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Olon Ovoot gold mine, Mongolia, is located in the Omnogobi province which is south 500 km from Ulaanbaa-

tar. The mine area consists of the Devonian Bot-Uul khudag formation, the Upper Devonian intrusions, and the

Upper Devonian or the Early Jurassic quartz veins. The quartz veins contain from 1 to 32 g/t gold with an average

of 5 g/t gold. The quartz veins vary from 0.2 m to 25 m and are concordant or discordant with foliation of the

green-schist. The mineralogy of the quartz veins is simple and consists of mainly of white massive quartz with

partly transparent quartz in cavity. Quartz, sericite, chlorite, pyrite and carbonates(ankerite, dolomite and siderite)

were observed in the alteration zone. Carbonate minerals occur as disseminated, coarse or fine grains with quartz,

sericite, chlorite and pyrite near vein margin or within wall-rock xenoliths in quartz vein. Ankerite is present as

later dark grey ankerite(13.51 to 16.89 wt.% FeO) and early white grey ankerite(16.67 to 19.90 wt.% FeO). The

FeO contents of early ankerite are higher than those of later ankerite. Dolomite contains from 3.89 to 10.44 wt.%

FeO and from 0.10 to 0.47 wt.% MnO. Dolomite is present as dark grey dolomite(4.06 to 6.87 wt.% FeO), light

white grey dolomite(6.74 to 7.58 wt.% FeO) and grey white dolomite(7.33 to 10.44 wt.% FeO). The FeO contents

of white grey dolomite are higher than those of dark grey dolomite. Siderite contains from 34.25 to 48.66 wt.%

FeO, from 6.79 to 14.38 wt.% MgO, from 0.06 to 0.26 wt.% MnO and from 2.08 to 8.08 wt.% Ca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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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론오보트 금 광산은 몽골 올란바타르의 남쪽 500 km 떨어진 옴노고비주에 위치한다. 광산일대의 주변지질은 데

본기의 보티울쿠닥층, 이를 관입한 후기 데본기의 관입암류, 후기 데본기 내지 조기 중생대의 석영맥으로 구성된다.

이 광산의 석영맥에서 금 품위는 1~32 g/t Au(평균 품위 5 g/t Au)이며 맥폭은 0.2~25 m 정도로 변화가 심하고

석영맥들은 모암의 엽리방향과 concordant하게 발달하나 일부 지역에선 discordant하게 발달한다. 석영맥에서 산출되

는 광물은 단순하고 이 석영맥은 백색 괴상으로 산출되나 일부 정동구조내에 자형의 석영이 관찰된다. 모암변질광물

로는 석영, 견운모, 녹니석, 황철석 및 탄산염광물(앵커라이트, 돌로마이트, 능철석)이다. 탄산염광물은 모암변질, 석영

맥의 주변부 및 석영맥내에 포획된 모암에서 조립내지 세립으로 석영, 견운모, 녹니석 및 황철석과 함께 산출된다. 조

기의 백회색 앵커라이트(16.67~19.90 wt.% FeO)는 후기에 산출된 암회색의 앵커라이트(13.51~16.89 wt.% FeO)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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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해 교대된다. 이것은 조기에 정출한 앵커라이트는 후기에 정출한 앵커라이트보다 FeO 함량이 높음을 의미한다. 암

회색 돌로마이트(4.06~6.87 wt.% FeO), 엷은 백회색 돌로마이트(6.74~7.58 wt.% FeO) 및 회백색 돌로마이트

(7.33~10.44 wt.% FeO)로 산출된다. 이것은 백회색의 돌로마이트의 FeO 함량이 암회색의 돌로마이트보다 높음을 의

미한다. 능철석은 34.25~48.66 wt.%(FeO), 0.06~0.26 wt.%(MnO), 2.08~8.08 wt.%(CaO) 및 6.79~14.38 wt.%(MgO)

값을 갖는다. 

