Fig.2에 

나타냈다. 이 분포도는 소위 GIS(Geographic Information System)를 광물자원탐사에 이용 

하는 것으로서 광역탐사시에는 필수적인 것이다 

Fig.2에서 본바같이 경상분지내 금광물의 등록분포는 납석등의 변질광물의 등록분포와 대단 

히 밀접하게 분포되고， 금은 납석변질대 부근에서 밀접하게 수반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따라 

서 1차 금광상의 광역탐사는 납석등의 변질대를 대상으로 삼았으며. 2차 준정밀조사는 1차 광 

역탐사의 이상지역을 대상으로 수행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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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열수광상의 지구화학적 연구 

경상분지의 백악기 화성활동은 쿨라-태평양판의 침강에 의한 호상 마그마활동으로 알려져 있 

으며， 특히 분지내 금속 및 비금속 광화작용과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다(Fletcher. 1976; 

Sillitoe. 1980; Shimazaki et al.. 1981; 민경덕 등. 1982; 이상만 등. 1987; 김상중 

1997). 경상분지 납부지역 (경주밀양양산-부산)에 분포하는 백악기 경상누층군중 유천층군 

의 화산암류는 납석， 카올리나이트， 견운모 및 명반석 변질작용을 초래시킨 열수변질작용 (비 

금속 광화작용) 및 금속 광화작용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으며 (고상모. 1996). 이는 전남 해 

남-완도 일원의 백악기 화산활동 (75-85 Ma)은 납석 및 덕카이트광상을 형성시킨 열수변질 

작용 (75-80 Ma)과 천열수 광염상 금광화작용과 밀접히 관련된 것과도 일치한다(고상모， 

1996). 

이 지역의 금속 및 비금속 광화작용과 관련된 화성암류에 대한 암석학적 및 지화학적 연구는 

광화작용과 상호연관성을 밝히는 데 기초가 되고， 광화대에 대한 지화학적， 안정동위원소 및 

연대학적 연구는 화성활동과 열수변질대의 광화작용의 시·공간적 관련성을 체계적으로 밝히는 

데 상당히 중요하다 이러한 연구를 체계적으로 수행하기 위해서 경상분지내 배태된 금속 및 

비금속 광상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연구결과를 검토함과 동시에 새롭게 금속광상에 대한 안정동 

위원소 분석을 실시하여 경상분지에서 광화작용을 일으킨 열수용액의 성질을 규명하고， 금속 

및 비금속 광상사이의 열수용액의 차이점을 밝히고자 한다 이러한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몇 

몇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상에 대한 야외조사와 실내실험을 통하여 광석광물 및 열수변질대의 특 

성을 알아보았다 또한 열수변질대 및 맥상 광화대에서 산출되는 석영을 대상으로 수소 및 산 

소 동위원소분석을 실시하였고， 황철석 섬아연석 방연석을 대상으로 황동위원소 분석을 실시 

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먼저 연구대상지역을 선정하고 기존의 연구들을 수집하여 검토하였으며， 아직 

연구가 미흡한 지역을 대상으로 야외지질조사 및 시료채취를 하였다 연구대상지역은 경남 칠 

전도에 위치하는 장안광산， 경북 양북면 일대의 탑정 및 무정광산， 경북 포항시 연일읍 강동면 

사라에 위치하는 경북납석광상， 부산시에 위치하는 보배견운모광상 등이다. 특히 이들 광상들 

은 백악기 말-저1371 초의 화성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광상들이다 

먼저， 각 대상지역에 대한 야외지질답사를 통하여 연구의 목표를 세우고， 야외지질조사 및 

시료를 채취하였다 이렇게 채취된 시료들은 박편 및 연마편을 제작하여 현미경관찰을 실시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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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또한 광상 생성환경을 밝히기 위하여 변질대 및 광맥에서 산소， 수소 및 황동위원소 분 

석을 위한 시료 (147H 시료)를 분리하여 분석하였다. 

a. 연구내용 

- 장안광산 

본 광상주변의 지질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와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안산암질 화 

산암류와 혹운모 화강암으로 구성되며， 이들은 염기성 및 산성암맥에 의해서 관입되어 있다 

광상은 경상누층군의 안산암류에 발달된 파쇄대에 충전된 맥상광상이다. 본 광상은 약 200m 

정도 채굴되어 있으나 현재는 휴광상태이다. 본 광산에는 두 개의 평행한 석영맥이 발달되어 

있으며 , 이 석영맥의 방향성은 N100 -200E의 주향에 75-850W의 경사를 갖으며 약 100m 

연장되어 있다 석영맥은 대체로 유백색의 치밀한 조직을 가지나 공동내에 자형의 석영이 발달 

된 곳이 있다. 또한 야외에서 5-20cm 정도의 자수정맥이 관찰되고 있으며， 결정의 성장선이 

잘 관찰된다. 맥석광물로는 석영과 방해석으로 구성되고， 광석광물은 황철석， 황동석， 자철석， 

적철석， 반동석， 자연동， 코사라이트， 침철석， 휘동석， 코벨라이트， 공작석등이다 모암변질 광 

물로는 녹염석， 녹니석 및 소량의 견운모가 관찰된다 

- 경북납석광산 

경북납석광상의 지질은 제 371 초의 안산암류와 이를 관입한 석영 반암으로 구성된다. 안산암 

류는 안산암질 용회암， 각력암 및 소규모의 lava로 구성된다. 납석광화대는 안산암류와 석영반 

암내에 발달되어 있다 안산암류와 석영반암은 열수변질되어 규화작용， 납석화작용 및 황철석 

화작용을 받았으며 , 엽 납석 (pyrophyllite) . 카올리 나이 트(kaolini te) . 명 반석 (alunite) . 석 영 

및 황철석 등이 변질대에서 산출된다. 주로 황화광물은 규화대 및 세맥의 석영맥내에서 산출되 

고 있으며 황철석이 주를 이룬다 

- 탑정광산 

이 지역의 지질은 백악기의 흑색 셰일과 저i1371 퇴적암류 및 화산암류로 구성된다. 

백악기 흑색 셰일은 탑정광산의 모암을 이루는 것으로 국부적으로 사암을 함유하고 있다- 셰 

일은 전체적으로 혼웰스화되어 있다. 제 371의 퇴적암류으로는 천북역암과 송전리층이 있다.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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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역암은 석영반암， 화강암 및 흑색 셰일을 역으로 함유하고 있다 송전리층은 역암과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되어 있다. 제 3기의 화산암류는 유문암라바， 유문암질 응회암， 안산암질 응회암 

및 현무암으로 구성된다. 이들 화산암류들은 백악기의 흑색 셰일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거나 관 

입하고 있으나 저11371 의 퇴적암류와의 관계는 명확하지 않다. 

탑정광산은 백악기 흑색 셰일내에 발달된 열극을 충전한 맥상광상이다. 광맥의 방향성은 

N20-300 E , 80-850NW의 주향과 경사를 갖는다. 맥의 폭은 30-40cm 정도이고 연장은 약 

150-200 정도이다. 

맥석광물로는 석영과 방해석이 관찰되고 있으며， 광석광물로는 자철석 ， 적철석， 황철석 ， 황동 

석 , 섬 아연석 , 반동석 및 미 확인 Cu-Bi-S계 광물 등이 산출된다. 

- 무정광산 

이지역의 지질은 저11371 어일층군 하부에 해당하는 응회암 및 응회질 퇴적암과 이를 관입한 

화강암류로 구성된다. 

매봉 금·은광상은 제 371 화강암류 및 유문암질 응회암내에 발달된 열극에 충진된 맥상광상이 

다. 주요 금·은광화대는 N20-400E의 주향과 800E의 경사를 갖으며， 노두의 맥폭은 20 -

60cm이다 본 광상은 권이리 지역에 서너곳에 갱도를 개설하여 개발되었으나 지금은 매몰되어 

갱내조사는 어려운 실정이다. 야외에서 관찰되는 광맥들은 매몰된 갱도에 남아있는 연장 10m 

것과 화강암내에 세맥상의 석영맥과 방해석맥이 관찰된다 이 지역의 화강암 및 유문암은 열수 

변질되어 견운모화 및 녹염석화되어 있다 무점지역의 맥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황철석， 황 

동석， 섬아연석， 방연석， 휘은석， 코사라이트 (cosalite) , 릴리아나이트 Oilliani te) 및 에렉트 

럼 등으로 석영 및 방해석과 공생하고 있다. 권이저수지 부근의 맥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로는 

자철석，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 등으로 석영 및 방해석과 공생하고 있으며 ， 유화 

공물을 함유하지 않은 최후기의 방해석맥도 관찰된다 

- 보배광산 

보배광산의 주변지질은 백악기 경상계의 상부 유천층군과 이들을 관입한 백악기 말-제 371 초 

의 불국사 관입암류로 대별된다 본 지역에서 유천층군은 하부로부터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응 

회질 셰일 및 사암， 유문석영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유문석영안산암으로 구분된다. 그러나 야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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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응회질 셰일 및 사암은 지역에 따라 안산암질 각력암내에 협재된 것처럼 보인다. 

본 보배견운모광상은 유문석영안산암이 전체적으로는 prophylitic 변질양상을 보이며， 광상 

주변부만 sericitic 변질을 받은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Kim et a1., 1991). 또한 본 역에 

분포하는 유문석영안산암류 중 광상과 관련된 유문석영안산암질 응회암의 대부분이 유동구조를 

보이며 장석반정내 혹은 외측에 녹니석과 녹염석이 성장하는 미약한 변질양상이 관찰되는데， 

이러한 변질양상을 김인준은 경상분지내 대부분의 화산암류에서 발견되는 약변질 혹은 중성변 

질로 보고하였다. 따라서 외곽의 변질대는 견운모 광상의 형성과정과는 큰 관계없이 형성된 것 

으로 것으로 사료되며， 또한 광화대는 장석류가 카올리나이트나 몬모릴로나이트로 변질되지 않 

고 완전히 견운모화 되었으므로 Lowell과 Guil bert (1 970)가 제안한 phyllic 대로 대분되어 

야한다. 

b. 안정동위원소 

유확얀첫독위원소 

본 연구대상 광상에 채취한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 등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2과 같다. 

