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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Dangdu Pb-Zn deposit is located at approximately 10 km south of Jecheon, Korea. Geology of Dangdu

deposit area consists of Pre-cambrian metamorphic rocks, Ordovician sedimentary rocks, Jurassic and Cretaceous

igneous rocks. The ore deposit is developed along the fracture trending N20~40oW in Ordovician limestone and is

considered to be a skarn type ore deposit. The shape of ore bodies developed in the Dangdu ore deposit can be

divided into lens-form(two ore bodies of -30 m level adit and one ore body of -63 m level adit) and pocket-form

developed in -30 m level adit. Ore minerals observed in the ore deposits are magnetite, pyrrhotite, pyrite, chalcopy-

rite, sphalerite, galena, cosalite, marcasite, hessite, native Bi and bismuthinite. Chemical composition of sphalerite

ranges FeS 14.14~18.08 mole%, CdS 0.44~0.70 mole%, MnS 0.52~1.13, 1.53~2.09 mole%. Galena contains a

small amount of silver with an average of 0.54 wt.%. An average composition of cosalite is Ag 2.43 wt.%, Bi

44.36 wt.%, Pb 35.05 wt.% which results the chemical formula of cosalite as Pb1.7Bi2.1Ag0.2S5. Skarn minerals con-

sist of epidote, garnet, pyroxene, tremolite, quartz and calcite. The zoning pattern of the ore deposit can be subdi-

vided into epidote-clinopyroxene zone,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and epidote-garnet-clinopyroxene zone

from the central part of the ore body towards the wall rocks. The chemical composition of garnet shows an increas-

ing trend of grossular from epidote-clinopyroxene zone to epidote-garnet-clinopyroxene zone. Clinopyroxene occurs

as a solid solution of diopside and hedenbergite, and the ratio of johannsenite increases from epidote-clinopyroxene

zone to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and epidote-garnet-clinopyroxene zones. The mineralization of the ore deposit

is considered to be one stage event which can be separated into early skarn mineralization stage, middle ore miner-

alization stage and late low temperature mineralization stage. The temperature estimation from the low temperature

mineralization range from 125~300oC which is considered to be representing the temperature of late mineraliz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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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두 연-아연 광상 주변의 지질은 선캠브리아 기반암류인 변성암류와 그 상부를 피복하는 오르도비스기의 돌로마이

트, 석회암, 석회규산염암, 혼펠스, 그리고 이를 관입한 중생대와 백악기의 화강암류 및 암맥들로 구성되어있다. 광상

은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층 내 열극을 따라 N20~40oW방향으로 교대한 연-아연 스카른광상이다. 당두광상에서 주로

개발된 광체는 -30 m level의 연장 10 m, 폭 3 m규모의 N20oE, 50oNW방향으로 발달한 광체와 연장 15 m, 폭 3 m

규모의 N30oE, 50oNW방향으로 발달한 광체, 포켓상 광체가 있으며, -63 m level의 폭 2 m, 연장 20 m규모의 N20oE,

45oNW방향으로 발달한 광체가 있다. 주요 광석광물로는 섬아연석, 황동석, 자류철석, 방연석, 자철석, 황철석이 있으며,

자연창연, 휘창연석, 헤사이트, 코살라이트, 백철석이 소량 수반된다. 섬아연석의 정량분석 결과 평균 FeS 14.14~18.08

mole%, CdS 0.44~0.70 mole%, MnS 0.52~1.13, 1.53~2.09 mole%의 범위를 갖는다. 방연석은 평균 0.54 wt.%의

소량의 은을 함유하며, 일부 시료에서는 1.47 wt.%에 이르는 은을 함유하기도 한다. 코살라이트는 평균 Ag 2.43 wt.%,

Bi 44.36 wt.%, Pb 35.05 wt.%의 조성을 보이며, 평균 화학식 Pb1.7Bi2.1Ag0.2S5 로 Bi가 소량 부화되었으며, Ag를

소량 포함하는 것이 특징이다. 스카른광물로는 녹렴석, 녹니석, 석류석, 단사휘석, 투각섬석, 석영, 방해석이 있다.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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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는 중심부로부터 외곽부로 대칭적인 분포를 보이며, 중심부로부터 녹렴석-단사휘석대,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녹

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 순으로 분포한다. 석류석의 화학조성은 광체 중심부에 해당하는 녹렴석-단사휘석대에서 외곽

부인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및 녹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로 감에 따라 그로술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단사휘석은 투휘석-헤덴버자이트 고용체로 산출되며, 녹렴석-단사휘석대에서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녹렴석-석류석

-단사휘석대로 감에 따라 요한세나이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광화작용은 단일광화작용에 의해 이루어졌

으며, 조기는 스카른광물 정출기, 중기는 광석광물 정출기, 말기는 저온성 광석광물의 정출기이다. 주요 광석광물은 중

기~말기에 걸쳐 형성되었다. 자류철석의 변질산물인 백철석-황철석의 공존 온도와 코살라이트의 형성온도로 미루어보

아 저온성 광물 정출기의 온도는 125~300oC로 생각된다. 광화작용에 따른 광석광물의 형성 온도에 의하면 조기에서

말기로 감에 따라 600oC에서 300oC 이하의 환경까지 온도가 낮아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주요어 : 당두 연-아연 광상, 스카른 광상, 석류석, 저온성 광물

1. 서 론

당두광상은 행정구역상 충청북도 제천시 금성면 중

전리에 해당되며, 지리좌표상 북위 37o02'59'', 동경

128o11'24''에 위치한다(Fig. 1). 이 광상은 제천 시가지

에서 남측으로 약 11 km 떨어져 있으며, 충주호에 인

접한 당두산 동측에 위치한다.

당두광상의 연혁은 구체적인 기록은 존재하지 않으

나, 광상시추조사보고(KORES, 1977, 1979, 1982) 및

물리탐광 조사자료(KORES, 1973, 1980)에 의하면

1979년까지 500여 m 굴진하여 탐광개발하였으며, 확

인된 생산기록은 없고 현재까지 휴광상태이다. 주 광

종은 금, 은, 연, 아연이며, 수반광물은 황동석, 방연석,

섬아연석, 자류철석 등이 부존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

된 바 있다(KORES, 1977).

제천을 포함한 충주, 황강리-수산리 지역 광화대 내

에는 W-Mo, Cu-Pb-Zn, 활석, 형석, 중정석 등 100여

개의 금속 및 비금속 광상이 다수 분포하고 있으며,

주 광화대는 백악기 불국사화강암류, 쥐라기 제천화강

암과 캠브로-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의 접촉부 중 석회

암 내에 형성되어있다(Yun et al., 1986). 쥐라기의 제

천화강암과 석회암 접촉부에도 금성광상, 동명광상과

같은 Mo-W 스카른광상과 소수의 Pb-Zn 광상이 수반

되지만, 광상의 발달은 미약한 편이다. 그에 비해 백악

기의 무암사-월악산 화강암류와 석회암의 접촉부에는

스카른형, 열수교대형, 열수광맥형 광상이 고루 분포한

다. 화강암체에 근접할수록 W-Mo 광화작용이 우세하

며, Pb-Zn 및 CaF2 광화작용은 화강암체에서 멀어질

수록 약화된다(Yun et al., 1986). 당두광상 부근의 화

강암체는 광상 북측의 쥐라기 제천화강암과 남측의 백

Fig. 1. Location map of the Dangdu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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악기 무암사화강암으로 구분되는데, 상기한 광상과 화

강암체의 관계를 보면, 당두광상의 광화작용은 백악기

의 무암사 화강암과 관련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

다(Yun et al., 1986).

당두광상 주변의 지질에 대해서는 제천 남부의 옥천

계와 조선계의 경계 및 부근의 지질에 대한 연구(Kim

et al., 1986), 옥천대 제천 남부 당두산 변성 복합체의

상승과정과 그 의미(Kihm et al., 2000)에 대해서 연

구된 바 있으나, 당두광상에 대해서는 Yun et al.

