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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annual borate production in Turkey is about 3 million tons, which occupies approximately 61 percent of total

annual world production. Turkey has five boron deposits including Bigadiç, Emet, Kestelek, K rka, and Sultançayir.

At present, Bigadiç, Emet, and K rka deposits are operating. K rka boron deposit is distributed within volcanoclatic

sedimentary group as mainly layered, rarely brecciated and massive types. Major borate is borax associated with

colemanite and ulexite. They show a horizontal symmetrical zonation from Na borate (borax) in the center of

deposit to Na-Ca borate (ulexite) and Ca-borate (colemanite) in margin. Bigadiç boron deposit is known as the larg-

est colemanite deposit in the world. This deposit occurs as two borate bearing horizons in Miocene volcanoclastic

sedimentary group. Thickness ranges from several meters to 100 meter with a length of several hundreds meters.

Borate ore bodies which are mainly composed of colemanite and ulexite are alternated with claystone, mudstone,

tuff and layered limestone as lenticular shape. Sultançayir boron deposit is mainly distributed within gray lime-

stone. Main borate minerals of this deposit are pandermite and ulexite. Pandermite and ulexite occur as colloform

aggregate and small veinlet, respectively. Turkish boron deposits are evaporite deposit which were formed in

Miocene playa-lake environment. Boron was supplied to the deposits by the volcanic and hydrothermal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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터키의 붕산염(B2O3)의 연간 생산량은 3백만 톤으로 전 세계 생산량의 약 61%를차지하며,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붕
소 자원의 주 공급처이다. 터키에는 비가디치(Bigadiç), 에멧(Emet), 케스텔렉(Kestelek), 크르카(K rka), 술탄챠이르
(Sultançayir ) 다섯 개의 대표적인 붕소 광상이 있으나, 2014년 현재 비가디치, 에멧, 크르카 3개 광상에서 붕소를 생
산하고 있다. 이들 광상들은 세계적인 규모의 광상이다. 크르카 붕소 광상은 신제3기 화산성-퇴적암 층군의 이회암 내
에서 층상형, 각력형, 괴상형으로 산출되나 층상형이 매우 넓고 우세하게 발달한다. 이 광상에서는 붕사, 울렉사이트,
콜레마나이트 등 다양한 붕소광물이 산출하지만 붕사가 가장 풍부하게 산출된다. 광상의 중앙부는 Na-붕소광물(붕사),
중간대에서는 Na-Ca 붕소광물(울렉사이트), 바깥지역은 Ca-붕소광물(콜레마나이트)로 수평적인 대칭 광물분대를 나타
내는데, 이러한 광물분대는 수직적으로도 발달하기도 한다.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콜레마나이트 광
상으로 알려져 있다. 신 제3기 마이오세 층군 내 2개 붕소 층에서 산출된다. 붕소 함유층은 수 m에서부터 100 m 이
상까지의 두께와 수백 m의 연장성을 보인다. 붕소 광체는 점토암, 이암, 응회암, 층상 석회암과 교호되어 발달하며,
렌즈상 광체형을 나타내고.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가 가장 풍부하게 산출한다. 술탄챠이르 붕소 광상은 석회암 내
에 붕소 광체가 배태된다. 주요 산출 광물은 팬더마이트와 울렉사이트이다. 팬더마이트는 교질상 구형 집합체로 산출
되며, 울렉사이트는 세맥상으로 산출한다. 터키의 붕소 광상은 신제3기 마이오세의 플라야호 환경에서 형성된 증발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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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으로 알려져 있다. 붕소는 제3기 마이오세 화산활동과 관련된 화산재 또는 단층대를 따라 이동한 열수로 공급되
어 플라야호에 농집되어 장기간 증발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주요어 : 터키, 크르카 붕소광상, 비가디치 붕소광상, 술탄챠이르 붕소광상, 증발형 광상 

1. 서 론
 

붕소는 준금속류에 속하며, 자연계에서 원소 상태로

존재하지 않고 화합물상태인 붕산이나 붕산염 상태로

산출된다. 붕산염광물은 산화붕소를 함유하는 화합물로

서 B2O3를 함유하는 광물을 의미한다. 세계에서 가장

풍부하게 산출하여 산업적으로 활용되는 붕산염광물은

붕사(borax, Na2B4O7·10H2O), 울렉사이트(ulextite,

NaCaB5O9·H2O), 콜레마나이트(colemanite, Ca2B6O11·5H2O)

이다(Kistler and Helvaci, 1994). 