맥상광상인 탑정 및 무정광상에서 산출되는 유화광물을 대상으로 구한 Ô 348값은 탑정광상이 

2.14-6.92%0 , 무정광상이 6.47-9.57%0의 범위를 보이고 있다 보배견운모광상에서 산출되 

는 황철석을 대상으로 얻어진 Ô 348값은 -3 . 7-8.2%0로서 비교적 넓은 범위를 보이나 단층파 

쇄대에서 잊어진 자료를 제거하면 6.5-8.2%0로서 좁은 범위를 갖는다(문지원 ， 1994). 

Henderson (1 982)은 열수성 기원의 황화광물의 ô 348 (CDT) =-7 -15%0 범위의 것을 화 

성기원으로 보고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마그마기원의 Ô 348값은 0%0 부근의 좁은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퇴적광상은 -18%0을 중심으로 넓은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Ohmoto (1 972)는 Ô 348 값의 변화는 pH , F02, T , fS2 및 fC0 2 등의 물리화학적 조건뿐만 

아니라 모암의 영향으로 인하여 마그마 기원의 황이라도 Ô 348 또는 Ô 348 H2S 값이 다소 차이 

를 갖을 수 있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일반적으로 열수광상에서 평형상태에 존재하는 황은 80l ’ 80F , 802, 8C02 , 8 , H28 , 

H8 ’ 82- 등과 같은 복합이온이 있으며， 이들은 유체상태로 이동된다고 알려져 있으나， 열수광 

상에서 생성되는 황화광물은 주로 가벼운 황종인 H28나 H8- 상태로 이동되는 것으로 알려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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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다. 각 황화광물의 황종은 생성당시의 온도에 따라 서로 다른 분별식으로 표현되고 있으며 

주로 H2S로 한정된 것이 많이 이용된다(Ohmoto and Rye. 1979). 따라서 동위원소 분별식 

에 의한 온도， 유체포유물의 균일화온도 및 광물상평형의 열역학적 온도 중에 적정온도를 택하 

여 황화광물의 O' 34S 값을 Ohmoto and Rye (979)가 제시한 분별식을 이용하여 0' 34SH2S 

로 계산될 수 있다 

상기의 방법으로 구한 0' 34SH2S 값은 탑정광상이 4.00 -5.76%0. 무정광상이 7 .74-10.4 

4%0 . 보배광상이 5.5-7 . 2%0를 각각 보인다. 이와 같은 값은 Henderson (1982) 이 마그마기 

원의 O' 34S값이 0%0의 좁은 범위를 갖는 다는 것보다는 다소 부화된 값들이다. 맥상광상인 탑 

정 및 무정광상을 비교해보면 무정광상이 탑정광상보다도 더 부화된 값을 보이고 있다. 이는 

무정광상의 열수계가 광화작용동안 주변모암 및 천수와의 반응이 심하였던 것으로 생각된다 

보배견운모광상도 무정광상과 같이 부화된 값을 보이는 것은 이 또한 광화작용동안 주변모암 

또는 천수과 상당한 반응이 있었음을 지시한다고 생각된다 

Ta bl e 2. Sulf ur ISOtO PIC com po s lt lon (permil ) of sulf ide minerals fr o m 
depo s its in the study a rea . 

Sample No . Minera l δ ;;4S T( "C) S ;;4SH2S 

Tapjeong Mine 

TJ-1 Pyrite 6.38 315 5.22 

Sphalerite 4.29 315 4.00 

Galena 2.14 315 3.96 

TJ-3 Pyrite 6.92 315 5.76 

TJ-7 Pyrite 5.80 315 4.64 

Mujeong Mine 

MJ- 1 Pyrite 9.57 195 7.74 

Sphalerite 7.94 195 7.48 

Galena 7.56 195 10.44 

MJ98331-6 Sphalerite 8 .43 195 7.97 

Galena 6.47 195 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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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소 및 산소 안첫통위위소 

본 연구대상 광상에 채취한 석영 및 견운모에 대한 분석결과는 Table 3와 같다. 

탑정광상의 δD와 ð 1 80의 값은 -55 .7 - -58. 7%0. 7 .3 9 -8 .29%。이고 ， 무정광상은 -78.1-

-83.6%0. -2.76--3 . 08%，。의 범위를 보인다. 보배광상은 -69 --86%0 . 0 . 7 - 4 . 4%0를 보인다 

일반적으로 마그마 기원의 ðD와 ð 180의 범위는 -50-- 85%0 . 5 . 5 - 10 . 0%，왜 범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고 (Taylor. 1979) 이 자료는 각 광물의 생성온도에 따른 ð D- ð 180의 동 

위원소 분별식에 의해서 정해진 값이다. 석영에서 구한 ðD값은 석영내에 존재하는 유체포유물 

의 유체를 분석한 것으로 환산할 필요가 없는 것이다 여기서 이용한 견운모 동위원소 분별식 

은 Suzuoki and Epstein (1 976)와 Friedman and O'Neil (1 977)를 이용하였고， 이러한 

방법으로 구해진 ðDH20와 ð 180H20 값을 보면 , 탑정 광상과 무정광상은 석 영 내 유체포유물의 

유체를 분석한 것으로 환산이 필요 없이 상기의 값과 같고， 보배광상의 견운모는 -27--44%0. 

-2.0- l. 6%0를 보인다. 맥상광상인 탑정광상과 무정광상을 비교해 보면， 무정광상이 탑정광상 

보다 수소와 산소가 부화되어 있다. 이는 무정광상이 천수에 의한 유입이 많았음을 지시한다고 

생각된다. 이는 무정광상이 탑정광상보다 황의 ð 34SH2S값이 크다는 것과 일치하는 결과라 생 

각된다. 보배광상의 견운모에서 측정된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 값이 맥상광상의 석영에서 측정 

된 것보다 큰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러한 현상에 대해서 Kuroda 등(1 986 )은 석영과 운모류 

의 형성에서 시간적 차이에 의존된 듯하고， 석영에서 축출한 물의 ðD 값은 화성암과 변성암에 

서 운모， 각섬석과 점토광물같은 hydrous sil i cates와 공존하는 ðD의 값보다 보통 낮다고 설 

명하고 있다 이러한 점을 고려해 보면， 모암변질물에서 측정된 수소 및 산소의 동위원소값은 

마그마기원의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 영역에 해당되는 값이라 생각할 수 있다 또한 석영에서 

구해진 값은 다소 주변모암과의 반응 또는 천수의 유입에 의한 영향으로 인하여 다소 낮은 값 

을 보인다고 생각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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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3. Oxygen and hydrog en isoto pe data for various mineral s and fl u id 
inclusio n f rom t he non-metallic deposits in the Gyeongsa ng basin 

Sample No . Mineral δ IÖO(%o) δ D (%o ) r ("c ) 1) ô !öOwater(%o) δ Dwater( %o) 

Tapjeong Mine 

TJ-5 quartz 8.29 315 l. 94 -58. 7 

TJ-6 quartz 7.39 315 l. 04 -55 .4 

Mujeong 

MJ-2 quartz 8.86 195 -3 .08 -78 .1 

MJ-6 quartz 9.18 195 -2.76 -83.6 

C. 토론 

경상분지내의 광상들은 지금까지 백악기말-제 371초의 화성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또한 이러한 광화작용은 동， 연， 아연 ， 금， 은， 몰리브덴， 비스무스 등의 맥상형， 

반암동 및 스카른형 금속광상과 견운모， 납석， 칼올리나이트 등의 비금속광화작용과 같은 다양 

한 광상을 이루고 있다. 이러한 광상들을 야기시킨 열수용액에 대한 기원적 및 진화과정에 대 

해서는 몇몇 논문에서 기술하고 있으나 분지내의 금속 및 비금속광상을 서로 비교 검토하여 체 

계적으로 설명한 것은 미흡한 실정이다 따라서 금번 연구의 결과와 기존의 연구들을 비교 검 

토하여 광화유체의 기원 및 진화경로를 설명하고자 한다 

먼저 맥상형 금속광상의 황동위원소를 설명하여 보면， 대부분의 금속광상의 Ô 348의 값은 

-4.0-9.7%0로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다(Fig.3L 이들을 광종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 

경상분지에 가장 넓은 광화대를 형성하는 동광상은 1. 0-9.0%0 . 연-아연광상은 1. 0 -7.7%0. 

비스무스광상은 3.5-3.8%。이다. 금-은광상은 -4.0-9.7%0의 넓은 범위를 갖으나. -4.0-

1.93%0의 범위를 갖는 성원광산과 -2.66-0.36%0을 갖는 명진광산을 제외하면 금-은광상은 

2.97 -9. 7%0로서 동， 연-아연 및 비스무tm광상과 비슷한 범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황동 

위원소의 값은 마그마기원의 Ô 348의 값인 0%0보다는 다소 높은 값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상분 

지의 맥상형 금속광상들이 주변모암과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금속광상의 Ô 348의 값을 보면， 견운모광상이 1. 90-4.53%0로 비교적 좁은 범위를 보이 

고， 납석광상이 -5.8-3.3%0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갖는다 (Fig .3L 여기서 보듯이 견운모광 

상이 납석광상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견운모가 납석보다는 비교적 높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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온도와 초기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황동위원소의 차이는 광화유체와 모암사이의 반응시간 및 반 

응온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 또한 주변모암과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 

서 광화작용이 야기될 때 모암과 광화유체와의 반응이 황동위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 

각된다. 

&성.，deπ .... 

「nll
PyTOp/1yI" dep∞k 

Bb rr" Dl d<posi1s 

π퓨껴##敏 

[ 때fh 젊댄 
。'"톰.d‘야..-

‘ .6 . ~ -3. .:l: ‘ “ ‘ 。

ó3‘S 

Fig. 3 Histog rams of sulfu r isotope values from de pos its in th e Gyeongsang 
bain 

다음으로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를 맥상형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을 분류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맥상형 금속광상은 ôDH20와 δ 180 H20 값은 -100--20%0. -5.9-9.8%0로서 상당히 넓은 조 

성의 범위를 갖는다(Fig .4) . 이들 맥상형 금속광상을 광종에 따라 분류해서 검토해보면， 동광 

상의 ôDH20와 Ô 180H20 값은 -91--20%0 . -5 .9-9.8%0. 연-아연광상은 66 - -32%0. 0.7 -

7.6%0 . 금-은광상은 -100--24%0. -1. 5-9.3%0. 비스무스광상은 -30--47%0 . -0.9 - -0. 5%，。

의 범위를 각각 갖는다. 특히 견운모에서 측정된 ÔDH20와 Ô 180 H20 값은 -47 --20%0.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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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9 . 8%0로서 석영에서 구해진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 산소는 마그마의 영역에 

해당되고 수소는 마그마 또는 변성기원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비금속광상의 ÒDH20와 8 18O H20 값은 -55 - -27%0 . -2.0 -15.0%0로서 맥상형 금속광상보 

다는 좁은 범위를 갖는다. 이는 맥상광상과 마찬가지로 점토광물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맥 

상광상의 금속광상과 유사한 범위를 갖는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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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SMO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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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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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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Õ l80H20 'l.. 

