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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Hadong-Sancheong Proterozoic anorthosite complex occurs in the southwestern region of the Ryongnam

massif. The geology of the area mainly consists of metamorphic rocks of the Jirisan metamorphic complex as

basement rocks, charnockite, and the Hadong-Sancheong anorthosite, which are intruded by the Mesozoic igneous

rocks. Hadong-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is divided into the Sancheong anorthosite and the Hadong

anorthosite which occur at north-southern and south area of the Jurassic syenite, respectively. The Hadong Fe-Ti-

bearing dike-like ore bodies developed intermittently in the Hadong anorthosite with north-south direction and

extend about 14 km. The Hadong Fe-Ti-bearing ore bodies consist mainly of magnetite and ilmenite with rutile,

titanite, and minor amounts of sulfides(pyrrhotite, pyrite, chalcopyrite and sphalerite). The Hadong Fe-Ti-bearing ore

bodies show a paragenetic sequence of magnetite-ilmenite → magnetite-ilmenite-pyrrhotite → ilmenite-pyrrhotite-

rutile-titanite(and/or pyrite) → sulfides. Equilibrium thermodynamic interpretation of the mineral paragenesis and

assemblages indicate that early Fe-Ti-bearing ore mineralization in the ore bodies occurs at about 700oC which

corresponds to oxygen fugacity of about 10-11.8~10-17.2 atm with the decrease tendency of sulfur fugacity to about

100 atm as equilibrium of Fe3O4-FeS. The change of ore mineral assemblages from Fe-Ti-bearing minerals to

sulfides in late ore mineralization of the ore bodies indicates that oxygen fugacity would have slightly decreased to

≥10-20.2 atm and increased sulfur fugacity to ≥100 at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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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영남육괴의 남서부에 선캠브리아기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의 변성암류를 기반암으로 차노카이

트(charnockite)와 함께 분포하며, 주변에는 중생대 화성암류가 관입 산출한다.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중생대 쥬라기의

섬장암을 경계로 북서쪽의 산청 회장암체와 남쪽의 하동 회장암체로 구분된다. 광체는 하동 회장암체 내에 남북방향

으로 약 14 km의 연장을 보이며 단속적으로 산출되는 하동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이다. 하동 함 철-티탄 암맥상 광

체 내에는 함-철 산화광물인 자철석(magnetite) 및 티탄철석(ilmenite) 과 함께 함 티탄 광물들(금홍석(rutile) 과 티타

나이트(titanite))과 소량의 황화광물들(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등)이 수반하여 산출된다.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광화작용은 초기 자철석-티탄철석의 공생 산출로 시작되어 자철석-티탄철석 → 자철석-티탄철석-자류철석 →

티탄철석-자류철석-금홍석-티타니이트(±황철석) → 황화광물의 공생관계를 보이며 진행되었다. 광체 내 공생관계와 및

열역학적 연구를 통하여 확인된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초기 함 철-티탄 광화작용은 약 10-11.8~10-17.2 atm의 산소 분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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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700oC)에서 Fe3O4-FeS 상평형을 이루는 황 분압조건 (약 100 atm) 까지 황 분압의 증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후 황화광물의 산출은 산소 분압은 감소(≥10-20.2 atm)되면서 황 분압이 증가(≥100 atm) 하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주요어 : 하동-산청, 회장암, 함 철-티탄 광체, 티탄철석, 산소 분압

1. 서 론

회장암(anorthosite)이란 사장석의 함량이 90% 이상

이고 고철질 광물의 함량이 10% 미만인 심성암을 의

미한다(Ashwal, 1993).

한반도에는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 분포 지역 내의

하동-산청 지역에 남북으로 약 45 km, 동서로 약

10 km 규모의 원생대 회장암체가 분포 한다. 하동-산

청 지역 회장암체는 일본인 지질학자 Koto에 의하여

최초로 기재되었으며, 마그마 분화작용의 결과로 생성

되었다고 보고하였다(Son and Cheong, 1972). 그 후

단성도폭(Choi, et al., 1964), 산청도폭(Kim et al.,

1963) 및 진교도폭(Kim, and Gang, 1965) 조사를 통

하여 하동-산청 지역 회장암체의 산출상태 및 주변암

석과의 상관관계가 보고되었다.

