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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sogttsetsii area, an intrusive complex associated with Cu mineralization, is located in the South Gobi, Mongolia.

We performed the cross geochemical and extended exploration survey in Tsogttsetsii area. Cu mineralization in

Tsogttsetsii area is porphyry Cu type related with alkali granite intruded in Late Carboniferous to Early Permian. In

the concentrated occurring to malachite appears extensively prophylitic alteration zone having a chlorite and epidote.

As results of the survey, Cu contents of potable XRF and of chemical composition for altered rocks ranges 1.08 to

18.3% in the 30 points and 1.08 to 32.9% in the 13 points, respectively. Ore minerals identified in XRD analysis

and polarizing microscope that samples of copper oxides were composed mainly of malachite, azurite, permingeatite

and cuprite and the other minerals are pyrite, chalcopyrite, pyrargyrite, dickite, calcite, chlorite and epidote.

Mineralization can be considered occurring to selectively some granite of the surrounding aplite and faults in the

only upper part coming up the hydrothermal solution of the remaining residual magma after the aplite intru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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촉트체치 지역은 남고비에 위치하며 석탄기 후기에서 페름기 초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 중 일부가 반암이 관입

하면서 알카리 화강암화 된 부분과 관련된 동 광상이다. 말라카이트가 집중적으로 산출되는 지역은 녹니석, 녹렴석으

로 변질된 프로필리틱 변질대가 광범위하게 나타난다. 격자지구화학탐사와 연장부 조사 결과 말라카이트가 산출되는

곳은 30개 지점으로 휴대용 XRF로 측정한 동함량은 1.080~18.300%로 나타났으며, 화학분석 결과 동함량은 13개 지

점에서 각각 1.080%~32.900로 높게 나타났다. X-선 회전 분석결과와 현미경 관찰결과 동광물은 말라카이트가 주이며,

남동석, 퍼민제타이트, 황철석과 황동석 등이 가끔 산출되며, 그 외에 은 광물인 능홍은석이 산출된다. 또한 열수변질

광물인 딕카이트가 산출되며, 변질산물인 방해석, 녹니석, 녹염석 등도 산출된다. 광화작용은 반암관입 후에 남은 잔

류마그마에서 열수용액이 올라오면서 반암 주변 일부 화강암과 정단층 상반부에만 선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몽골, 남고비 금속 광화대, 촉트체치 지역, 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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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론

촉트체치 지역은 몽골 수도인 울란바타르에서 남쪽

으로 약 760 km 떨어진 지역으로 옴노고비주 달란자

카드 지역과 가까운 지역으로(Fig. 1) 중국 국경과는

150 km 떨어져 있으며 자동차로 약 10시간이 소요된

다. 이 지역의 평균 고도는 1,160 m이고, 몽골 남쪽의

전형적인 고비사막에 해당된다. 겨울(11월에서 4월)은

길고 혹독하며, 봄과 초여름은 강한 북서풍 바람으로

특징져진다. 온도는 연간 편차가 크고, 일교차도 크다.

연간 강수량은 100mm이하이다. 화석이 많이 발견되는

곳이기도 하다. 몽골의 금속광상에 대해서는 최근 몇

년간 많은 조사가 이루어졌다(Yoo et al., 2011; Lee

et al., 2012; Lee et al., 2015; KIGAM, 2015;

KIGAM, 2016). 몽골에서는 몇 개의 반암동광상과 개

발 광산이 알려져 있다. 특히 연구지역에서 남동쪽으

로 약 56 km 떨어진 지역에 몽골에서 가장 큰 광상

중의 하나인 오유톨고이 반암동 광산이 위치하고 있다.

금속광물인 동은 국내 많은 산업 분야에서 필수적이

고 많이 사용되는 금속으로 그 수요가 꾸준히 증가하

고 있으나 대부분이 수입에 의존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세계적인 자원무기화에 대처하고 국내 산업에

필요한 금속의 안정적 수급 및 확보가 절실한 상황이

다. 따라서 본 연구는 촉트체치 동광화대에 정밀지표

지질조사, 격자지구화학탐사 및 광상추적탐사 결과를

요약한 것으로 자원탐사를 수행하려는 국내기업에 소

개할 목적으로 작성하였다. 