주요어 : 올론오보트 금 광산, 산출광물, 화학조성, 모암변질, 탄산염광물

1. 서 언

최근들어 언론에서 분쟁광물에 대해 많은 보도가 되

고 있다. 그것은 미국에서 분쟁광물을 사용한 제품에

대해선 수입을 규제한다는 내용이다. 분쟁광물은 아프

리카 콩고민주공화국과 같이 분쟁지역에서 생산되는 광

물로써 주석, 탄탈, 텅스텐 및 금을 지칭한다. 금은 일

반적으로 보석용(52%), 재무용(18%), 투자용(16%), 산

업용(12%) 및 기타(2%)으로 사용된다(World Gold

Council, 2008). 국내 금 시세는 2011년 말 그램당

68,000원까지 상승하다가 2014년 현재 42,000원 정도

로 하락하였으며 앞으로도 당분간 금 시세가 하락할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그러나 금 시세 하락으로 인한

일부 대형 헤지펀드들은 다시 금에 대한 투자를 확대할

움직임이 있다고 보도하고 있다. 특히 산업용 금은 의치,

반도체, 휴대전화, 인공위성 및 미사일 등에 이용된다.

이와 같이 금은 외부적 환경에 의해 많은 영향을 받지

만 인류에게는 중요한 자원중의 하나임에 분명하다.

한국과 몽골은 1990년도에 국교수립을 했으며 2011

년 양국간 교역규모는 4억 1,000만 달러(수출 = 3억

4,987만 달러, 수입 = 6,062만 달러)이다. 우리나라의

수요 수출품은 자동차, 건설 및 광산장비 및 기호식품

등이며 수입품은 금속 및 비금속 광물과 석탄 등이다

(KIGAM, 2013). 산업통상자원부에 의하면 광물자원개

발 실적에서 몽골은 2010년 45개 사업이 진출되어 있

는 것으로 보고하고 있다. 2005년 이후 한국 기업체의

자원부분 투자가 증가하기 시작하여 2011년에 25.8%

로 광업이 몽골 총 투자 금액에서 가장 많았다. 그러

나 2013년 이후로 몽골 내 자원관련 정치 및 경제 불

안요소와 자원 민족주의로 인하여 과거 몽골에 진출한

한국 기업체들이 철수하고 있다. 몽골은 광물매장량 기

준 세계 10위의 자원 부국이며 6,000개 이상의 광물자

원 매장지에 약 80여종의 광물을 보유하고 있다. 이 중

1,170여 개의 광물자원 매장지에서 석탄, 구리, 몰리브

덴, 금 및 형석 등이 이미 생산되고 있으며 지금까지

몽골 면적의 25%가 탐사되었으나 앞으로 조사 및 탐

사작업이 진행되면 몽골 광물자원이 더 증가할 것이다

(KIGAM, 2013). 2011년도 미국 자원컨설팅 전문회사

Behre Dolbear에 의한 광물매장량이 많은 25개 국가를

대상으로 광물생산 투자환경(평가항목 = 경제상황, 정

치문제, 사회구조, 환경규제, 부정부페, 통화안정, 조세

제도 등) 비교에 의하면, 몽골은 11위로 중국(13위),

아르헨티아(15위), 인도네시아(18위), 남아프리카공화국

(19위) 및 러시아(25위)보다 상위에 해당된다. 따라서,

몽골은 앞으로도 해외자원 개발에 있어 주요한 국가중

의 하나임에 틀림없으며 향후 한반도를 종단하는 대륙

횡단 철도가 연결된다면 그 잠재성은 더욱 커질 것이다.

올론오보트(Olon Ovoot) 금 광산은 몽골 수도 울란

바타르 남서쪽 550 km 떨어진 곳에 위치한다. 2010

년과 2011년 몽골 희토류 광물자원 탐사 시 무쉬가이

후닥 광상과 올론오보트 금 광산에 대해 현장조사를

실시하였다. 이 금 광산은 현재 Mongol Gazar회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2010년 약 1.6 톤 정도의 금을

생산하였으며 몽골에서는 중형급 광상에 해당된다. 지금

까지 이 광산과 관련된 연구는 Chuluun et al. (1993)

과 Dawel et al. (2003)에 의한 주변지질에 대한 간

략한 결과만 있을 뿐 광상과 관련된 연구결과는 전무

한 실정이다. 따라서 이 연구에서는 과거 현장조사 시

채취한 모암, 모암변질 시료 및 광석시료를 대상으로

금 광화작용시 형성된 모암변질 산물인 탄산염광물의

산출상태 및 화학조성에 대해 고찰해 보고자 한다.