국내 학자들에 의한 회장암체의 본격적인 연구는

Son and Cheong(1972) 에 의해 처음으로 수행되었으

며, Jeong(1980) 에 의해 하동-산청 회장암체로 명명되

었다. 그 후 하동-산청 회장암체에 대한 암석학적, 지

구화학적 연구가 다수 수행되었다 (Jeong, 1982;

Jeong et al., 1989; Kwon and Jeong, 1990; Jeong

et al., 1991; Lee et al., 1999; Park et al., 2001;

Park et al., 2004; Ko, 2006). 이들은 회장암체의 산

출특성, 주변 산출암상과의 관계 및 암석화학 특성 등

을 검토하여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성인을 제시하였다.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생성과 관련된 연대 측정 결과

에 의하면, 하동-산청 회장암은 대표적 회장암의 분류

유형 중 원생대 massif형 회장암(Proterozoic massif-

type anorthosite)에 해당되는 것으로 해석되었다

(Kwon and Jeong, 1990; Lee et al., 1999; Park

et al., 2004).

원생대 massif형 회장암체는 경제성 있는 함 철-티

탄 산화광물 광화작용과의 관련성이 확인되기도 한다.

하동-산청 회장암체에도 회장암과 공간적 관계성을 보

이는 함 철-티탄 광체가 산출 한다(Jeong et al.,

1989). 하동-산청 회장암체에 수반 산출된 함 티탄 광

체(품위: TiO2, 2.5~4.0%)는 추정 매장량 약 8.7백만

톤으로 경제성이 없는 것으로 보고되었다(Jeong et al.,

1989; Kim et al., 1991).

하동-산청 회장암체에 배태되어 산출하는 함 철-티

탄 광체에 대한 연구는 회장암질 마그마의 분화와 지

표 산출 특성 및 암석화학 등 암석학적 연구와 함 티

탄 광물의 산출상태 위주로 수행되어왔다(Jeong et al.,

1989; Kim et al., 1991; Lee et al., 1999; Koh et

al., 2003; Koh, 2010; Jung et al., 2010).

본 연구에서는 하동-산청 회장암체 내에 산출되는 하

동 함 철-티탄 광체에 대한 광물·광상학적 연구와 함께

지화학적 연구를 수행하여 광체 내 금속광화작용에 대

한 광상학적 부존특성과 생성환경을 규명하고자 한다.

2. 지 질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분포지역은 지구조적으로 영

남육괴의 남서부에 해당하며, 주로 선캠브리아기 지리

산 편마암 복합체, 차노카이트(charnockite) 및 회장암

복합체로 구성된다. 하동-산청 회장암체의 북서부과 북

동부에는 중생대 쥬라기의 심성암체들이 관입 산출하

고 있으며, 동쪽에는 백악기 퇴적암류로 구성된 신동

층이, 남쪽에는 석영반암이 분포한다(Choi et al.,

1964; Kim et al., 1964; Lee, 1980; Nam et al.,

1989; Fig. 1).

지역 내 기반암을 이루고 있는 지리산 편마암 복합

체는 변성이질암, 반상변정질 편마암, 화강암질 편마암

등의 선캠브리아기 변성암류로 구성되어 있다.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 중 사방휘석을 특징적으로 함

유하는 화강암질 내지 화강섬록암질 암석인 차노카이

트(charnockite)는 중앙부에 분포하는 하동-산청 회장

암체 서쪽에 접촉하여 분포한다(Fig. 1). 본 암체는 흑

운모 편마암, 메타텍틱 편마암 및 안구상 편마암으로

분류(Kim et al., 1964; Kim, and Gang, 1965) 되

었던 암체를 Kim et al.(1998)이 차노카이트 내지 차

노카이트질 암석으로 확인하여 분류하였다. 편마암류와

의 경계는 뚜렷하지 않으며 경계부에 차노카이트와 편

마암류가 교대로 호층을 이루며 분포하며, 구성광물은

동일하지만 조직의 차이에 의해 괴상 차노카이트와 엽

리상 차노카이트로 구분하였다(Kim et al.,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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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의 중앙