2. 조사지역 지질

촉트체지 지역은 남 몽골의 구반사이칸 호상열도에 속

하며(Tumurtogoo et al., 2000; Badarch et al., 2002),

1:200,000 지질도가 발간되어 있다(Goldenberg et al.,

1978). 지질은 고생대의 안산암질암, 화강암, 반암, 석

영세맥, 산성암맥 및 염기성암맥이 발달하며, 이들을

백악기의 퇴적암과 제3기 및 제4기 충적층이 피복하고

있다(Fig. 2). 

안산암질암은 갈색을 띠며 루프 펜던트(roof pendant)

의 형태로 분포하고 있다. 화강암은 안산암을 관입하

여 포획하고 있다. 조사지역애에 발달하는 화강암은 조

립질 흑운모 화강암이 주를 이루며 석영, 장석, 각섬석,

흑운모가 주이다. 이들은 지역에 따라 세립질 흑운모

화강암이 분포하며 각섬석이 사라지거나 드물게 나타

난다. 변질대와 반암이 관입하는 지역에서는 핑크색으

로 변하고 알카리 장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또한 산

화가 심한 곳에서도 표면만 핑크색으로 보이는 경우도

있다. 연구지역의 화강암 내에는 반암 및 석영맥이 연

구지역 전반에 걸쳐 발달하며 주방향은 N30~70oW가

우세하며, 종종 남북과 동서방향으로도 발달한다. 반암

은 치밀 견고하며 분홍빛을 띠며 세립질로 주로 석영

과 알카리 장석으로 구성되며 유색광물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두께는 수 cm에서 수 m이다, 동 산화물인 말

라카이트(malachite)가 N30~70oW 방향으로 일부 산

출되기도 한다. 

석영세맥 역시 반암과 거의 비슷한 주향을 가지며,

Fig. 1. Location map of survey area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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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들 역시 반암과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말라카이트가

산출되며, 종종 망상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연구지

역에 분포하는 염기성암맥은 갈색 내지 암갈색을 띠며,

세립질의 입자크기를 가지며 두께는 수 cm~수 m이다.

염기성암맥의 발달방향은 북북동-남남서 방향과 북북

서 남남동 방향으로 거의 남북방향이다. 이 염기성 암

맥은 연구지역 내 분포하는 모든 암상들을 절단하며,

암맥 내에는 안산암질암과 흑운모화강암의 포획암들이

관찰된다.

연구지역 내에는 두 가지 성격의 단층들이 발달한다.

가장 큰 단층은 주향이동단층이며, 이에 부수적으로 발

생한 정단층이 발달한다. 주향이동단층은 서북서-동남동

방향으로 발달하며, 정단층의 경우 서북서-동남동 방향

과 북서-남동 방향으로 발달한다. 주향이동단층대 주변

일부에서 관찰되는 변질대들은 대부분 대칭적으로 발

달하나 일부 경사이동단층에서 관찰되는 변질대들의 경

우 단층의 하반보다는 상반에서 뚜렷하게 발달한다.

3. 격자지구화학탐사 및 연장부 탐사

촉트체치(면적이 도폭 5개) 지역에는 2개의 동-몰리

브덴광상, 7개의 동광상, 1개의 은광상과 연, 은, 동과

몰리브덴 산출지가 알려져 있다(Jamiyandorj and

Zoljargal, 2010). 연구지역(면적이 도폭1/4) 내에서 지구

화학이상대를 인지하기 위하여 격자지구화학탐사[남북

2’’, 동서 3’’ 간격(약60 m×60 m)]를 수행하였다(Fig. 3).

Fig. 2. Regional geological map of survey area.

Fig. 3. Sample location of geochemical analysis(“A”area of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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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지점에 대해서는 휴대용 XRF는 10회 이상, 대자

율은 3회 이상 측정을 실시하였고, 각 지점에 대한 시

료를 채취하였다. 휴대용 XRF와 대자율에 대한 평균

값은 Table 1과 같다. 휴대용 XRF 측정결과 동 함량

은 다향하게 나타났다. 휴대용 XRF 측정치와과 대자

율 측정치 사이에는 상관관계로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말라카이트가 산출되는 곳은 14개 지점으로 동함량은

1.190~15.300%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7개 지점에서

Table 1. Chemical composition using potable XRF and magnetic susceptibiliites of altered rocks for cross geochemical

survey

Sample

No

potable

XRF

Cu(%)

magnetic

susceptib-iliites

(10-3SI)

