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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Wugang banded iron formation (BIF) is located within the Taihua complex at the southern margin of the

North China Craton (NCC). In this study, we analyzed major elements and rare–earth elements in iron ores from

the Wugang BIF, to study the type of BIFs and their formation mechanism in combination with previously–

published data from the literature. We found that the iron ores from the Wugang BIF display two types of banding

textures, which can be described as weak banding or no banding. The samples are composed of coarse–grained

magnetite, quartz, pyroxene, and amphibole. Based on our geochemical results, mixing of a hydrothermal fluid with

sea water led to the precipitation of the Wugang BIF, and there is evidence of crustal contamination. These results,

combined with previous literature data, almost all of the iron ores lack Ce anomalies, though some samples show

negative Ce anomalies. Our results indicate that the Wugang BIF was formed in a dominantly reducing

environment, although the surfaces were relatively oxidized. Geochemical evidence suggests that the Wugang BIF

iron ores were formed in a near–shore continental–shelf environment or in a back–arc basin. The BIF is known as

interbedded with migmatite, amphibole gneiss, minor quartz and marble, which indicating lack of volcanic materials

input. This study, combined with previous results on geochemical interpretation of related wall rock of Wugang

BIF, demonstrated that Wugang BIF belongs to Superior–type 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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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강 호상철광상은 북중국 남쪽 끝 부분의 타이후아 복합체에 위치 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우강 호상철광상에서

산출되는 철광석 시료의 전암 분석 결과의 해석을 통하여 우강 호상철광상의 유형과 성인을 이해하고자 하였다. 이

광상의 철광석의 조직은 밴딩 구조가 약하게 나타나는 것과, 밴딩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 두 가지로 분류할 수 있

다. 주요 구성 광물들은 조립질의 자철석, 석영, 휘석, 각섬석 등이다. 지구화학적 연구 결과 우강 호상철광상은 해수

와 0.1~1 %를 차지하는 열수로부터 철을 공급받아 형성 되었다. 또한 이 과정에서 육지성 물질로부터의 철 공급이

있었음을 확인하였다. 이전 연구 결과와 종합해 보았을 때, 대부분의 철광석에서 Ce 이상치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

지만 일부 철광석에서는 음의 Ce 이상치를 보였다. 이러한 결과는 우강 호상철광상은 환원 환경이 우세한 해양 환경

에서 형성되었지만, 상대적으로 산화된 해양의 표층 환경의 가능성을 제시해 준다. 이러한 지구 화학적 특징을 바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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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된 지구조적인 환경은 대륙붕 연안이나 후열도 분지환경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강 호상

철광상은 혼성암, 각섬석 편마암, 규암, 대리암이 함께 산출되는데, 이는 연구 광상이 화산 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없

음을 지시한다. 본 연구에서는 지금까지 보고된 지구화학적 분석 결과와 이번 연구 결과를 종합해 우강 호상철광상이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의 특징을 보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 REY, 지구 화학, 북중국 대륙괴

1. 서 론

호상철광상(Banded Iron Formations)은 선캠브리아

기에 형성된 철광상으로 초기 지구의 지각 진화, 대기

중의 산소 농도의 변화, 광합성 세균 역할, 시생대와

원생대의 시기상 경계를 이해하는데 중요한 정보를 제

공해 준다(Ohmoto, 2003; Trendall, 2009). 호상철광

상은 화산활동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는 알고마 유형

(Algoma–type)과 상대적으로 화산활동과 연관성이 적

고, 대륙에서 기인된 슈피리어 유형(Superior–type) 호

상철광상으로 분류된다(Gross, 1980) . 

중국에는 많은 호상철광상이 부존 되어 있다고 보고

되어 있는데, 그 중에 북중국 대륙괴(North China

Craton)의 남부 길림(Southern Jilin), 동부 랴오닝

(Eastern Liaoning), 동부 허베이(Eastern Hebei), 서

부 산둥(Western Shandong) 지역에 대다수의 호상철

광상이 분포되어 있다고 보고되었다(Zhang et al.,

2011). 이번 연구 대상 광상인 우강 호상철광상은 북중

국의 남쪽 끝인 타이후아 복합체(Taihua complex)에

위치하고 있다. 

암석학, 광물학, 지구 연대학, 지구화학, 지구조 연구

를 통해 호상철광상의 성인을 이해하고자 하는 노력은

이전 연구자들에 의해 활발히 진행되었으며, 연구 결

과 열수와 해수로부터 철 성분을 공급받았음이 밝혀졌

다(Isley and Abbott, 1999; Huston and Logan,

2004; Bolhar et al., 2005; Basta et al., 2011; Han

et al., 2014; Zhu et al., 2015).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직 호상철광상의 형성 메커니즘은 정확하게 규명되

지 못한 상태이다(Bekker et al., 2010).