붕소 화합물은 산업적으로 락스 또는 섬유유리 절연

체에 주로 활용된다. 또한 붕소 중합체나 세라믹은 고

강도의 경량 구조 또는 내화 재료 등의 역할을 하기

때문에 요업용으로 주로 사용된다. 기타 붕소를 함유

한 시약은 유기화합물의 합성에도 이용된다. 

전 세계 붕소의 부존량은 B2O3 기준으로 약 2.1억

톤으로 보고되어 있으며, 터키의 부존량은 약 6천만 톤

으로 약 29%에 달한다(USGS 2013). 2013년 세계

붕소 생산량은 B2O3 기준으로 490만 톤이며 터키의

생산량은 3백만 톤으로 약 61%를 차지한다. 즉 터키

는 미국과 함께 전 세계 붕소자원의 주 공급처이다. 

터키에는 비가디치(Bigadiç), 에멧(Emet), 케스텔렉

(Kestelek), 크르카(K rka), 술탄챠이르(Sultançayir ) 다

섯 개의 대표적인 붕소 광상이 있다. 2014년 현재 비

가디치, 에멧, 크르카 3개 광상에서 붕소를 생산하고

있으며(Fig. 1), 이중 비가디치 광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붕소 광상으로 알려져 있다(Koçak and Koç,

2012). 터키에서는 붕소를 전략광물로 지정하여 국영공

사인 Eti-Maden에서만 생산하고 있다. 

터키의 붕소 광상은 신제3기 마이오세(Miocene)의

플라야호(playa lake) 환경에서 형성된 증발형 광상으

로 해석되고 있다(MTA, 2014). 붕소 원소의 기원은

붕소를 다량 함유한 마그마가 제3기 마이오세 화산활

동에 의한 화산재로 또는 단층대를 따라 이동한 열수

로 플라야호에 농집된 것으로 해석된다(MTA, 2014,

Fig. 2). 터키에서 붕소 광물은 역암, 사암, 점토암, 셰

일, 이회암, 석회암과 응회암으로 구성되는 퇴적층 내

에 산출되는 것이 일반적이다(Özdemir et al., 2014).

터키 광물탐사국(MTA)에서는 2012년부터 2013년까

지 크르카(K rka) 및 비가디치(Bigadiç) 붕소광상에서

산출되는 점토암의 리튬 부존에 대한 예비조사를 수행

한 결과 비가디치 광상의 점토암에서 0.02-0.21 wt%,

크르카 광상의 점토암에서 0.16-0.30 wt%의 Li2O가

함유되어 있는 것을 확인한 바 있다(MTA, 2013). 

터키 붕소광상은 세계적인 대규모 광상으로서 지질

학적 형성 환경에 대한 중요성이 높으며, 또한 증발형

붕소 광상에서 리튬 함유 점토암의 산출이 흥미를 더

욱 유발시킨다. 이 논문에서는 터키 붕소광상의 지질

i i

i

Fig. 1. Location map of boron deposits in Turkey. 
Fig. 2. Simplified genetic model of boron deposits in

Turkey (MTA,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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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적 형성 환경을 기존 발간된 자료를 중심으로 요약

하고, 저자들이 직접 방문해 조사한 결과를 종합하여

터키 붕소광상에 대한 이해를 돕고자 한다. 

2. 크르카(K rka) 붕소 광상 

2.1. 지질 

이 광상 지역은 하부에서 상부 순으로 Zahrendere

Travertine 층(황색-백색 석회암), Lepçekdere 층(점토

암, 석회암, 붕소광체 함유 이회암), Salihiye 층(오팔

함유 석회암), Karaören 층(점토질 응회암, 석회암 및

단백석), K rka 층(응회암, 점토암, 석회암, 붕소 및 단

백석 함유)으로 구성된다(Fig. 3). 이는 신제3기 화산성

-퇴적암 층군에 속하며, 마이오세 오피올라이트 복합체

와 고생대 변성암 복합체를 부정합으로 피복한다. 붕

소 광상은 주로 Lepçekdere 층의 이회암 내에 배태되

고 일부는 K rka 층 내에 배태된다(Fig. 3).
 

2.2. 광상 

크르카 광상의 노천채굴적은 북서 방향으로 확장된

불규칙 타원체의 형태로서 장경 2.9 km, 단경 1.2 km

로 규모가 매우 크며, 동편에는 직사각형 형태(2.9 km

× 1.3 km)의 광미 저장소(tailing pond)가 있다(Fig. 3).