2. 몽골의 금 광상 현황

최근들어 몽골에서의 금은 몽골 광업부분에서 가장

빠르게 발전하고 있는 광종 중의 하나이다. 몽골의 확

인된 금 매장량은 513,000 kg(2010)이며, 금 생산량은

2003년 11,000 kg에서 2006년 22,000 kg으로 두배

정도 증가한 추세이다(KIGAM, 2013). 몽골의 금 산

출지역은 57개 지역으로 구성되며 각각의 금 산출지역

은 공간적이나 기원적으로 한 개 이상의 금 산출지 및

광상들과 다른 광종의 산출지 및 광상들로 구성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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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USGS, 2003). 또한 이들 금 산출지역은 지체구조 및

화성활동과 밀접한 관계를 갖는다. 몽골의 금광상에 대

한 성인은 1) Au-Ag epithermal deposit type, 2)

Granitoid-related Au deposit type, 3) Au skarn

deposit type, 4) Porphyry Au deposit type, 5) Lode

Au deposit type 및 6) Placer Au deposit type 등

으로 분류된다(USGS, 2003). Au-Ag epithermal

deposit type은 몽골에서 잠재성이 높은 광상형으로 저

유황 천열수 금 광상형과 고유황 천열수 금 광상형으

로 세분된다(USGS, 2003). 저유황 천열수 금 광상형

은 주로 몽골 동부에 분포하며 중생대 대륙융기 시 형

성된 화산암 및 퇴적암으로 구성된 지구대(grabens)와

지루대(horsts)사이의 단층대 내에 분포한다(USGS,

2003). 고유황 천열수 금 광상형은 주로 몽골 남부에

분포되며 고생대말 대륙주변호에서 형성된 반암형 Cu-

Au와 반암형 Cu광상들과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

는다(USGS, 2003). Granitoid-related Au deposit type

는 관입화성암체와 시-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갖으

며 이 관입화성암체는 지체구조상 호상열도, 대륙주변

호 또는 대륙융기대에서 형성된 근지성(epizonal) 화성

암체로써 주로 반려암, 섬록암, 화강섬록암 및 화강암

(calc-alkaline 및 sub-alkaline)으로 구성된다(USGS,

2003). 몽골에서 관찰되는 이 유형의 광상은 중생대 판

경계 조륙 융기대 및 대륙융기대에서 형성된 화성암체

와 관련되며 대표적인 광상은 보루광상이다(USGS,

2003). Au skarn deposit type는 대륙융기대, 능동형

대륙주변호 및 호상열도내 오피올라이트나 탄산염암을

관입한 sub-alkaline 반려암-섬록암-화강암과 관련되며

대표적인 광상은 코훌긴 콘디(Khohbulgiin Khondii)광

상이다(USGS, 2003). Porphyry Au deposit type은

지체구조상 중생대 능동형 대륙주변부에서 만들어진 암

주, 암맥 또한 각력상 파이프상 형태의 sub-alkaline

Fig. 1. Location map of the Olon Ovoot gold mine, showing the many Au-Ag, REE and Cu-Mo-Au deposi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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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강반암, 화강섬록반암 및 섬록반암과 밀접한 관계가

있으며 대표적인 광상은 카다트(Khadat), 카르막타이

(Kharmagtai), 오보트 카르(Ovoot Khyar) 광상들이다

(USGS, 2003). Lode Au deposit type은 지체구조상

부가훼지(accretionary wedge) 또는 능동형 대륙주변호

내에 관입한 휘록암 또는 섬록암과 관계있다. 몽골에

서의 이런 유형의 광상형은 올론오보트 광상이나 메르

겐 울(Mergen Uul)과 누크니누루(Nukhniinuruu) 지역

의 산출지 등이 대표적인 예이다. Placer Au deposit

type은 몽골에서 신제3기와 제4기에 형성되었으며 몽

골 북부 또는 북동부, 몽골 중앙부 및 몽골 남부 및

남서부에서 발견된다(USGS, 2003).