Fi g . 4 Plot of hydrogen ve rsu s oxygen isotope compositions showi ng stab le 
Isotope systemat ics of hydrothermal fluid compos it ions in the 
Gyeon gsang bas in 

C 광역탐사 결과에 의한 준정밀탐사 

1차년도 열수변질대를 대상으로 광역탐사결과 337H 광상중에서 경북납석광상， 죽장광상， 동 

래납석광상， 보배광상， 고성변질대 및 장안광상의 6개 광상에서 약한 금광화작용이 초래 되었 

음을 확인하였다. 

2차년도에는 상기의 6개 광상을 대상으로하여 준정밀탐사를 수행하였으며， 금광상 준정밀탐 

사는 열수변질광상 5개 지역과 화산원 맥상광상 1개 지역을 Fig.5에 나타냈다 준정밀탐사에 

서 채취한 시료 총3327H는 당 연구소 방사화분석법 (NAA) 에 의해 Au 및 기초금속(Fe. As. 

Sb. Zn)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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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Hydrohtermal alteration areas distributed in the Kyongsang Ba si n 

a 죽장납석광산 

위치 

죽장납석광산은 행정구역상 경상북도 포항시 죽장면 감곡리에 소재하며， 지리좌표상으로는 

북위 360 08' 45" -360 09'09" , 동경 1290 07' 12" -129008'00"에 해당된다， 

포항시로부터 약 26km 북서편， 경주 통합시로부터 약 34km 북편에 위치하며， 단위광구로 

는 기계지적 72호 광구를 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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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조사지역의 지질은 기저에 퇴적암류(셰일과 사암)가 놓이며 이를 관입 또는 분출한 안산암질 

암류로 구성 된다(Fig. 6 ) 

기계도폭(오인섭 외 1975) 설명서에는 퇴적암류를 신라층군의 영천 아층군인 대구층으로， 

안산암질암류를 주사산화산암으로 기술하고 있다. 

대구층으로 기재되어 있는 퇴적암류는 연구지역에서는 소규모로 안산암질암내에 분포되어 있 

으나 남쪽 영천군에서는 넓게 분포하고 있는 하양층군의 퇴적암류와 동일하며 안산암질암은 안 

산암질 용암류와 안산암질 응회암류를 주로하는 유천층군의 주사산 안산암에 해당된다. 

퇴적암류는 안산암의 관입에 의해 대부분 경화되어 호온펠스화 하였으며 안산암질 용암류와 

응회암류는 열수변질작용에 의해 엽납석화작용 ( pyrophyllitization) . 프로피라이트화작용 

(propylitization) . 규화작용( silicification) 및 일라이트화작용(illi tization) 및 유화광화작용 

(s ulfidemineraliza tion) 이 초래되어 있다. 따라서 납석 광상은 안산암질암을 모암으로 하는 

안산암류를 초래시킨 중성 화산활동 후기에 초래된 열수변질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 

AJteration Zone 

Andesi te lava & ’ 

Daegu Fonnation 

Open Pit 

Fig .6 Geo lo g ic m a p of J u kjang py roph ylli te de pos its . 

- 변질대 

연구지역인 죽장납석 광상은 주로 단층을 따라서 상승된 열수용액에 의해 모암인 안산암질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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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납석화작용， 규화작용， 견운모화작용 황철석화작용이 주로 초래 되었다 

납석화작용이 우세한 니질 변질대 (argillic a ltered zone)는 폭이 약 100m이며 연장이 약 

400m로서 약 40.000m2의 면적을 점하고 있으며 불규칙한 타원형이다， 

이러한 니질 변질대 외곽에는 프로피라이트 변질대 (propylitic altered zone)가 둘러싸고 

있다 니질 변질대에서 산출되는 광석은 특정 변질광물이나 변질광물조합에 의해 납석， 납석질 

도석 및 견운모질 도석으로 구분 되어진다. 

- 금 광화작용 

시료채취는 노천채굴장이 개설된 4개소의 각 작업장을 대상으로 곳산대 (gossan zone) 에 형 

성된 변질대 및 산화대에 발달된 유화물 시료를 중점적으로 채취하였다. 채취된 시료 507~ 에 

대한 Au 및 기초분석의 결과는 표.4에 나타냈다. Au 함량범위는 4 .98-16.70 PPb로서 대단 

히 낮은 함량을 보이고， 기초금속인 Fe함량이 최고 19 . 2%를 보여주는 현상은 황철석 ， 갈철 

석， 유비철석등의 유화광물의 함량에 기인된 것으로 본다 

표-3 . 죽장광산 시료분석 결과표 

시료번호 채취장소 산출광물 Au{ppb) As(ppm ) Sb (ppm) Fe(p pm) Zn (ppm) 

죽장-1 A Pit 망간，갈철 <7 .01 76.2 3.53 147.000 3.81 

죽장 2 A Pit 연납석 (6.77 28.2 3.15 3.530 3.67 

죽장-3 A Pit 망간，갈철 (6.72 45 .2 2.78 157.000 3.63 

죽장-4 A Pit 연납석 <7 .32 45.5 3.30 3.920 3.94 

죽장-5 A Pit 망간，갈철 <7 .24 13.9 0.34 88.200 95.30 

죽장-6 A Pit 망간，갈철 <7 .55 65.1 5.19 121 .000 4 .04 

죽장-7 A Pit 망간，갈철 <7 .18 41 ‘ 6 3.33 144.000 3.69 

죽장-8 A Pit 망간，갈철 <7 .54 55.7 2.68 20.600 3.86 

죽장 9 A Pit 황철 <7 .43 18.8 4.23 4.250 3.80 

죽장 10 A Pit 황철 (7.80 40 .4 2.60 34.600 3.97 

죽장 11 B Pit 망간，황철 (7.58 99 .3 2.79 192.000 3.85 

죽장-12 B Pit 경철 (7.11 7.13 5.77 8.790 3.60 

죽장-13 B Pit 망간，갈철 <7.44 38.9 3.31 81. 100 3.76 

죽장-14 B Pit 연납석 <7 .18 15.6 2.37 34 .800 3.61 

죽장-15 B Pit 견운모 (7.30 6.14 6.77 2.1 20 3.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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표 3. 계속 

시료번호 채취장소 산출광물 Au (ppb) As (ppm ) Sb (ppm) Fe( ppm) Zn (ppm ) 

죽장-16 B Pit 펑크납석 <7.41 42.7 2.22 186,000 3.70 

죽장 17 B Pit 망간，갈철 <7.47 42.4 1. 96 114,000 3.40 

죽장 18 B Pit 논LLn c끼~\. 디↓λ1 <8.03 16 .3 0.23 15 ,500 3.65 

죽장 19 B Pit 망간，갈철 <7 .67 34.6 0.22 123 ,000 14.20 

죽장-20 B Pit 망간코팅연납석 <7 .61 19.6 0.22 45 ,600 3.43 

죽장-21 C Pit 망간，갈철 <7.72 8.76 0. 22 42,800 30.90 

죽장-22 C Pit 망간， 갈철 <8.26 9.61 0.23 29,900 30.20 

죽장 23 C Pit 망간，갈철 <8 .21 8.11 0.23 38 ,700 46.60 

죽장 24 C Pit 황철 <7 .77 44 .8 0.22 30 ,500 3.46 

죽장-25 C Pit 황철 <8 .13 14.9 0.23 26 ,600 3.61 

죽장 26 C Pit 망간코팅연납석 <7 .65 35 .1 0.21 91.600 3.39 

죽장 27 C Pit 망간코팅연납석 <5.64 62.2 0.60 77.900 7.45 

죽장 28 C Pit 망간코팅연납석 <5.43 60.2 0.57 70 ,700 7.16 

죽장 29 C Pit 망간황철 <5 .49 48.1 0.58 76 ,500 7.21 

죽장-30 C Pit 망간，황철 (5.53 240.0 1.81 129.000 7.25 

죽장-31 D Pit 미립황철 <4. 98 18 .9 0.52 4,880 6.49 

죽장-32 D Pit 미립황철 <5 .25 23 .1 0.55 14,700 6.83 

죽장-33 D Pit 망간，갈철，황철 (5 .44 45. 6 0.56 117 .000 36.00 

죽장-34 D Pit 망간코팅 <4.95 4.17 0.51 45.300 75.80 

죽장-35 D Pit 미립황철 <5.46 23.0 1. 28 10.800 7.03 

죽장-36 D Pit 황철，비소철 (5.36 18.8 1. 11 10 ,700 6.89 

죽장-37 D Pit 미립황철 <5.67 23.5 0.56 17 ,300 8.86 

죽장-38 D Pit 황철，비소철 <5.68 36 .4 2.08 40 ,900 8.85 

죽장-39 D Pit 황철，비소철 (5.86 28.1 0.57 17 ,300 9.10 

죽장-40 D Pit 미립황철 <5.56 20.2 0.54 11 ,000 8.61 

죽장-41 D Pit 황철 <6.06 9.38 1.90 62 .400 60.30 

죽장-42 D Pit 황철 (6.09 15.0 0.59 21 ,600 9.37 

죽장 43 D Pit 황철 <6.06 26.2 0.59 69.400 9.30 

죽장 44 D Pit 망간，황철 <5.57 14.6 0.54 20 ,300 8.51 

죽장 45 D Pit 황철 <6 .21 15.7 1. 54 20.400 9.46 

죽장-46 D Pit 망간코팅 <5.98 18 .2 0.57 59 .900 9.08 

죽장 47 D Pit 황철，비소철 (5.90 116.0 1. 34 21.800 9.08 

죽장-48 D Pit 황철，비소철 (5.95 8.83 0.54 31. 700 9.14 

죽장 49 D Pit 망간갈철 <5.92 27.3 0.54 35 .600 9.06 

죽장 50 D Pit 미립황철 06.70 28.0 0.55 29 .800 9.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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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 켜닝나서 과사 
d -=<J닙--， - 0 。

- 위치 

경북 포항시 연일읍 강동면 사라에 위치하며 단위광구로는 연일지적 105호이다. 