(1986)의 연구가 유일하다. Yun et al. (1986)에 의하

면, 쥐라기의 충주-제천 화강암과 백악기의 무암사-월

악 화강암 중 본 지역 주변의 W-Mo, Pb-Zn-Cu,

CaF2광화작용은 주로 백악기 무암사-월악 화강암류와

관계되어있다. 무암사 화강암 주변에 배태되어있는 광

상은 당두광상, 우석광상, 복수광상 등이 있는데, 이 중

당두광상은 스카른형 광상(Pb-Cu-Zn-Ag)으로, 우석광

상(Cu-Pb-Zn-Bi-F) 및 복수광상(Cu-Pb-Zn-W)은 광맥

형 광상으로 분류하였다. 당두광상의 생성환경에 대해

서는 헤덴버자이트-안드라다이트-방해석-석영의 광물조

합을 통해 생성온도를 580~650oC로 해석하였으며, 스카

른 중 석영의 유체포유물의 균일화 온도 411~424oC

를 통해 석영이 스카른 후기에 비교적 저온에서 형성

되었다고 해석하였다.

하지만 Yun et al. (1986)의 연구에서는 산출되는

광물의 종류와 공생관계, 정량분석자료, 광체의 부존

특성 및 생성환경에 대하여 언급하고는 있지만, 갱내

지질조사 및 정량적인 정보 등이 충분하지 못하다. 따

라서 본 연구에서는 갱내 지질조사를 통해 체계적으로

시료를 채취하고, 스카른광물 및 광석광물에 대한 정

량분석을 통해 당두 연-아연 광상의 생성환경을 고찰

하고자 한다.

2. 연구방법

본 연구는 야외조사와 실내실험을 통해 이루어졌다.

야외조사는 개발된 갱도 중 -63 m, -30 m level의 광

체에 대하여 체계적으로 시료를 채취하였으며, -30 m

level의 갱도에서 포켓상 광체의 채굴적에서 시료를 채

취하였다. 실내실험은 야외조사를 토대로 갱내도를 작

성하고,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모암, 스카른광물 및 광

석광물에 대하여 육안 및 현미경 관찰을 수행하였다.

또한,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인 섬아연석,

방연석, 자연창연, 휘창연석, 헤사이트(hessite), 코살라

이트(cosalite)와 스카른 광물인 석류석과 단사휘석에

대해 EPMA (Electron Probe Micro Analyzer)를 통

한 정량 및 정성분석을 수행하였다. 광석광물에 대한

EPMA분석은 충남대학교 공동실험실습관의 JEOL사

JXA-8800R모델을 사용하였고, 스카른시료의 정성 및

정량분석은 중국북경지질대학의 EPMA (Shimadzu사

EPMA-1600)를 통해 수행되었다. 분석조건은 가속전압

20 kv, 시료전류 2×10-8, 전자선의 크기는 1 µm를 사

용하였으며, 표준시료는 Ag; Iodyrite, Pb, S; Galena,

Fe; Marcasite, 합성, Te; Antimony telluride, Zn, S;

Sphalerite, Cu; Cuprite, 합성, Bi; Bismuth selenide,

Cr, Mn, Cd; 합성을 사용하였다. 또한 자류철석의 정

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XRD (X-ray diffraction)

Rigaku사 SmartLab 모델을 통해 분석하였다.

3. 지질개요

연구지역의 지질은 선캠브리아기 기반암인 변성암류

와 그 상부를 피복하는 오르도비스기의 돌로마이트, 석

회암, 석회규산염암, 혼펠스, 그리고 이를 관입한 중생

대 쥐라기와 백악기의 화강암류 및 암맥들로 구성되어

있다(Fig. 2).

선캠브리아기의 변성암류는 광상의 서측, 중앙부, 동

측에 각각 분포한다. 동남측의 변성암류는 N35~45oW,

65oSW 내외의 주향경사를 갖는 석영편암, 규암, 운모

편암으로 구성되며, 서측에 분포하는 변성암류의 주향

은 불규칙한 방향으로 분포하고있다. 본 변성암류에 대

해서 제천도폭(Kim et al., 1967)에서는 오드로비스기

의 퇴적암류 및 후기 시대미상의 규암층과 서창리층의

변질물로 기재하였으나, Shibata et al. (1983)는 당두

산 부근 페그마타이트의 백운모에 대한 연대측정

(1970±50 m.y.)을 바탕으로 선캠브리아기의 기반암임

을 밝혔다. 오르도비스기의 퇴적암류는 연구지역의 중

앙부에 분포하며, 흥월리층에 속하는 돌로마이트, 삼태

산층에 속하는 석회암, 석회규산염암, 혼펠스로 구성되

어있다. 당두광상은 삼태산층 중 석회암내에 부존되어

있다. 석회암층은 Kihm et al. (1999)에 의해 도리층

으로 언급된 바 있으며, 리본암과 괴상 석회암이 일부

협재된다. 시추공 자료에 의하면 석회암층은 셰일이 협

재되어 있으며, 광상부근의 셰일은 혼펠스화 되어있다

(KORES, 2012).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화강암은 제천

도폭(Kim et al., 1967)에서는 모두 백악기의 화강암이

라 하였지만, Yun et al. (1986)는 본 지역의 화강암

류를 쥐라기(169~179 m.y.)의 충주-제천 화강암과 백

악기(87 m.y.)의 무암사-월악 화강암으로 구분한 바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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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광상 북측에 존재하는 제천화강암은 흑운모화강암

~반상화강암으로 점변하며, 남측에 존재하는 무암사화

강암은 흑운모화강암~편상화강암으로 점변한다.

4. 광 상

4.1. 광상개요

당두광상은 오르도비스기 석회암층 내 열극을 따라

N20~40oW방향으로 교대한 스카른광상이다. 앞에서 언

급된 바와 같이 본 광상에 대한 구체적인 연혁의 기록

은 찾을 수 없지만, 광상시추조사보고 제4호(KORES,

1979)에 의하면 해방 전 일인에 의하여 탐광개발된 바

있으며, 생산실적에 대한 기록은 없다. 광상시추조사보

고 제5호(KORES, 1982)에 의하면 본갱 광체의 품위

는 Ag: 88 g/t, Cu: Tr~2%, Pb: 1.8%, Zn: 11.4%

로 아연의 함량이 우세하다. 본 연구에서 야외조사당

시 개발된 갱도는 본갱, -30 m level, -63 m level의

갱도를 확인할 수 있었으며, 기록상 남아있는 중일갱과

하북갱, 하남갱은 확인할 수 없었다. 본 연구의 대상은

-30 m level과 -63 m level 2개의 갱도로 이들은 간

이 승강기를 통해 연결되어있다. 야외조사결과 -30 m

level에서 2개조의 렌즈상 광체와 1개 포켓상 광체의

채굴적과, -63 m level 막장에 1개조의 렌즈상 광체를

확인하였고, 이들 갱도에 대하여 갱내도를 작성하였다

(Fig. 3-A).

상부에 위치하는 -30 m level 갱도는 약 210 m의

연장으로, 간이승강기로부터 5 m 지점 및 40 m 지점

에서 렌즈상 광체가 발달되어 있으며, 120 m 지점에

는 포켓상 광체를 개발한 채굴적이 남아있다. 5 m 지

점의 광체는 연장 10 m, 폭 3 m의 규모를 가지며,

주향·경사는 N20oE, 50oNW이다. 본 광체는 상향채

굴적이 남아있으며 지표 노두에서 확인한 광체와 연장

및 방향성이 유사하여 지표까지 연장되었을 가능성이

있다. 본 광체의 광석광물로는 섬아연석, 황동석, 자류

철석이 주를 이루며, 자철석, 방연석, 자연창연이 소량

관찰된다. 40 m지점의 광체는 연장 15 m, 폭 3 m의

규모를 가지며, 주향·경사는 N30oE, 50oNW이다. 5 m

지점의 광체와 유사한 상향채굴적을 확인하였으며, 산

출되는 광석광물로는 섬아연석, 자철석이 주를 이루며,

그 외 황동석, 자류철석, 방연석, 황철석이 관찰된다.

두 광체는 산출되는 광석광물의 양상이 유사한 점, 주

향·경사가 유사한 점으로 미루어보아 동시기에 형성

Fig. 2. Geologic map of the Dangdu deposit. Modified from Kim et al. (1967), Yun et al. (1986) and Kihm et al.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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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 광체로 볼 수 있다. 120 m에 존재하는 채굴적은

연장 3 m, 폭 3 m로 규모가 상대적으로 작았으며 채

굴적 벽면에서 광석광물은 확인 할 수 없었다. 채굴적

주변에 존재하는 광석광물의 전석은 광석광물의 품위

가 매우 높으며, 산출되는 광물의 종류도 다양하여 범

위는 좁지만 주 채굴대상이 되었을 것으로 생각된다.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섬아연석, 황철석, 자류철석, 방

연석 외에도, 자연창연, 헤사이트가 있으며, 렌즈상 광

체와 다르게 자철석이 발견되지 않는 점이 특징이다.