부에 분포하며,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의 변성암류와 관

입 접촉관계를 보이며 산출한다(Fig. 1). 본 회장암체는

중생대의 섬장암을 경계로 북서쪽의 산청 회장암체와

남쪽의 하동 회장암체로 구분된다. 산청 회장암체는 마

름모 내지 원형의 형태를 보이며, 하동 회장암체는 하

동군 북천면 직전리를 최남단으로 옥종면, 단성면을 거

쳐 산청군 안의면까지 남북방향으로 길게 분포한다

(Jeong, 1980; Fig. 1). 하동 회장암체는 산청 회장암

체에 비해 일반적으로 유색광물의 함량이 비교적 높은

특징을 보이며, 회장암보다는 유색광물이 풍부한 우백

질 반려암의 분포가 우세하게 나타난다. Park et

al.(2001)은 회장암질암에서 분리한 석류석, 사장석 및

기타 유색광물에 대한 Sm-Nd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최초 생성 연대를 1.79±0.09 Ga로 보고하였다. 하동-

산청 회장암 복합체는 산출 특성에 따라 사장석의 함

량이 90% 이상인 전형적인 회장암과 고철질 광물의

함량이 30% 정도인 우백질 반려암, 다랑의 티탄철석

과 소량의 자철석 및 적철석 등으로 구성된 함 산화광

물 우백질 반려암, 그리고 세립질의 반려암으로 분류

된다(Ko, 2006).

산청 회장암체 동쪽 및 서쪽 주변부에는 중생대 쥬

라기 반려암, 섬장암, 섬록암, 화강암 등이 관입 산출

한다(Kim et al., 1964; Jeong et al., 1991; Kang

et al., 1994). 남북 방향으로 대상 분포를 보이며 산출

하는 하동 회장암체는 백악기 경상계 퇴적암류인 신동

층군의 낙동층에 의하여 부정합으로 피복되어 있다

(Fig. 1). 낙동층은 하부로부터 역암, 역질 사암, 사암의

순서로 구성되고, 부정합면에는 역암의 산출이 뚜렷하

며 철질물에 의한 산화작용이 다수 관찰된다. 낙동층

에 포획된 역암들은 대체로 규암, 혼펠스, 셰일 등으로

구성된다(Kim et al., 1964).

3. 광 상

하동-산청 회장암체 내 함 철-티탄 광체의 발달은 남

쪽의 하동 회장암체에서만 확인된다. 하동 회장암체 내

에 분포하는 하동 함 철-티탄 지표 광체는 연구지역

최남단 하동군 북천면 직전리에서 최북단 산청군 단성

면까지 약 14 km의 연장을 보이며, 단속적으로 산출된

다(Jeong, 1987). 하동지역에 분포하는 회장암체 내에

유색광물이 우세한 부분에 티탄철석이 주로 산출하는

함 철-티탄 광체가 발달한다. 청룡리, 월횡리 그리고 종

화리에 발달하여 분포하는 티탄철석이 산출하는 함 철

-티탄 광체 노두의 TiO2의 품위는 0.25~21.1% (평균

6.19%) 이며, 총 철 함량은 평균 22.7%, P2O5 평균

함량은 1.02%로 보고되었다(Seo, et al., 1993). 또한,

이들은 1990~1992년 사이에 함 티탄철석 하동 회장

암체에 대한 12개 공 1,630 m의 시추탐사 결과 확보

된 매장량을 8,667,950 M/T으로 보고하였다.

