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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구리(세계 13위), 아연(세계 11위), 철광석(세계 15위),

코발트(세계 1위), 산업용 다이아몬드(세계 1위) 등 풍

부한 광물자원을 보유한 콩고민주공화국(DR Congo)은

약 235만 km2의 면적(한반도의 11배, 미국의 1/4정도),

인구 약 7,300만 명의 미개척 땅으로 다이아몬드, 금,

코발트, 구리, 아연 등 수많은 고부가가치 지하자원을

풍부하게 보유하고 있다. 그러나 콩고민주공화국은 현

재 자체적으로 자원을 개발할 수 있는 기술력, 자본력,

노동력 등의 부재로 인해 주로 외국기업에 의존하고

있다.

콩고민주공화국은 지구조적으로 매우 활발한 지역으

로 현재도 국가 간 경계부나 지역 내에서 지진활동이

나 화산활동이 빈번하게 일어나고 있다. 광화대의 위

치는 주로 남쪽과 동쪽에 밀집되어 있으며, 크게 1)

남동쪽의 북동 방향 Kibaran belt 지역, 2) 남쪽의

Lufilian arc fold and thrust 지역, 3) 동쪽의 rift

valley 지역으로 나눌 수 있다. 이는 각각 1) Congo

craton (CC)과 Bangweulu Block (BB) + Tanzania

Craton (TzC)의 충돌, 2) 콩고 남쪽 지역과 잠비아

북쪽 지역에 걸쳐 발달하는 Lufilian Arc의 영향, 3)

콩고와 인접한 우간다, 루완다, 부룬디, 탄지니아의 국

경을 따라 발달하는 열곡대(rift valley) 영향 등 때문

이다.

본 논문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마니에마 주 내의

카일로 지역을 방문하여 지질광상조사를 실시한 결과

이며, 이 조사결과는 본 역의 지질-자원 정보해석을 통

한 광화대 부존지 예측 및 유망광화대 선정에 활용될

것으로 사료된다.

2. 지 질

2.1. 콩고민주공화국 동부 지역의 지질

콩고민주공화국 남쪽의 동(copper) 벨트에 관한 연

구는 오랜 시간 지속되었으며, 많은 연구가 이루어 져

있다(e.g. Hamdy et al., 2010). 그러나 동부지역에

대한 연구는 상대적으로 미흡한 실정이다. 동부지역에

는 선캠브리아기 화성암(Fig. 1)들과 퇴적암이 주로 발

달하고 있는데, 아직도 관입순서와 층서에 대한 논쟁

이 일어나고 있다. 또한, 때로는 각 지역에 나타나는

암석들이 변성을 받아 대비가 어려워 유사한 암석이지

만, 지역마다 다른 이름을 쓰는 경우가 많다.

아프리카 동부 지역에 나타나는 카루(Karoo)층군 이

전의 암상은 크게 3가지로 구분 할 수 있다. 선캠브리

아기 하부층인 변성퇴적암류, 염기성 혼성암, 선캐브리

아기 상부층인 저변성 퇴적암, 화강암, 선캐브리아기

최후기에서 석탄기에 발달한 변성퇴적암류, 지역적인

관입암체 등으로 구분 할 수 있다. 이번 조사지역인

마니에마주의 최하부층은 선캠브리아기 중기의 우룬디

(Urundi)층으로 알려져 있으며, 키바란(Kibaran)층과 대

비된다. 그리고 카탕가(Katanga)누층군의 퇴적암과 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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루(Karoo)누층군의 퇴적암이 발달하는데(Kun, 1959;

Fig. 2), 신원생대 카탕가누층군은 약 9 km 두께의 퇴

적암들로 구성되며, 론(Roan), 느구바(Nguba), 쿤데룬

구(Kundelungu)층군 등으로 구분된다(Muchez et al.,

2008). 카탕가누층군은 변질작용을 받은 백운암, 백운

암질 셰일, 실트암, 사암 등으로 구성되며, 특히, 광화

작용은 Roan 층군에 집중된다.