3. 주변지질 및 광상개요

올론오보트 금 광산은 몽골 우문고비주 만달오보의

북서방향 110 km(동경 104o09' 44'' , 북위 44o22' 28'' ),

즉 몽골 수도 울란바타르 남서쪽 550 km 떨어진 곳

에 위치한다(Fig. 1). 올론오보트 금 광산의 주변지질

조사는 1959년에서 1960년까지 1:500,000 지질도 작

성을 수행하였으며 1974년에서 1977년까지는 1:200,000

지질도 작성을 수행하였다. 이 올론오보트 금 광산의

주변지질은 데본기의 보티울쿠닥(Boti-Uul Khudag) 층,

이를 관입한 후기 데본기의 관입암류, 후기 데본기 내

지 조기 중생대의 석영맥 및 제4기의 퇴적물로 구성된

다(Chuluun et al., 1993) (Fig. 2). 데본기의 보티울

쿠닥층은 이 광산일대 폭 넓게 분포하며 주로 변성사

암, 슬레이트 및 녹색편암으로 구성된다. 이 광산일대

에서 관찰되는 녹색편암은 엽리방향은 주로 NE내지

NW방향성을 갖으며 육안상 녹색운모류 및 석영 등이

관찰된다. 후기 데본기의 관입암류는 광산일대에 다양

한 크기로 도처에 분포되며 주로 암주 및 암맥상으로

연장성과 폭은 산출지역에 따라 다양하게 산출되나 주

된 암종은 안산암이다. 이 암석은 보티울쿠닥층을 후

기에 관입하였으며 데본기 이후의 구조운동에 의해

NE 및 NW 방향의 구조규제를 받고 있다. 후기 데본

기 내지 조기 중생대의 석영맥은 연장 40 km 및 폭

150~200 m정도의 북동방향의 돌론군(Doloon gun)

단층대를 따라 데본기의 보티울쿠닥층과 안산암을 관

입하여 발달되며 석영맥 주변부에는 변질대가 다양한

형태로 산출된다. 이 석영맥은 주로 안산암과 보티울

쿠닥층의 녹색편암 경계부나 안산암내에 발달된 단층

대를 따라 주로 산출되나 일부 보티울쿠닥층내에 산출

되기도 한다. 이 석영맥의 연장성과 맥폭은 지역에 따

라 다양하게 산출된다(Chuluun et al., 1993). 제4기의

퇴적물은 광산의 동측에서 남북방향으로 분포하며 주

Fig. 2. Generalized geological map of the Olon Ovoot gold mine, showing the orientation of the principal quartz veins and

alteration zones(modified from Chuluun et al., 199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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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자갈과 모래로 구성된다(Chuluun et al., 1993).

올론오보트 금 광산은 몽골 우문고비주내에 위치하

며 그 주변에는 무쉬가이 후닥 REE 광상, 많은 금-은

광상 및 Cu-Mo-Au 광상들이 분포한다(Fig. 1B). 몽골

내 주요 금 생산 광산은 보루(Boroo), 나란털(Narantol),

붐바트(Bumbat) 및 올론오보트(Olon Ovoot)등이 있다

(KIGAM, 2013). 올론오보트 금 광산은 1989년부터

1991년까지 1:2,000 정밀 금 광화작용 및 모암변질작

용에 대한 광체도를 작성하였다. 1994년부터 채굴되기

시작하여 1998년 이내로 Mongol Gazar회사에 의해

개발되고 있으며 약 66 ha2에 대하여 탐사가 진행되었다.

이 광산은 크게 5개의 광체로 구성되며 각각이 동광

체, 중앙광체, 타가안톨고이(Tsagaantolgoi)광체, 타가안

톨고이-2(Tsagaantolgoi-2)광체 및 쿠렌톨고이(Khuren-

tolgoi)광체로 명명하였다(Fig. 2). 이 광산은 1992년부

터 1994년까지 타가안톨고이광체에 대해 트렌치 및 시

추탐사를 진행하여 170,000 톤(평균 금 품위 3.44 g/t)

의 원석과 580 kg 회수 가능 금 매장량을 발견하였다.

그리고 이 시기에 추가적인 광체를 찾기 위하여 지화

학 및 지구물리탐사(전자기탐사) 등을 실시하였다. 또

한 2003년 이후로 중앙광체와 쿠렌톨고이광체를 대상

으로 40~80 m 간격으로 트렌치 탐사 및 총 23개 공

에 대한 시추탐사를 실시하였다. 