Fig. 4는 크르카 광상의 노천채굴적의 전경이다. 이 광상

에서 산출하는 붕소광물은 붕사(borax, Na2B4O7·10H2O),

커나이트(kernite, Na2B4O7·4H2O), 틴캘코나이트

(tincalconite, Na2B4O5(OH)4·3H2O), 울렉사이트(ulextite,

NaCaB5O9·H2O), 인요아이트(inyoite, Ca2B6O11·13H2O),

메이에르호페라이트(meyerhofferite, Ca2B6O11·7H2O),

콜레마나이트(colemanite, Ca2B6O11·5H2O), 인더보라이

트(inderborite, CaMg[B3O3(OH)5]2·H2O), 하이드로보

라사이트(hydroboracite, CaMgB6O11·H2O), 커너코바이

i

i

i

Fig. 3. Geologic map and open pits of Kirka boron deposits in Turkey. Sampling sites are also shown in the figure.

Fig. 4. Overview of open pit of Kirka boron deposits in

Turk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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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kurnakovite, Mg2B6O11·5H2O), 인더라이트(inderite,

Mg3O3(OH)5·H2O), 튜넬라이트(tunellite, SrB6O9(OH)2·3H2O)

등이지만 붕사(borax, Na2B4O7·10H2O)가 가장 풍부하

게 산출된다(MTA, 2014).

광상의 중앙부는 Na-붕소광물(붕사), 중간대에서는

Na-Ca 붕소광물(울렉사이트), 바깥지역은 Ca-붕소광물

(콜레마나이트)로 수평적인 대칭 광물분대를 보이는데,

이러한 광물분대는 수직적으로도 발달하기도 한다. 붕

소 광상은 주로 Lepçekdere 층의 이회암 내 배태되며

일부는 K rka 층 내에 배태되기도 한다(Fig. 3). 광체

의 형태는 층상형(layered-stratified type) (Figs. 5-A,

B), 각력형(breccia type) (Figs. 5-C, D) 및 괴상형

(massive type)으로 구분된다. 

크르카 광상에서 산출되는 헥토라이트를 함유할 것

으로 추정되는 점토는 붕사와 교호되어 나타나기도 하

고(Figs. 5-A, B), 각력화되어 산출되기도 한다(Figs. 5-C,

D). MTA에서 확인한 리튬-스멕타이트(헥토라이트)를

함유한 점토층은 녹색을 띠는 점토층으로서 1 m 이하

두께의 점토층으로 산출되기도 한다(Fig. 5-E). 크르카

광상의 최상부에 해당하는 구간에서는 역암층 바로 아

래 헥토라이트를 함유하는 녹색 점토층과 백색 점토층

이 수 m 두께로 산출된다(Fig. 5-F). 녹색 점토층의

단층면에서는 강한 녹색을 띠는 헥토라이트가 잘 확인

되며(Fig. 5-G), 백색 점토층에서는 주상의 울렉사이트

결정이 방사상 집합체를 이루고 산출한다(Fig. 5-H).

3. 비가디치(Bigadi) 붕소광상 

3.1. 지질 

이 광상 지역의 지질은 고생대 및 중생대 기반암으

로 구성되고, 기반암은 고생대의 편암 및 대리암과 중

생대의 오피올라이트, 석회암, 사암을 포함하는 퇴적층

으로 구성되며, 신제3기 마이오세 화산암 및 화산성 퇴

적암류들이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고, 이 퇴적암층 내

붕소 함유층이 포함된다(Helvaci and Alaca, 1991).

신제3기 마이오세 지층은 하부로부터 화산암, 석회암,

하부 응회암층, 하부 붕소 함유층, 상부 응회암층, 상

부 붕소 함유층 및 현무암으로 구성된다(Fig. 6). 

하부 화상암층은 유문석영 안산암, 석영안산암, 조면

암, 조면암질 안산암, 현무암, 집괴암으로 구성된다. 하

부 응회암층은 호성 응회암과 육성 응회암으로 구성된

다. 하부 붕소 함유층은 황백색을 띠며 박층 또는 다

소 두꺼운 엽편상의 구조를 보이며, 붕소 광물은 주로

콜레마나이트가 산출된다. 이 층은 점토질 석회암, 이

회암, 점토암, 응회암들이 붕소 함유층과 서로 호층을

이룬다. 