Sample

No

potable

XRF

Cu(%)

magnetic

susceptib-iliites

(10-3SI)

Sample

No

potable

XRF

Cu(%)

magnetic

susceptib-iliites

(10-3SI)

A-4 0.026 0.350 D-7 0.003 0.156 F-12 0.049 0.259 

A-5 0.008 8.100 D-8 0.009 7.000 F-12-1 1.150 0.778 

A-6 0.007 3.330 D-9 0.030 0.590 F-13 2.130 4.950 

A-7 0.007 1.880 D-9-1 0.105 2.210 G-4 - 0.265 

A-8 0.008 1.540 D-10 - 0.424 G-5 0.011 5.590 

A-9 - 2.300 D-11 - 5.880 G-6 - 6.690 

B-1 0.003 1.860 D-12 0.129 0.867 G-7 - 0.774 

B-2 0.014 3.190 D-12-1 3.250 0.121 G-8 - 1.980 

B-3 0.010 0.242 D-13 0.013 2.510 G-9 - 12.500 

B-4 0.006 1.250 E-1 - 1.000 G-10 0.278 1.150 

B-5 0.068 4.530 E-2 - 0.145 G-11 - 11.900 

B-6 - 2.030 E-3 - 0.595 G-12 - 9.870 

B-7 0.044 1.310 E-4 - 0.910 G-13 0.019 13.900 

B-8 0.006 1.420 E-5 - 0.802 G-13-1 7.960 1.300 

B-9 0.054 2.410 E-6 0.002 0.164 H-4 - 1.380 

B-10 0.009 1.720 E-7 - 0.603 H-5 - 0.757 

C-1 0.003 1.420 E-8 0.029 0.466 H-6 0.004 0.782 

C-2 - 0.317 E-9 0.008 7.680 H-7 - 0.736 

C-3 - 0.586 E-10 0.364 0.869 H-8 - 9.020 

C-4 - 1.110 E-10-1 4.610 0.063 H-9 - 6.500 

C-5 - 5.910 E-11 0.049 2.750 H-10 - 7.280 

C-6 1.960 3.680 E-12 0.011 11.100 H-11 - 3.980 

C-6-1 2.390 3.350 E-12-1 15.30 10.800 H-12 0.026 8.350 

C-6-3 0.655 2.960 E-13 1.640 0.490 H-13 - 4.750 

C-7 0.050 9.860 F-2 - 1.520 H-14 0.607 4.370 

C-8 0.007 9.640 F-3 - 0.254 I-7 - 0.604 

C-9 4.300 12.600 F-4 0.004 1.230 I-8 - 3.220 

C-10 0.025 0.254 F-5 - 0.930 I-9 - 0.550 

C-11 0.015 8.010 F-6 - 1.500 I-10 - 7.680 

C-12 0.011 1.270 F-7 - 7.800 I-11 - 7.770 

D-1 0.007 1.050 F-8 - 8.650 I-12 0.004 12.100 

D-2 - 0.832 F-9 - 5.250 I-13 - 5.060 

D-3 - 0.918 F-9-1 4.310 0.415 I-14 - 0.668 

D-4 - 0.904 F-9-2 0.940 0.982 J-11 - 0.741 

D-5 0.006 0.655 F-10 0.024 0.324 J-12 - 10.900 

D-6 0.003 0.440 F-11 0.011 10.600 J-13 2.160 9.400 

D-6-1 6.940 0.410 F-11-1 4.380 0.2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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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0.105~0.940%로 19개 지점에서는 0.011~0.068%

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없거나 아주 극미량으로 나타났

다(Fig. 4A). 이중에서 가망성이 있는 수치인 0.1%를

기준으로 하면 21개 지점에 이르며, 이들을 이상대 분

포도로 나타낸 것이 Fig. 4B와 같다. 따라서 광상 조

사에 있어 휴대용 XRF의 측정값이 어느 정도 정확한

지 알아보기 위하여 또한 정확한 동 함량을 알아보기

위해 각 지점에서 채쥐한 시료는 화학분석을 실시하였

으며, Table 2에 나타내었다.

화학분석은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ICP-MS로 분석

하였으며, 그 결과 동함량은 2개 지점에서 각각 1.510%

와 0.807%로, 1개 지점에서 0.494%, 11개 지점에서는

0.104~0.242%로, 17개 지점에서는 0.010~0.055%로,

그 외 지점에서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Fig 5A). 이중에

서 똑같이 0.1%를 기준으로 하면 14개 지점에 이르며,

이들을 이상대 분포도로 나타낸 것이 Fig. 5B와 같다.