이 광산은 2003년에 광석으로부터 금을 회수하기 위

해 비중분리법을 이용한 선광시설을 건설 및 증축하였

으며 일일 광석처리량은 약 2,000톤에 해당된다. 또한

이 광산의 금의 회수율은 2004년 91.5% 정도이며 약

940만톤의 원석을 가지고 있고 2010년 한해 금 생산량

은 약 1.6톤 정도이다. 이 광산의 금 품위는 1~32 g/t

Au(평균 품위 5 g/t Au)이며 2010년 현재 금 매장량

은 약 18톤 정도 매장되어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 

4. 탄산염광물의 산출상태 및 화학조성

올론오보트 금 광산에서 관찰되는 석영맥들은 고생

대 데본기의 변성퇴적암류와 안산암내에 발달된 NE내

지 NW방향의 단층대를 따라 충진한 열수성 맥상으로

팽축이 심하여 주로 렌즈상 형태로 산출되며 노천채굴

을 실시하고 있다(Figs. 2 and 3A, 3B). 이들 석영맥

들은 연장성이 수십 m에서 수백 m 정도이나 최대

900 m 이상인 것도 산출된다(Fig. 2). 이 광산은 5개의

광체들로 구성되며 동광체에서 관찰되는 석영맥은

Fig. 3. Open pit mining scope and quartz veins from the Olon Ovoot gold mine. (A) and (B). Scope of open pit mining(source

= google map), (C) and (D). Close-up of white massive quartz vein, wallrock alteration(silicification and pyritization) and

host rock(green schist or andesite). Abbreviations: Do = dolomite, Py = pyrite, Qtz = quart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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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80-85E, 65-75NW의 주향과 경사를 갖으며 맥폭은

10~25 m 정도이다. 중앙광체에서 관찰되는 석영맥은

N5W, 50-80NE의 주향과 경사를 갖으며 맥폭은

15~20 m 정도이다. 타가안톨고이 광체의 석영맥은

N15W, 65-75NE의 주향과 경사를 갖으며 쿠렌톨고이

광체의 석영맥은 N15W, 65NE의 주향과 경사를 갖으

며 맥폭은 15~20 m 정도이다(Fig. 2). 또한 이들 석

영맥들은 모암의 엽리방향과 concordant하게 발달하며

일부 지역에선 discordant하게 발달한다. 석영맥은 백

색 괴상으로 산출되며 일부 정동구조 내에 자형의 석

영이 관찰된다(Fig. 3C, 3D). 모암변질로는 규화작용,

황철석화작용, 견운모화작용, 녹니석화작용 및 탄산염

암작용 등이 관찰된다(Fig. 3C, 3D). 육안상 괴상백색

석영맥에서 관찰되는 광석광물로는 자형의 황철석만 관

찰되고 다른 광석광물들은 현미경하에서만 관찰된다.

광산조사 시 금 품위는 철산화물이 관찰되는 산화대

부분에서 산화대가 관찰되지 않는 신선한 부분보다 높

게 산출되며 산화대 깊이는 약 70~80 m 정도가 된

다(Chuluun et al., 1993). 또한 금은 개별입자로 산출

되거나 철 산화물과 함께 산출되며 그 크기는 최대

Fig. 4. BSEs and microphotograph of minerals from quartz veins of the Olon Ovoot gold mine. (A) and (B). Dolomite, sericite

and chlorite coexisting with quartz, pyrite and rutile. (C). Ankerite and dolomite coexisting with quartz and sericite. (D).

Siderite occurs at margin part of ankerite and sericite coexisting with dolomite and quartz. (E) and (F). Ankerite and dolomite

coexisting with pyrite, galena, monazite, electrum and altaite. Abbreviations: An = ankerite, At = altaite, Ch = chlorite, Do =

dolomite, El = electrum,Gn = galena, Mo = monazite, Py = pyrite, Qtz = quartz, Ru = rutile, Se = sericite, Si = side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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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4 mm 정도이고 금의 화학조성은 93~95 atomic %

Au를 갖는다(Chuluun et al., 1993). 광산의 야외조사

와 채취한 시료들에 대한 광물들의 산출상태, 공생관

계, 조직 및 화학조성을 알아보기 위해 실내에서 Leica

편투과-반사 현미경 및 전북테크노파크에 설치된

Shimadzu사 EPMA-1610을 이용하였다. 