3. 광화작용

3.1.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광화작용

아프리카 중부에 발달하는 세 개의 산계는 마니에마

주, 키부 주의 경계와 키부와 루완다 고지대내에 발달

하는 서부열곡대의 양쪽 부분에 발달한다. 이 산계들

은 화강암의 관입을 받았으며, 그와 관련하여 주석-니

오븀-탄탈륨-이트륨-세슘-베릴륨-리튬-우라늄-비스무스

등의 광화대들이 발달한다. 동부지역에서는 상기 광물

들 중 주석이 가장 빈번하게 산출되며, 주석은 주로

페그마타이트, 석영맥, 영운암 등에서 나타난다. 또 하

나의 관심 광물은 콜탄으로 주로 주석광화대의 동쪽에

서 주석과 함께 산출된다. 최대규모의 철망간중석 사

광산은 마니에마주 서쪽에 발달하며, 소량의 비스무스

는 콩고분지의 역암층 경계에 발달한다.

그러나 금광상 주변에는 화강암의 발달이 없어 금광

화작용과 화강암 관입과의 연관성은 적어 보인다. 금

광산은 주로 맥상이나 망상 형태로 발달하며, 마니에

마 주 일부지역에서는 다이아몬드도 발견된다.

연구지역의 북쪽에는 주로 금 광화대가 서북서-동남

동 또는 동-서 방향으로 발달하며 연구지역인 마니에마

주에는 남-북 방향의 주석 광화대가 발달한다(Fig. 2).

그러나 이들 주석 광화대는 동쪽인 카붕가(Kabunga)

지역으로 갈수록 방향성이 휘어지며 발달을 하는데, 이

러한 금속광화대의 불규칙적인 배열은 1) 지구조환경

적으로 고대에 우세했던 응력방향, 2)기존에 존재하던

망상 구조, 3) 기존에 존재하던 두 방향 이상의 구조

등에 영향을 받은 것으로 추정된다(Kun, 1959).

연구지역은 아프리카 전역에서 발생한 구조적인 사

건들로 인해 세 개의 중요한 방향성을 가진다(Kun,

1959). 특히, 리비안 구조선(Lybian line, N80oW)은

마니에마 주 북쪽 금광화대와 루필리안 호(Lufilian

arc) 지역의 동광화대를 형성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 키부 북쪽과 우간다 서쪽은 느야사 구조선

(Nyassa line)과 탄가니카 구조선(Tanganyika line)에

의해 영향을 받았으며, 느야사 구조선(N20oE)은 카탕

Fig. 1. Precambrian igneous rocks of the study area

(modified from Google image).

Fig. 2. Geological map shows the metal bearing belts of

eastern DR Congo (modified from Kun, 19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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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북쪽 주석광화대에 영향을 주었으며, 탄가니카 구

조선(N15oW)은 마니에마 주와 그 주위에 영향을 끼쳤

다. 마니에마 주 경계부에 발달하는 카세세(Kasese) 저

반은 그 형태가 많이 휘어지는데, 이는 콩고분지 가장

자리에서의 축의 회전과 탄가니카 호수 근처로 갈수록

축이 회전하면서 나타나는 결과이다.

아프리카 중부에 발달하는 선캠브리아기 산계에는

세계적으로 규모가 큰 금속광화대가 부존하며, 첫 번

째로 동, 코발트, 탄탈륨이 생성되었으며, 두 번째로 베

릴륨과 니오븀이 생성되었다. 세 번째로는 우라늄과 게

르마늄이 생성되었으며, 마지막으로 주석, 납, 텅스텐,

금, 철 등이 생성되었다. 현재까지 연구된 결과에 의하

면 열곡대와 관련된 카보나타이트 광산 외에는 콩고

동부지역에 발달하는 금속 광물들은 대부분 캠브리아

기 까지의 시기에 생성된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3.2. 카일로 지역의 광화작용