-지질 

경북납석광상의 지질은 국부적으로 잔류하는 유천층군의 퇴적암과 본역의 대부분을 차지하는 

안산암， 현무암 그리고 석영반암이 관입 분포하며 조사지역 북부에는 제 371층이 이들을 피복한 

다(Fig . 7) 

유천층군의 퇴적암은 주로 흑색세일 내에 담색의 박층이 협재한다- 또한 이는 석영반암의 관 

입을 받아 변위 되어 있는 것을 채굴적 "A"의 입구에서 관찰할 수 있다， 유천층군의 암석으로 

사료되는 흑색세일이 변질된 석영반암 내에 포획물로 산출되기도 한다. 

안산암질암은 짙은 암회색의 치밀 견고한 것 열은 암회색의 기질부에 장석반정이 있는 것， 

작고 각진 암편들을 포함하는 것 등 다양하다 안산암질암 중에 녹회색을 띠는 것과 녹회색을 

띠며 녹니석으로 충진된 행인을 함유하는 것 이 발달하며 이는 암석화학적인 검토결과 일부는 

현무암으로 밝혀졌다， 현무암 suite는 해발 250m의 낮은 곳에 발달한다. 

석영반암은 대부분 변질되어 있어 신선한 것을 보기 힘들다 비교적 신선한 것은 미정질의 

어두운 분홍색 기질부에 석영반정이 발달한다 

석영반암은 변질대에서 대부분 유백색을 띠며 석영반정이 있는 것， 석영반정이 적으면서 기 

질부에 안산암질암을 비롯하여 여러 종류의 암펀들(주로 안산암)을 포함하고 있는 것， 유동구 

조를 보이는 것 등이 있어 유문암의 인상을 주는 부분도 있다 

따라서 본역에는 현무암질암이 분출한 후에 안산암질암이 분출 이를 피복하고 후에 석영반암 

이 관입한 것으로 사료된다 

- 변질작용 

석영반암류와 안산암류는 열수변질을 받아 납석화작용 규화작용， 명반석화작용을 받았고 주 

요 변질광물은 엽납석， 명반석， 고령토， 황철석， 등이다 

변질대는 크게 4개소로 구분되며 각변질대는 과거에 채광한 노천 채굴적이 남아있다 

A채굴적은 주로 석영반암의 변질대로 규화작용과 고령토화 작용을 받았다 미립의 유화광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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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미세한 열극을 채우거나， 절리변을 피복하거나， 수지상으로 변질광물 내에 발달한다. 

B채굴적은 주로 명반석화작용과 납석화작용을 받았으며 국부적으로 미세한 유화광물이 광염 

된다. 

C채굴적은 450m정상에 위치하며 A채굴적과는 수직거리 약 200m의 차이를 나타낸다. 이곳 

은 채굴적이 수목으로 럽혀있어 관찰에 제한을 받으며 주변 폐석의 관찰에 의하면 주로 납석화 

작용을 받았으며 미립의 황철광이 광염된다.D채굴적은 A채굴적에서 200m남측 계곡에 위치 

하며 규화대로 고령토화작용을 받았고 미세한 열극을 유화광물이 충진하고 있다. N40E방향으 

로 발달하는 구조선들의 영향을 받고 있다. 

금광화작용 

화산암 변질대시료 총 727H (A채굴적 : 597H. B채굴적 :2개 .C채굴적 :2개 D채굴적 9개) 

시료를 채취 금함량 및 기초금속함량을 알아보았다. 이광상 변질암들의 Au함량 범위는 5.8-

19.1ppb로 1차에는 최고 9180ppb가 확인되었으나 금번에는 높은 이상대는 확인되지않고 채 

굴적에 따라 차이를 보이며 전체적으로는 A채굴적의 중앙부와 D채굴적이 높다. 기초금속과의 

상관성은 통계처리는 하지 않았으나 As와 상관이 있다. 

Table. 5 Trace element compos itions of altered volcanic rocks in Kyong - bu k 
pyrophyllite deposit. 

Sample Au As Fe Zn Sb 
Pit 

No . 
Occurrence 

(ppb) (ppm ) (%) (ppm ) (ppm ) 

경북정상 1 pyr. (-py) 11.2 5.7 0.41 4.82 0.3 
C 

경북정상-2 pyr . (-py) .hem 12 .5 4.9 1. 14 5.33 0.4 

A 경북1 py . + qtz-pyr 17.0 106 9.02 14.8 1. 56 

B 경북2 alu +(-py) 13.1 3.2 3.47 5.63 0.43 

경북3-3 qtz+feld +sulf 18.6 3.3 0.56 21.0 1.06 

경북3-5 ch + Mn oxide 16 .0 2.89 1.98 33.6 1.68 

A 경북3-6 ch + Mn oxide 18.1 3.30 1.91 30.7 0.43 

경북3-7 ch+ Mn oxide 18.2 3.33 2.22 34.9 1.46 

경북3-9 py+cal +gossan 17.1 26 9.75 55.5 2.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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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5 계속 

Sample Au As Fe Zn Sb 
Pit Occurrence 

No . (ppb) (ppm ) (% ) (ppm ) (ppm) 

경북3-10 qtz + feld + py 16 .5 3.04 0.96 12 .4 1.61 

경북3-11 qtz + feld + py . rich 17 .4 3.23 0.96 29.3 1.28 

경북3- 12 qtz + feld + py 18.6 3 .46 0.78 35.3 2.75 

경북3-13 qtz + feld + py 18.0 3.36 0.70 27 .8 3.11 

경북3-14 qtz + feld + py 18.2 3.72 0.94 16.2 2.72 

경북3-15 qtz + feld + black sulfide 18.7 3.82 0.82 45.6 2.06 

경북3-16 qtz + feld + py 19.1 3.94 0.64 20 .3 1. 34 

경북3-17 qtz + feld + py 18 .1 3.73 2.44 58.6 2.32 

경북3-18 qtz+feld +(-py) 18.9 3.92 0.79 80.5 1. 56 

경북3-19 qtz + feld + ( -py) 18.2 3.80 0.89 28 .4 1.66 

경북3-20 qtz + feld + (-py) 18.6 3.90 0.77 31.3 0 .45 

경북3-21 qtz + feld + (-py) 18 .6 3.93 0.65 65.8 1. 69 

A 경북3-22 qtz+feld + (-py) 18 .2 3.85 0.85 39 .7 1.78 

경북3-22 qtz + feld + (-py) 18 .8 4.00 0.27 8 .28 0 .45 

경북3-23 qtz + feld + (-py) 12 .9 1.98 0.52 38.0 1.79 

경북3-24 11.7 1.82 0.79 156 1. 79 

경북3-25 qtz +feld +(-py) 13 .9 2.16 0.79 66 .9 0.41 

경북3-26 gossan 12.5 657 27 .40 651 15.6 

경북3-27 qtz+ feld +(-py) 13 .4 2.10 0.55 23 .3 1.49 

경북3-28 ch + Mn oxide 13.6 2.14 1.06 142 2.93 

경북3-29 ch + Mn oxide 12.5 1.97 1. 51 92.8 1. 61 

경북3-30 qtz +feld + (-py) 13 .1 10.5 0.61 17 .6 1.90 

경북3-32 qtz +feld +(-py) 13.2 13 .7 0.97 10 .3 0.39 

경북3-33 qtz +feld +(-py) 12.8 2.06 0 .45 17 .4 0.37 

경북3-35 qtz +feld+ (-py) 13.8 7.20 0.52 4 .44 0 .43 

B 경북3-39 alu + (-py) 13.1 1.84 2.97 4.2 0 .41 

경북3-40 hem+clay 14.8 4.64 2.08 4.42 0 .42 
A 

경북3-45 hem +clay+ (-py) 13.0 11 .8 3.95 37.5 0.38 

alu : alunite ch : chlorite fel : feldspar hem : hematite py : pyri te -py : small amounts of pyri te qtz 
quartz d : dark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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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Au As Fe Zn Sb 
Pit Occurrence 

No. (ppb) (ppm ) (%) (ppm ) (ppm) 

3-50 qtz+feld+(-py) 5.8 1. 79 0.63 29.0 1. 22 

3-51 qtz + feld +(-py) 5.8 9.48 0.97 49.7 1.49 

3-52 qtz +feld +(-py) 6.2 5.44 0.51 23.8 0.56 

3-53 qtz + feld + (-py) 6.0 1.87 0.57 94.2 0.54 

3-54 qtz + fe ld + black sulf 6.0 1.86 0.70 46 .9 1.62 

3-55 qtz + feld + black sulf 12.7 4.62 0.82 43.0 0.53 

3-56 qtz + feld + black sulf 12.8 1.93 0.60 251 0.53 

3-57 qtz+feld+ (-py) 12.8 3.12 0.68 22.3 0 ‘ 53 

3-58 qtz + (-feld) + b. sulf 12.6 1.92 0.84 27 .9 0.68 

3-59 qtz + (-feld) + aspy 12 .8 106 7.20 25 ‘ 4 3.75 

3-60 ch + qtz + aspy 12 .7 31.0 1.91 41. 9 3.84 

3-61 qtz + feld + (-py) 13 .0 2.01 0.55 27.6 2.26 

3-62 qtz + fe ld + sulf 13 .0 10.3 1. 11 26.0 0.53 

3-63 qtz + fe ld + sulf 13.6 4.01 0.80 16.5 2.10 
A 

3-64 qtz+feld+sulf 12 .7 5.04 1. 53 70.3 2.29 

3-65 qtz+feld+(-py) 13.0 13.2 0.88 19.1 1. 70 

3-66 fed + ch + (-py) 12.7 8 .10 1. 19 56.6 1.66 

3-67 qtz + feld + (-py) 12.7 7.66 1.60 39.2 1.43 

3-68 qtz + (-py) (sil iceous) 13.1 2.49 0.83 78.0 1. 12 

3-69 qtz + sulfide 12.7 4.96 0.88 46.8 1.60 

3-70 qtz+feld+(-py) 13.0 6.61 1. 19 88.0 1. 37 

3-71 qtz+feld + (-py) 14.1 2.74 1. 24 113 0.57 

3-72 qtz + feld + (-py) (siliceous) 13.5 2.64 0.82 46.6 0.54 

3-73 qtz+feld + (-py) 13.1 2.56 0.84 51.8 0.53 

3-74 qtz + fe ld + sulf 14.2 2.80 0.68 41. 1 1. 59 

3-75 qtz + (-py) (siliceous) 12.6 2.49 0.38 7.02 0.91 

3-76 qtz + (-py) (s iliceous) 13.7 2.73 0.25 7.11 1. 53 

3-77 qtz+feld+(-py) 13.8 2.44 0.82 6.83 1. 51 

3-78 feld+ch+(-py) 15 .6 2.79 0.99 155 0.55 

3-79 qtz+feld + (-py) 14 .3 8.53 0.88 7.04 0.45 

3-80 qtz + py(siliceous) 14.3 2.57 0 .49 7.01 0.50 

3-81 qtz + d. sulf(siliceous) 14.8 2.68 0.50 18.1 0.52 

D 3-82 qtz + (-py) (siliceous) 14.1 2.57 0 .43 12.1 0 .49 

3-83 qtz + (-py) (si liceous) 14.6 2.67 0.80 20.3 0.97 

3-84 qtz + (-py) (siliceous) 14.9 2.73 0.52 18 .4 0.52 

3-85 qtz + py(siliceous) 14. 5 2.67 0 .41 15 .4 0.50 

3-86 qtz + py(siliceous) 14.7 11.5 0.69 19.8 0.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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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 동래납석광상 

