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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광물자원청은 몽골 

우기누르(Ugii Nuur) 철-망간 광화대에 대해 공동

조사를 하였다. 우기누르 지역은 몽골 및 러시아의 

지질학자, 지구물리학자들의 조사로 1 : 50,000 규

모의 지질도, 광물분포도, 자력이상대 분포도, 방사

능이상대 분포도 등이 제작된 바 있고, 철, 망간 및 

기타 금속의 산출이 보고된 바 있으나 정확한 광체

의 규모, 매장량, 심부 연장성, 경제성 등이 제대로 

평가된 바가 없고, 광상의 성인에 대해서도 연구된 

바가 없다. 따라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광

물자원청은 우기누르 일대의 철-망간 광화대에 대

한 정밀 조사, 부존 잠재성 평가 및 광물학적, 광상

학적 연구를 공동으로 수행하기로 하였다. 

  철강은 현대 산업에서 대체재를 찾기 어려운 제

품이며, 철과 망간은 이러한 철강 제품의 생산에 

필수적인 원료이다(Gutzner and Beukes, 2002). 망

간이 철강에 함유되었을 때 산소와 황을 제거하는 

특성을 갖게 함으로써 철강 제품을 저렴한 비용으

로 생산할 수 있게 한다(Gutzner and Beukes, 2002). 

몽골은 11개의 철 광상과 251개의 철 산출지가 알

려져 있고, 유형별로는 스카른형, 퇴적형, 호상철광

층, 화산기원의 퇴적형 광상 순으로 분류된다(De-

jidmaa et al., 2001). 몽골의 철 광상은 많은 경우 

망간 광화작용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다(Dejidmaa 

et al., 2001). 몽골의 철 광상 중 스카른 형인 토무

르 톨고이(Tomur Tolgoi)와 바이안 골(Bayan Gol) 

광상에서 매장량이 1억 톤 이상인 산업카테고리의 

매장량이 산출되었다. 우기누르 지역에서 서쪽으로 

약 40 km 떨어진 타미르골(Tamir Gol) 지역은 매

장량이 약 6천만 톤의 P급 매장량이 확보된 곳으

로(Kim et al., 2004), 타미르골 지역은 현재 베렌 

마이닝(Beren Mining)에 의해 철 광산이 가행중이

다.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몽골 광물자원청 조사단

은 타미르골 지역의 철 광상 부존 특성을 우기누르 

지역과 비교하기 위해 타미르골 철 광산을 방문하

여 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논고에서는 몽골 우기누르 지역과 타미르골 

지역에 대한 지질광상조사 결과를 바탕으로 두 지

역의 철-망간 부존 특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또한 

우기누르 지역에 대한 자력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광체의 분포 특성 및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광체의 

연장성을 살펴보고자 한다.  

조사지역 및 지질

  우기누르 철-망간 광화대의 좌표는 위도 N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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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Location map of Ugii Nuur (green square) and Tamir Gol (blue square) area in Mongolia. 

30'00''∼N47°40'00'', 경도 E102°45'00''∼E103°00' 

00''에 해당하며, 수도인 울란바타르(Ulaan Baatar)

에서 서쪽으로 약 350 km 떨어져 있고 아르항가

이주(Arkhangai Aimag) 우기누르솜(Ugii Nuur 

Soum)과 하샤트솜(Khashaat Soum)에 속해 있다

(그림 1). 타미르골 광산의 좌표는 위도 N47°35' 

00''∼N47°40'00'', 경도 E102°15'00''∼E102°20' 

00''에 해당하며, 아르항가이주 호톤트솜(Khotont 

Soum)에 속해 있다(그림 1). 

  우기누르와 타미르골 철 광상은 화산기원의 퇴

적형 철 광상으로 알려져 있다(Rodionov et al., 

2003). 우기누르와 타미르골 철광상은 중기 캠브리

아기-초기 오르도비스기의 대륙사면으로 해석되는 

지역인 자그하라(Zag-Haraa) 저탁류 분지에서 화

산성 퇴적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타미르골-요루골

(Tamir Gol-Yoroo Gol) 광상구에 속한다(Rodionov 

et al., 2003). 