Jeong et al.(1989)은 하동 회장암체 내에 분포하는

광체를 함 철-티탄 광물의 산출특성에 따라 산점상, 층

상 및 괴상으로 분류하였다. 함 철-티탄 광물이 회장암

내 유색광물의 함량에 따라 미립의 형태로 소량 산출

되는 광체를 산점상 광체로, 층상형 회장암체로 분류

된 암체 내에 함 철-티탄 광체가 사장석으로 구성된

층과 교호하여 수평층으로 산출되는 광체를 층상형 광

체로 분류하였다. 또한 광석광물이 부화된 광체로 간

극누적형 회장암체 내에 한정되어 산출되는 광체를 괴

상형으로 명명하였다. Kim et al.(1991)은 회장암체 내

에 분포하는 함 티탄 광물의 산출상태를 간극누적상과

층상광체로 구분하였다. 간극누적상 광체는 티탄철석이

현정질(megacrysts) 사장석의 석기질에 발달하는 고철

질 광물 내에 분포하는 경우이며, 층상광체는 티탄철

석이 층상 사장석이나 고철질 광물과 박층으로 교호하

Fig. 1. Geological map of the Hadong-Sancheong

anorthosite complex area (modified from Jeong et al., 1989

and Kim et al., 2002). Dotted line represents Fe-Ti-bearing

ore bodies in the Hadong anorthos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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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 산출되는 것이다.

이번 연구에서는 하동-산청 회장암체 내의 함 철-티

탄광체들 중 대표적인 함 철-티탄 광체가 발달 분포하

는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 월횡리 그리고 종화리에서

산출되는 광체를 대상으로 하였다(Fig. 2). 이들 광체들

은 그 규모와 광석광물의 산출특성에는 차이가 있지만,

광체와 회장암의 경계가 명확한 암맥상 관입 접촉 특

성이 관찰된다.

3.1. 청룡리 광체

청룡리 광체는 하동군 옥종면 청룡리에 분포하는 하

동 회장암체 내에 발달한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이다.

광체의 폭은 20 m에 이르며, 회장암체와 뚜렷한 경계

를 가지고 교호하는 특징을 보인다.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는 주로 N12°W, 75°NE 방향으로 배태된다. 광체

는 티탄철석과 함께 각섬석, 석류석 등이 주로 산출하

는 반려암질 암체의 형태이다. 반려암질 광체 내에는

주로 사장석으로 이루어진 반정상의 회장암이 포획되

어 있다. 광체 내에 포획된 회장암체의 크기는 장경

약 1~20 cm 내외로 다양하며, 포획된 회장암체를 중

심으로 주변 반려암질 암체 내에는 거정의 석류석과

티탄철석이 농집 되는 경향을 보인다.

3.2. 월횡리 광체

월횡리 광체는 하동지역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 중

규모가 가장 크며, 하천과 도로변에 노출되어 있다

(Fig. 3). 이 지역은 KDR 신소재 개발원에서 항내 채

광으로 광석을 소량 생산한 기록은 있지만, 현재는 휴

광 상태이다(Koh et al., 2003). 

월횡리 광체 역시 청룡리 광체와 유사한 산출 특성

을 보여준다. 즉, 티탄철석과 함께 각섬석, 석류석 등

이 주로 산출하는 반려암질 암체의 형태로, 반려암질

광체 내에는 주로 사장석으로 이루어진 반정상의 회장

암이 포획되어 있다. 회장암 포획물들은 주로 장경 약

1~10 cm 크기이며, 특정한 부분에 집중되지 않고 불

규칙하게 분포되어 있다.

하천변에 발달하는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와 회장

암체의 서쪽 경계는 N10°W, 80°NE 의 방향성을 가지

고 매우 뚜렷한 경계를 보이며, 동쪽 경계는 회장암체

내로 유색광물이 매우 불규칙하게 주입되는 돌기

(apophysis) 형태의 관입 조직을 특징적으로 보여준다.