- 위치 

부산광역시에있는 동래온천으로부터 북측 약 10km 지점인 부산광역시 기장군 동면 법기리 

에 위치하며 양산지적 80호에 해당한다 

-지질 

이 광상지역 부근은 백악기 경상누층군의 유천층군에 속하는 주사산안산암류에 대비되는 안 

산암질암이 이 광상을 포함하여 지역 남동측에 분포하며 백악기의 불국사화강암류에 대비되는 

흑운모화강암 및 화강섬록암이 안산암질암을 관입하며 주로 북서측에 분포하고 있다 안산암질 

암은 청록색， 암록색 내지 암회색을 띠며 크게 안산암과 안산암질 용결응회암으로 나뉘어진다 

- 변질특성 

안산암질암은 열수변질되어 규화작용， 납석화작용 고령토화작용， 견운모화작용 및 황철석 광 

화작용이 초래되어 엽납석 (pyrophyllite) . 카오리나이트(kaolinite) . 덕카이트(dickite ) . 견운 

모， 듀모티어라이트(dumotierite) . 명반석 석영 홍주석 및 황철석 등이 변질광물로서 산출된 

다. 변질암들은 주원소 분석 (Table. 6) 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납석화작용， 고령토화작용， 견 

운모화작용을 받은 시료들은 모암인 안산암질암에 비해 Si02가 47 .12 -74.20wt. %에서 

48.51-70.54wt.%로 약간 감소하며 Alz03는 12.70-20.93wt. %에서 20 .40-38.05wt. % 

로 증가하는 반면에 규질암 시료는 Si02가 99.56wt.%로 증가하며 Alz03는 1 .42wt. %로 감 

소함을 보여준다. 일부 시료는 Fe203는 11-15.33wt. %의 함량을 보이는데 이는 주로 황철 

석 광화작용에 지배된 특성을 보인다. 또한 모든 변질암 시료들은 Fe와 알카리 (Na + K)가 용 

탈되어 감소된 특성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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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6 Major element compositions of altered rocks in Dongrae pyrophyll ite 
deposits. (unit : wt .%) 

Sample no . Si02 Ti02 AI 20 3 Fe20 3 MgO CaO MnO Na20 K20 P205 
Ig 

loss 
Total 

SN-4(납석암) 70.54 0.18 23.24 0.33 0.04 0.09 0.01 0.39 0.40 0.05 4.55 99.82 

SN-5(고령토암) 56.28 0.20 33.83 1. 34 0.04 0.13 0.01 0.32 0.24 0.11 7.37 99.87 

SN-8(납석암) 70.35 0‘ 17 20 .40 2.98 0.03 0.12 0.01 0.41 0. 39 0.15 4.68 99.69 

SN-10(고령토암) 48.51 0.19 38.05 1.62 0.04 0.15 0.01 0.36 0.20 0.12 10.99 100.24 

SN- 17 (규칠암) 99.56 0.30 1.42 1.25 0.01 0.05 0.01 0.31 0.34 0.01 0‘ 47 99.73 

- 금 광화작용 

이 광상에서는 납석화작용， 고령토화작용， 견운모화작용， 규화작용 및 황철석 광화작용을 받 

은 80개 변질암들의 금 함량 및 기초금속 함량을 알아보았다. 이 광상 변질암들의 Au 함량 범 

위는 10.7-70.2 ppb로 매우 좁은 함량범위를 보이며 타 기초금속과의 상관성을 알기가 어렵 

c:t(Table. 7). 그러나 전체적으로 변질을 받은 암석들의 시료에서 아주 미미한 금 이상치를 

확인할 수 있으나 개발하기에는 어려운 것으로 사료된다. 

Table. 7 Trace element compo siti ons of andesitic and altered rocks i n 
Dongrae pyrophyll ite deposits . 

Au As Fe Zn Sb 
Sample no. 

(ppb) (ppm ) (%) (ppm) (ppm) 
Occurrence 

DRK-1 33.2 113 9. 65 22 23 규질암. qz+py+ht 

DRK-2 14.1 2 1.41 58 58 견운모암. ser+qz 

DRK-3 13.0 54 9.52 238 14 변질암. ep +ser 

DRK-4 14.9 76 4.25 45 6 변질암. ep +ser+py 

DRK-5 13.9 53 3.08 22 7 변질암. ep+py 

DRK-6 13.4 16 1. 01 4 2 규질암 . qz + py 

DRK- 7 12.8 10 4.97 75 3 변질암. ep+ser 

DRK-8 14.0 44 5.99 416 4 변질암. ep+py 

DRK-9 13.8 11 5.07 5 4 견운모암. ser+py 

DRK- 10 13.9 89 2.50 5 9 고령토암. ka +py 

DRK-11 14.3 44 5.34 5 7 고령토암. ka + ht 

DRK-12 14.9 268 7.75 6 9 변질암 . ep+ser + py 

DRK-13 15.1 89 7.86 6 7 납석암. pyro+k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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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계속 

Au As Fe Zn Sb 
Occurrence Sample no. 

(ppb) (ppm) (%) (ppm) (ppm) 

DRK-14 14.9 104 2.51 6 9 변질암. ep+py 

DRK-15 15.4 68 5.60 43 5 변질암. ep+py 

DRK-16 14.6 22 3.05 5 5 변질암. ep+py 

DRK-17 15.3 35 2 .43 7 3 납석암. pyro+py 

DRK-18 10.8 67 1. 15 8 12 납석암. pyro + ka + py 

DRK-19 11 .4 70 2.57 8 7 고령토암. ka+ser+py 

DRK-20 10 .7 18 2.55 7 8 납석암. pyro + ka + py 

DRK-21 64 .7 50 2.77 8 6 고령토암 ka+py 

DRK-22 11.9 28 4.98 166 3 변질암. ep + py 

DRK-23 12.6 55 8.39 44 14 변질암. ep + py 

DRK-24 12.2 341 1.04 40 6 변질암. ep + py 

DRK-25 12.3 353 6 .44 116 6 고령토암. ka +py 

DRK- 26 13 .0 22 2.19 9 4 고령토암. ka+py+ht 

DRK-27 10.8 63 6.23 7 9 고령토암. ka+py 

DRK-28 13 .2 49 7.90 8 13 규질암. qz+py 

DRK-29 12.6 10 3.63 8 4 견운모암. qz +ser + py 

DRK-30 12.7 19 5.63 50 5 변질암. ep+py 

DRK-31 14.0 78 2.20 24 10 변질암. ep + ht 

DRK-32 13 .6 153 7.20 9 44 변질암 . ep + ht 

DRK-33 13 .8 47 1. 75 23 7 납석암. pyro + ka + py 

DRK-34 13 .7 26 1.29 9 12 변질암. ep 

DRK-35 13 .3 92 1.90 28 18 변질암. ep+ser 

DRK-36 13 .6 112 5.32 9 6 규질암. qz + py 

DRK-37 12 .4 34 2.27 8 9 규질암. qz+py 

DRK-38 12.5 7 3 .41 8 46 납석암. yro + ka +py 

DRK-39 13.2 31 7.47 27 9 고령토암. Ka+py 

DRK-40 13.2 16 4 .11 8 11 고령토암 ka+py 

DRK-41 13.1 22 2.86 8 3 변질암. ep+py 

DRK-42 11 .8 60 2.12 20 5 규질암 . qz + py 

DRK-43 12.9 89 4.20 32 9 변질암. ep+py 

DRK-44 12.5 7 8 .75 19 6 규질암 . qz+ py 

DRK-45 12.1 4 1. 26 40 6 변질암. ep +ser + py 

DRK-46 12 .4 21 6.96 529 2 규질암 . qz + py 

DRK-47 14 .9 2 5.06 9 2 납석암. pyro + ka + py 

DRK-48 13.7 7 1. 14 45 5 변질암. ep+py 

DRK-49 14.5 104 5.35 9 6 변질암. ep+p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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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7 Continued 

Au As Fe Zn Sb 
Sample no. 

(ppb) (ppm ) (%) 
Occurrence 

(ppm) (ppm) 

DRK-50 14.2 15 5.73 87 4 납석암. pyro + ka + py 

DRK-51 15.3 37 1.86 9 3 변질암. ep 

DRK-52 14.1 127 9.49 17 18 규질암. qz+py 

DRK- 53 53 .4 60 3.86 18 8 규질암. qz + ht 

DRK-54 13.7 16 1. 22 14 9 규질암. qz + ht 

DRK-55 14.1 8 1. 17 18 8 규질암. qz+ht 

DRK-56 14.9 3 2.76 15 2 규질암 . qz + ht 

DRK-57 15 .3 76 3.43 6 3 고령토암. kao+ser +py 

DRK-58 15.7 11 5 1. 17 7 10 변질암. ep+py 

DRK-59 15.2 5 3.21 57 4 견운모암. ser+py 

DRK-60 14.9 62 8 .48 6 11 고령토암. ka +ser+py 

DRK-61 15 .1 92 3.37 31 15 변질암. ep+py+ht 

DRK-62 16 .4 160 4.78 106 3 변질암. ep+py 

DRK-63 16 .8 16 5.49 54 4 변질암. ep+py+ht 

DRK-64 16 .5 60 1.47 24 12 규질암. qz +py 

DRK-65 16 .4 48 1.64 13 9 규질암. qz+ py 

DRK-66 15 .9 28 1. 59 112 4 변질암. ep+py 

DRK-67 15 .8 19 1.58 725 4 고령토암. kao +ser +py 

DRK-68 15 .7 10 1. 57 62 3 변질암. ep+py 

DRK-69 16 .4 17 1.64 151 고령토암. ka+py+ht 

DRK-70 16.2 12 1.62 76 3 변질암. ep + py 

DRK- 71 16.2 295 8.85 77 8 변질암. ep+py 

DRK-72 16 .5 33 1.37 7 납석암. pyro+ka 

DRK-73 15.7 72 2.95 20 4 변질암. ep+py 

DRK-74 16.3 17 1.08 7 17 규질암. qz + ht 

DRK- 75 15.0 20 1.69 28 4 변질암. ep 

DRK-76 15.3 26 7.02 950 4 변질암. ep +py 

DRK-77 62.6 5 3.25 56 변질암. ep +py 

DRK-78 70 .2 44 4.03 56 변질암. ep +py 

DRK-79 67.7 10 5.06 89 2 변질암. ep+py 

DRK-80 68.9 12 5.02 155 2 변질암. ep +py 

d. 보배 인우광상 

보배 도석지역은 1차년도 광역조사에서 약간의 금이 검출되어 재확인을 위한 준정밀조사를 

29 



실시하였다 

- 위치 

부산시 강서구 지사동에 위치하며 가덕지적 93호 지역이다. 