마니에마 주는 콩고의 동쪽에 위치하며(Fig. 3), 화

강암의 관입과 관련된 석석, 우라늄, 니오븀-탄탈륨 광

화작용이 우세한 지역이다. 특히 이번 조사에서 방문

한 광상은 마니에마주 내 카일로(Kailo)에 위치하며, 저

변성 작용을 받은 변성퇴적암류들이 발달하는 지역이

다. 이 변성퇴적암류들의 하부는 부정합관계로 화강암

과 접촉해 있지만, 현재까지 정확한 층서적인 관계는

확립 되지 않았다. 지구조적인 사건도 아직까지 정립

되지 않았으나, 적어도 두 번의 큰 압축력 시기가 있

었으며, 이 두 번의 사건에 의해 모암인 퇴적암들에

습곡구조와 벽개들이 우세하게 발달했고, 화강암의 관

입과 더불어 석석, 우라늄, 니오븀, 탄탈륨 광화작용이

일어난 것으로 보고되어진 바 있다(Dewaele and

Fernandez, 2010; Fig. 2). 카일로 지역에서는 소규모

수작업식 채굴 및 사광에 의해 연간 약 30,000 kg의

석석 및 텅스텐 광석을 채굴하고 있다.

광화작용은 크게 서쪽과 동쪽으로 구분할 수 있다.

동쪽 지역은 석영맥과 페그마타이트가 화강암과 떨어

진 지점에 발달하는 반면, 서쪽은 석영맥이 화강암 내

또는 경계부를 따라 발달하거나 페그마타이트가 화강

암 내에 발달한다. Dewaele and Fernandez (2010)는

서쪽지역이 동쪽지역보다 광상생성에 있어 화강암과 더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주장한 바 있다.

광화작용은 석영세맥 내에 석석과 철망간중석이 발

달하는 것으로 특징지어지며, 니오븀-탄탈륨 광화작용

은 오직 화강암 지대에서만 인지된다. 광맥의 발달방

향과 특징을 볼 때, 광맥은 화강암으로 둘러쌓인 변성

퇴적암류의 단열면이나 벽개면을 따라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금번 조사에서는 카일로 일대의 4개(모카마산, 무수

사, 멧세라산, 카세카) 지역에 부존하는 주석, 텅스텐 광

Fig. 3. Topographic map of study area (dotted circles mean visited area). Rose diagram shows main vein direction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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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대에 대한 지질광상학적 탐사가 수행되었다(Fig. 3).

모카마(Mokama)산: 좌표상의 위치는 S02o37'10.88''/

E26o07'20.38'' 이며 주로 흑중석이 생산되며 화강암이

모카마산에 발달하고 있다(Figs. 3, 4). 동북동-서남서 방

향의 석영세맥들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열수기원의 백

운모가 석영맥과 변성퇴적암의 경계부를 따라 발달한다.

폭은 1-2 m 정도로 모카마산을 가로지르며 5조 이

상의 거의 평행한 광맥이 발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현장에서 확인되는 각 광맥의 연장성은 최소한 20 m

이상이며 직진성이 좋다. 일반적으로 전단력의 작용없

이 순수한 인장력 하에서, 세맥은 휘어지거나 꺽이는

형태 없이 직선으로 발달한다(Twiss and Moores,

2007). 또, 모카마 산에는 북동-남서, 북서-남동 방향의

세맥들도 발달 하는데 이들은 동북동-서남서 방향의 세

맥 또는 광맥에 비해 연장성이 좋지 못하며 광화작용

과도 연관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어 있다. 하나의 노두

에서 저각의 북동-남서 방향의 세맥이 거의 수직의 동

북동-서남서 방향 세맥에 의해 절단되고 있는데, 추후

조사가 이루어 질 경우 이 지역의 변형사를 해석하고

수립하는데 좋은 자료가 될 것으로 사료된다(Fig. 4d).

그림 5(a)는 모카마산 지역의 흑중석 광화대에서 유

백색 석영과 함께 산출되는 함 중석열수석영맥의 산출

상태를 보여주고 있으며, 그림 5(b), (c), (d)는 연마박

편 시료에 대한 반사현미경 사진으로, 흑중석 결정이

벽개면이나 균열부를 따라 후기 석영이나 견운모 등에

의해 충진되거나 석영에 의해 교대되는 구조를 보여주

고 있다.