이 광산에서 산출되는 광물들은 석영, 앵커라이트

(ankerite), 돌로마이트, 능철석, 견운모, 녹니석, 인회석,

금홍석, 모나자이트, 유비철석, 황철석, 황동석, 방연석,

에렉트럼, 알타이트(altaite), 테난타이트(tennantite) 및

철산화물 등이다(Fig. 4). 

앵커라이트는 모암변질, 석영맥의 주변부 및 석영맥

내에 포획된 모암에서 산출되나 육안상 식별은 어렵고

현미경하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광물은 석영, 돌로마

이트, 능철석, 견운모, 녹니석 및 황철석 등과 함께 산

출되나 주로 석영, 돌로마이트 및 견운모와 함께 산출

된다(Fig. 4C, 4D). 이 광물은 탄산염광물 중 돌로마

이트 다음으로 산출빈도와 산출량이 많다. 일반적으로

탄산염광물(앵커라이트와 돌로마이트)는 결정구조나 형

태학적으로 매우 유사하기 때문에 화학분석을 통한 이

Table 1. Chemcial analyses of ankerites from the Olon Ovoot Au mine

Sample

No.

Olon-

1-5

Olon-

1-6

Olon-

1-7

Olon-

1-8

Olon-

1-9

Olon-

1-10

Olon-

1-11

Olon-

1-12

Olon-

1-12(1)

Olon-

1-13

Olon-

1-13(1)

Olon-

1-14

Olon-

1-15

Oxide(wt.%)

CaO 27.97 27.26 28.17 27.99 28.24 28.24 28.49 27.79 27.81 27.56 27.63 27.52 28.27

MgO 10.23 11.07 8.73 11.03 8.69 10.76 8.93 7.75 7.90 10.44 10.37 10.17 8.61

MnO 0.81 0.75 0.71 1.89 0.73 1.52 0.74 0.71 0.68 0.85 0.81 0.86 0.73

FeO 16.36 15.86 18.39 14.19 18.19 14.93 18.65 19.90 19.81 16.80 16.42 16.89 18.51

CO2* 43.64 43.66 43.35 43.87 43.25 44.00 43.99 42.90 43.01 43.85 43.57 43.58 43.38

Total 99.01 98.60 99.35 98.97 99.10 99.45 100.80 99.05 99.21 99.50 98.80 99.02 99.50

Number of atoms on the basis of 6 oxygens

XCa 1.006 0.980 1.020 1.001 1.025 1.007 1.016 1.017 1.015 0.987 0.995 0.991 1.023

XMg 0.512 0.554 0.446 0.549 0.439 0.534 0.443 0.395 0.401 0.520 0.520 0.510 0.433

XMn 0.023 0.021 0.020 0.053 0.021 0.043 0.021 0.021 0.020 0.024 0.023 0.024 0.021

XFe 0.230 0.445 0.520 0.396 0.515 0.416 0.519 0.568 0.564 0.469 0.462 0.475 0.523

End-member contents(%) 

FeCO3 23.23 22.49 26.26 20.36 26.04 21.24 26.24 28.71 28.49 23.76 23.36 24.03 26.41

MgCO3 25.89 27.98 22.22 28.20 22.17 27.29 22.40 19.93 20.26 26.32 26.29 25.80 21.90

CaCO3 50.88 49.53 51.53 51.44 51.79 51.47 51.36 51.36 51.25 49.93 50.35 50.17 51.68

Sample 

No.