이러한 불규칙한 돌기 형태의 관입 조직은 이들 염기

성 암맥상 광체의 관입 정치 시 온도와 압력 조건이

주변 모암과 유사하였으며, 연성(ductile)환경에서 관입

Fig. 2. Locations of Fe-Ti-bearing ore bodies in the

Hadong anorthosite. A: Cheongryongri ore body; B:

Weolheongri ore body; C: Jonghwari ore body.

Fig. 3. Outcrop photograph of the Fe-Ti-bearing ore body at Weolheongri area, showing a very sharp contact(dotted line)

between anorthosite and Fe-Ti-bearing or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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접촉했음을 시사한다. 월횡리 광체는 다른 지역 광체

에 비하여 함 철-티탄 광물이 상대적으로 높게 부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광체 내 티탄철석은 고철질 부분에 거

정질로 산출되거나, 티탄철석 함량이 높은 맥상의 형

태로 고철질 부분을 절단하여 관입하는 형태로 산출된다.

Koh et al.(2003)는 월횡리 광체의 지표광체는

TiO2, 1.82~6.75 wt.%, Fe2O3, 4.33~9.44 wt.%, 항내

에서 채취한 광석은 TiO2, 2.86~20.34 wt.%, Fe2O3,

6.00~13.04 wt.%의 품위를 보고하였다.

3.3. 종화리 광체

종화리 광체는 하동군 옥종면 종화리 일대에 분포하

는 괴상형 하동 회장암체를 관입하여 접촉 발달한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이다. 접촉 경계부에는 전단대가

형성되어 있으며, 암맥상 광체의 방향은 N12°E,

58°NW이다. 종화리 광체 내에도 주로 사장석으로 구

성된 회장암이 포획되어 관찰되며, 포획된 회장암과 함

철-티탄 광체의 경계부에는 보라색 또는 분홍색을 띠

는 석영이 산출된다. 광체 내에는 N84°W, 45°NE 방

향의 절리가 발달한다.

4. 광석광물과 공생관계

하동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는 주 광석광물인 티탄

철석을 포함하는 금속광물들의 산출형태에 의하여 괴

상, 호상, 산포상의 조직적 특징을 보여준다(Fig. 4).

광체 내에는 함-철 산화광물인 자철석(magnetite) 및

티탄철석(ilmenite) 과 함께 함 티탄 광물들(금홍석

(rutile), 티타나이트(titanite))과 소량의 황화광물들(자류

철석(pyrrhotite), 황철석(pyrite), 황동석(chalcopyrite),

섬아연석(sphalerite) 등)이 수반하여 산출된다). 이들

광석광물들이 산출하는 광체 내에는 모암인 회장암 각

력 포유물들이 다양한 크기(0.5~25 cm) 로 포획되어

관찰된다. 주 광석광물인 티탄철석을 포함하는 금속광

물들은 광체 내에 포함되어 있는 회장암 포획물들 사

이를 충진 하여 세립의 각섬석, 감람석, 휘석, 석류석,

석영 등과 함께 산출한다. 하동지역 함 철-티탄 광체

내에서 산출하는 광물들의 공생관계를 정리한 공생도

표는 Fig. 5와 같다.

티탄철석은 광체 내 규산염 광물들의 입자 사이를

충전하거나 부분적으로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한다

(Fig. 6). 이러한 티탄철석들은 주로 다음의 3가지 조직

Fig. 4. Occurrences of ilmenite in the Fe-Ti-bearing dike-

like ore body from the Hadong anorthosite. A.

disseminated type: Ilmenite disseminates in mafic minerals

mainly consisting of amphibole. B. foliated type: Ilmenite

is alternated with mafic silicates. C, massive type: Ilmenite

is infilled among silicates.

Fig. 5. Generalized paragenetic sequence of minerals in the

Hadong Fe-Ti-bearing ore bo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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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특징을 보이며 산출한다. 1) 조립 내지 중립질 입

자들이 광체 내 각섬석을 위주로 하는 규산염 광물입

자들 사이에 산포상 또는 괴상(Fig. 6A)으로 산출한다.