상부 응회암층은 조립질 응회암으로 주로 구성되며,

녹색의 다공질 부석질 응회암도 포함된다. 이 응회암

은 특징적으로 많은 양의 부석편을 함유하며, 훌란다

이트(heulandite), 크리놉틸로라이트(clinoptilolite), 아날

심(analcime)으로 구성되며, 소량의 새니딘, 석영, 사장

석 및 흑운모를 포함한다. 이 층은 하부 붕소 함유층

이 형성되는 동안 조용했던 화산작용의 재활동 결과로

해석한다. 상부 붕소 함유층은 석회암, 점토암, 점토질

석회암, 이회암 및 응회암과 서로 호층대 내 분포하며,

붕소 광물은 주로 울렉사이트가 산출된다. 이 층은 상

부 응회암층을 형성시킨 화산활동 말기에 시작된 쇄설

성 퇴적 및 화학적 침전의 결과이다. 제3기 마이오세

말기 감람석 현무암의 분출이 일어났으며 점토암, 실

트암 및 역암으로 구성되는 제4기 퇴적층이 부정합으

로 이들을 피복한다.

3.2. 광석 광물의 산상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응회암, 층회암, 이암, 이회암,

i

Fig. 5. Outcrop photos of Kirka boron deposits in Turkey;

Banded type borax (A and B), brecciated type borax (C and

D), thin bedded clay (E) and thick green clay (F and G),

large crystals of radial ulexite aggregate (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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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회암과 교호되어 나타난다. 붕소 함유층은 하부 및

상부 붕소 함유층으로 구분된다. 하부 붕소 함유층은

하부 응회암층 상위에 발달하며, 상부 붕소 함유층은

상부 응회암층 상위에 발달하고 응회암층과 경계된다

(Fig. 7). 하부 및 상부 붕소 함유층은 각각 35-135 m,

20-110 m 두께를 보인다. 붕소 광체는 점토암, 이암,

응회암과 층상 석회암과 교호되어 발달하며, 렌즈상 광

체형을 나타낸다.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 외 펜더

마이트(pandermite, Ca2B5O7(OH)5·H2O), 프로버타이

트(probertite, NaCaB5O7 (OH)4·3(H2O)), 하울라이트

(howlite, Ca2B5SiO9(OH)5), 튜넬라이트(tunellite), 메

이에르호페라이트(meyerhofferite), 하이드로보라사이트

(hydroboracite)와 인요아이트(inyoite)를 포함한다.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툴루(Tulu), 시마브(Simav) 및

아젭(Açep) 노천채굴장으로 구성된다(Fig. 8). 툴루 채

굴적은 북서 방향으로 신장된 불규칙한 형태로서 장경

1.8 km, 단경 0.6 km이며, 시마브 채굴적은 남북 방

향으로 신장된 불규칙 형태로서 장경 2.1 km, 단경

1.7 km이고 아젭 채굴적은 북동 방향으로 신장된 불규

칙한 형태로서 장경 1.6 km, 단경 1.0 km 크기를 보

인다(Fig. 8).

Fig. 9-A는 비가다치 광상 툴루 채굴적의 전경이다.

툴루 채굴적은 하부 붕소 함유층에 해당되고 상부로부

터 녹색, 황색, 백색의 콜레마나이트, 세층으로 구성된

다. 붕소 함유층은 불규칙한 렌즈상의 광체형을 보이

는 것이 일반적이다(Fig. 9-B). 콜레마나이트는 능면체

형의 자형 결정이 공동에서 성장하며 울렉사이트는 노

듈 형태로 산출되는 특징을 갖는다(Figs. 9-E, F).

Fig. 6. Geologic map of Bigadiç boron deposits in Turkey (Helvaci, 199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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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Geologic columnar section of Bigadiç boron deposits in Turkey (Helvaci and Alaca, 1991).

Fig. 8. Overview of open pit and sampling sites of Bigadiç boron deposits in Turkey. Sampling sites are also shown in the fig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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툴루 채굴적에서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는 매우

밀접히 수반된다. 두 광물로 구성되는 붕소 광체는 대

체적으로 2-10 m 두께의 층상 광체를 이루면서 여러

매 발달한다. 국부적으로는 소규모 렌즈상으로 나타나는

백색의 팬더마이트 광체가 수반되기도 한다(Fig. 9-D).

툴루 채굴적에서 녹색 점토층은 붕소 광체(콜레마나

이트와 울렉사이트로 구성) 층 사이에 불규칙하게 충진

되어 나타나거나(Fig. 9-G), 일정한 층준으로 퇴적암,

붕소 함유층과 교호 발달하는 것이 일반적이다(Fig. 9-H).