이러한 관점에서 본 연구에서는 우강 호상철광상에

수반되어 나오는 철광석을 대상으로 주원소와 희토류

원소를 포함한 전암 화학 분석을 통하여 우강 철광상

의 성인을 이해 하고자 한다. 또한 지금까지 우강철광

상에 대해 보고된 지구화학분석 결과와 이번 연구 결

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하여 우강 철광상이 형성된 환경

을 이해하는데 그 목적을 두었다.

2. 지 질
 

북중국 대륙괴는 중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큰 대륙괴

로 복잡한 지각 진화과정을 겪었고, 암석, 지구조적 환

경, 변성 정도, 연대의 차이에 근거하여 동 지괴

(Eastern Block), 서 지괴(Western Block), Trans–North

China Orogen (TNCO)로 구분된다. TNCO에는 고원

생대의 섭입–충돌 벨트(subduction–collision belt)와

덩펑(Dengfeng), 종티아오(Zhongtiao), 타이후아(Taihua)

복합체와 같은 신시생대 지층들이 노출되어 있다(Liu

et al., 2009; Huang et al., 2010; Zhai and Santosh,

Fig. 1. (a) Geological map of the North China Craton and

location of study area, modified after Zhao et al. (2005).

(b) Simplified geological map of the Wugang area (Li et

al.,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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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3). 우강 호상철광상이 위치하고 있는 타이후아 복

합체는 TNCO의 남쪽 끝에 위치하고 있다(Fig. 1). 최

근에 보고된 연대측정 결과에 의하면 타이후아 복합체

는 시생대인 2.5–2.7 Ga에 형성되었고, 전반적으로

1.96–1.80 Ga에 시계방향의 변성작용을 겪었음이 보고

된 바 있다(Diwu et al., 2010; Huang et al., 2010;

Lu et al., 2014). 

우강 지괴(block)은 타이후아 복합체의 가장 동쪽에

위치하고 있고, 풍부하게 철광석이 산출되는 곳이라고

알려져있다. 실제로 이 지역에는 TSM (Tieshanmiao

Formation)에 분포되어 있는 우강 호상철광상과 함께

자오안주앙(Zhaoanzhuang) 복합체에 마그마 기원의 철

광상이 분포되어 있다. 자오안주앙(Zhaoanzhuang) 복

합체에 위치하고 있는 철광상은 시간적, 공간적으로 초

고철질암과 밀접한 연관이 있기 때문에 마그마 기원이

라고 알려져 있다. 하지만 TSM에 위치한 철광상은 이

전에 수행된 지화학 연구 결과를 바탕으로 호상철광상

으로 분류되어 있다. 우강 호상철광상의 광체는 깊이

300m와 200m로 두 부분으로 나눠져 있고, 혼성암, 사

장석–각섬석–편마암, 규암과 함께 산출된다(Fig. 2), 이

중 광범위하게 분포되어 있는 혼성암은 우강 지괴가

각섬암–백립암상의 변성작용을 받았음을 지시해 준다

(Liu et al., 2018 and references therein). 

3. 연구 방법

채취된 시료에 대해 박편을 제작하고, 육안 및 현미

경을 통한 박편 관찰을 통하여 암석 중에 포함된 광물

들의 특징을 파악하였다. 전암 분석을 위해 모든 시료

는 분쇄 후 200mesh 분말로 만들었다. 시료의 주원소

(SiO2, Al2O3, TiO2, Fe2O3
T, MgO, CaO, Na2O,

K2O, MnO, P2O5, and LOI)와 희토류원소(La, Ce,

Pr, Nd, Sm, Eu, Gd, Tb, Dy, Y, Ho, Er, Tm, Yb,

and Lu) 분석을 포함한 전암 분석을 서울대학교 공동

기기원에서 실시하였다. 주원소 분석은 X선 형광 분석

기(XRF; Shimadzu XRF–1700)를 이용했는데, Li2B4O7

유리 비드(glass bead) 형태의 전처리 과정을 거쳤다.

LOI (Loss on ignition)는 950oC에서 시료를 태운 후

의 무게와 태우기 전의 무게의 변화를 퍼센트로 나타

낸 값이다. 희토류원소 분석은 유도결합플라즈마 질량

유도(ICP–MS; PERKIN–ELMER SCIEX, ELAN–

6100)을 사용하였다. 6000K의 아르곤 플라즈마와

1100W의 RF Power의 분석조건에서 실험을 수행하였다.

4. 결과 및 토의

4.1. 암석기재

우강 호상철광상에서 산출되는 철광석들은 육안 관

찰하에서 약한 밴딩 구조가 관찰되는 것과(Fig. 3a,b)

밴딩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것 두 종류로 구분된다

(Fig. 3c). 우강 광상에서 뚜렷하게 밴딩 구조가 나타나

Fig. 3. Photos of iron ores from the Wugang BIF.