또한 NE방향으로 상향채굴의 흔적이 있었으나 붕괴의

위험으로 입항은 불가하였다. 본 갱도의 광체 주변에

분포하는 모암은 모두 스카른화 되었으며, 나머지 구

Fig. 3. Plan section of the Dangdu deposit (A) and a-a°Ø cross-section (B) showing the locations of the ore body and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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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은 석회암과 혼펠스화 된 셰일이 협재되어있다.

하부에 위치하는 -63 m level 갱도는 180여 m가

개발되었으며, 막장에 존재하는 광체 외에 다른 광화

대는 찾아볼 수 없었다. 본 광체는 폭 약 2 m, 연장

약 20 m의 렌즈상 광체로, SE방향으로 상향굴진 하였

다. 주향과 경사는 N20oE, 45oNW이며, 동측 갱벽의

광체와 서측의 연장성으로 보아 동서방향으로 광체가

더 연장되어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광체에서 주로

산출되는 광석광물은 섬아연석, 황동석, 자류철석, 자

철석이 있으며, 자연창연, 황철석, 백철석, 휘창연석이

소량 관찰되어 -30 m level의 렌즈상 광체와 유사한

광석광물을 보인다. 야외조사 및 갱내조사를 통하여 관

찰한 광체의 발달양상에 따르면 모든 광체에서 후기에

발달된 광맥이나 이들 광체를 교란한 흔적을 찾을 수

없었던 것으로 미루어 보아, 본 광체는 단일시기의 광

화작용에 의해 형성된 광상으로 예상된다.

각 갱도에서 발견된 광체의 형태와 공간적 분포를

파악하기 위해 시추공 자료 및 갱내조사를 통해 단면

도를 작성하였다(Fig. 3-B). 시추공 자료는 광상시추조

사보고(KORES, 1977, 1979)와 당두광산 시추결과 보

고서(KORES, 2012)를 사용하였으며, 그 중 76-1호공,

77-6호공, 12-1호공, 12-1호공을 사용하였다. 76-1, 77-6

호공은 당두광상 근처 상부의 암석은 모두 석회암으로

기재하였으나, 최근 시추한 12-1, 12-2호공의 결과 대

부분이 혼펠스화 된 셰일로 나타났으며, 석영맥, 방해

석맥, 재결정된 석회석이 일부 분포해 있어 본 광상의

모암은 석회암과 그에 협재되어있는 셰일로 볼 수 있

다. 본 연구에 활용된 시추공 중 선캠브리아기 기반암

이 산출된 시추공은 없었다.

4.2. 산출광물과 광물공생관계

본 광상에서 관찰된 3개의 광체는 연장성이나 방향

으로 볼 때 서로 독립적인 광체로 생각되며, 산출되는

스카른 및 광석광물 관찰 결과와 배태양상에 미루어

볼 때 3개의 광체는 동시기에 같은 작용을 받아 형성

된 광체로 생각된다. 광물의 산출상태 및 공생관계로

본 광상의 광화작용은 단일광화작용으로 생각되며, 이

를 조기 스카른광물 정출기, 중기 광석광물 정출기, 그

리고 말기 저온성 광석광물 정출기로 세분할 수 있다

(Fig. 4). 또한 당두광상의 스카른대는 스카른광물과 광

석광물의 조합 및 산출빈도에 따라 광체의 중심부로부

터 외곽부로 감에 따라 녹렴석-단사휘석대(Fig. 5-A,

D, F),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Fig. 5-B, C), 녹렴석

-석류석-단사휘석대(Fig. 5-E)로 분류할 수 있다. 광석

광물은 녹렴석-단사휘석대에 주로 분포하며, 녹렴석-단

사휘석-녹니석대에서 소량 관찰된다.

조기는 스카른광물의 정출기로 녹렴석, 휘석, 석류석,

녹니석, 투각섬석, 석영이 주로 산출된 시기로 관찰되

며, 이들 중, 녹렴석과 휘석이 산출되는 스카른 광물의

주를 이룬다. 스카른광물과 함께 공존하는 광석광물은

소량의 자철석, 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및 섬아연석

이 관찰되며 스카른광물 정출기의 후반부부터 광석광

물의 정출이 시작되었을 것으로 사료된다. 석류석은 광

화대 내에서의 산출은 타 스카른광물에 비해 낮은 경

향을 보이나, 광체외곽부로 감에 따라 산출빈도가 높

아진다. 현미경하에서 200~300 µm 크기의 입자가 주

를 이루고, 스카른대에 관계없이 대부분 이방성을 띄

며, 누대구조가 잘 관찰된다(Fig. 5-A, E). 휘석은 녹

렴석과 함께 모든 스카른대에서 관찰되며 광체외곽부

로 감에 따라 산출빈도가 낮아진다. 현미경 관찰 시

평균 200~500 µm의 크기의 입자들이 모여 집합체를

이루며 산출된다(Fig. 5-C). 녹렴석은 모든 스카른 대

에서 관찰되며, 석류석 및 휘석과 공생하며 산출된다.

현미경하에서 평균 300~500 µm 크기의 자형 내지

반자형의 입자가 관찰된다(Fig. 5-D). 이들은 현미경하

에서 평균 300 µm 이하의 자형 내지 반자형의 형태

로 관찰되며, 주로 석류석의 가장자리를 따라 분포하

거나 단사휘석, 석류석과 공생하며 산출된다(Fig. 5-B).

Fig. 4. Paragenetic sequence of mineralization at the

Dangdu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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투각섬석의 경우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에서 소량

산출되며, 0.5~1 cm의 현정질 침상결정이 단사휘석과

함께 육안으로 관찰된다. 현미경 관찰결과 1~2 mm크

기의 침상 결정이 확인된다(Fig. 5-F). 석영은 모든 스

카른대에서 소량 관찰되며, 조기부터 말기까지 전 광

화작용에 걸쳐 산출된다. 스카른 광물과 수반되는 석

영은 주로 100~300 µm의 크기로 공생하는 스카른광

물보다 작은 입자로 산출된다(Fig. 5-C, E). 방해석은

조기 스카른 광물과 매우 소량 함께 산출되며, 중기와

후기에 걸쳐 관찰된다(Fig. 5-D, E).

중기는 광석광물의 정출기로 조기부터 정출된 자철

석, 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및 섬아연석의 산출빈도

가 높아지고 이들과 함께 방연석과 코살라이트의 산출

이 관찰되는 시기이다. 일부 시료에서는 광체 주위에

형성된 현미경 관찰규모의 석영 및 방해석 세맥이 관

찰되며, 섬아연석이 방해석 세맥에 의해 교란된 모습

이 관찰되기도 한다. 자철석은 스카른 정출기부터 형

성되어 녹렴석-단사휘석대,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에서 관찰된다. 자류철석, 섬아연석, 황철석, 황동석등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거의 모든 광석광물과 공존하며

(Fig. 6-A), 자류철석과 용리조직도 관찰이 가능하다

(Fig. 6-B). 자류철석은 당두광상의 광석광물 중 자철석

과 함께 산출빈도가 높으며, 녹렴석-단사휘석대, 녹렴

석-단사휘석-녹니석대에서 관찰 가능하다. 주로 섬아연

석, 황동석, 황철석, 방연석, 자철석등과 공존하며, 자

류철석과 공존하는 방연석 내에서 자연창연이 산출되

는 것도 있다(Fig. 6-C). 일부시료에서는 백철석 또는

황철석이 자류철석을 치환한 부분도 관찰된다(Fig. 6-

D, E). 비교적 초기에 형성된 황철석은 자철석, 자류철

석, 섬아연석, 황동석과 주로 공존하며(Fig. 6-F, G),

녹렴석-단사휘석대에서 산출된다. 황동석은 섬아연석,

자류철석과 공생하는 양상이 많은 시료에서 관찰되며,

일부 방연석, 황철석, 자철석과 공생하는 부분도 관찰

된다(Fig. 6-A, C). 섬아연석은 자류철석과 함께 가장

흔하게 산출되는 광물로 주로 황동석, 자류철석과 공

생하며, 일부 황철석, 자철석, 방연석과 공생하는 부분

도 관찰된다. 보통 섬아연석은 황동석을 용리조직으로

포함하지만, 본 광상의 섬아연석은 일부 시료에서만 용

리조직이 관찰될 뿐 대부분 순수한 결정으로 산출된다

(Fig. 6-H, I). 섬아연석과 황동석은 녹렴석-단사휘석대

Fig. 5. Microphotographs of skarn minerals from the Dangdu deposit. (A) BSE (Back scattered electron) image of garnet

(grossular and andradite) coexisting with clinopyroxene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and EPMA analytic points(21b-4~6)

of garnet showing zonal structure from outside to inside of the crystal. (B) BSE image of garnet coexisting with

clinopyroxene, chlorite and calcite at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C) Aggregates of quartz coexisting with

clinopyroxene and sphalerite at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D) Epidote and clinopyroxene formed in quartz, and

calcite veinlet cross-cutting quartz and skarn minerals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E) Garnet coexisting with quartz and

clinopyroxene at epidote-garnet-clinopyroxe zone. (F) Tremolite coexisting with ore (sphalerite and chalcopyrite) at epidote-

clinopyroxene zone. Abbreviations = And: andradite, Cal: calcite, Chl: chlorite, Cpx: clinopyroxene, Ep: epidote, Gro:

grossular, Mus: muscovite, Qz: quartz, Sp: sphalerite, Tre: tremolite.