Fig. 10-A는 비가다치 광상 아젭 채굴적의 전경이다.

아젭 광산은 상부 붕소 함유층에 해당하고 울렉사이트

가 주요 광석 광물로 산출한다. 약 7m 두께의 붕소 함

유층이 층상으로 연속적으로 발달한다(Figs. 10-B, C).

백색의 층상 붕소광체는 주상의 울렉사이트 집합체로

구성되어 있다(Fig. 10-D). 연속적으로 발달하는 층상

의 붕소 광체 사이에는 박층의 점토층이 협재되어 산

출하는 층준이 발달하기도 한다(Figs. 10-E, F).

Fig. 11-A는 비가다치 광상 시마브 채굴적의 전경이

다. 시마브 채굴적은 상부 붕소 함유층에 해당되고, 콜

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가 주요 광석 광물이다. 시마

브 광산은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로 구성되는 6개

의 층으로 구성된다(Fig. 11-B). 점토층이 실트암과 같

은 퇴적층에 협재되기도 하며 붕소 광체 내에 협재 되

거나 교호 반복되어 산출된다(Figs. 11-C, D). 이 점토

층은 리륨 스멕타이트인 헥토라이트를 함유 할 것으로

기대된다. 

Fig. 9. Outcrop photos of Bigadiç boron deposits in

Turkey; Overview of Tulu open pit (A), B-ore body (B),

ore body with colemanite and ulexite (C), ore body with

pandermite (D), colemanite crystals (E), radial ulexite

aggregate (F), and interbedded green and gray clay layers

(G and H).

Fig. 10. Overview of Açep open pit (A), B-ore bodies (B

and C), ulexite crystals (D), and alternation between ulexite

and clay layers (E and F).

Fig. 11. Overview of Simav open pit (A), B-ore bodies (B),

gray clay layer (C), and alternation between colemanite

and green clay layers(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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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 생성 환경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화산 활동이 일어나고 열수가

공급된 지역에서 건조한 또는 반 건조한 기후의 플라

야호에서 생성되었다.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콜레마나

이트와 울렉사이트가 다른 붕소 광물에 비해 주로 나

타난다. 나머지 하울라이트(howlite, Ca2B5SiO9(OH)5),

팬더마이트(pandermite, Ca2B5O7(OH)5·H2O), 프로버

타이트(probertite, NaCaB5O7(OH)4·3(H2O)), 인요아

이트, 하이드로보라사이트, 튜넬라이트 등은 부가 광물

로 나타난다. 따라서 CaO-Na2O-B2O3 세 성분계로 비

가디치 붕소 광상을 설명할 수 있다. 

플라야호에는 Ca2+가 풍부하므로 탄산염 퇴적물의

화학적 침전이 먼저 일어난 후 붕소 광물의 침전이 일

어난다. 따라서 Ca-붕산이 먼저 침전되고 호수에는

Na+의 부화가 일어난다. Na-붕산은 비가디치 분지에서

침전되지 않았는데 이는 분지에 Na+의 공급이 충분하

지 않았기 때문인 것으로 해석된다.

울렉사이트의 변형에 의해 생성되는 콜레마나이트는

Foshag(1921)에 의해 캘리포니아 광상에 대해 제안되

었는데 비가디치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것으로 보인다.

비가디치 광상의 콜레마나이트는 1차 침전에 의한 것

이며 퇴적물/물 계면의 미고화된 퇴적물 내에 형성되

었다. 울렉사이트의 침전 또한 비슷한 방식으로 일어

났고 Ca-붕산 침전 이후 Na+가 부화된 상태에서 일어

났다.

이차로 생성된 자형의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는

단열과 공동에서 붕소가 풍부한 용액의 순환에 의해

후기 속성 과정 동안 형성되었으며 일차 광물의 붕괴

에 의해 생성되었다. 메이에르호페라이트는 콜레마나이

트와 함께 산출되지만 두 광물의 상호 변형은 관찰되지

않는다. 반면 하이드로보라사이트는 콜레마나이트의 변

형에 의해 생성되는 것이 관찰되었다. 이러한 변형 과정

에는 Ca2+가 Mg2+로 치환되고 물이 공급되어야 한다.