Fig. 2. Stratigraphic section of the Wugang BIF (Li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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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 않는 이유는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된 이후에 각

섬암상 변성작용을 받았기 때문이라 생각된다(Liu et

al., 2018). 현미경 관찰에서 주 구성 광물은 자철석,

석영, 휘석이고, 소량의 감람석과 녹니석이 함께 산출

된다. 전반적으로 광물들은 조립질 조직으로 나타난다

(Fig. 4). 자철석은 우강 호상철광상의 대표적인 광석

광물이고, 대부분 타형으로 결정의 크기는 70–700 µm

로 매우 다양하게 산출된다. 석영은 우강 호상철광상

의 주 구성 광물중 하나로 타형으로 나타나고, 크기는

180–500 µm 이다. 약한 밴딩 구조가 관찰되는 철광석

은 현미경 하에서 자철석이 부화된 층과 석영이 부화

된 층이 반복되어 나타나고, 휘석과 감람석은 자철석

이 부화된 층에 주로 분포되어 있지만 석영이 부화된

층에도 나타난다(Fig. 4a,b) 밴딩 구조가 나타나지 않는

철광석에는 자철석, 석영, 휘석, 감람석, 녹니석이 불규

칙하게 분포하고 있다(Fig. 4e,f). 

4.2. 전암 분석 결과

철광석에 대한 주원소 전암 분석 결과는 표 1과 같

다. 철광석은 주로 SiO2와 Fe2O3
T로 구성되고(평균

SiO2+Fe2O3
T 는 83.64 wt.%), 소량의 MgO, P2O5,

CaO, Al2O3와 1 wt.% 미만의 TiO2, Na2O, K2O,

MnO을 함유하고 있다. 주원소 함량을 기준으로 우강

철광상의 철광석은 SiO2 함량이 낮고 Fe2O3
T 함량이

높은 유형(유형 I)과 SiO2 함량이 높고 Fe2O3
T 함량이

낮은 유형(유형 II)으로 구분된다. 나머지 주원소 함량

또한 각 유형별로 차이를 보인다. 이러한 경향성은 철

광석을 구성하고 있는 광물 조성과 밀접한 연관성이

있다. 유형 I은 유형 II와 비교해보면 석영의 함량이

적고 자철석의 함량이 더 많다. 또한 자철석 입자의

크기는 유형 I이 더 크게 나타난다. 

우강 호상철광상의 주원소 함량은 북중국에 분포되

어 있는 여러 호상철광상의 주원소 함량의 평균값과

Fig. 4. Photomicrographs of iron ores from the Wugang BI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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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소 차이를 보였다. 우강 호상철광상의 SiO2함량은 북

중국 호상철광상의 평균값에 비해 낮고, Fe2O3
T, MgO,

CaO 함량이 높은 경향성을 보였다. 이는 우강 호상철

광상의 철광석에 상대적으로 풍부하게 들어있는 구성 광

물인 휘석 때문이라 생각된다. 또한 우강 호상철광상

에서 Al2O3와 TiO2 함량은 1.44 wt.%와 0.79 wt.%

로 북중국 호상철광상의 각 원소 평균값인 0.80 wt.%

와 0.04 wt.%와 비교했을 때 높은 함량을 보인다(Lan

et al., 2014). 이는 육지성 물질 유입(crustal

contamination)의 가능성을 제시하고 있다(Pecoits et

al., 2009; Basta et al., 2011).