동의 이상대를 보면 남동방행으로 이상대가 높아지

고 있어 이를 추적하기 위하영 연장 방향으로 준정밀

조사를 실시하였으며, 똑같이 휴대용 XRF로 측겅하고

시료를 채취하여 화학분석 한 결과를 Table 3에 나타

Fig. 4. Cu(%) anomaly(A) and distribution(B) map of potable XR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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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Chemical analysis composition of altered rocks for cross geochemical survey

Sample No Cu(%) Co(%) Sample No Cu(%) Co(%) Sample No Cu(%) Co(%)

A-4 0.042 - D-7 0.005 - F-12 0.055 -

A-5 0.015 0.001 D-8 0.011 - F-12-1 0.095 0.001

A-6 0.002 0.001 D-9 0.026 0.001 F-13 0.132 0.001 

A-7 0.007 - D-9-1 0.023 - G-4 0.001 0.001 

A-8 0.007 - D-10 0.002 - G-5 0.002 -

A-9 - - D-11 0.002 0.001 G-6 0.001 0.001 

B-1 0.003 0.001 D-12 0.104 0.001 G-7 0.002 -

B-2 0.008 0.001 D-12-1 0.239 0.001 G-8 0.001 0.001

B-3 0.026 - D-13 0.006 0.001 G-9 0.002 0.001

B-4 0.010 - E-1 0.002 0.001 G-10 0.006 0.001 

B-5 0.002 0.001 E-2 - - G-11 0.002 0.001

B-6 0.002 0.001 E-3 0.001 0.001 G-12 0.002 0.001 

B-7 0.006 - E-4 0.001 0.001 G-13 0.017 0.001 

B-8 0.023 0.001 E-5 0.001 - G-13-1 1.510 0.001

B-9 0.028 - E-6 - 0.001 H-4 0.004 0.001 

B-10 0.013 - E-7 0.005 0.001 H-5 0.002 0.001

C-1 0.002 0.001 E-8 0.013 - H-6 0.004 0.001 

C-2 0.002 0.001 E-9 0.008 - H-7 0.003 0.001 

C-3 0.005 0.001 E-10 0.124 0.001 H-8 0.006 0.001

C-4 0.003 0.001 E-10-1 0.174 0.003 H-9 0.003 0.001

C-5 0.002 0.001 E-11 0.046 0.001 H-10 0.002 0.001

C-6 0.060 0.002 E-12 0.014 0.001 H-11 0.003 0.001

C-6-1 0.085 0.001 E-12-1 0.807 0.001 H-12 0.018 0.002 

C-6-3 0.190 0.001 E-13 0.062 0.001 H-13 0.003 0.001

C-7 0.032 0.001 F-2 0.002 0.001 H-14 0.028 0.001

C-8 0.010 0.001 F-3 0.001 0.001 I-7 0.001 0.001

C-9 0.242 - F-4 0.005 - I-8 0.001 -

C-10 0.089 0.002 F-5 0.002 - I-9 0.002 0.001 

C-11 0.011 0.001 F-6 0.002 0.001 I-10 0.008 0.002

C-12 0.017 0.001 F-7 0.002 - I-10-1 0.002 0.001

D-1 0.003 0.001 F-8 0.005 0.001 I-11 0.003 0.001

D-2 0.003 - F-9 0.003 0.001 I-12 0.226 0.001

D-3 0.002 - F-9-1 0.237 0.001 I-13 0.003 0.001

D-4 0.002 0.001 F-9-2 0.071 0.001 I-14 0.003 0.001

D-5 0.046 0.001 F-10 0.046 0.001 J-11 0.002 0.001

D-6 0.005 0.001 F-11 0.008 - J-12 0.003 0.001

D-6-1 0.159 0.002 F-11-1 0.107 0.001 J-13 0.494 0.001

Table 3. Chemical composition using potable XRF and ICP analysis of altered rocks for extended exploration survey

Sample No potable XRF Cu(%) Cu(%) Co(%) Sample No potable XRF Cu(%) Cu(%) Co(%)