-지질 

본 조사지역 부근의 지질은 경상누층군의 상부에 해당되는 유천층군과 이들을 관입한 불국사 

관입암류로 구성된다(Chang ， 1975) . 유천층군은 안산암질 화산각력암， 유문석영안산암질 화 

산각력암， 유문석영안산암으로 구성된다 불국사 관입암류로는 각섭석 혹운모화강암이 있다. 

- 변질대 

모암인 유문석영안산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견운모대 ， 규화대 ， 프로필라이트대 및 황철석 

대로 구성되고 있다. 특히 NW方向의 단층 부근에서는 세립질의 견운모가 현저하게 발달되고 

있다 본 지역의 준정밀조사는 길이 250m, 높이 120m의 단면상의 변질대를 대상으로 실시하 

였다 

준정밀조사는 본 변질을 대상으로 10m 간격으로 227H 변질암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 분석결 

과는 Table.8에 나타냈다. 

Table . 8 Trace element compostions of altered rock in the Bobae Inu 
porcelain stone mine. 

Samples No Occurrence Au (PPb) As (PPm) Fe (%) Zn(PPm) Sb(PPm) 

BB 98 - 1 ch 17.3 2.82 1. 12 15.3 1. 23 

BB 98 -2 ch+py 23.1 3.97 5.96 53.8 2.77 

BB 98 -3 ser 23.2 11.4 1.49 62.1 2.34 

BB 98 -4 sil 21.0 13.6 2.96 35.4 5.18 

BB 98 -5 ch + ser 20 .4 18.5 5.04 21. 2 5.09 

BB 98 -6 ch + ser 26 .4 17. 2 4.5 32.4 3.98 

BB 98 - 7 sil+ ser + rn 22. 8 7.55 1.64 50.8 3.33 

BB 98 -8 ser 25 .2 2.96 0. 81 25 .8 0.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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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8 Cont in u ed 

Samp les N。 Occ u rre nce Au (PPb ) As (PP m) Fe (%) Zn(P Pm ) Sb(PPm ) 

BB 98 -9 sil +ser + rn 23.5 4.78 1.01 16.8 2.99 

BB 98 - 10 sil 26.6 3.16 1. 58 17.9 4.86 

BB 98 - 11 sul 27.5 19 .4 8.00 33.2 6.82 

BB 98 - 12 si l 23.8 13. 0 2.09 22.5 6.12 

BB 98 - 13 ch 25.6 5.09 2.37 48 .9 3.56 

BB 98 - 14 ser + Qtz + (ch) 23.6 3 .49 2.84 143 3.06 

BB 98 - 15 ser +ch 26.5 8 .44 1.84 57 .7 1.87 

BB 98 - 16 ser +py 31. 3 31. 1 7.35 14.2 3.66 

BB 98 -17 ch +py 26.2 53.5 10.5 10400 2.27 

BB 98 - 18 ch 11.8 12.2 3.79 4540 2.33 

BB 98 - 19 ser+py 27.9 40.6 10.1 62.0 3 .40 

BB 98 -20 Qtz+py 66.4 28.6 11.8 27.2 2 .45 

BB 98 -21 sp+ser 11.2 43.7 3 .41 1370 2 .44 

BB 98 -22 ser + py 43.6 22.8 3.82 10.7 4.24 

ch : chlorite ser ‘ sericite Qtz : quartz py : pyrite sul : sulfide rn : rhodochrosite sp : sphalerite 

- 금광화작용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변질암 시료에서는 Au함량이 11.2-66 .4PPb의 약한 금 이상대를 나 

타내며 ， 일반적으로 황철석이 함유된 변질암에서 높은 함량을 보인다 Zn 함량이 일부시료에서 

0.14- l. 04%의 높은 함량이 나타나며， 본 시료는 유황대의 황철석-섬아연석 맥에서 채취한 

시료이다. 

e 고성지역 

고성지역은 1차년도 광역조사에서 약간의 이상치(O .89g)를 나타나는 고성군 삼산면 병산리 

영선고개 지역과 이 부근의 봉화산 광상을 대상으로 준정밀조사를 실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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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질 

을 관입한 불국사 관입암류 등으로 구성된다(Fig . 8) . 

조사지역 부근 지질은 경상누층군중 유천층군에 속하는 고성층과 안산암질암류， 그리고 이들 

고성층은 유천층군의 최하위층으로 구성암석은 적색응회질셰일， 녹색응회질사암， 응회질역암， 

응회암으로 구성된다. 안산암질암류는 용결응회암과 안산암으로 구성된다. 용결응회암은 전반 

적으로 넓게 분포되고 있으며. 안산암， 사장석， 약간의 녹염석， 방해석， 산화철으로 구성된다 

안산암은 주로 사장석과 희석의 반정과 세질의 석영 및 장석으로 구성된다 

불국사 관입암류는 화강섬록암으로 석영， 장석， 각섬석， 녹리석 및 산화철으로 구성된다-

본 조사지역의 영선고개 일대는 주로 안산암으로 광범위하게 프로필라이트화 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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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Geologic map of the Koseong areas . 

- 봉화산 광상 

봉화산광상은 과거 동(cu )광상으로 개발되었으나 현재 폐광중에 있다 본광상에 대한 연구 

는 구무옥 외 (969 ) . 이재호(992 ) 에 의한 동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가 있다. 

본 광상은 안산암중에 배태한 맥상광상이다 맥의 주향은 N50 W. NI 0oE. NE에 60-70。로 

경사 되어있다. 맥의 폭은 0 . 4-1m이다. 광맥은 주로 석영으로 약간 수반하며， 광맥과 모암과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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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사이에 녹리석-백운모-프로필라이트화가 현저하다. 광석광물은 자류철석， 황동석， 황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경철석， 테트라헤드라이트 및 은 외 유염광물이다-

본 광상에서 채취한 시료는 167B 이며 , 금등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Table. 9) 

Table . 9 Trace elements composition of altered rocks in the Bonghwasan 
mme . 

Samples No Occurrence Au (PPb) As (PPm ) Fe (%) Zn (PPm ) Sb (PPm ) 

KS 98- 1 Qtz+Ch + Py 6.87 14.8 2.79 250 3.77 

KS 98- 2 Ch+Py 157 243 8.35 200 4.87 

KS 98-3 Qtz+ Py 1006 759 16.3 523 0.3 1 

KS 98-4 Qtz+ Py 557 475 8.56 288 19.5 

KS 98-5 Qtz + Py 361 207 5.89 1890 5.38 

KS 98-6 Ser + Qtz + Sul 92.6 64.2 5.69 215 11.8 

KS 98-7 Qtz+ Py+Ch 11 .4 10.2 2.97 133 6.12 

KS 98-8 Qtz+ Py+Ser 116 219 6.10 47. 7 1.37 

KS 98-9 Ch+Sul 475 385 8.39 247 17.4 

KS 98-10 Ser+Sul 7.22 42.6 5.17 28 1 5.01 

KS 98-11 Qtz +Sul-v 20.7 17.0 6.50 307 2.33 

KS 98-12 Ch+Py 159 144 3.96 1270 5.47 

KS 98-13 Cu+py+Ars 57 .4 80.7 2.24 106 8.83 

KS 98-14 Qtz+ Py 682 452 7.65 1240 7.99 

KS 98-15 Qtz + py 730 560 11.2 1480 4.78 

KS 98-16 Qtz+ Py 566 438 12.7 844 14.9 

KS 98- 17 Ch+Py 7.64 3.18 3.72 105 1.51 

Qtz : quartz Py : pyrite Sul : sulfide Ars : arsenopyrite v : vein Ch : chlorite Ser : sericite 

금광화작용 

봉화산 광상의 Au 함량 범위는 167B 시료중 3개를 제외하고 100-1006PPb로 상당히 높은 

함량을 보인다. 황철석을 수반한 시료에서는 361-1006PPb (1 g/t) 를 나타내며 , 동시에 As 함 

량도 높게 나타난다. 또한 Zn은 1. 9%의 함량으로 섬아연석이 산출되는 점이 일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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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광상부근의 변질대를 포함하여 종합적인 정밀조사에 의해 경제적 여부가 확인된다. 

- 변질대 

봉화산광상의 북측연장부 즉， 영선고개 일대에는 안산암이 열수변질작용을 받아 세맥을 수반 

한프로필라이트화 되어있다. 본 지역은 1차년도 광역조사에서 프로필라이트화된 변질대에서 채 

취한 5개 시료로서 금이 검출된 지역이다. 

본지역의 준정밀조사는 1/2.000 route map 식으로 실시하였다(Fig.9). 변질대는 거의 프 

로필라이트화 작용을 받아 녹리석화가 현저하다 녹리석화대에는 규화대， 백운모， 황철석 및 석 

영-유화광물의 세맥을 수반한다. 시료채취 No.KS37-44 지점에서는 녹리석대 중에 폭 30cm 

의 석영-유화광물이 배태되고 있다. 