우강 호상철광상의 광석 시료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

류원소 함량은 표 2와 같다. 호상철광상이 형성되는 과

정에서 희토류원소의 분별 과정은 거의 일어나지 않고,

형성된 후에 일어나는 속성작용이나 변성작용에 의한

영향이 미비하기 때문에 철광석에 함유되어 있는 희토

류 원소는 호상철광상이 초기에 형성되었을 때의 특징

을 잘 보존하고 있다고 간주할 수 있다(Bau and

Dulski, 1996; Bolhar et al., 2004). 특징적으로, Y은

중희토류원소 중 Ho와 지구화학적으로 거동이 비슷하

여 Dy과 Ho 사이에 위치하고, REE+Y (REY)로 호

상철광상의 기원을 설명하는데 대표적인 지구화학적 지

시자로 사용된다(Nozaki et al., 1997). 철광석의 희토류

원소 값은 Post–Archean Australian Shale (PAAS)로

표준화 하였다(McLennan, 1989). 희토류 원소의 이상

Table 1. Major elements (wt.%) of the Wugang BIF and average BIFs in NCC

SiO2 Al2O3 TiO2 Fe2O3
T MgO CaO Na2O K2O MnO P2O5 LOI Total SiO2+Fe2O3

T

Type I

W1 9.19 1.90 1.44 74.8 10.0 0.67 0.11 0.01 0.09 0.13 1.66 99.9 84.0

W2 7.44 2.01 1.54 78.1 8.56 0.70 0.10 0.02 0.09 0.06 1.40 99.9 85.5

W3 6.99 2.38 1.37 78.5 8.36 0.66 0.11 0.01 0.14 0.16 1.28 99.9 85.5

W4 7.08 2.40 1.36 78.4 8.51 0.67 0.11 0.01 0.14 0.16 1.19 99.9 85.4

W5 8.16 1.54 0.72 66.8 8.62 6.60 0.10 0.01 0.17 3.46 3.60 99.8 75.0

W6 8.85 1.54 0.71 66.1 9.19 6.48 0.11 0.01 0.17 3.45 3.24 99.8 75.0

W7 8.12 1.55 0.72 69.8 8.75 5.31 0.11 0.02 0.17 2.94 2.48 99.9 77.9

Average 7.98 1.90 1.12 73.2 8.86 3.01 0.11 0.01 0.14 1.48 2.12 99.9 81.2

Type II

W8 48.5 0.35 0.01 41.2 2.75 6.45 0.47 0.02 0.17 0.03 0.02 99.9 89.7

W9 48.2 0.37 0.01 41.9 2.70 6.13 0.45 0.02 0.17 0.03 0.03 99.9 90.1

W10 46.4 0.37 0.01 41.9 2.86 7.60 0.56 0.02 0.20 0.04 0.03 99.9 88.3

Average 19.9 1.44 0.79 63.8 7.03 4.13 0.22 0.02 0.15 1.04 1.49 99.9 83.6

Average BIFs

in NCCa 46.4 0.80 0.04 48.0 2.41 1.80 0.29 0.13 0.09 0.14 94.4

Average compositions 

of Wugang BIFb 45.7 0.34 0.01 43.4 3.51 6.37 0.72 0.08 0.21 0.01 89.2

aAfter Lan et al. (2014) and references therein.
bAfter Liu et al. (2018).

Table 2. Rare earth elements (ppm) compositions and their

ratios of the Wugang BIF

W2 W5 W6 W7

Average 

compositions of 

Wugang BIFa

La 0.28 0.38 0.41 0.50 0.97

Ce 0.64 0.61 0.62 0.73 1.83

Pr 0.08 0.07 0.07 0.08 0.21

Nd 0.35 0.29 0.28 0.31 0.89

Sm 0.12 0.09 0.09 0.10 0.20

Eu 0.00 0.05 0.05 0.05 0.07

Gd 0.19 0.15 0.14 0.16 0.20

Tb 0.02 n.d n.d n.d 0.03

Dy 0.10 0.12 0.12 0.13 0.21

Y 0.37 1.01 0.94 1.06 2.31

Ho n.d 0.03 0.03 0.03 0.06

Er 0.05 0.09 0.09 0.10 0.18

Tm n.d n.d n.d n.d 0.03

Yb 0.05 0.09 0.09 0.10 0.18

Lu n.d n.d n.d n.d 0.03

ΣREE 1.89 1.98 1.98 2.29 5.07

Ce/Ce* 0.98 0.86 0.83 0.83 0.94

Pr/Pr* 0.99 0.98 0.99 0.99 0.97

Eu/Eu* 1.91 2.00 1.77 1.64

Y/Y* 1.30 1.25 1.35 1.62

La/YbN 0.41 0.31 0.34 0.37 0.40

Y/Ho 33.7 31.3 35.3 38.5
aAfter Liu et al.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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치는 Eu/Eu*=EuN/(0.5*(SmN+GdN)), Ce/Ce*=CeN/

(0.5*(PrN+NdN)), Y/Y*=2Y/(DyN+HoN), (Pr/Pr*)SN=PrSN/

(0.5*(CeSN+NdSN))를 이용하였다(Bau and Dulski,

1996). 연구 광상의 철광석의 희토류 원소 양상은 상대

적으로 중희토류원소(heavy rare earth elements)가

경희토류원소(light rare earth elements)에 비해 부화

된 양상으로 나타나고((La/Yb)N=0.31–0.42), 특징적으

로 뚜렷한 양의 Eu 이상치((Eu/Eu*)N=1.77–2.00)와

Y 이상치((Y/Y*)N=1.25–1.30)가 나타나고, Ce 이상치

((Ce/Ce*)N=0.83–0.99)는 나타나지 않는다(Fig. 5). 유형 I

과 유형 II사이에 희토류 원소 분포는 차이가 없었다.

Liu et al. (2018) 또한 우강 호상철광상에 산출되는

철광석에 대해서 암석학적, 지구화학 및 지구 연대학

적 연구를 수행한 바 있다. 따라서 본 논문의 연구결

과와 Liu et al. (2018)의 연구결과를 비교 검토하여

우강 호상철광상의 성인을 종합적으로 해석 하였다.