130 임온누리·유재형·고상모·허철호

에서 주로 산출되며, 일부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에

서 산출되기도 한다. 방연석은 광화작용의 중기에서 말

기에 걸쳐 형성되었을 것으로 사료되며, 녹렴석-단사휘

석대에서 주로 산출된다. -63 m level에서는 일부시료

에서만 관찰되지만, -30 m level에서는 대부분의 시료

에서 흔하게 관찰된다. 중기에 산출되는 방연석의 입

자크기는 50 µm의 미세한 입자로 분포하는 경향이 우

세하며(Fig. 6-J), 섬아연석, 황동석, 자류철석 및 자철

석과 주로 공존한다, 코살라이트는 -63 m level과 -30 m

level 각각 하나의 시료에서, 12-2 시추공의 41 m지점

시료에서 발견되었으며, 주로 섬아연석, 황동석과 공존

한다. 자형 내지 반자형으로 존재하며(Fig. 6-H, K) 연

회색-진회색의 이방성을 갖는다.

말기는 저온성 광물 정출기로, 석영과 방해석, 휘석

이 산출되며, 방연석의 산출빈도가 높고, 백철석, 헤사

이트, 자연창연, 휘창연석과 같은 저온성 광물이 정출

된다. 또한 초기부터 산출된 자철석, 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및 섬아연석의 산출빈도가 점차 낮아지는 것으

Fig. 6. Microphotographs of ore minerals occurrence from the Dangdu deposit. (A) Magnetite coexisting with pyrrhotite,

chalcopyrite, sphalerite and pyrite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B) Pyrrhotite showing exsolution texture with magnetite

coexisting with sphalerite, chalcopyrite at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C) Chalcopyrite and pyrrhotite coexisting

with sphalerite, Native Bi, and galena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D) Pyrrhotite replaced by marcasite at epidote-

clinopyroxene zone. (E) Chalcopyrite coexisting with sphalerite, magnetite, galena and pyrite showing early-middle stage

euhedral pyrite and pyrite contaminated as pyrrhotite replaced into pyrite in late stage. (F) Euhedral pyrit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sphalerite and magnetite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G) Pyrite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sphalerite and

magnetite at epidote-clinopyroxene zone. (H) Pillar-form cosalite and chalcopyrite coexisting with sphalerite at epidote-

clinopyroxene zone. (I) Chalcopyrite showing exsolution texture with sphalerite coexisting with pyrrhotite at epidote-

clinopyroxene zone. (J) Galena coexisting with sphalerite and pyrrhotite. (K) Cosalite coexisting with sphalerite and

chalcopyrite. (L) Galena coexisting with sphalerite, pyrrhotite and native Bi. (M) Galena coexisting with chalcopyrite and

sphalerite where hessite and native Bi formed in galena. (N) Galena and sphalerite replaced by magnetite. (O) Bismuthinite

coexisting with galena and native Bi. Abbreviations = Bs: bismuthinite, Cal: calcite, Co: cosalite, Cp: chalcopyrite, Cpx:

clinopyroxene, Gn: galena, He: hessite, Ma: marcasite, Mt: magnetite, Po: pyrrhotite, Py: pyrite, Qz: quartz, Sp: sphalerite.



당두 연-아연 광상의 산출광물과 화학조성 131

로 사료된다. 말기에 형성된 석영은 방해석과 함께 주

로 세맥상으로 현미경에서 관찰되며, 소량의 광체와 공

존한다. 방해석은 현미경 관찰결과 스카른광물과 공존

하거나(Fig. 5-B), 맥상으로 석영과 스카른광물을 충진

하며 산출된다(Fig. 5-D, E). 말기에 산출되는 방연석

은 말기 광석광물의 주를 이루며, 300 µm 이상의 비

교적 큰 입자로 분포하는 경향이 있다(Fig. 6-L). 또한

말기의 방연석은 방연석 내에 자연창연과 헤사이트를

포함하기도 하고(Fig. 6-M), 일부 자철석에 포획되어

있는 부분도 관찰되어 조기 광물인 자철석이 말기에도

생성되었음을 지시한다(Fig. 6-N). 산출빈도가 낮은 백

철석은 자류철석과 공존 또는 후기 치환의 산출형태를

보이며(Fig. 6-D), 일부 후기 변질산물인 황철석과 공

존한다. 헤사이트는 -30 m level 갱도의 포켓상으로

발달한 광체의 채굴적에서 채취한 시료에서만 일부 관

찰되었으며, 방연석 내에서 자연창연과 공생하며 섬아

연석 및 황동석등과 공존한다. 입자의 크기는 50 µm

정도로 작고(Fig. 6-M), 개방니콜하에서 암회색을 띄며,

청녹색-다홍색의 독특한 이방성을 보인다. 자연창연은

방연석 내에 단독 또는 헤사이트와 공생하며 산출되며,

타형의 결정형을 갖는다(Fig. 6-C, L, M). 현미경 관

찰 시 개방니콜하에서 밝은 노란색을 띄며, 적갈색-암

황색의 강한 이방성을 나타낸다. 휘창연석은 본 연구

에서 방연석 내에서만 발견되었고(Fig. 6-O), 크기도

30 µm 미만으로 매우 작다. 말기에 산출되는 황철석

은 자류철석의 변질산물로 산출되며, 치환과정 중 세

립의 철 산화물 및 불순물이 형성되어 지저분한 양상

을 보인다. 포켓상 광체에서만 산출을 보이는 헤사이

트를 제외한 저온성 광석광물은 모두 녹렴석-단사휘석

대에서 산출되는 경향을 보인다.

4.3. 스카른광물과 광석광물의 화학조성

석류석의 화학분석 결과 그란다이트(grandite)로 그

로술라(grossular)와 안드라다이트(andradite)의 고용체

로 이루어져 있으며 안드라다이트가 우세하다. 누대구

조의 중심으로부터 외곽부로 갈수록 FeO의 함량이 높

아지며, 안드라다이트의 조성으로 변화하는 경향을 보

인다(Table 1). 광체 중심부에 해당하는 녹렴석-단사휘

석대(DD 21)에서 외곽부인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DD 19) 및 녹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35 m)로 감에

따라 그로술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그

러나, 같은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에 분포하는 -30 m

level의 DD 19시료와 -63 m level의 DD 8시료와 비

교했을 때 -63 m level의 석류석에서 그로술라의 비율

이 더 높아 깊이에 따른 변화도 관찰 가능하다. 휘석

의 경우 투휘석(diopside)-헤덴버자이트(hedenbergite)

고용체로 산출되며, 스카른대에 따라 변화를 보인다

(Table 2). 녹렴석-단사휘석대(DD 21)에서 녹렴석-단사

휘석-녹니석대(DD 19), 녹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35 m)

로 감에 따라 요한세나이트(johannsenite)의 비율이 높

아지며,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에서의 헤덴버자이트

비율이 가장 낮다. 또한 -63 m level의 DD 8시료는

Fig. 6. Continu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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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 m level의 시료에 비해 투휘석의 함량이 매우 낮다.