  우기누르 지역의 지질은 오르도비스기 하르호린

(Kharkhorin) 층군의 먼곤체지(Munguntseej) 층, 

데본기 후른톨고이(Hoorntolgoi) 층, 데본기 츄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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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 map of Ugii Nuur area. Location of Deposits 1 and 2 is also indicated by red rectangles. 

(Tsugel) 층, 백악기 아르항가이 층으로 구성된다

(그림 2). 이 지역의 철-망간은 주로 견운모-녹니석, 

장석-석영, 석영-녹니석, 녹니석-석영-흑운모 편암

들과 규암으로 구성된 먼곤체지 층에서 발달하고 

있으며, 쳐트, 자철석, 자철석-적철석, 망간 층들이 

협재하고 있다. 이 층들의 퇴적환경은 상부 고생

대, 즉 전기 고생대의 대륙사면에 해당하며, 층서

는 철-망간 광상이 발달하는 오르도비스기 먼곤체

지 층 위로 데본기의 층들이 정합적으로 놓인다. 

  오르도비스기의 하르호린 층군의 먼곤체지 층과 

데본기-석탄기 타른(Tarn) 층군의 후른톨고이층은 

편암과 규암이 주로 분포한다. 먼곤체지 층은 하부

-중부 오르도비스기에 해당하고 석영-장석-견운모

질 편암, 변질 사암, 변질 실트스톤, 규암으로 구성

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지표지질조사 결과 

우기누르 지역의 먼곤체지 층은 주로 안산암질 편

암에 석영맥과 방해석맥이 발달하여 분포하기도 

한다(그림 3A, B). 먼곤체지 층에서 함철-망간광물

은 편암의 주 엽리방향과 평행하게 발달하는 석영

맥이나 규암에서 렌즈상으로 협재되어 산출한다

(그림 3C, D). 규암과 편암의 주된 엽리의 주향방

향은 N30-70˚W이고 경사는 60-80˚SW이다. 조사

지역의 북동부에 부존하는 하부 데본기의 츄겔층

은 녹색 경사암(graywacke), 역질 실트스톤, 녹색 

분출암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지표지질조사 결과 츄겔층에서는 안산암이 분포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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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Host rocks in Ugii Nuur area. (A)∼(D) Ordovician Munguntseej formation. (E) Devonian Tsugel 

formation. (F) Devonian Khoorntolgoi formation.  

며, 반정이 발달하기도 한다(그림 3E). 데본기의 

후른톨고이층은 갈색-적색 규암, 변질 현무암질 사

암, 역암 등으로 구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 현지 

지표지질조사 결과 후른톨고이층은 하르호린층군

과 유사한 편암이 발달하며 국부적으로 철산화물

이 발달한다(그림 3F). 

  타미르골 철 광상도 먼곤체지 층에서 렌즈상으

로 협재되어 나타나며 주로 규암과 편암으로 이루

어져 있다(그림 4A, B). 그러나 우기누르 지역의 

편암이 주로 견운모질 편암인 데 비해 타미르골 철 

광상에서 나타나는 편암은 백운모 편암으로 이루

어져 있는 특징을 갖는다(그림 4A). 타미르골 철 

광상 노두에서 관찰되는 규암과 협재되는 철 광석

은 우기누르 지역과 같으며 주향과 경사도 같게 나

타난다. 현재 가행중인 타미르골 철 광산은 노천채

굴 방식으로 생산하고 있다(그림 4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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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A) Host rocks of Munguntseej formation in Tamir Gol. Mus: muscovite. (B) Outcrop of quartzite and

Fe ore of Munguntseej formation. (C) Open pit of Tamir Gol Fe mine.  

광물 및 광체의 품위

  그림 5는 조사지역 내 철-망간 광석 박편에 대한 

편광 현미경 관찰 사진과 해당 박편의 후방 산란 

전자 영상(back-scattered electron image)이다. 그

림 5A 및 B는 자철석(magnetite; Fe3O4), 적철석

(hematite; Fe2O3), 스페사틴(spessartine; Mn3Al2 

Si3O12)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주고, 그림 5C 

및 D는 철 산화물, 버네사이트(birnessite; (Na,Ca, 

K)0.5(Mn
4+

,Mn
3+

)2O4․1.5H2O), 스페사틴으로 구성

되어 있음을 보여주며, 그림 5E 및 5F는 자철석, 

적철석, 철 산화물, 스페사틴으로 구성되어 있음을 

보여준다. 철-망간 광석 박편에 대한 편광 현미경 

관찰 사진과 해당 박편의 후방 산란 전자 영상을 

종합하면 주요 망간 광물은 석류석군에 속하는 스

페사틴으로 분석되며 이는 자형 내지 반자형의 형

태로 발달하고, 다른 망간 광물로 버네사이트가 빈

번히 관찰된다. 철 광물은 주로 자철석과 적철석이 

관찰되며, 적철석은 자철석을 교대하여 산출한다. 