본 광화대에서는 초기 열수작용에 의해 함-흑중석 열

수 광화유체가 퇴적변성암류의 전단대 및 단열대를 따

라 발달한 석영맥과 함께 흑중석이 정출되었으며, 후

기 열수작용에 의해 흑중석의 벽개면이나 균열부를 따

라 석영세맥 등이 충진하는 비교적 단순한 광화작용을

보여주고 있다.

무수사(Mususa)지역: 좌표상의 위치는 S02o37'50.68''/

E26o07'12'' 이며, 모카마산 남쪽 지역으로 화강암 및

함 석석 석영맥을 대상으로 개발하고 있다(Figs. 3, 6).

넓은 지역에 걸쳐 개발되었던 이 일대의 광산은 주로

2003년부터 반군에 의해 개발된 적이 있으며, 현재는

Fig. 4. (a) Wolframite mine at Mokama mountain. (b), (c) Mined developed followed NE-SW or ENE-WSW trending veins

in granite, (d) NE-SW trending barren vein cross cut by ENE-WSW trending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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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 Wolframite mineralization in Mokama mountain areas. (a) Wolframite bearing quartz vein, (b), (c), (d) Wolframite

coexisting with quartz(Reflected photomicrograph), Abbreviations: wf=wolframite, qtz=quartz, ser=sericite.

Fig. 6. (a), (b) Cassiterite mine at Mususa. Mined developed followed ENE-WSW trending veins in granite. (c), (d)

Cassiterite distributed in gra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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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부분 휴광 상태이다. 최근의 생산규모는 2010년 3개

월간 한 채굴장에서 약 2톤의 광석을 채굴한 적이 있

다. 이 지역에서도 카일로 지역의 다른 광산들과 같이

화강암이나 변성퇴적암 내에 발달하는 열수석영 세맥

을 따라 채굴 하고 있으며, 일부 지역에서는 화강암

내에 배태하는 석석을 대상으로 채굴하는 경우도 있다.

현재 산 정상에서 개발되고 있는 한 채굴장의 경우,

화강암 내에 석석 결정이 석영과 같이 산출되고 있으

며, 하루에 약 80 kg의 석석을 채굴하고 있었다. 모카

마산과 같이 약 20-30 cm 폭의 동북동-서남서 방향이

며 고각인 세맥이 우세하게 발달하며, 세맥 주위에는

같은 방향의 단열들이 발달하고 있다.

멧세라산(Metsera mountain):　좌표상의 위치는

S02o34'38''/E02o607'35'' 이며, 모카마산에서 북쪽으로

약 1 km 거리에 위치한 멧세라(Metsera)산에서는

1989년부터 채굴되어 1일 65 kg 정도의 석석을 채굴

하고 있다(Figs. 3, 7). 첫 번째 채굴장에는 동북동-서

남서 방향을 가지며 고각인 10 cm 전후의 함석석 열

수석영맥이 변성퇴적암 내에 수개 조가 발달하고 있으

며, 이를 따라 채굴된 흔적이 확인된다. 이 세맥들 내

에도 열수기원의 백운모들이 모암과 석영맥과의 경계

부를 따라 발달하고 있으며, 곳에 따라 세맥의 경계부

에 수 cm의 점토광물이 발달한다. 또 이 지역에는 세

맥의 방향과 평행한 단열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이들의

형태도 세맥과 유사하게 직진성이 좋다.

멧세라산 지역에 발달하는 함-석석 열수석영맥 중 일

부에서 석영 균열부를 따라 유화광물 세맥들이 침전되

있으며, 시료에 대한 반사현미경 사진에 의하면 석영

맥의 균열부에 침전된 황동석 및 황동석을 교대하고

있는 동-산화광물의 산출을 보여주고 있다. 본 지역을

포함한 대부분의 조사지역에서 산출되는 석영맥에서 육

안으로 유화광물이 거의 확인되지 않고 있고 일부 현

미경에서만 확인이 가능한 것으로 볼 때, 본 조사지역

의 광화작용은 주로 주석-텅스텐 광화작용이 주이며,

그 이외의 광화작용은 미약했던 것으로 판단된다.