EPMA를 통한 섬아연석의 화학분석결과 미량원소로

는 망간, 구리, 철, 카드뮴을 포함하고 있으며, FeS

14.14~18.08 mole%, CdS 0.44~0.70 mole%의 범위

를 갖는다(Table 3). MnS의 경우 0.52~1.13, 1.53~

2.09 mole%의 범위로 나눌 수 있다. 전자의 경우 -63 m

Table 1. EPMA analyses of garnet from the Dangdu deposit

DD 81) 35 m2) DD 193) DD 214)
DD 21

 21b-4  21b-5  21b-6

SiO2 37.59 37.88 38.12 36.73 35.82 36.12 37.51 37.50 38.31

Al2O3 12.35 12.54 11.80 8.80 0.82 2.92 9.07 11.65 12.40

FeO 14.57 14.49 14.36 19.13 29.58 27.45 19.13 16.11 14.52

TiO2 0.65 0.52 0.87 0.27 0.00 0.00 0.00 0.00 0.03

CaO 32.97 32.76 32.95 34.04 31.89 32.39 33.19 33.31 33.49

MnO 1.79 1.75 1.55 1.07 0.82 0.78 1.17 1.27 1.39

MgO 0.02 0.00 0.10 0.00 0.01 0.00 0.00 0.07 0.00

K2O 0.04 0.00 0.00 0.05 0.00 0.00 0.00 0.00 0.00

Na2O 0.01 0.01 0.10 0.10 0.09 0.14 0.10 0.02 0.05

Total 99.98 99.94 99.85 100.18 99.02 99.79 100.16 99.93 100.19

Number of cation on basis of 24 oxygens

Si 5.26 5.30 5.34 5.04 4.72 4.77 5.12 5.20 5.34

Al 2.04 2.07 1.95 1.42 0.13 0.45 1.46 1.91 2.04

Fe 3.41 3.39 3.37 4.39 6.51 6.06 4.37 3.74 3.39

Ti 0.07 0.05 0.09 0.03 0.00 0.00 0.00 0.00 0.00

Ca 4.94 4.91 4.95 5.00 4.50 4.58 4.86 4.95 5.00

Mn 0.21 0.21 0.18 0.12 0.09 0.09 0.14 0.15 0.16

Mg 0.00 0.00 0.02 0.00 0.00 0.00 0.00 0.01 0.00

K 0.01 0.00 0.00 0.01 0.00 0.00 0.00 0.00 0.00

Na 0.00 0.00 0.03 0.03 0.02 0.04 0.03 0.01 0.01

Mole percent end members

Pyr 0.04 0.00 0.20 0.00 0.02 0.00 0.00 0.13 0.00

Sps 1.99 1.95 1.74 1.13 0.81 0.78 1.25 1.39 1.55

Gr 42.24 42.55 41.89 35.78 21.16 24.55 35.93 40.72 42.85

An 55.10 54.99 55.30 62.83 78.01 74.68 62.82 57.76 55.57

1)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sample at -63 m level

2) Epidote-garnet-clinopyroxene zone sample from 12-2 borehole at 35 m depth

3)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sample at -30 m level

4) Epidote-clinopyroxene zone sample at -30 m level

Abbreviations = An: andradite, Gr: grossular, Pyr: pyrope, Sps: spessartine.

Table 2. EPMA analyses of clinopyroxene from the Dangdu deposit

 DD 81)  35 m2)  DD 193)  DD 214)

SiO2 48.46 48.32 50.04 49.57 51.15 50.60 51.69 51.00

Al2O3 0.15 0.06 0.00 0.28 0.41 0.54 0.21 0.05

FeO 26.21 22.96 16.09 16.21 12.61 13.35 13.83 15.27

TiO2 0.00 0.09 0.00 0.01 0.00 0.00 0.06 0.01

CaO 20.78 21.5 22.38 22.53 22.73 22.81 22.90 22.76

MnO 2.77 4.6 2.55 2.46 1.87 1.59 0.60 0.91

MgO 0.83 1.7 9.01 7.88 10.32 10.11 10.31 9.39

K2O 0.07 0.00 0.00 0.00 0.03 0.05 0.00 0.00

Na2O 0.18 0.35 0.26 0.27 0.26 0.38 0.29 0.34

Total 99.45 99.58 100.32 99.20 99.37 99.44 99.88 99.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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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ontinued.

 DD 81)  35 m2)  DD 193)  DD 214)

Number of cation on basis of 6 oxygens

Si 1.88 1.88 1.96 1.96 1.98 1.96 1.99 1.98

Al 0.01 0.00 0.00 0.01 0.02 0.02 0.01 0.00

Fe 0.85 0.75 0.53 0.54 0.41 0.43 0.44 0.50

Ti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Ca 0.87 0.90 0.94 0.96 0.94 0.95 0.94 0.95

Mn 0.18 0.30 0.17 0.17 0.12 0.10 0.04 0.06

Mg 0.05 0.10 0.53 0.47 0.59 0.58 0.59 0.54

K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Na 0.01 0.03 0.02 0.02 0.02 0.03 0.02 0.03

Mole percent end members

Jo 16.85 26.39 13.84 14.14 10.89 9.31 3.64 5.45

Di 4.44 8.58 43.03 39.85 52.86 52.09 54.98 49.44

Hd 78.71 65.03 43.12 46.01 36.25 38.60 41.39 45.12

Di/Hd 0.06 0.13 1.00 0.87 1.46 1.35 1.33 1.10

1)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sample at -63 m level

2) Epidote-garnet-clinopyroxene zone sample from 12-2 borehole at 35 m depth

3)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sample at -30 m level

4) Epidote-clinopyroxene zone sample at -30 m level

Abbreviations = Di: diopside, Hd: hedenbergite, Jo: johannsenite.

Table 3.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sphalerite from the Dangdu deposit

Sample

No.

weight % mole %
Associated minerals

Zn Fe Mn Cd Cu S Total FeS MnS CdS

DD 2 58.10 8.31 0.40 0.83 0.00 33.04 100.68 14.14 0.69 0.70 Po, Mt

DD 4 56.12 10.22 0.37 0.76 0.00 32.93 100.40 17.34 0.63 0.64 Cp, Mt

DD 7 55.84 10.30 0.37 0.67 0.00 33.00 100.18 17.54 0.64 0.57 Mt, Po, Ma

DD 8** 55.63 10.08 0.30 0.57 0.00 33.48 100.07 17.32 0.52 0.49 Po, Cp

DD 13 55.28 9.90 1.19 0.54 0.00 33.67 100.58 16.88 2.07 0.46 Cp, Gn

DD 13 56.11 9.08 1.05 0.60 0.00 33.61 100.45 15.56 1.83 0.51 Po, Gn

DD 13 55.11 9.63 1.20 0.51 0.00 33.88 100.33 16.55 2.09 0.44 Cp, Po, Gn

DD 14 56.69 8.44 0.35 0.74 0.00 33.36 99.58 14.65 0.62 0.63 Po, Gn, Mt, Native Bi

DD 15 54.50 10.57 0.93 0.71 0.00 33.37 100.07 18.08 1.62 0.60 Cp, Py, Gn, Mt

DD 15 54.69 10.49 0.88 0.71 0.00 33.37 100.14 17.95 1.53 0.60 Cp, Py, Gn, Mt

DD 16 56.52 9.17 0.41 0.67 0.00 33.45 100.22 15.76 0.71 0.57 Po, Mt

DD 17** 55.90 8.99 0.53 0.69 0.00 33.35 99.46 15.59 0.94 0.59 Cp, Po, Py

DD 17** 56.24 9.03 0.59 0.75 0.00 33.50 100.10 15.55 1.03 0.65 Cp, Po, Py

DD 18 55.64 9.91 0.41 0.75 0.12 33.31 100.15 16.99 0.72 0.64 Cp, Py

DD 18 55.14 9.91 0.35 0.69 0.03 33.58 99.70 17.16 0.62 0.59 Cp, Po, Py

DD 18 55.34 10.02 0.40 0.70 0.10 33.53 100.09 17.24 0.70 0.60 Cp, Po, Py

DD 20 56.48 8.90 0.60 0.67 0.00 33.18 99.83 15.32 1.05 0.57 Cp, Po, Py, Mt

DD 20 56.80 8.52 0.61 0.72 0.00 33.39 100.05 14.68 1.07 0.61 Cp, Po, Gn, Py

DD 20 56.65 8.80 0.65 0.70 0.05 33.03 99.86 15.10 1.13 0.60 Cp, Po, Mt

DD 40.2 m* 55.65 9.58 0.80 0.76 0.00 32.97 99.76 16.43 1.40 0.65 Po, Mt

DD 41 m* 55.86 9.07 1.12 0.80 0.00 33.36 100.20 15.56 1.95 0.68 Cp

* 12-2 Borehole sample at 40.2 m, 41 m

** Representative samples for Epidote-clinopyroxene-chlorite zone while the others represent Epidote-clinopyroxene zone

Abbreviations = Cp: chalcopyrite, Gn: galena, Ma: marcasite, Mt: magnetite, Po: pyrrhotite, Py: p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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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evel, -30 m level 두 개의 광체에서 모두 산출되었

지만, 후자의 경우 -30 m level에서만 산출된다. 특히

포켓상 광체 시료인 13번과 시추공 시료(12-2)의 심도

40.2 m, 42 m에서 MnS 함량이 높은 경향을 보이는

데, 이는 시추공 12-2의 40.2 m, 41 m지점과 포켓상

광체에 유사성이 존재할 가능성을 지시한다. 스카른대

에 따른 조성의 차이는 관찰되지 않는다. 방연석은 평

균 0.54 wt.%의 소량의 은을 함유하고 있는 것이 특

징이며, 일부 시료에서는 1.47 wt.%에 이르는 은 함유

량을 보이기도 하였다(Table 4). 은 함유량이 많은 시

료의 경우 변질을 심하게 받은 황철석과 공존하고 있

는 것이 특징이다(Fig. 6-E).