유화광물은 주로 황동석， 황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등이다 본 변질대에서 채취한 시료는 

287B이며 금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금 광화작용 

본 변질대는 1차년도 광역탐사에서 5개 시료에서 Au 함량이 660-885PPb를 보이는 지역이 

다. 이번 준정밀탐사에서는 Fig.9와 같이 route map 조사에 따른 시료 287B중 절반 이상이 

40에서 최고 1250PPb (1 .25g/t)를 나타낸다. 일반적으로 높은 함량이 보이는 시료는 거의 황 

철석을 수반하며， 동시에 As함량도 비례적인 관계를 나타낸다. 

앞으로 종합적인 정밀탐사를 통해 경제적인 여부가 확인된다 

Table. 10 Trace elements composition of altered zone in the Koseong area. 

Samples No Occurrence Au (PPb) As (PPm) Fe (%) Zn (PPm) Sb (PPm) 

KS 98-18 Ch+Py 8.12 12.0 5.26 285 4.51 

KS 98-19 Ch 41. 3 54.8 5.35 134 4. 22 

KS 98- 20 Ch+ Py 82.0 89 .5 3.80 118 3.31 

KS 98-21 Qtz+Py 1250 450 5.13 60 .9 8. 01 

KS 98-22 Ch+Py 330 178 6.16 69 .9 3.52 

KS 98-23 Ch 174 300 9.16 111 4.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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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 10 Continued 

Samples No Occurrence Au (PPb) As (PPm ) Fe (%) Zn (PPm ) Sb (PPm ) 

KS 98-24 Ch+Py 86.2 177 7.39 87.8 2.28 

KS 98-25 Ch 8. 9 ‘ 9.89 3.14 64 .6 2.39 

KS 98-26 Ch +Py 21. 3 4 .01 2.23 316 1. 30 

KS 98-27 Qtz+ Py 953 43.7 4 .54 145 4.51 

KS 98-28 Ch +Py 22. 7 16.6 4. 37 285 10.0 

KS 98-29 Py+And 9.03 15. 5 9.21 257 3 .43 

KS 98-30 Ch +Py 41. 5 62.9 11.5 108 3.01 

KS 98-31 Qtz+ Py 617 89 .4 4.05 415 6.98 

KS 98-32 Ch +Py 34.6 18 .4 5.37 337 3.53 

KS 98-33 Qtz+ Py+Ch 6.20 11 .1 1.59 11 0 3.49 

KS 98-34 Ch +Py 9.20 14.0 6.95 29.3 5.54 

KS 98-35 Ch +Ars 9.20 12.9 6 .36 39 .9 2.31 

KS 98-36 Qtz+Sp +Py 654 510 8.94 26(%) 4.72 

KS 98-37 Qtz+Sul 169 53.2 10 .7 140 33. 1 

KS 98-38 Ch +Sul 109 44 .3 10 .5 88. 3 39 .0 

KS 98-39 Qtz+ Sul 49.6 32.4 10 .3 265 39.5 

KS 98-40 Ch +Sul 23.6 21. 5 9 .53 123 37.8 

KS 98-41 Ch + Qtz+ Py 33.3 42 .6 12.6 135 33 .9 

KS 98-42 Ch +Qtz 30.3 23. 1 14 .3 231 29.5 

KS 98-43 Ch +Py 9.99 8.75 9 .57 129 8.63 

KS 98-44 Ch +Py 10.3 7.69 9.80 161 7.08 

KS 98-45 Ch+Py 9.45 14 .8 3.03 295 2.96 

KS 98-46 Ch+Py 201 259 9.29 341 4.12 

Qtz : quartz Sul : sulfide Ch : chlorite Py ‘ pyrite And : ande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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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 장안광상 

- 위치 

장안광상은 경남 거제군 하청변 칠천도 장안에 위치한다 본 광상은 1차년도 광역조사에서 

최대 1. 6g의 금이 검출된 지역이다. 

-지질 

광상 주변의 지질은 경상누층군의 퇴적암류인 성포리층과 장목층， 안산암질 각력암류와 이들 

을 관입한 불국사 관입암으로 구성된다(원종관 등 1980) , (Fig.10). 성포리층은 본 광상의 서부 

연구리 지역에서 분포되며 주로 셰일과 사암의 호층으로 녹회-회백색을 띤다. 장목리층은 본 광 

상의 북동부 대곡리에서 소규모로 분포되며， 회백-암회색의 셰일과 사암의 호층으로 구성된다. 

” 
삭
 
서
 

• 

낀
 

서
 
석
 
꾀
 
삭
 

• f 

텔꽉 4 
톨쿨 5 
델편 6 
잦 7 

Fig. 10 Geological map of Jangan mine . 
1. Alluvium 2. Basic dike 3. Biotite granite 4 . Andesitic rock 
5. Jangmockri Formation 6. Sungpori Formation 7. Jangan m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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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산암질 각력암은 본 지역에서 가장 넓게 분포하며， 암회-녹회색을 띤다. 본암은 퇴적암류 

의 각력을 함유하고 있으나， 광상주변에서는 지질과 유사한 안산암질의 각력으로 구성된다 지 

질은 암녹색을 띠며， 각력은 3-5cm의 적갈색의 반정질이다 안산암질 각력암은 부분적으로 열 

수변질작용을 받아 녹리석， 황철석 등이 관찰된다. 

불국사 관입암은 본 광상의 북부에서 분포하며 조립내지 중립질 혹운모 화강암이다. 

- 장안광산 

장안광산은 동(Cu)을 대상으로 개발되고 있었으나 현재는 휴광중에 있다 광상은 안산암질 

각력암중에 배태되는 맥상광상이다. 

광맥은 주향 N10-200W에 75-850W의 경사이다. 광맥에는 단위 광맥이 주향방향으로 또는 

안행 (echelon)으로 배열되는 경우도 있으나， 전체적으로 광맥의 주행연장은 120m 정되이다. 

맥폭은 평균 O . 3m이며， 최대 1m 정도이다(Fig.ll). 광맥과 모암사이에는 점토는 수반되지 

않고， 또한 slickenside. striation등이 확인되지 않아 장력균열 (tension fracture) 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본다. 

맥광물은 석영과 약간의 방해석으로 구성되며， 광석광물은 황철석， 황동석， 자철석， 반동석， 

자연동， 코사라이트， 침철석， 휘동석， 코벨라이트， 공작석 등이다 

광맥과 모암사이에는 10-70cm 정도의 백운모를 수반한 녹리석화가 현저하다. 

본 광상에서 채취한 시료는 547H 이며， 금 등의 분석결과는 다음과 같다. 

- 금 광화작용 

장안광상의 금 광화작용은 유화광물-석영맥의 생성과정에 있어서 이루어진 것이다. 금 광화 

작용과 관련된 미량원소의 분석치는 Table.11에 나타냈다 

Au함량 범위는 5-486PPb를 보인다 유화광물-석영맥에서는 최고 486PPb(JA98-13) 이 

며， 세맥부근의 변질대에서 높게 나타난다 방해석맥 UA98-40)에서는 Au함량이 6PPb 이하 

이다 . Au함량이 높은 곳에서는 맥상이나 변질대 모두 As함량이 높으며. Au는 As와 밀접한 

지화학적 상관성을 시사한다. 

본 광상은 광역탐사에서 5개 시료에 대한 Au분석에서도 2170PPb(2.17g/t ) 의 높은 함량이 

나타난바， 앞으로 물리탐사를 포함한 종합적인 정밀탐사를 통해서 경제적 여부가 확인되는 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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망지역이다. 

Table . 11 Trace element composition of vein mineral and altered rocks in the 
Jangan mine 

Samp les N。 Occurrence A니 ( PPb ) As (PPm) Fe (%) Zn(PPm) Sb (PPm) 

JA 98- 1 Ch 9 .92 31. 3 7.12 53.5 8.87 

JA 98-2 Qtz +Ch 10.7 16.7 8.34 52.2 9.01 

JA 98-3 Qtz+Ch(5cm) 9.85 6.7 5.23 71.2 3.93 

JA 98-4 Qtz+Ch 10.8 15.3 9 .40 87.1 5.06 

JA 98-5 Qtz(2cm) 10.2 23.2 9.07 50 .6 8.11 

JA 98-6 Qtz +Ch(5cm) 11. 7 14.1 5.42 62.1 5.93 

JA 98- 7 Qtz+Ch 10.9 9.21 7.25 46.4 2.46 

JA 98-8 Qtz +Ch 60.3 19.0 6.26 31.8 3 .42 

JA 98-9 Qtz +8u1 54.9 6.74 9 .44 21.8 3.75 

JA 98-10 Qtz+8u1 57 .4 25 .4 1. 52 16.8 2.58 

JA 98-11 Qtz + 8u1 100 19 .0 3.98 31. 9 3.49 

JA 98- 12 Qtz+8u1 265 11.1 1.07 5. 12 2.91 

JA 98- 13 Qtz+8u1 486 20 .6 1.57 10.8 2.70 

JA 98- 14 Ch+Mu 28.1 27.1 7.37 89.8 5.82 

JA 98-15 Ch+Mu 65.3 2.25 9.21 11 .6 3.53 

JA 98- 16 Ch+Mu 5.27 6 .43 3.98 35.9 4 .12 

JA 98-17 Qtz 5.50 12.9 0.98 8.03 4.08 

JA 98- 18 Qtz 5.26 6.55 3.18 22.2 6.50 

JA 98- 19 Qtz +Ch 5.42 2.04 2 .46 25.6 80.0 

JA 98-20 Qtz +8u1 4.85 4.83 1. 87 9 .48 3.36 

JA 98-21 Ch 5.31 5.76 2.32 45.9 4 .87 

JA 98-22 Qtz+Ch 23.7 14.0 3.93 38.5 5.17 

JA 98-23 Qtz +Ch 5.70 3.95 3.77 57.5 4.86 

JA 98-24 Ch 5.72 9.47 3.25 28.7 5. 15 

JA 98-25 Ch 5.72 13 .5 6.87 96.2 13 .4 

JA 98-26 Qtz + Ch (2cm) 5.49 17 .2 6.93 65.2 7.14 

JA 98-27 Qtz + Ch (2cm) 5.74 28.1 8.02 34.7 5.25 

JA 98-28 Qtz + Ch (2cm) 5.21 19.8 8.87 46.6 7 .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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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 le . 11 . Continued 