첫 번째 채굴장에서 남쪽으로 약 20 m 떨어진 지

점에서도 현재 채굴이 이루어 지고 있는데 이 채굴장

은 상대적으로 얇은 세맥이 여러 조 발달하는 첫 번째

채굴장과 달리 약 20-30 cm 의 상대적으로 두꺼운 세

맥이 변성퇴적암 내에 한조 발달하고 있으며 이를 따

Fig. 7. (a) Conceptual model of cassiterite mine at Metsera mountain. (b), (c) Mined developed followed ENE-WSW

trending veins. (d) Quartz vein associated with hydrothermal muscov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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라 채굴이 이루어지고 있다(Fig. 8). 이 세맥 역시도

동북동-서남서 방향이며 고각으로 발달하고 있다. 이

세맥들 내에도 백운모들이 발달하고 있으며, 세맥의 방

향과 평행한 절리들이 채굴장 내에 발달하고 있다. 거

리상으로 멀지 않은 두 광상들에 나타나는 이러한 세

맥의 발달차이는 단열들의 영향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

다. 일반적으로 단열이나 단층면들은 불균질성을 가지며

이들의 진화나 연장도 복잡한 과정에 의해 이루어지기

때문에 가까운 거리에 발달하는 단열이라도 완전히 동일

한 형태를 보이지 않는다(Twiss and Moores, 2007).

모암이 전반적으로 심한 변질을 받고 있으며, 광상

주변에 화강암이 나타나지 않고 있으나, 깊지 않은 심

도에 화강암 및 페그마타이트가 부존되어 있으며, 그

로 인해 페그마타이트에서 분기된 다양한 형태의 함

석석 열수석영맥이 배태된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주

채굴적 하부 800 m 지점에서 1969년 벨기에 조사팀

의 트렌치 탐사에 의해 양질의 광체(폭 0.5~1 m, 길이

100 m)를 발견하였으나, 광체 부존 지점이 늪지인 관

계로 개발이 포기된 상태이다. 이곳으로부터 약 1 km

지점에 사광을 개발하던 지역이 있으며, 이곳에서 주

변 광산에서 채굴된 광석을 처리하기도 하였다. 사광

산에서는 일일 약 30 kg의 석석을 생산하고 있었다

(Fig. 9).

카세카(Kaseka) 지역: 좌표상의 위치는 S02o32'20.8''/

E26o09'26.51'' 이며, 모카마산에서 북동쪽으로 약 18 km

지점에 위치한 카세카(Kaseka) 지역 광상은 Kivu 및

마니에마주의 광산관련 정부기관인 SAKIMA 측에서

추천한 지역으로 4년마다 갱신을 해야하는 탐사권(PR:

Permis de Recherches)이 기간 만료로 취소된 광상이

다(Fig. 3, 10). 함 석석열수석영맥이 50~130 cm 폭으

로 발달하며, 현재는 채굴을 충단한 상태이다. 광상 하부

에 1950년대에 주변 광상정밀조사를 위해 벨기에 탐사

팀이 거주했던 주거터가 보이며, 광산하류에서 사광이

개발 중으로 1일 20 kg 정도의 석석이 채굴되고 있고

주민들에 의해서도 주변 하천의 석석이 채굴되고 있다.

퇴적암 내에 북서-남동 방향의 세맥이 발달 하고 있

으며, 그림 10(a)와 같이 층리가 뚜렷하게 발달하는 노

두 상의 하부와 괴상의 중간부분 그리고 거의 수평의

층리가 나타나는 상부로 나눌 수 있다. 단열의 밀도와

변질의 정도가 중간부분에 상대적으로 높은 것을 관찰

Fig. 8. (a), (b) E-W trending Cassiterite-bearing veins are developed at Metsera mountain. (c), (d) Development characteristic

of v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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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수 있으며, 이는 각 부분에 발달하는 암석의 물성

차이에 의해 생긴 것으로 사료된다. 일반적으로 단열

이나 구조적인 요소의 발달은 암석의 물성에 의해 크

게 좌우된다(Twiss and Moores, 2007).