Ts16-2 0.287 0.410 - Ts16-22 0.120 0.080 -

Ts16-3 3.700 1.680 - Ts16-23 0.024 0.120 -

Ts16-4 9.690 7.380 0.002 Ts16-24 5.000 1.080 0.004 

Ts16-5 5.500 0.010 - Ts16-25 1.000 0.300 0.006 

Ts16-6 18.300 32.900 - Ts16-26 3.800 0.300 -

Ts16-7 1.400 0.102 - Ts16-28 5.000 1.280 0.002 

Ts16-10 9.350 3.560 0.013 Ts16-29 2.200 2.430 -

Ts16-11 0.130 0.030 - Ts16-30 4.700 0.071 -

Ts16-12 0.016 0.077 - Ts16-31 7.100 7.080 0.009 

Ts16-15 1.450 1.690 0.003 Ts16-32 1.000 1.480 0.002 

Ts16-16 0.027 0.076 - Ts16-34 0.001 0.005 -

Ts16-17 0.010 0.040 - Ts16-35 0.002 0.009 -

Ts16-20 0.016 0.260 - Ts16-36 0.002 0.007 -

Ts16-21 9.350 1.350 0.0016 



몽골 촉트체치 지역 동 산출지 예비조사결과 319

내었다. 

휴대용 XRF 측정결과 동 함량은 다향하게 나타났다.

동함량은 16개 지점에서 1.000~18.300%로 나타났으

며, 그 외에 3개 지점에서는 0.120~0.287%로, 나머지

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Fig. 6A). 특히 12개 지점에서

는 동함량이 1%넘게 아주 높게 나타났다. 화학분석은

역시 한국지질자원연구소에서 ICP-MS로 분석하였으며,

그 결과 동함량은 11개 지점에서 1.080~32.900%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6개 지점에서는 0.102~0.410%로,

나머지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Fig. 6B). 특히 5개 지

점에서는 동함량이 2%넘게 아주 높게 나타났다. 

또한 휴대용 XRF와 화학분석치의 관계를 Fig. 7에

나타내었다. Fig 7에서 동함량을 보면 휴대용 XRF 측

정값과 화학분석치가 상관성이 없는 듯이 보이나 동의

함량이 높아질수록 일부 몇 개 시료를 제외하면 같이

증가하는 것을 보여 주고 있다. 이는 휴대용 XRF가

야외 광상 탐사에 있어 유용하다는 것을 보여준다는

것을 의미한다고 볼 수 있다.

Fig. 5. Cu(%) anomaly(A) and distribution(B) map of chemical analysi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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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동광화대의 광물 조성

전술한 바와 같이 연구지역의 화강암 내에는 반암

및 석영맥이 연구지역 전반에 걸쳐 발달하며 주방향은

N30~70oW가 우세하며, 종종 남북과 동서방향으로도

발달하기도 한다. 반암은 치밀 견고하며 분홍빛을 띠

며 세립질로 주로 석영과 알카리 장석으로 구성되며

유색광물은 거의 보이지 않으며 두께는 수 cm에서 수

m이다. 화강암은 반암이 관입하는 지역에서는 핑크색

으로 변하여 알카리 장석이 우세하게 나타나며 또한

산화가 심한 곳에서도 표면만 핑크색으로 보이는 경우

도 있다. 이들 핑크빛 화강암내에 동 산화물인 말라카

이트가 N30~70oW 방향으로 일부 산출된다(Fig. 8A와

B). 석영세맥 역시 반암과 거의 비슷한 주향을 가지며,

이들 역시 반암과 마찬가지로 일부에서 말라카이트가

산출되며(Fig. 8C와 D) 망상 구조로 나타나기도 한다.

Fig. 6. Cu(%) anomaly map of potable XRF(A) and chemical analysis(B).

Fig. 7. Cu(%) of potable XRF vs. Cu(%) of chemical

analysis diagram for altered rock sampl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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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 광화작용의 동광물을 알아보기 위해서 X-선 회절

분석을 실시하였으며, 이들의 결과는 Fig. 9에 나타내

었으며, 시료들의 사진은 Fig. 10과 같다. 동광물은 말

라카이트([malachite; Cu2CO3(OH)2], Fig. 9의 TS16-

6, TS16-4와 E12-1 및 Fig. 10 TS16-6, TS16-4와

E12-1의 초록색 부분)가 주이며, 남동석([azurite;