대부분의 철-망간 광물은 주변 편암의 편리방향과 

같은 방향의 대상구조를 보이는 것이 특징이다(그

림 5C, D). 그림 6은 제 1 광상(Deposit 1) 하르호

린 층군 먼곤체지 층의 규암을 모암으로 하는 철 

광석에 대한 X선 회절 패턴이다. 이 회절 패턴에

서 철 광물로 자철석(magnetite, M), 적철석(hematite, 

H)이, 망간 광물로 스페사틴(spessartine, S), 버네

사이트(birnessite, B)의 피크 위치와 일치함이 확

인되었다. X선 회절 패턴은 복합 광물의 X선 회절 

패턴 시뮬레이션 프로그램인 Crystallographica 

Search-Match ver. 2.0.3.1을 이용한 시뮬레이션 결

과와 비교하였다. 그림 6에서 확인할 수 있는 것과 

같이 X선 회절 패턴과 시뮬레이션 패턴이 거의 일

치하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그림 7과 8은 지표에 드러난 광체의 폭과 연장

을 지질도 위에 스케일을 맞추어 그린 광체 분포도

이다. 지표에 드러난 철-망간 광체를 빨간색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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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Photographs taken by polarized microscope and back-scattered electron images for thin sections of 

Fe-Mn ores in survey area. Bs: birnessite, Hm: hematite, Mt: magnetite, Qtz: quartz, St: spessartine.

표시하였다. 우기누르 지역의 제 1광상에서는 그림 

7에 표시된 것과 같이 네 군데의 광체에서 비교적 

높은 품위의 철-망간 광체가 지표에 드러나 있으

며, 평균 철 품위는 27.0%, 망간 품위는 9.2%이다

(표 1). 지표에 드러난 광체 중 광체 A는 평균 철 

품위 38.3%, 망간 품위 12.2%이고 폭과 연장은 각

각 5, 100 m이다. 제 2광상에서는 그림 8에 표시

된 것과 같이 지표에 드러난 광체의 범위가 넓고 

연장성이 좋으며 총 열 네 개의 광체가 지표에 드

러나 있다. 제 2광상의 평균 철 품위는 29.3%, 망

간 품위는 7.7%이다(표 1). 지표에 드러난 광체 중 

네 개의 광체가 비교적 높은 품위를 갖는다. 광체 

E는 평균 철 품위 35.8%, 망간 품위 14.4%이고 

폭과 연장은 각각 20, 76 m이다. 광체 J는 평균 철 

품위 32.6%, 망간 품위 0.5 %이고 폭과 연장은 각

각 5, 50 m이다. 광체 K는 평균 철 품위 4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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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X-ray diffraction pattern of iron ore sample (quartzite host rock) in Deposit 1 in Ugii Nuur area. B: 

birnessite, H: hematite, M: magnetite, Q: quartz, S: spessartine. 

Table 1. Grade and size of ore bodies in Deposit 1 and Deposit 2 in Ugii Nuur, Mongolia

Fe (%) Mn (%) Width (m) Length (m)

Deposit 1
Ore Body A 38.3 12.2 5 100

Average 27.0 9.2 - -

Deposit 2

Ore Body E 35.8 14.4 20 76

Ore Body J 32.6 0.5 5 50

Ore Body K 42.8 3.8 10 100

Ore Body L 45.8 11.0 25 85

Average 29.3 7.7 - -

망간 품위 3.8%이고 폭과 연장은 각각 10, 100 m

이다. 광체 L은 평균 철 품위 45.8%, 망간 품위 

11.0%이고 폭과 연장은 각각 25, 85 m이다. 