금번에 조사한 대부분의 광산들이 철망간중석이나

석석을 개발하고 있었으며, 몇몇의 사광상 외에는 대

부분이 석영맥형태의 광체들이 화강암이나 변성퇴적암

류에 발달하고 있으며, Dewaele and Fernandez

(2010)가 보고했듯이, 이는 광맥들이 변성퇴적암류의

단열면이나 벽개면을 따라서 또는 화강암 내의 불연속

면을 따라서 발달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대부분의

광상에서는 열수기원의 백운모가 석영맥과 모암 경계

부를 따라 나타나며, 곳에 따라 석영맥의 경계부를 따

라 1-2 cm 폭의 점토광물도 관찰 된다.

Fig. 9. Placer deposits are developed near the swamp.

Fig. 10. Mineralization of Kaseka area was controlled by rock properties. (a) Conceptual model of cassiterite mine. Bedding

and fracture density of lower part (b) and upper part (c) is significantly different. (d) Development characteristic of ve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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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 론

1. 금번 조사지역은 콩고민주공화국 동부의 주요 주

석-텅스텐 광화대가 분포하는 마니에마 주 카일로지역

으로, 현재 소규모 수작업식 채굴 및 사광에 의해 연

간 약 30,000 kg의 석석 및 철망간중석 광석을 채굴

하고 있는 지역으로, 광상은 주로 함-석석, 철망간중석

열수 석영맥의 형태로 발달하고 있다.

2. 본 주석-텅스텐 광화대에 나타나는 열수 석영맥은

주로 동북동-서남서의 방향성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이

들의 일정한 방향성은 기존에 존재하던 불연속면에 의

해 제어된 것으로 사료된다.

3. 본 광화대에 분포하는 모암은 전반적으로 심한 변

질을 받았고, 열수기원의 백운모가 모암과 석영맥의 경

계를 따라 발달하고 있으며, 전반적으로 깊지 않은 심

도에 화강암 및 페그마타이트가 분포되어 있으며, 그

로부터 분기된 다양한 형태의 함-석석, 철망간중석 열

수석영맥이 넓게 발달되어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지

식경제부 부처임무형 사업인 “해외광물자원탐사 및 부

존잠재성 평가(11-1121)” 에서 지원되었습니다.

참고문헌

Dewaele, S. and Fernandez, M.A. (2010) Geology of the
granite-related mineralization in the eastern part of
the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current state of
knowledge. Presentation

Hamdy, A., Philippe, M., Adrian, J., Boyce., Jens, S.,
Jacques, L. H. C., Stijn, D. and Albrecht, Q. (2010)
Genesis of sediment-hosted stratiform copper-cobalt
mineralization at Luiswishi and Kamoto, Katanga
Copperbel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iner
Deposita, v.45, p.735-763.

Kun, N. (1959) On the central-African metallogenetic
province. Geologische Rundschau, v.46, n.2, p.494-
505.

Muchez, Ph., Vanderhaeghen, P., Desouky, H.El.,
Schneider, J., Boyce, A., Dewaele, S. and Cailteux, J.
(2008) Anhydrite pseudomorphs and the origin of
stratiform Cu–-Co ores in the Katangan Copperbelt
(Democratic Republic of Congo). Miner Deposita,
v.43, p.575-589.

Twiss, R.J. and Moores, E.M. (2007) Structural Geology,
2nd ed.

Waele, B.D., Johnson, S.P. and Pisarevsky, S.A. (2008)
Palaeoproterozoic to Neoproterozoic growth and evo-
lution of the eastern Congo Craton: Its role in the
Rodinia puzzle. Precambrian Research, v.160, p.127-
141.

2012년 7월 19일 원고접수, 2012년 8월 20일 게재승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