2) 다양한 크기(조립 내지 세립)의 티탄철석 입자들이

각섬석을 위주로 하는 규산염 유색광물들과 호상조직

을 보이며 산출한다(Fig. 6B). 3) 조립 내지 세립의 티

탄철석들이 괴상으로 유색 규산염광물 입자들 사이를

충전하며 산출한다. 초기 산출된 티탄철석은 주로 자

철석과 밀접한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하며, 부분적으로

자류철석과의 공생관계가 관찰되기도 한다(Fig. 6C). 티탄

철석은 산출특성의 차이나 공생관계와 상관없이 유사한

조성(FeO: 45.29~46.91 wt.%, TiO2: 49.25~52.50 wt.%;

Table 1)을 보여준다.

철산화광물인 자철석은 중립 내지 세립의 타형으로

산출하며, 티탄철석 입자 내에 부분적으로 포획되거나

티탄철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관찰된다. 상대적으로

후기에 산출된 자철석의 경우 자류철석을 포획하는 티

탄철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되기도 한다.

자류철석은 주로 세립의 타형으로 광맥 내 초기 산

출 규산염 광물입자 사이에 산포상으로 산출되거나, 주

Fig. 6. Photomicrographs of mineral occurrence and assemblage. A. Massive ilmenite(Il). B. Foliated ilmeninte. C. Ilmenite-

pyrrhotite(Po) assemblage. D. Titanite(Tn) occurs within the fractures of earlier-deposited ilmeninte. E and F. Late

sulfides(pyrite(Py), chalcopyrite(Cp), sphalerite(Sl)) occur within the fractures of earlier-deposited ilmeninte and/or

pyrrhotite. SIC=silicat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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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화시기의 티탄철석 내에 포획되어 밀접한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된다(Fig. 6C and E). 후기 자류철석은 부

분적으로 황철석과 공생관계를 보이며 산출되기도 한다.

중립 내지 세립으로 산출하는 금홍석의 경우 괴상의

티탄철석과 용리조직을 보이거나 티탄철석 균열부를 충

진 하여 산출한다. 특히, 금홍석과 용리조직을 보이는

티탄철석의 경우 균열부 또는 입자 내에 본 광맥 광화

작용 최후기에 산출하는 황화광물의 산출이 특징적으

로 관찰되어 티탄철석 주 광화시기의 후기에 산출된

것으로 확인된다. 

티타나이트는 주로 광화 후기에 티탄철석 입자 사이

또는 미세균열을 따라 충진 하여 세맥상으로 산출되며

(Fig. 6D), 부분적으로 황철석과 함께 산출되기도 한다.

티타나이트는 본 광상에서 산출하는 함 티탄 광물 중

최후기에 산출된다.

하동지역 함 철-티탄 암맥 광체의 최후기에는 황화

광물들의 광화작용이 주로 진행되어 황철석, 섬아연석,

황동석 등이 산출된다. 이들 황화광물들은 주로 티탄

철석의 균열 또는 입자사이의 공간들을 충진 하여 산

출한다(Fig. 6E and F). 황철석의 경우 부분적으로 세

립의 입자들이 모여 티탄철석의 산출과 관련이 없이

규산염 광물 사이에 산포상의 산출형태를 보여주기도

한다. 섬아연석의 경우 티타나이트 또는 황화광물의 균

열부를 충진 하여 산출한다.

이상의 광물 산출 특성들을 종합하면 하동 함 철-티

탄 암맥상 광체의 경우 초기 유색 규산염 광물들의 산

출로 암맥광체의 생성이 시작되었으며 자철석-티탄철

석의 산출로 시작된 금속 광화작용은 자철석-티탄철석

→ 자철석-티탄철석-자류철석 → 티탄철석-자류철석-금

홍석 → 티탄철석-자류철석-티타나이트(±황철석) → 황

화광물의 공생관계를 보이며 진행되었다(Fig. 7).