코살라이트는 Pb-Bi-S계 광물 중 흔하게 관찰되는

광물이나, 자연계에서 순수한 조성을 갖는 경우는 드

물고 Sb, Ag, Cu를 소량 함유하는 것이 특징이다

(Shin, 2006). 본 광상의 코살라이트는 Pb, Bi, S 외에

Ag와 Zn을 소량 함유하고 있으며, Sb는 검출한계 미

만이다. 광물 평균조성의 화학식은 Pb1.7Bi2.1Ag0.2S5으

로 순수한 코살라이트(Pb2Bi2S5)에 비해 Pb가 결핍되

어 있으며, Bi는 부화되어있는 경향을 보인다(Table 5).

코살라이트는 거제 동광상, 울산 철-중석광상, 둔전 금

광상, 낙동 비소-비스무스 광상에서 산출이 보고된 바

있다. 둔전 금광상에서 산출되는 코살라이트는 Sb를 함

유한 Sb-코살라이트이며, Pb의 함량변화가 심해

42~46 wt.%의 범위를 보인다. 둔전 금광상에서 산출

되는 코살라이트의 평균조성에 따른 화학식은

Pb2.1(AgCu)0.3(Bi1.4Sb0.5)1.9S5이다(Park and Lee, 1992).

거제 동광상에서 산출되는 코살라이트는 Bi와 Pb가 비

교적 많으며 Cu, Fe, Ag, Sb 등이 소량 함유되어있다.

Pb와 Bi의 평균 품위는 각각 37.58 wt.%, 42.53 wt.%

이며, 타 광상에 비해 Sb와 Ag의 함량이 적은 대신

Cu의 함량이 높은 것이 특징이다. 거제 동광상에서 산

출되는 코살라이트의 평균조성에 따른 화학식은

Pb2.1Bi2.4Cu0.3S5이다(Kim and Park, 1984). 낙동 비

소-비스무스 광상에서 산출되는 코살라이트는 Ag와 Cu

를 각각 최대 1.47 wt.%, 0.27 wt.% 함유하고 있으

며, Sb의 함량은 검출한계 미만이다. 낙동 비소-비스무

스 광상에서 산출되는 코살라이트의 평균조성에 따른

화학식은Pb1.79Bi2.29Ag0.12S5이다(Shin, 2006). 본 광상

의 코살라이트는 언급한 타 광상에 비해 Ag함량이 높

은 것이 특징이다. 낙동광상과 비교하였을 때 본 광상

의 코살라이트는 Bi2S3와 PbS는 각각 0.9 mole%,

Table 4. Representative EPMA analyses of galena occurring from the Dangdu deposit

Sample

No.

weight % atomic %

 Pb  Ag  Zn  Fe  S  Total Pb Ag Zn Fe S

DD 4 86.18 0.70 0.28 0.00 13.51 100.66 49.06 0.76 0.50 0.00 49.68 

DD 13 86.60 0.26 0.01 0.07 13.69 100.63 49.24 0.29 0.01 0.16 50.31 

DD 13 85.50 0.49 0.00 0.04 13.61 99.65 48.98 0.54 0.00 0.09 50.39 

DD 15 81.80 1.47 2.07 0.00 14.29 99.62 44.58 1.54 3.58 0.00 50.31 

DD 15 82.92 1.37 2.29 0.00 14.26 100.85 44.82 1.43 3.92 0.00 49.83 

DD 16 86.02 0.60 0.00 0.00 13.22 99.84 49.83 0.67 0.00 0.00 49.50 

DD 20 85.20 0.31 0.86 0.12 13.42 99.92 48.48 0.34 1.56 0.26 49.36 

Table 5. EPMA analyses of cosalite from the Dangdu deposit

Sample

No.

weight % mole %
Chemical formula

Pb Ag Bi Zn S Total PbS Ag2S Bi2S3

41 m* 35.23 2.30 44.10 2.22 16.19 100.04 59.40 3.73 36.87 (Pb1.68Ag0.21)1.89Bi2.09S5

41 m 35.17 2.66 44.55 0.43 16.31 99.12 58.80 4.28 36.92 (Pb1.67Ag0.24)1.91Bi2.10S5

41 m 35.06 2.37 44.44 2.39 16.13 100.40 59.06 3.83 37.11 (Pb1.68Ag0.22)1.90Bi2.11S5

41 m 34.72 2.40 44.34 2.35 16.17 99.98 58.85 3.90 37.25 (Pb1.66Ag0.22)1.88Bi2.10S5

* 12-2 Borehole sample at 41 m depth

Table 6. EPMA analyses of hessite from the Dangdu

deposit

Sample

No.

weight % atomic %

Ag Te Total Ag Te

DD 13 59.89 39.29 99.18 64.32 35.68

DD 13 59.78 41.01 100.79 63.29 36.71

DD 13 60.37 40.01 100.38 64.09 35.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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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 mole% 결핍되었으며, Ag2S는 2 mole%부화되어

있음을 알 수 있다(Fig. 7).

헤사이트의 정량분석 결과 평균 Ag 60 wt.%, Te

40 wt.%의 함량을 가지며, 다른 미량원소는 포함하지

않는다(Table 6). 분석을 통해 확인된 화학식은

Ag1.8Te로 이상적 화학식 Ag2Te에 비해 은이 소량 결

핍되어있다. 자연창연의 경우 미량의 구리, 철, 크롬,

아연을 함유하고 있으며 평균 99 wt.% 이상의 높은

창연순도를 보임을 확인하였다(Table 7). 휘창연석은 정

성분석결과 텔루륨, 크롬, 납을 소량 함유하고 있는 것

으로 나타났다. 

5. 고 찰

본 광상은 광물의 산출상태 및 공생관계로 보아 단

일광화작용으로 생각되며, 조기 스카른광물 정출기, 중

기 광석광물 정출기, 그리고 말기 저온성 광석광물 정

출기로 세분된다. 열수조건하의 자류철석에서 Fe 이황

화물(Fe disulfide)로의 치환은 온도, 황분압, pH, 산소

에 의해 영향을 받는다(Qian et al., 2011). 자류철석

은 Fe 이황화물인 황철석, 백철석으로 치환되면서 중

간생산물(intermediate product)을 형성한다. 이 중간생

산물은 강한 이방성을 띄며, 자류철석과 최종산물인 황

철석, 백철석 사이를 메우거나, 틈을 따라 띠를 형성하

며 배태된다. 중간생산물은 Fe와 S로 이루어진 철 황

화광물이며, 일부 산화철을 포함하기도 한다. 이 중간

생산물은 화학성분상으로는 백철석에 가깝지만 광학적

특징에서 차이를 보인다. 중간생산물은 308oC보다 낮

은 온도에서 형성되며, 중간생산물과 같이 형성되는 백

철석-황철석 또한 300oC 이하의 온도에서 형성된다

Fig. 7. The enlarged parallelogram in the ternary diagram at below 400°… (Craig, 1967) showing the composition of cosalite

from the Dangdu deposit and Nakdong deposit (Shin, 2006).