우강 호상철광상의 철광석의 전반적인 REY 분포 양

상은 HREE가 부화되어 있고 양의 Y 이상치가 나타

나는 해수의 REY 분포 양상과 비슷하게 나타나고 있

는데, 이는 우강 호상철광상이 해수 환경에서 형성되

었음을 의미한다(Alibo and Nozaki, 1999; Bolhar et

al., 2004). 하지만 해수의 기원으로는 REY 그래프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양의 Eu 이상치를 설명할 수 없다.

이는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되는 과정에 있어서 해수

이외에 철을 공급해 줄 수 있는 다른 공급원이 있다는

것을 의미하기도 한다. 모든 철광석에서 특징적으로 뚜

렷하게 나타나는 양의 Eu 이상치는 열수에서의 REY

패턴에서 나타나는 대표적인 특징이라고 알려져 있다

(Danielson et al., 1992). 이들 원소들의 특징을 통해

서 해수뿐만 아니라 열수가 우강 철광상이 형성되는

과정에서 철을 공급에 기여했음을 확인 할 수 있다.

일반적으로 산화 환경에서 Ce3+는 용해성이 낮은

Ce4+로 산화되고 해수의 부유입자에 흡수되어서 결론

적으로 해수의 음의 Ce이상치를 초래한다(Sholkovitz

et al., 1994). 표준화된 REY 다이어그램에서 우강 호

상철광상은 Ce 이상치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데,

이는 우강 호상철광상이 산소가 희박한 환경(suboxic)

이나 산소가 없는 환경(anoxic)환경에서 형성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호상철광상에서 Ce 이상치는

뚜렷하게 나타나지 않는다(Bekker et al., 2010). 해수

에서 변칙적으로 나타나는 La와 Pr를 고려하여 Bau

and Dulski (1996)이 제안한 (Ce/Ce*)N vs. (Pr/Pr*)N

다이어그램을 통해 Ce이상치를 해석하였다. Fig. 6에

서 볼 수 있듯이 우강 호상철광상의 광석들은 대부분

Ce이상치가 나타나지 않는 영역에 도시 되었고, 이를

통해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될 당시에 환원 환경이

우세했음을 추론해 볼 수 있다(Liu et al., 2018). 더

나아가 Alexander et al. (2008)은 호상철광상의 성인

에 기여하는 고온의 열수와 해수의 REY 비율을 이용

하여 해수와 고온의 열수 간의 혼합 비율에 대한 연구

를 수행한 바 있다. 이를 통해 구하여 본 우강 호상철

광상은 0.1–1% 열수와 해수간의 혼합으로 형성되었을

것이라고 추정된다(Fig. 7). 

Fig. 5. PAAS (Post Archean Australian Shale)–normalized

REY patterns of iron ores from the Wugang BIF (red solid

line). Comparable data are (Liu et al., 2018).The values of

the high–temperature hydrothermal fluid (Bau and Dulski,

1999) and seawater (Alibo and Nozaki, 1999) are shown

for comparison. Fig. 6. The (Ce/Ce*)SN vs (Pr/Pr*)SN diagram (Bau and

Dulski,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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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 나아가서 Fig. 7에서 나타나 있듯이 우강 호상철

광상이 나타내는 Y/Ho, Eu/Sm, Sm/Yb 값의 변동이

매우 큰데, 이러한 분포 양상은 우강 호상철광상의 형

성에 지각 물질 유입이 있었기 때문이라 판단된다. 지

각 물질의 유입에는 육지성 물질과 강 주변부 물질의

유입이 있다(Holland, 1984). 이러한 연구 결과는 앞서

설명한 상대적으로 높은 Al2O3와 TiO2함량 결과와 일

치하게 나타나고, 이는 우강 호상철광상의 유입에 지

각 물질로부터 철의 공급이 있었음을 뒷받침 해 주고

있다. 결론적으로 우강 호상철광상은 해수와 열수로부

터 주로 철을 공급받았고, 부수적으로 육지나 강 주변

부로부터도 철을 공급받아 형성되었음을 이번 연구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었다. 

4.3. 우강 호상철광상 형성 환경

우강 호상철광상이 분포되어 있는 TSM의 변성암에

쇄암질 저어콘 연대측정 결과에 따르면 TSM은 2.45–

2.60Ga의 범위에서 형성되었고, 그에 따라 우강 호상

철광상의 연대 또한 2.45–2.60Ga라고 추측해 볼 수

있다(Liu et al., 2018).