2Ca[B3O4(OH)3]·H2O + Mg2+ →
  colemanite

MgCa[B3O4(OH)3]2·3H2O + 2Ca2+ 
   hydroboracite

이러한 반응은 Mg2+가 풍부한 응회암과 점토 사이

의 염 교환 반응에서 일어나며 속성 과정의 초기에 일

어났을 것으로 보인다. 하울라이트 결정은 얇은 콜레

마나이트 층과 교대되어 나타나는 점토 내에 발달하며

Si 농도가 증가했던 시기를 나타낸다. 압축과 속성 작

용에 의해 작은 하울라이트 노듈이 상대적으로 헐거운

콜레마나이트 사이에서 산출되었다. 

하부 붕소 함유층의 특정한 울렉사이트 층은 프로버

타이트 층과 함께 나타난다. 이러한 광물들은 플라야

호의 강한 증발 시기를 나타낸다. 광범위한 변질이 광

상 내에서 관찰되는데 콜레마나이트의 경우 다음과 같

은 변질반응을 보인다. 

2CaO·3B2O3·5H2O + 2CO2 + nH2O → 
colemanite

2CaCO3 + 6H3BO3 + (n-4)H2O
 calcite   boric acid

일반적으로 붕산층은 변질에 의해 간섭을 받으며 이

러한 변질은 광석 구간을 찾기 어려운 곳에서 광맥의

지시자로 사용될 수 있다. 변질은 상부 붕소 함유층에

서 중요하게 나타나는데 하부 붕소 함유층에서는 침식

과 구조적인 활동이 활발하고 지하수가 유동적이었기

때문이다. 

4. 술탄챠이르(Sultancay r) 붕소 광상 
 

술탄차이르 붕소광상은 비가디치 광상에서 40 km

북편에 위치한다. 이 광상에서는 석회암 내 붕소 광체

가 배태된다. 이 광상은 과거 개발 되었으나 현재는

휴광 중에 있다. 팬더마이트가 주요 광석 광물로 산출

되며 울렉사이트가 수반 산출된다(Fig. 12). 팬더마이트는

교질상(colloform) 구형 집합체로 산출되며(Figs. 12-A,

B, D), 울렉사이트는 석회암의 층리를 따라 정합적으

i

Fig. 12. Outcrop photos of Sultancayir boron deposits in

Turkey; Colloform pandermite aggregate (B and D) and

ulexite veinlets (A and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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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발달하거나 층리를 절단하면서 세맥상으로 산출되

는 특징을 갖는다(Figs. 12-A, C). 

5. 결 론 

크르카 붕소 광상은 신 제3기 화산성-퇴적암 층군에

속하는 Lepçekdere 층의 이회암 내 주로 배태되거나

일부는 K rka 층 내에 배태된다. 광체의 형태는 층상

형, 각력형, 괴상형으로 구분된다. 이 광상에서는 다양

한 붕소광물이 산출되지만 붕사가 가장 풍부하게 산출

된다. 

비가디치 붕소 광상은 신 제3기 마이오세 층군 내

2개 붕소층에서 산출된다. 이 층군은 하부로부터 화산

암, 석회암, 하부 응회암층, 하부 붕소 함유층, 상부 응

회암층, 상부 붕소 함유층 및 현무암으로 구분된다. 이

광상의 하부 붕소 함유층은 하부 응회암층 상위에 발

달하며, 상부 붕소 함유층은 상부 응회암층 상위에 발

달하고 응회암층과 경계된다. 하부 및 상부 붕소 함유

층은 각각 35-135 m, 20-110 m 두께를 보인다. 붕소

광체는 점토암, 이암, 응회암과 층상 석회암과 교호되

어 발달하며, 렌즈상 광체형을 나타낸다. 다양한 붕소

광물이 산출되지만 콜레마나이트와 울렉사이트가 다른

붕소 광물에 비해 매우 풍부하게 산출한다. 이 광상은

세계에서 가장 큰 콜레마나이트 광상으로 알려져 있다.

술탄챠이르 붕소 광상에서는 석회암 내 붕소 광체가

배태된다. 주요 산출 광물은 팬더마이트와 울렉사이트

이다. 팬더마이트는 교질상 구형 집합체로 산출되며,

울렉사이트는 세맥상으로 산출한다. 

 터키의 붕소 광상은 신제3기 마이오세의 플라야호

환경에서 형성된 증발형 광상으로 알려져 있다. 붕소

원소는 붕소를 다량 함유한 마그마가 제3기 마이오세

화산활동에 의한 화산재로 또는 단층대를 따라 이동한

열수에 의해 공급된 열수 기원이다. 화산활동 및 열수

활동에 의해 붕소는 플라야호에 농집되어 장기간 증발

에 의해 형성 된 것으로 해석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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