Table 7. EPMA analyses of native Bi from the Dangdu deposit

Sample

No.

weight % atomic %

Bi Zn Cu Cr Fe Total Bi Zn Cu Cr Fe

DD 4 99.46 0.50 0.00 0.00 0.03 99.99 98.31 1.58 0.00 0.00 0.12

DD 4 98.90 0.54 0.00 0.00 0.21 99.64 97.53 1.69 0.00 0.00 0.78

DD 4 99.42 0.21 0.04 0.00 0.06 99.73 98.97 0.67 0.13 0.00 0.23

DD 13 99.28 0.08 0.00 0.00 0.82 100.18 96.74 0.26 0.01 0.00 2.98

DD 16 98.94 0.01 0.00 0.01 0.79 99.74 97.04 0.02 0.00 0.02 2.92

DD 18 99.18 0.05 0.02 0.00 0.24 99.49 98.88 0.17 0.07 0.00 0.88

DD 20 98.82 1.49 0.03 0.02 0.29 100.64 94.26 4.53 0.10 0.07 1.04

DD 20 99.69 0.23 0.00 0.03 0.06 100.01 98.94 0.72 0.00 0.10 0.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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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inaudi, 1971).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자류철석의 변

질광물은 광화작용 말기에 형성된 황철석, 백철석, 중

간생산물이 모두 관찰 가능하다(Fig. 8-A, B). 자류철

석 중 육방자류철석과 단사자류철석과의 변질 차이를

알아보기 위해 자류철석 단독으로 산출되는 부분과 결

정 내에 중간생산물을 함유하는 자류철석에 대해 크롬

산 용액 에칭실험(Arnold, 1966)을 한 결과, 자류철석

단독으로 산출되는 부분에서는 육방자류철석이 주를 이

루며, 소량의 단사자류철석이 에칭이 되어 육방자류철

석내에 협재 되어있음을 확인하였다(Fig. 8-C, D). 중

간생산물이 형성된 자류철석 시료에서는 주로 육방자

류철석에 중간생산물이 형성되었으며, 단사자류철석의

경우 중간생산물의 발달이 미미하다. 이에 따르면 본

광상의 말기에 관찰되는 자류철석-중간생산물-황철석

조합은 육방자류철석과 관련이 있으며, 형성온도는 300oC

이하로 예상된다.

Craig (1967)는 Ag-Pb-Bi-S 4성분계의 광물에서 산

출되는 광물 조합을 바탕으로 광물 형성온도를 연구한

바 있다.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코살라이트의 화학조

성을 Bi-파보나이트(pavonite)-코살라이트의 3성분계와

마틸다이트(matildite)-코살라이트-파보나이트-Bi의 4성

분계에 도시하여 유추한 당두광상의 코살라이트 생성

온도는 125~400oC 구간일 것으로 생각되며(Fig. 6),

이는 앞에서 유추한 당두광상 말기 온도와 부합한다.

기존의 광상 중 코살라이트가 산출되는 광상의 생성온

도는 거제 동광상 171~292oC(Kim and Park, 1984),

둔전 금광상 172~378oC(Park and Lee, 1992), 낙동

비소-비스무스 광상은 220~270oC(Shin, 2006)로, 본

연구에서 유추한 온도 범위와 유사함을 보인다. 반면

Yun et al.(1986)는 스카른광물의 조성을 바탕으로 당

Fig. 8. Pyrrhotite-pyrite-marcasite combination employed for mineralization temperature estimation of the Dangdu deposit.

(A) Pyrrhotite replaced by pyrite and intermediate product. (B) A sketch showing the intermediate product formed along the

crack of pyrrhotite. (C) Etched pyrrhotite. Lamella of monoclinic pyrrhotite (brown) surrounded by hexagonal pyrrhotite

(yellow). (D) Intermediate product formed in hexagonal pyrrhotite. Abbreviations = Cp: chalcopyrite, Hpo: hexagonal

pyrrhotite, Ip: intermediate product, Mpo: monoclinic pyrrhotite, Po: pyrrhotite, Sp: 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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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광상의 생성온도를 580~650oC로 추정하였는데, 이

는 본 연구의 온도분포보다 다소 높은 결과이다. 따라

서 당두광상의 생성온도는 조기 스카른 광화기의

580~650oC에서 말기 저온 광석광물 정출기로 진행됨

에 따라 300oC 이하로 형성되었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아연석은 다양한 광상에서 흔히 산출되며, 국내에

서 산출되는 섬아연석은 Fe, Mn, Cd, Cu, Ga, Ge

등의 원소를 미량으로 함유한다. 섬아연석은 일반적으

로 광물정출시 생성온도, 압력 및 유황분압 등의 환경

요인에 따라 철 함유량이 민감하게 반응하여 변화하지

만, 침전이후에는 화학조성이 환경변화에 영향을 받지

않아 광상형성시의 환경변화에 대한 정보를 제공하는

중요한 지시광물로 인식된다(Choi, 1993). 섬아연석을

이용한 생성환경 유추의 방법은 섬아연석 중 FeS 함

량을 통한 압력 유추 그리고, 섬아연석-황석석 지질온

도계를 통한 온도 유추 등의 방법이 있다. 본 광상의

광물조사 결과 섬아연석은 다량 산출되지만, 황석석은

발견되지 않아 섬아연석-황석석 지질온도계는 사용하

지 못하였으나, Lusk and Ford (1978)가 제시한 섬아

연석-황철석-육방자류철석이 공존하는 시료의 섬아연석

중 FeS mole%를 이용하는 섬아연석 지질압력계를 사

용하여 압력을 유추해보았다. 섬아연석, 황철석과 공생

하는 자류철석은 육방자류철석이 주를 이루며 단사자

류철석이 소량 포함된 것으로 XRD 분석결과 확인되

었다.

FeS mole% = 20.53 – 1.313P(kbar)

             + 0.0271P(kbar)2 (1)

P(kbar) = 26.18 – 1.903(FeS mole%)

         + 0.0309(FeS mole%)2 (2)

(1)식은 실험 당시 설정한 압력값을 통한 FeS 함량

을 구하는 식이며, (2)식은 화학분석으로 구한 FeS의

mole%함량을 통해 압력을 구하는 식이다. (2)식의 경

우 FeS의 화학분석상의 오차로 인해 신뢰도는 (1)식보

다 낮다(Lusk and Ford, 1978). 당두광상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 중 황철석과 자류철석이 공생하는 17, 18a,

20번 3개시료, 6개 입자의 FeS mole%값을 (1)식에

대입한 결과 본 광상의 생성압력은 평균 3.82 kbar의

압력이 구해졌으며, 범위는 2.65~4.96 kbar이다. (2)식에

대입한 결과 압력은 평균 3.74 kbar로 나타났으며, 이는

(1)식에 비해 약 0.1 kbar 낮은 결과를 보여 큰 차이

를 보이지 않았다. 본 연구에서 구해진 약 3.8 kbar의

압력은 기존의 당두광상에 대한 압력 계산치인 2 kbar

내외(Yun et al., 1986)와 비교하여 볼 때 약 2배 높

은 압력으로, 매우 큰 차이를 보인다. DD 18b 시료의

경우 약 2.7 kbar의 압력이 구해져 Yun et al. (1986)

의 연구와 비교적 유사한 값을 나타내었지만, DD 17,

DD 20시료에서 모두 4 kbar 이상의 압력이 구해졌다.

또한 부근에 존재하는 광상들과 비교해서도 매우 높은

압력에 해당한다. 이는 당두광상의 섬아연석 및 섬아

연석과 공존하는 황철석, 육방자류철석의 생성환경이

평형상태를 이루지 못해 나타나는 현상으로 생각되며,

Lusk and Ford (1978)의 압력계산식을 사용하는 데

있어 낮은 신뢰도를 보인다. 당두광상의 생성환경을 유

추함에 있어 광물조합에 따른 온도유추와 섬아연석의

조성에 따른 압력은 신뢰도가 높지 않으며, 본 광상의

생성환경을 유추하기 위해서는 보다 체계적인 연구가

수행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합성실험 당시 일정압력조건하에서 섬아연석 내 FeS

Fig. 9. Plot of the average FeS mole% of sphalerites

coexisting with pyrite and hexagonal pyrrhotite of the

Dangdu ore deposit as a function of temperature and

confining pressure. Modified from Lusk and Ford (1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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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le%값의 변화에 따른 온도분포를 도시한 그래프는

일정 압력조건에서 온도가 상승함에 따라 섬아연석에

포함된 FeS의 mole%값이 낮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Lusk and Ford, 1978). 당두광상의 섬아연석 내 FeS

mole%값을 바탕으로 도시해 본 결과, 광상형성과 연

관된 직접적인 온도는 구할 수 없으나, 대체적인 FeS

mole%와 온도의 관계를 미루어 보면 광상의 생성온도

는 적어도 600oC 이하 일 것으로 생각되며, 이는 앞

에서 유추한 온도분포와 부합된다(Fig. 9).