  타미르골 지역의 철 광석은 자철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적철석이 수반되며 황철석, 철 산화물, 

탄산질 철 등이 미량으로 수반되어 나타난다. 타미

르골 지역에서는 망간 광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으

며 화학분석 결과 1% 이하로 나타났다. 타미르골 

지역에서 생산하는 철의 평균 품위는 35%이고 최

저 품위는 25%이다. 이를 고려하면 우기누르 지역 

제 1광상의 광체 A와 제 2광상의 광체 E, J, K, L

는 개발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망

간이 수반되어 나타나므로 망간과 함께 개발함으

로써 경제성을 높일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자력탐사

  우기누르 지역 철-망간 광화대의 분포 특성 및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광체의 연장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정밀 육상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자력탐

사에 수행된 G-858 자력계는 세슘 광펑핌 방식의 자

력 탐사기로 -0.01 nT의 정밀도와 20,000∼100,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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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Ore body distribution map of Deposit 1 in Ugii Nuur area.

Fig. 8. Ore body distribution map of Deposit 2 in Ugii Nuur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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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9. Total magnetic anomaly map of Deposit 1 in Ugii Nuur area. Location of ore bodies is also indicated 

by blue ellipses.

Fig. 10. Total magnetic anomaly map of Deposit 2 in Ugii Nuur area. Location of ore bodies is also indicated

by blue ellips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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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T의 측정 범위를 갖는다. 그림 9와 10은 각각 제 

1 광상과 제 2 광상의 총자기 이상 분포도에 지표

에 드러난 광체의 위치를 표시한 것이다. 총 자기 

이상 분포도에 따르면 높은 자기 이상이 나타나는 

영역이 약 N30°W 방향으로 연속적인 패턴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제 1광상과 제 2광상 지역에서 광

체는 모두 동일한 방향성의 연장성이 나타나는 것

으로 해석되며, 두 지역의 위치를 고려하면 제 1광

상과 제 2광상의 광체는 동일한 연장선상에 위치

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제 1광상에서는 비교적 품

위가 높은 광체 A가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

도 연장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으며 지표에 드러난 

광체 외에도 제 1광상 내 지하에 비교적 넓은 분포

의 광체가 부존되어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제 2 

광상에서는 비교적 품위가 높은 광체 E, J, K가 지

표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도 연장되는 것을 확인

할 수 있으며 지표에 드러난 광체 외에도 제 2광상 

내 지하에 비교적 넓은 분포의 광체가 부존되어있

음을 확인할 수 있다.

요    약

  몽골 우기누르 지역 철-망간 광상과 타미르골 지

역 철 광상의 광체는 먼곤체지 층 내에 렌즈상으로 

협재되는 특성을 갖는다. 이러한 광상은 캠브리아

기에서 실루리아기에 이르는 화산 기원의 퇴적형 

광상인 타미르골-요루골 광상구에 해당된다. 우기

누르 지역의 철-망간 광체와 타미르골 지역의 철 

광체는 주로 규암과 편암을 모암으로 하여 먼곤체

지 층 내에 렌즈상으로 협재되어 있다. 우기누르 

지역의 편암이 주로 세리사이트 편암인 데 비해 타

미르골 지역은 주로 백운모 편암이 나타나는 차이

를 갖는다. 또한 우기누르 지역의 광석은 망간이 

10에서 12% 함유되나 타미르골 지역의 광석은 망

간이 1% 이하로 함량이 낮은 특성을 갖는다. 우기

누르 철 망간 광상의 철 광물은 주로 자철석, 적철

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기타 철 산화물과 황철석

이 미량으로 수반되어 나타나며, 망간 광물은 주로 

스페사틴, 버네사이트가 우세하게 나타나고 기타 

망간 산화물이 수반되어 나타난다. 타미르골 지역

의 철 광석은 자철석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적철석

이 수반되며 황철석, 철 산화물, 탄산질 철 등이 미

량으로 수반되어 나타난다. 우기누르 철-망간 광상

에 대한 육상 자력탐사 결과 높은 자기 이상값을 

보이는 영역이 지표에서 확인된 광체의 방향과 같

은 약 N30°W 방향으로 나타나며 지표에서 확인된 

광체 이외에 지표에 드러나지 않은 부분에서도 연

장되는 것이 확인되었다.

사    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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