5. 광석광물의 생성환경

광상의 성인 연구에 있어서 광석광물의 침전과 관련

된 광화유체의 온도조건과 지화학적 환경조건(fs2, fo2

등)의 규명은 필수적이다. 이러한 지화학적 환경요인에

대한 규명과 해석은 광석광물을 포함한 광체 내 산출

광물들의 조성특성과 공생관계 등을 접목하여 수행되

는 열역학적 연구에 의하여 이루어진다. 특히, 철-티탄

광체의 경우 티탄 및 철을 함유한 광석광물과 수반하

고 공생관계에 있는 산화 ·황화광물들의 조합과 조성

특성은 산소 및 황 분압조건 등 광상의 생성과 관련된

성인적 환경을 해석하는데 그 활용성이 매우 크다

Table 1. Representative chemical compositions(wt.%) of ilmenite in the Hadong Fe-Ti-bearing ore bodies

JC4-2-4 JC4-2-5 JC4-2-7 JC4-2-8 JC4-2-9 JC4-2-12 JH11-5-5 HD4-6-2 HD4-6-4 C7-1-1 C7-1-7 C7-1-8

MgO 0.04 0.05 0.01 0.02 0.04 0.03 0.07 0.02 0.05 0.10 0.07 0.10 

FeO 46.03 46.55 45.97 45.68 45.59 46.43 45.28 46.37 45.74 47.19 47.10 47.07 

TiO2 52.00 52.08 52.28 52.54 52.28 51.97 51.69 51.16 52.15 51.16 51.47 51.21 

MnO 0.71 0.72 0.80 0.81 0.78 0.70 1.10 0.80 0.82 0.65 0.65 0.69 

CaO 0.01 0.01 0.01 0.00 0.02 0.01 0.00 0.01 0.00 0.00 0.01 0.00

Total 98.78 99.41 99.06 99.05 98.71 99.14 98.14 98.36 98.76 99.09 99.29 99.07 

Number of cations on the basis of 6 oxygens

Mg 0.00 0.00 0.00 0.00 0.00 0.00 0.01 0.00 0.00 0.01 0.01 0.01 

Fe 1.97 1.98 1.96 1.94 1.95 1.98 1.95 2.00 1.95 2.02 2.01 2.02 

Ti 2.00 1.99 2.00 2.01 2.01 1.99 2.00 1.98 2.00 1.97 1.98 1.97 

Mn 0.03 0.03 0.03 0.03 0.03 0.03 0.05 0.04 0.04 0.03 0.03 0.03 

Ca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0.00

Fig. 7. Simplified paragenesis of ore minerals in the Hadong Fe-Ti-bearing ore body. Abbreviations: Cp=chalcopyrite,

Py=pyrite, Sl=sphal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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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rton and Toulmin, 1964; Shikazono, 1985; Scott

and Barnes, 1971).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금속 광화작용은 자철석-티

탄철석 → 자철석-티탄철석-자류철석 → 티탄철석-금홍

석-자류철석 → 티타나이트-황화광물의 공생관계를 보

인다.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금속 광화작용과 밀접한

수반관계에 있는 석영과 석류석에 대한 유체포유물 연

구 결과 추정된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금속 광화작

용은 초기 약 750oC의 온도 조건에서 시작되어 약

550oC에 걸쳐 진행되었다(Lee et al., 2011). 이러한

금속광화작용의 온도 조건과 주 광석광물인 티탄철석

을 비롯한 함 티탄 광물 및 수반 금속광물의 공생 관

계를 이용하여 산소 분압 조건과 황 분압 조건의 변화

와 광화작용과의 상관관계를 살펴보기 위하여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주 광화 관련 온도 조건인 700oC와

600oC에서의 상평형을 이용한 산소 분압 및 황 분압

조건의 변화를 해석하였다.