Cu3(CO3)2(OH)2], Fig. 9의 TS16-4와 Fig. 10 TS16-4

사진의 파랑색 부분), 퍼민게타이트(permingeatite;

[Cu3SbSe4], Fig. 9의 TS16-35와 Fig. 10 TS16-35 사

진의 검은색 부분), 황철석과 황동석 등이 가끔 산출되

며, 그 외에 은 광물인 농홍은석(pyrargyrite([Ag3SbS3]),

Fig. 9의 E12-1)가 산출된다. 또한 열수변질광물인 딕카

이트([Al2SiO5(OH)4], Fig. 9의 TS16-4와 Fig. 10 TS16-4

사진의 하얀색 부분)가 산출되며, 변질산물인 방해석,

녹니석, 녹염석 등도 산출된다. 

5. 조사 결과

현재까지 조사결과로는 동광화작용은 조사지역내에

주 단층인 주향이동단층과의 관계는 아직까지 명확하

지 않고 무관한 것으로 보이며, 주 단층 이후에 생성

된 정 단층의 상반부에 광화작용이 일부 나타나기도

하지만 광화작용과 모든 정단층을 연계시키기에는 아

직 증거가 부족하며, 차후에 전체적인 광화작용의 분

포 파악과 정단층의 정밀조사 및 조사지역내에 분포하

는 모든 단층들의 선후관계를 명확히 한 후 광화작용

과 정단층의 관계와 열수의 이동경로를 논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말라카이트와 남동석은 반암의 관입시 열수를 통해

일부는 반암주변부 화강암이 광화작용을 받아 말라카

이트가 산출되며, 일부 반암은 광화작용을 수반하지 않

은 것으로 사료된다. 말라카이트와 남동석은 산화환경

에서 생성되는 동광물로 동광화작용시 최상부에 해당

한다고 알려져 있어 심부에 동광화작용이 있을 가망성

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봐 이들에 대한 연장성 조사

와 서로간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인다. 말라카이트는 대부분은 반암(aplite)의 접촉부

화강암내에서 산출되고, 일부 석영맥과 주변부 화강암

내에서도 산출되기도 한다. 따라서 동 광화작용이 한

번에 일어난 것이 아니고 두 번이상의 일어난 것으로

사료되는 봐 이들의 시기를 규명함과 동시에 열수변질

광물인 딕카이트의 분포와 시기도 열수용액의 성인을

밝히는데 중요하다.

마지막으로 조사지역의 동광화작용에 나타나는 광물

조합 등이 40 km 떨어진 오유톨고이 동광산 및 차간

수바가 동광산과 비교했을 때 지표에 나타나는 변질

Fig. 8. Photograph of Cu-mineralized out crop with malachite developed within the aplite, pinkish biotite granite and quartz

ve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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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상이 비슷하다(Table 4). 따라서 조사지역에 대해 정

밀 지구물리탐사가 필요하며 차 후 300~500 m 깊이

의 시추탐사를 제안한다.

6. 결 론

촉트체치 지역의 동 광상은 석탄기 후기에서 페름기

Fig. 9. X-ray powder diffraction patterns of ore samples obtained in the Tsogttsetsii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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초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암 중 일부가 반암이 관입

하면서 알카리 화강암화 된 부분과 관련된 반암형 동

광상이다. 말라카이트가 집중적으로 산출되는 지역은

녹니석, 녹렴석으로 변질된 프로필리틱 변질대가 광범

Fig. 10. Photograph of Cu-mineralized ore samples for XRD analysis obtained in the Tsogttsetsii area.

Table 4. Geological formation, mineralization and alterations of study area compared with other deposits(modified from

Davaasuren et al., 2016)

Oyu Tolgoi deposit Tsagaan suvarga deposit Tsogttsetsii area

Minerals Cu-Au (Mo) Cu-Mo Cu (Ag)

Tectonic 

setting

Continental and island arc Continental and island arc Continental and 

island arc

Geology

formation

Mafic to intermediate volcanic, vol-

canoclastic and sedimentary rocks 

and intrusions

Carboniferous and Jurassic to 

Cretaceous volcanic and

sedimentary rocks

Intrusion

Host

rocks

Biotite granodiorite, augite basalts, 

fine mafic volcanoclastic rocks and 

laminated sedimentary rocks, quartz 

monzodiorite, monzogranite

Syenogranite, subordinate

granodiorite

Alkali granite,

granosyenite, 

granodiorite

Alteration Advanced argillic, K silicate 

through quartz-sericite-illite,

sericite-illite-chlorite

Propylitic (epidote-chlorite-

carbonate), K-silicate through 

potash feldspar-chlorite-sericite-

quartz-biotite, Silicification-

sericite, quartz-sericite-potash 

feldspar-chlorite

Propylitic

(calcite-chlorite

-epidote)