Samples N。 Occu rrence Au( PPb) As(PPm) Fe(%) Zn( PPm) Sb (PPm) I 

JA 98-29 Qtz + Ch (2cm) 47.4 23.1 7.39 38.7 9.11 

JA 98-30 Qtz+Ch (1 cm) 5.52 9.36 5.66 77.2 4.88 

JA 98-31 Qtz+Ch (1 cm) 42.6 7.42 6.08 61. 0 5.08 

JA 98-32 Qtz+Ch (1 cm) 26.0 9.39 5.79 80.9 3.69 

JA 98-33 Qtz+Sul 45 .8 22 .1 1.04 6.73 2.82 

JA 98-34 Ch 29.3 3.57 3.50 18.6 2.14 

JA 98-35 and 5 .41 115 4 .36 25.0 3.25 

JA 98-36 Qtz+Sul 13.6 5 .49 0.78 12.6 6.66 

JA 98-37 Qtz+Sul 5 .46 9.43 1. 36 15.5 8.52 

JA 98-38 Qtz+Ch 5.67 10.3 6.89 12.2 5.56 

JA 98-39 Calv+Ch 5.64 18.2 7.29 79 .8 9.07 

JA 98-40 Calv+Ch 6.06 14.6 5.19 98 .4 3.56 

JA 98-41 Ch 5.97 6.53 8.22 40.4 2.36 

JA 98-42 Qtz+Sul 104 5.24 4.94 30 .4 2.30 

JA 98-43 Qtz+Sul 407 7.61 1.83 14.5 1.83 

JA 98-44 Qtz+Sul 40.6 15.3 3.44 33 .9 4.44 

JA 98-45 Qtz+Ch 21.3 18.4 4.47 56 .3 6.65 

JA 98-46 Qtz+Ch 29.6 9.74 5.67 64.8 5.37 

JA 98-47 Qtz+Ch(2cm) 22 .0 28.7 13.4 26.0 6.93 

JA 98-48 Qtz + Ch (2cm) 23 .1 30.5 8.23 41.8 7.33 

JA 98-49 Qtz + Ch (2cm) 21. 6 7.18 3.99 66.1 4.93 

JA 98-50 Qtz+Ch(2cm) 23 .0 7.84 4.30 38.8 6.23 

JA 98-51 Ch 21.8 40.2 6.82 11.9 19.0 

JA 98-52 Ch 86.0 33.9 51. 1 37.6 10.3 

JA 98-53 Ch 21.8 9 .10 13 .4 29 .6 7.07 

JA 98-54 Qtz+Ch 54 .3 14.4 17.3 21.2 3 .41 

JA 98-55 Ch 37 .3 28.1 13 .5 20 .5 4.17 

JA 98-56 Ch 23 .8 9.13 8.9 84.0 4.97 

JA 98-57 Ch 22 .8 7.30 5.73 90. 8 3.38 

JA 98-58 Ch 21.0 3.90 2.71 95. 5 3.30 

Qtz : quartz Mu : muscovite Ch : chlorite Sul : sulfid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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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 종합적인 정밀탐사 지역 선정 

1차년도 경상분지내 금광상 광역탐사에 의해 약한 금 광화작용이 확인된 6개 광상 및 변질 

대를 대상으로 준정밀탐사를 수행하였다. 

준정밀조사는 각 광상 및 변질대에서 채취된 3327B 시료를 대상으로 Au 및 

(As ， Fe ， Zn ， Sb ) 에 대한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 그 결과는 Table.12 와 같다. 

Table. 12 Au Contents of each mineralized zone. 

기초금속 

Mining 
Sample Au ränge As rPaπn1ge Fe range Zn range Sb range 

frequency (PPb) (PPrn) (%) (PPm) (PPm ) 

Jukjang 24 7- 17 28-240 35- 19.2 7.2-95.0 1. 1-68 

Kyongbuk 27 15-19 4.0- 106 1.0-27 .4 39 .7- 651 1.6-3.84 

Dongrae 15 15-64 .7 78-353 7.0-9.7 75-950 11-58 

Bobae Inu 19 21-66 3-43 1. 5-11.8 16.8- 10400 2.2-5.2 

8 
Deposit 

57-1006 
81-759 5.7-16.3 200- 1890 5.0- 17.4 

Goseong 

13 
Alteration 

50-1250 
44-450 9.2-14.3 135- 26(%) 4.9-39.5 

Jangan 29 21-486 11-40 5.8-17.3 38.8-95.5 5.1-80.0 

Table.12에서 보다시피 고성지역에서 최고 광상에서 l006PPb (lg) , 변질대에서 1250PPb 

(l .25g) , 장안에서 486PPb(O.5g)를 경북에서 1 5-19PPb를 보이며， 금 이상치는 약한 이상 

대로 인지되나 지표 준정밀탐사에서 이러한 이상치는 금광상 부존 가능성을 강하게 시사한다 

1차년도 광역탐사에서 최고 9.18g/t를 나타낸 경북광상은 727B 시료 전체가 20PPb Au 함량 

이 농집되어 동시에 As 함량이 높다. 이는 지화학적 특정으로서 강한 이상대를 시사함으로 종 

합적인 정밀탐사가 필요하다 

따라서 준정밀탐사 결과에서 고성， 장안 및 경북광상을 종합적인 정밀탐사 지역으로 선정하 

여， 3차년도에 토양 및 표사 지화학탐사와 물리탐사를 수행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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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 2차년도 연구결과 

a. 경상분지 지질 

유천층군은 육성퇴적층인 경상분지에 속하는 퇴적층으로， 하양층군의 상위에 부 정합으로 놓 

인다. 유천층군은 하부의 주사산 안산암류와 상부의 운문사 유문암류로 크게 양분되며， 이들의 

응회암， 용결응회암， 그리고 이들 사이에 협재하는 퇴적암으로 구성된다. 또， 이들은 주로 유천 

소분지의 중앙부에 분포하고， 화산활동은 염기성에서 중성， 산성으로 점차 변하는 양상을 보이 

고 있다. 백악기말에 형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는 열수점토광상 또는 화산암원의 맥상 금-은-동 

광상은 이 유천층군의 화산암이 모암으로서 유천층군을 형성시킨 화산활동이 광화작용 또는 열 

수변질작용과의 상관성을 강하게 시준한다. 

b. 열수변질 광상의 지구화학적 연구 

먼저 맥상형 금속광상의 황동위원소를 설명하여 보면 대부분의 금속광상의 Ô 348의 값은 

-4. 0 - 9.7%0로 넓은 범위를 보이고 있다. 이들을 광종에 따라 분류하여 비교해 보면， 경상분지 

에 가장 넓은 광화대를 형성하는 동광상은 l.0-9.0%0. 연-아연광상은 l. 0-7.7%0 . 비스무스 

광상은 3.5-3.8%。이다. 금-은광상은 -4.0-9.7%，。의 넓은 범위를 갖으나. -4.0- l. 93%，。의 범 

위를 갖는 성원광산과 -2.66-0.36%，。을 갖는 명진광산을 제외하면 금-은광상은 2.97-9 . 7 %.。

로서 동， 연-아연 및 비스무tm광상과 비슷한 범위를 갖는다. 그러나 이러한 황동위원소의 값은 

마그마기원의 Ô 348의 값인 0%0보다는 다소 높은 값이다 이는 대부분의 경상분지의 맥상형 금 

속광상들이 주변모암과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비금속광상의 Ô 348의 값을 보면， 견운모광상이 l. 90-4.53%0로 비교적 좁은 범위를 보이 

고， 납석광상이 -5.8-3.3%0로 상당히 넓은 범위를 갖는다 여기서 보듯이 견운모광상이 납석 

광상보다 다소 높은 값을 갖는다. 이러한 차이는 견운모가 납석보다는 비교적 높은 온도와 초 

기에 형성되는 것으로서 황동위원소의 차이는 광화유체와 모암사이의 반응시간 및 반응온도의 

차이에 기인한다고 생각되며， 또한 주변모암과의 반응에 의한 결과로 생각된다- 따라서 광화작 

용이 야기될 때 모암과 광화유체와의 반응이 황동위원소에 중요한 역할을 한다고 생각된다. 

다음으로 수소 및 산소동위원소를 맥상형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을 분류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맥상형 금속광상은 ÔDH20와 Ô 180H20 값은 -100--20%0. -5.9-9.8%0로서 상당히 넓은 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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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의 범위를 갖는다. 이들 맥상형 금속광상을 광종에 따라 분류해서 검토해보면 ， 동광상의 6 

DH20와 Ô 180 H20 값은 -91--20%0. - 5.9-9 .8%0. 연-아연광상은 -66 --32%0. 0 .7 - 7 .6%0. 

금-은광상은 -100--24%0. -1. 5-9.3%0 . 비스무스광상은 -30 - -47%0 . -0 . 9 --0 . 5%0의 범위 

를 각각 갖는다. 특히 견운모에서 측정된 ÔDH20와 Ô 180 H20 값은 -47 --20%0 . -0 .9 - 9. 8%0 

로서 석영에서 구해진 것보다는 상당히 높은 값을 보여주고， 산소는 마그마의 영역에 해당되고 

수소는 마그마 또는 변성기원의 영역에 속하고 있다. 

비금속광상의 ôDH20와 ô 180H20 값은 -55--27%0. -2.0 - 15 . 0%0로서 맥상형 금속광상 

보다는 좁은 범위를 갖는다. 이는 맥상광상과 마찬가지로 점토광물을 대상으로 측정된 것으로 

맥상광상의 금속광상과 유사한 범위를 갖는다. 

c. 준정밀탐사 

금광상 광역탐사에 의해 확인된 6개 광상 및 변질대를 대상으로 준정밀탐사를 수행하였다. 

그 결과 고성변질대 및 광상， 장안광상 2개 지역에서 높은 금 함량이 확인 되었다. 금 이상치 

를 나타내는 광상은 주로 경상계 유천층군에 속하는 안산암류의 모암으로 된 열수변질대 및 맥 

상광상이며， 특히 고성의 경우는 변질대중 석영-황철석 세맥이 발달된 곳에서 1. 25g/t의 높은 

Au 함량이 나타난다. 

경북광상에서는 15-19PPb의 Au함량으로 약한 이상치를 보이고 있으나， 시료전체가 일정한 

범위에서 Au가 농집되고 동시에 As함량이 높다. 이는 지화학적 특정으로서 강한 이상치를 시 

사한다. 

d. 준정밀탐사 결과에 의한 종합적인 정밀탐사 지역 선정 

준정밀탐사 결과에서 6개 광상중 고성 ， 장안， 경북납석광상의 3개 광상에 금 광화작용이 초 

래 되었음이 확인되었다 

따라서 ， 종합적인 정밀탐사는 고성의 변질대 및 광상부변， 장안광상의 일대 및 경북납석광상 

을 대상지역으로 탐사를 수행 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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