하동 함 철-티탄 광체에서 티탄철석 주 광화시기 초

기의 온도인 700oC의 경우 Fe-Ti-O-S계를 이용하여

해석할 수 있다(Froese, 1977; Froese and Gunter,

1976; Haas and Robie, 1973; Richardson and Jeffes,

1952; Robie and Waldbaun, 1968; Spry, 2000). 즉

초기의 Fe3O4-FeTiO3 및 Fe3O4- FeTiO3-FeS의 공생

관계에 의하여 초기 온도 조건인 700oC에서의 산소

및 황 분압조건을 확인하였다(Fig. 8). 일반적으로

700oC조건에서 티탄철석, 금홍석, 티타나이트 등 함-Ti

산화광물들의 안정영역은 자철석-적철석 경계의 조금

상부인 10-10.8 atm에서 10-25 atm에 이르는 산소 분압

조건이다(Froese, 1977). 하동 함 철-티탄 광체에서는

페이알라이트(fayalite)와 적철석이 산출되지 않는다. 따

라서 하동 함 철-티탄 광체 초기 함 철 또는 티탄 광

화작용은 약 10-11.8~10-17.2 atm의 산소 분압조건에서

Fe3O4-FeS 상평형을 이루는 황 분압조건(약 100 atm)까

지 황 분압의 증가에 의하여 진행되었다. 한편, FeTiO3-

TiO2 또는 FeTiO3-TiO2-FeS의 공생관계와 광화 최후

기의 황화광물의 공생관계에 의하여 지속적인 산소 분

압의 감소(≥10-20.2 atm)와 황 분압의 증가(≥100 atm)

에 의하여 광화작용이 진행되었다(Fig. 9).

6. 결 론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영남육괴의 남서부에 선캠브

리아기 지리산 편마암 복합체의 변성암류를 기반암으

로 차노카이트(charnockite)와 함께 분포한다, 하동-산

청 회장암체의 주변에는 중생대 화성암류가 관입 산출

한다. 하동-산청 회장암체는 중생대의 섬장암을 경계로

북서쪽의 산청 회장암체와 남쪽의 하동 회장암체로 구

분된다. 하동 광체는 하동 회장암체 내에 남북방향으

로 약 14 km의 연장을 보이며 단속적으로 산출되는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이다. 하동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는 티탄철석과 함께 각섬석, 석류석 등이 주로 산

출하는 반려암질 암체의 형태이다. 반려암질 광체 내

Fig. 8. LogfO2(atm) versus LogfS2(atm) diagram showing

the ore mineralization environments at 700oC, based on

mineral assemblages. Ilmenite and rutile stability field

shown stippled. Stability field and equilibrium boundaries

using the data in Froese(1977).

Fig. 9. LogfO2(atm) versus LogfS2(atm) diagram showing

the ore mineralization environments at 600oC, based on

mineral assemblag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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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는 주로 사장석으로 이루어진 반정상의 회장암이 포

획되어 있다. 하동 함 철-티탄 암맥상 광체는 주 광석

광물인 티탄철석을 포함하는 금속광물들의 산출형태에

의하여 괴상, 호상, 산포상의 조직적 특징을 보여준다.

광체 내에는 함-철 산화광물인 자철석(magnetite) 및

티탄철석(ilmenite) 과 함께 함 티탄 광물들(금홍석

(rutile) 과 티타나이트(titanite))과 소량의 황화광물들

(자류철석, 황철석, 황동석, 섬아연석 등)이 수반하여 산

출된다.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금속 광화작용은 초기

자철석-티탄철석의 공생 산출로 시작되어 자철석-티탄

철석 → 자철석-티탄철석-자류철석 → 티탄철석-자류철

석-금홍석 → 티타니이트-황화광물의 공생관계를 보이

며 진행되었다. 하동 함 철-티탄 광체의 광화작용은 초기

약 10-11.8~10-17.2 atm의 산소 분압조건에서 Fe3O4-FeS

상평형을 이루는 황 분압조건 (약 100 atm) 까지 황 분

압의 증가에 의하여 진행되었으며, 그 후 산소 분압은

감소(≥10-20.2 atm)되면서 황 분압이 증가(≥100 atm)

하는 환경에서 진행되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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