Some advanced

argillic (dickite)

Mineralization

age

Late Devonian-Carboniferous Late Devonian to

early Carboniferous

Late Carboniferous

to Early Permian

Mineralization Bornite, chalcocite, chalcopyrite, 

covellite, pyrite, enargite,

molybdenite, pyrrhotite, sphalerite

Chalcopyrite,

molybdenite, pyrite,

magnetite, sphalerite

Chalcopyrite, pyrite, 

malachite, azurite, 

covellite, permingeatite,

pyrargy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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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하게 나타난다. 촉트체치 지역에 분포하는 암상은 하

부로부터 안산암질암, 흑운모화강암, 산성암맥 및 석영

세맥이 발달하며, 이들을 모두 관입하며 발달하는 염

기성암맥이 분포한다. 지역 내에는 동북동-서남서 방향

의 주향이동단층과 이 단층운동에 의해 발달한 서북서

-동남동 및 븍서-남동 방향의 정단층들이 발달한다.

촉트체치 지역의 Cu는 대부분 말라카이트와 같은 동

산화물로 산출되고 있다. 1차 격자지구화학탐사 결과

말라카이트(malachite)가 산출되는 곳은 14개 지점으로

XRF로 측정한 동함량은 1.190~15.300%로 나타났으

며, 그 외에 7개 지점에서는 0.105~0.940%로 19개

지점에서는 0.011~0.068%로 나타났고 나머지는 없거

나 아주 극미량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가망성이 있

는 수치인 0.1%를 기준으로 하면 21개 지점에 이른다.

화학분석 결과 동함량은 2개 지점에서 각각 1.51%와

0.807%로, 1개 지점에서 0.494%, 11개 지점에서는

0.104~0.242%로, 17개 지점에서는 0.0102~0.0549%

로, 그 외 지점에서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 이중에서

똑같이 0.1%를 기준으로 하면 14개 지점에 이른다. 연

장부 조사에서 XRF로 측정한 동함량은 16개 지점에서

1.000~18.300%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3개 지점에서

는 0.120~0.287%로, 나머지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12개 지점에서는 동함량이 2%넘게 아주 높게 나

타났다. 화학분석 결과 동함량은 11개 지점에서

1.08~32.9%로 나타났으며, 그 외에 6개 지점에서는

0.102~0.410%로, 나머지는 극미량으로 나타났다. 특히

5개 지점에서는 동함량이 2%넘게 아주 높게 나타났다.

X-선 회전 분석결과와 현미경 관찰결과 동광물은 말

라카이트가 주이며, 남동석, permingeatite, 황철석과

황동석 등이 가끔 산출되며, 그 외에 은 광물인

pyrargyrite가 산출된다. 또한 열수변질광물인 딕카이트

가 산출되며, 변질산물인 방해석, 녹니석, 녹염석 등도

산출된다. 말라카이트와 남동석은 반암의 관입시 후기

열수용액에 의해 반암 주변부 화강암이 광화작용을 받아

산출되며, 일부 반암 주변부 화강암은 광화작용을 수

반하지 않았다. 따라서 광화작용은 반암관입 후에 남

은 잔류마그마에서 열수용액이 올라오면서 반암 주변

일부 화강암과 정단층 하반부에만 선택적으로 일어난

것으로 사료된다. 말라카이트와 남동석은 산화환경에서

생성되는 동광물로 동광화작용시 최상부에 해당한다고

알려져 있어 심부에 동광화작용이 있을 가망성이 높은

것으로 사료되는 봐 이들에 대한 연장성 조사와 서로

간의 연관성을 추적 조사할 필요성이 있다고 보이며,

조사지역에 대해 변질대구분과 변질대분포도작성을 위한

광상조사와 정밀 지구물리탐사와 시추탐사를 제안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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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기술 개발(17-3211-1)”과제에서 연구비를 지원받아

수행하였다. 논문심사를 하여주신 심사위원에게도 감사

를 드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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