특징적으로 우강 호상철광상에는 다른 호상철광상과

비교해서 휘석이 풍부하게 산출된다. 이러한 특징을 가

지는 호상철광상의 기원을 이해하기 위한 논의는 활발

히 진행되고 있다(Li et al., 2014). Li et al. (2014)

는 휘석은 호상철광상에 전형적으로 나타나는 광물은

아니지만 화산 분출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되었음을 제

안했고, Lan et al. (2013)은 점토 물질 기원의 휘석

은 제외했으며, Yao et al. (2015)는 철백운석 또는 능

철석과 석영 간의 반응에 의해서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다고 주장했다. 지질학적 또는 지구화학적 특징측면

에서 봤을 때, 일반적으로 나타나는 석영이 풍부한 호

상철광상과 휘석이 풍부한 호상철광상 사이에 뚜렷한

차이점은 관찰되지 않았는데, 이를 통해서 Liu et al.

(2018)은 휘석이 풍부한 호상철광상은 석영이 풍부한

호상철광상과 탄산염이 high–grade 변성작용을 받은

산출물이라고 제안했다.

선캄브리아기에 형성된 호상철광상은 형성된 환경에

따라 크게 알고마 유형과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으

로 구분 된다. 알고마 유형 호상철광상은 해저에서 형

성되었고 고철질의 화산암과 밀접한 관련이 있다. 반

면에 슈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은 대륙주변부나 후열

도 분지에 형성되고 화산 활동과의 연관성이 없거나

미비하다(Gross, 1980). 두 유형의 호상철광상의 형성

과정에서 고온의 열수의 기여도는 가장 뚜렷한 차이점

이다(Klein, 2005). 이러한 특징은 주원소 함량보다는

미량원소의 함량의 차이로 나타나고 가장 특징적인 것이

광석의 Eu 이상치의 크기이다. Huston and Logan

(2004)은 알고마 유형 호상철광상의 Eu 이상치가 1.8

보다 크고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의 Eu 이상치의

크기가 1.8 보다 작음을 제안했다. 이러한 Eu 이상치

의 차이는 알고마 유형 호상철광상의 형성 과정에서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보다 더 많은 화산 관련된

열수 분출 성분이 포함되었다는 것을 의미한다(Bekker

et al., 2010). 이번 연구 결과와 Liu et al. (2018)의

결과를 종합해보면, 우강 호상철광상의 Eu 이상치의

평균값은 1.63으로 나타난다. 이를 통해서 우강 호상철

광상의 철광석이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의 특징을

보임을 확인할 수 있었다. 

우강 호상철광상이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임을

지시하는 증거는 또 있다. 야외 노두상에서 우강 호상

철광상은 대리석, 편마암, 규암, 준편마암과 함께 나타

Fig. 7. Elemental ratio plots with three component

(Alexander et al., 2008). Comparable data (Liu et al.,

2018) are plotted together. The values of the high–

temperature hydrothermal fluid (Bau and Dulski, 1999),

seawater (Alibo and Nozaki, 1999) and upper continental

crust (Rudnick and Gao, 2003) used three end member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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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고, 화산성 물질과 관련성이 낮다고 보고되어 있다

(Liu et al., 2018). 실제로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되

던 시기인 2.45–2.60Ga에는 연구 지역과 인근지역 화

산활동이 보고되지 않았다(Liu et al., 2018). 이러한

지질학적 특징들은 우강 호상철광상이 화산활동과 밀

접한 연관성이 없음을 지시하고 있다. 

이뿐만 아니라 본 논문에서 철광석의 주원소와 희토

류원소 연구 결과 우강 호상철광상의 형성 과정에서

지각 물질의 유입 가능성을 제시한바 있고, 몇몇의 철

광석 시료에서 나타나는 음의 Ce이상치는 상대적으로

산화된 얕은 바다 환경에서 우강 호상철광상이 침전되

었음을 나타내고 있다(Liu et al., 2018). 이러한 지구

화학적 특징을 설명 할 수 있는 지구조적인 환경은 대

륙붕 연안이나 후열도 분지환경이다(Gross, 1980). 결

론적으로 우강 호상철광상은 대륙붕 연안이나 후열도

분지환경에서 형성되었음을 추론해 볼 수 있고, 이는

우강 호상철광상이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에 해당

됨을 지시해준다.

 

5. 결 론

본 논문에서는 북중국에 타이후아 복합체에 위치하

고 있는 우강 호상철광상의 형성 메커니즘을 지구화학

적인 방법으로 밝히는 연구를 수행하였다. 연구 결과

에 따르면 우강 호상철광상은 주로 해수와 0.1~1 %

를 차지하는 열수의 혼합 시스템에 의해 철을 공급받

아서 형성되었는데, 이 과정에서 지각으로부터의 철 공

급이 있었다. 몇몇의 시료에서 관찰되는 음의 Ce이상

치를 통해서 산화 환경에 조성 될 수 있는 대륙붕 연

안이나 후열도 분지환경에서 우강 호상철광상이 형성

되었음을 추측할 수 있었고, 야외 노두상에서 관찰되

는 주변 암상과의 관계를 통해서 화산 활동과의 연관

성은 보이지 않음을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우강 호

상철광상은 슈피리어 유형 호상철광상에 해당한다고 판

단된다.