기존의 연구에 의하면, 당두광상은 금-은 또는 연-아

연 광상에 대한 기술이 혼재되어 있다. 당두광상의 주

광종에 대한 이해를 돕기 위하여, 본 광상에 산출되는

섬아연석의 화학조성과 국내 금속광상들의 섬아연석 화

학조성을 비교하여, 당두광상의 주 광종의 분류를 시

행하였다. Chon and Shimazaki (1986)는 제1연화광산,

제2연화광산, 울진광산의 FeS, MnS, CdS를 각각 비

교·분석 하여 연-아연 광상에 부존하는 섬아연석의

화학조성 에 대해 연구한 바 있다. 상기한 세 광상과

당두광상의 섬아연석 화학조성을 비교 해 보면, 당두

광상의 FeS는 평균 16.32 mole%인 반면 타 세 광상

의 FeS는 20 mole%내외의 값을 보여 다소 낮은 경

향을 보인다. MnS의 경우는 평균 1.01 mole%로 타

세 광상에 비해 낮은 값을 보이지만, 국내 금속광상의

평균값인 1.0 mole% 이상의 범위와 일치한다. CdS의

경우 타 세 광상에 비해 약 0.2 mole%정도의 높은

값을 보인다(Table 8). 이들 결과를 FeS-MnS-CdS 3

성분계에 도시해 보면, FeS와 MnS의 비율은 다른 연

-아연 광상들과 비슷하지만, CdS의 경우 다소 높은 값

을 보이는 것을 알 수 있다(Fig. 10). Chon and

Shimazaki (1986)는 카드뮴의 초기농축도는 마그마작

용 혹은 후기 마그마작용 중에 기원될 수 있다고 하였

으며, 이를 바탕으로 본 당두광상의 카드뮴 농도는 광

화작용의 기원이 된 마그마의 특성으로 인해 상대적으

로 높은 조성을 보이는 것으로 생각된다. 당두광상의

FeS, MnS, CdS의 변동계수(C.V.)값은 FeS와 CdS의

경우 다른 세 광상에 비해 낮은 값을 보여 비교적 균

질하게 나타나는 경향을 보이지만, MnS는 다른 세 광

상과 유사한 값을 보인다. 이는 당두광상의 섬아연석

은 다른 광상에 비해 안정된 환경에서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섬아연석의 MnS, CdS와

FeS, MnS의 mole%와 Chon and Shimazaki (1986)

Table 8. Comparison of Fe, Mn, and Cd contents in sphalerite from No. 1 Yeonhwa, No. 2 Yeonhwa, Ulchin deposits (Chon

and Shimazaki, 1986) and the Dangdu deposit

No.1 Yeonhwa* No.2 Yeonhwa* Ulchin* Dangdu

FeS

(mole %)

Mean 21.3 19.6 20.4 16.32

C.V. 10.6 10.7 13.2 6.74

Range 17.2~28.5 13.0~24.7 10.8~24.3 14.14~18.08

MnS

(mole %)

Mean 1.39 1.79 2.07 1.01

C.V. 48.7 37.7 66.9 48.91

Range 0.49~3.04 0.64~3.56 0.18~6.86 0.52~2.09

CdS

(mole %)

Mean 0.39 0.36 0.38 0.59

C.V. 16.4 15.8 33.1 10.60

Range 0.24~0.53 0.20~0.49 0.01~0.53 0.44~0.70

* Chon and Shimazaki (1986)

C.V. (=Coefficient of variation) = (Standard deviation)/(Mean) × 100%

Fig. 10. Ternary relationship of FeS, MnS and CdS

contents in sphalerites from No. 1 and No. 2 Yeonhwa,

Ulchin (Chon and Shimazaki, 1986) deposits and the

Dangdu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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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연구한 국내 42개 금속광상의 섬아연석의 MnS,

CdS와 FeS, MnS의 mole%를 비교해 본 결과, 당두

광상의 CdS와 MnS의 상관관계는 국내 여타 Zn-Pb-

(Cu)광상과 유사한 양상을 보이지만 CdS mole%가 국

내 다른 Zn-Pb-(Cu)광상에 비해 소량 부화된 경향을

보인다(Fig. 11). 또한 FeS함량과 MnS함량의 관계를

도시해 보면 당두광상과 국내 다른 Zn-Pb-(Cu)광상의

성분 분포범위와 매우 유사하다. 따라서 MnS, CdS와

FeS, MnS mole% 상관관계 및 본 광상에서 산출되는

광석광물을 연관지어 봤을 때 본 광상은 Au-Ag광상이

라기 보다는 Zn-Pb-(Cu)의 범주에 속한다 할 수 있다.

5. 결 론

당두광상은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 상부를 피복한

오르도비스기의 석회암층내 열극을 따라 N20~40oW방

향으로 교대한 스카른 광상이다. 광화작용은 백악기의

무암사 화강암과 관련이 있으며, 광화작용은 단일광화

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생각된다. 광화작용은 크

게 조기 스카른광물 정출기, 중기 광석광물 정출기, 말

기 저온성 광물 정출기로 분류할 수 있다. 조기는 스

카른광물의 정출기로 스카른 광물은 녹렴석, 휘석, 석

류석, 녹니석, 투각섬석, 석영이 관찰되며, 광석광물은

자철석, 자류철석, 황철석이 주를 이루며, 소량의 황동

석과 섬아연석을 포함한다. 중기는 광석광물의 정출기

로 자철석, 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방연

석, 코살라이트가 정출되었으며, 스카른광물은 녹니석,

휘석, 석영 및 방해석이 정출되었다. 말기는 저온성 광

물 정출기로, 스카른광물은 석영과 방해석, 휘석이 주

로 산출되며, 광석광물로는 백철석, 자연창연, 휘창연

석, 헤사이트와 같은 저온성 광물이 정출되며, 자류철

석을 치환한 황철석과 백철석이 소량 산출된다. 스카

른대는 스카른광물과 광석광물의 조합 및 산출빈도에

따라 광체의 중심부로부터 외곽부로 감에 따라 녹렴석

-단사휘석대,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녹렴석-석류석

-단사휘석대로 나눌 수 있으며, 광석광물은 주로 녹렴

석-단사휘석대에 분포한다. 석류석의 화학조성은 광체

중심부에 해당하는 녹렴석-단사휘석대에서 외곽부인 녹

렴석-단사휘석-녹니석대 및 녹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

로 감에 따라 그로술라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

인다. 단사휘석은 투휘석-헤덴버자이트 고용체로 산출

되며, 녹렴석-단사휘석대에서 녹렴석-단사휘석-녹니석

대, 녹렴석-석류석-단사휘석대로 감에 따라 요한세나이

트의 비율이 높아지는 경향을 보인다.

자류철석의 황철석-백철석-중간생산물의 공존온도를

통해 백철석 및 황철석이 함께 산출되는 생성온도는

300oC 이하이며, 변질은 주로 육방자류철석 내에서 이

루어진다. 당두광상의 Ag-Pb-Bi-S 광물은 코살라이트

이며, 광물 평균조성의 화학식은 Pb1.67Bi2.10Ag0.22S5이

다. 광물조합을 통해 구한 코살라이트 생성시의 온도

는 125~400oC이다. 섬아연석의 FeS mole% 통한 광

상의 생성온도는 적어도 600oC 이하일 것으로 생각된

다. 기존의 연구와 본 연구에서 유추한 온도를 종합하

여 볼 때, 당두광상의 광화작용은 조기 스카른광물 정

출기의 400~600oC에서 중기 광석광물 정출기의 후기

에 400oC 이하, 그리고 말기 저온성 광물 정출기로

진행됨에 따라 300oC 이하의 환경에서 이루어 졌을

것으로 추정된다. 섬아연석의 FeS-MnS-CdS mole%와

Fig. 11. The relation between MnS vs. CdS, and FeS vs. MnS contents in sphalerites of the Dangdu deposit compared with

42 various metallic ore deposits in Korea (Chon and Shimazaki, 19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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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의 광상들에 대한 섬아연석의 화학조성을 비교해

보면 당두광상은 Zn-Pb-(Cu)광상에 해당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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