사 사

본 논문은 한국연구재단(과제번호 NRF–2016K2A9A

2A06005012)의 지원을 받아 진행되었다. 

References

Alexander, B.W., Bau, M., Andersson, P. and Dulski, P.

(2008) Continentally-derived solutes in shallow
Archean seawater: rare earth element and Nd isotope
evidence in iron formation from the 2.9 Ga Pongola
Supergroup, South Africa.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v.72, p.378-394.

Alibo, D.S. and Nozaki, Y. (1999) Rare earth elements in
seawater: particle association, shale-normalization,
and Ce oxidation.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v.63, p.363-372.

Basta, F.F., Maurice, A.E., Fontboté, L. and Favarger, P.-Y.
(2011) Petrology and geochemistry of the banded iron
formation (BIF) of Wadi Karim and Um Anab, Eastern
Desert, Egypt: implications for the origin of
Neoproterozoic BIF. Precambrian Research, v.187,
p.277-292.

Bau, M. and Dulski, P. (1996) Distribution of yttrium and
rare-earth elements in the Penge and Kuruman iron-
formations, Transvaal Supergroup, South Africa.
Precambrian Research, v.79, p.37-55.

Bau, M. and Dulski, P. (1999) Comparing yttrium and
rare earths in hydrothermal fluids from the Mid-
Atlantic Ridge: implications for Y and REE behaviour
during near-vent mixing and for the Y/Ho ratio of
Proterozoic seawater. Chemical Geology, v.155, p.77-90.

Bekker, A., Slack, J.F., Planavsky, N., Krapež, B.,
Hofmann, A., Konhauser, K.O. and Rouxel, O.J. (2010)
Iron formation: the sedimentary product of a complex
interplay among mantle, tectonic, oceanic, and biospheric
processes. Economic Geology, v.105, p.467-508.

Bolhar, R., Kamber, B.S., Moorbath, S., Fedo, C.M. and
Whitehouse, M. (2004) Characterisation of early
Archaean chemical sediments by trace element
signatures. Earth Planetary Science Letters, v.222,
p.43-60.

Bolhar, R., Van Kranendonk, M.J. and Kamber, B.S.
(2005) A trace element study of siderite–jasper
banded iron formation in the 3.45 Ga Warrawoona
Group, Pilbara Craton—formation from hydrothermal
fluids and shallow seawater. Precambrian Research,
v.137, p.93-114.

Danielson, A., Möller, P. and Dulski, P. (1992) The
europium anomalies in banded iron formations and
the thermal history of the oceanic crust. Chemical
Geology, v.97, p.89-100.

Diwu, C., Sun, Y., Lin, C. and Wang, H. (2010) LA-(MC)-
ICPMS U-Pb zircon geochronology and Lu-Hf isotope
compositions of the Taihua complex on the southern
margin of the North China Craton. Chinese Science
Bulletin, v.55, p.2557-2571.

Gross, G.A. (1980) A classification of iron formations
based on depositional environments. The Canadian
Mineralogist, v.18, p.215-222.

Han, C., Xiao, W., Su, B., Chen, Z., Zhang, X., Ao, S.,
Zhang, J., Zhang, Z., Wan, B. and Song, D. (2014)
Neoarchean Algoma-type banded iron formations
from Eastern Hebei, North China Craton: SHRIMP
U-Pb age, origin and tectonic setting. Precambrian
Research, v.251, p.212-231.

Holland, H.D. (1984). The chemical evolution of the
atmosphere and oceans. Princeton University Press.

Huang, X.-L., Niu, Y., Xu, Y.-G., Yang, Q.-J. and Zhong, J.-W.
(2010) Geochemistry of TTG and TTG-like gneisses



북중국 우강 지역에 분포하는 호상철광상의 성인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221

from Lushan-Taihua complex in the southern North
China Craton: implications for late Archean crustal
accretion. Precambrian Research, v.182, p.43-56.

Huston, D.L. and Logan, G.A. (2004) Barite, BIFs and
bugs: evidence for the evolution of the Earth’s early
hydrosphere. Earth and Planetary Science Letters,
v.220, p.41-55.

Isley, A.E. and Abbott, D.H. (1999) Plume?related mafic
volcanism and the deposition of banded iron
formation. Journal of Geophysical Research: Solid
Earth (1978–2012), v.104, p.15461-15477.

Klein, C. (2005) Some Precambrian banded iron-
formations (BIFs) from around the world: Their age,
geologic setting, mineralogy, metamorphism, geo-
chemistry, and origins. American Mineralogist, v.90,
p.1473-1499.

Lan, C., Zhang, L., Zhao, T., Wang, C., Li, H. and Zhou, Y.
(2013) Mineral and geochemical characteristics of the
Tieshanmiao-type BIF-iron deposit in Wuyang region
of Henan Province and its implications for ore-
forming processes. Acta Petrologica Sinica, v.29,
p.2567-2582.

Lan, T.-G., Fan, H.-R., Santosh, M., Hu, F.-F., Yang, K.-F.
and Liu, Y. (2014) U–Pb zircon chronology, geo-
chemistry and isotopes of the Changyi banded iron
formation in the eastern Shandong Province:
Constraints on BIF genesis and implications for
Paleoproterozoic tectonic evolution of the North
China Craton. Ore Geology Reviews, v.56, p.472-486.

Li, H., Zhai, M., Zhang, L., Yang, Z., Kapsiotis, A., Zhou, Y.,
He, J., Wang, C. and Liang, J. (2014) Mineralogical and
microfabric characteristics of magnetite in the Wuyang
Precambrian BIFs, southern North China Craton:
Implications for genesis and depositional processes of
the associated BIFs.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v.94, p.267-281.

Liu, D., Wilde, S.A., Wan, Y., Wang, S., Valley, J.W., Kita, N.,
Dong, C., Xie, H., Yang, C. and Zhang, Y. (2009)
Combined U–Pb, hafnium and oxygen isotope analysis
of zircons from meta-igneous rocks in the southern
North China Craton reveal multiple events in the Late
Mesoarchean–Early Neoarchean. Chemical Geology,
v.261, p.140-154.

Liu, L., Zhang, H., Yang, X. and Li, Y. (2018) Age, origin
and significance of the Wugang BIF in the Taihua
complex, Southern North China Craton. Ore Geology
Reviews, v.95, p.880-898.

Lu, J.-S., Wang, G.-D., Wang, H., Chen, H.-X. and Wu, C.-M.
(2014) Palaeoproterozoic metamorphic evolution and
geochronology of the Wugang block, southeastern
terminal of the Trans-North China Orogen. Precam-
brian Research, v.251, p.197-211.

McLennan, S. (1989) Rare earth elements in sedimentary

rocks; influence of provenance and sedimentary
processes. Reviews in Mineralogy and Geochemistry,
v.21, p.169-200.

Nozaki, Y., Zhang, J. and Amakawa, H. (1997) The
fractionation between Y and Ho in the marine
environment. Earth Planetary Science Letters, v.148,
p.329-340.

Ohmoto, H. (2003) Nonredox transformations of
magnetite-hematite in hydrothermal systems. Economic
Geology, v.98, p.157-161.

Pecoits, E., Gingras, M., Barley, M., Kappler, A., Posth, N.
and Konhauser, K. (2009) Petrography and geochemistry
of the Dales Gorge banded iron formation: Paragenetic
sequence, source and implications for palaeo-ocean
chemistry. Precambrian Research, v.172, p.163-187.

Rudnick, R.L. and Gao, S. (2003). 3.01 - Composition of
the Continental Crust. in: Holland, H.D., and Turekian,
K.K. (Eds.), Treatise on geochemistry. Pergamon,
Oxford, pp. 1-64.

Sholkovitz, E.R., Landing, W.M. and Lewis, B.L. (1994)
Ocean particle chemistry: the fractionation of rare
earth elements between suspended particles and
seawater. Geochimica et Cosmochimica Acta, v.58,
p.1567-1579.

Trendall, A. (2009) The significance of iron-formation in
the Precambrian stratigraphic record. Precambrian
sedimentary environments: A modern approach to
depositional systems, v.33, p.33-66.

Yao, T., Li, H.-M., Li, W.-J., Li, L.-X. and Zhao, C. (2015)
Origin of the disseminated magnetite pyroxenite in
the Tieshanmiao-type iron deposits in the Wuyang
region of Henan Province, China. Journal of Asian
Earth Sciences, v.113, p.1235-1252.

Zhai, M. and Santosh, M. (2013) Metallogeny of the
North China Craton: link with secular changes in the
evolving Earth. Gondwana Research, v.24, p.275-297.

Zhang, X., Zhang, L., Xiang, P., Wan, B. and Pirajno, F.
(2011) Zircon U–Pb age, Hf isotopes and geochemistry
of Shuichang Algoma-type banded iron-formation,
North China Craton: constraints on the ore-forming
age and tectonic setting. Gondwana Research, v.20,
p.137-148.

Zhao, G., Sun, M., Wilde, S.A. and Sanzhong, L. (2005)
Late Archean to Paleoproterozoic evolution of the
North China Craton: key issues revisited. Precambrian
Research, v.136, p.177-202.

Zhu, M., Dai, Y., Zhang, L., Wang, C. and Liu, L. (2015)
Geochronology and geochemistry of the Nanfen iron
deposit in the Anshan-Benxi area, North China
Craton: Implications for~ 2.55 Ga crustal growth and
the genesis of high-grade iron ores. Precambrian
Research, v.260, p.23-38.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