Olon-

1-16

Olon-

3-8

Olon-

3-9

Olon-

3-10

Olon-

3-10(1)

Olon-

3-11

Olon-

3-L1

Olon-

3-L7

Olon-

4-1

Olon-

4-2

Olon-

4-3

Olon-

4-4

Oxide(wt.%)

CaO 28.70 28.18 27.65 28.42 27.88 29.95 27.71 27.61 27.70 27.62 27.74 27.93

MgO 12.01 10.62 9.95 10.54 10.62 10.00 10.55 10.82 10.50 10.55 10.43 11.47

MnO 0.96 0.82 0.88 0.82 0.80 1.27 0.68 0.66 0.68 0.73 0.79 0.97

FeO 13.51 16.76 17.19 16.54 16.76 14.21 16.78 16.48 16.78 16.67 17.25 14.91

CO2* 44.51 44.49 43.64 44.45 44.24 43.92 43.98 43.99 43.90 43.86 44.22 44.18

Total 99.69 100.87 99.31 100.77 100.30 99.35 99.69 99.56 99.56 99.43 100.43 99.46

Number of atoms on the basis of 6 oxygens

XCa 1.012 0.994 0.994 1.003 0.989 1.070 0.989 0.985 0.990 0.988 0.985 0.992

XMg 0.589 0.521 0.498 0.518 0.524 0.497 0.524 0.537 0.522 0.525 0.515 0.567

XMn 0.027 0.023 0.025 0.023 0.022 0.036 0.019 0.019 0.019 0.021 0.022 0.027

XFe 0.372 0.462 0.483 0.456 0.464 0.396 0.468 0.459 0.468 0.466 0.478 0.413

End-member contents(%)

FeCO3 18.85 23.34 24.43 23.06 23.47 20.18 23.60 23.17 23.64 23.52 24.17 20.96

MgCO3 29.86 26.37 25.21 26.19 26.51 25.32 26.46 27.11 26.37 26.54 26.05 28.74

CaCO3 51.29 50.29 50.35 50.75 50.02 54.50 49.94 49.72 49.99 49.94 49.79 50.30

* = Calculated based on stoich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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들 광물의 Mg : Fe 비를 이용하여 구별할 수 있다

(Deer et al., 1966). 앵커라이트에 대한 EPMA 분석

결과, FeO 함량은 13.51~19.90 wt.%, MgO 함량은

7.75~12.01 wt.%, MnO 함량은 0.66~1.89 wt.% 값

을 갖으며 Mg 앵커라이트로 산출된다(Table 1). 앵커

라이트의 단일광물내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감에 따라

화학조성 변화를 살펴보면, CaO 함량, FeO 함량 및

MgO 함량은 중심부에서 주변부로 감에 따라 변화가

관찰되나 일부 시료에선 이들 원소들의 함량변화가 관

찰되지 않는다. 또한 앵커라이트의 화학조성 변화는 함

께 산출되는 광물들의 종류에 따라 화학조성 변화가

관찰되지 않는다. 이 광물은 현미경하에서 식별이 어

려우나 BSE 이미지 관찰을 통하여 두가지 종류로 구

별되며, 조기에 형성된 앵커라이트는 후기에 형성된 앵

커라이트에 의해 교대된다(Fig. 5). 조기에 형성된 앵커

라이트 화학조성은 FeO 함량이 16.67~19.90 wt.%,

MgO 함량이 7.75~10.55 wt.%, MnO 함량이 0.71~

0.79 wt.% 값을 갖는다. 반면 후기에 형성된 앵커라이트

의 화학조성은 FeO 함량이 13.51~16.89 wt.%, MgO

함량이 9.95~12.01 wt.%, MnO 함량이 0.75~1.89 wt.%

값을 갖는다. 이것은 조기에 형성된 앵커라이트는 후

기에 형성된 앵커라이트보다 FeO 함량은 높고 MgO

및 MnO 함량은 낮다(Table 1). 

돌로마이트는 모암변질, 석영맥의 주변부 및 석영맥

내에 포획된 모암에서 산출되며 육안상 일부 식별되나

대부분 현미경하에서 주로 관찰된다(Fig. 3D). 이 광물

Fig. 5. BSEs of ankerite from quartz veins of the Olon Ovoot

gold mine. (A) and (B). White grey ankerite is replaced by

dark grey ankerite. Abbreviations: An = ankerite, Qtz =

quartz, Se = sericite, Si = siderite.

Table 2. Chemcial analyses of dolomites from the Olon Ovoot Au mine

Sample

No.

Olon-

3-1

Olon-

3-2

Olon-

3-3

Olon-

3-4

Olon-

3-5

Olon-

3-6

Olon-

3-7

Olon-

3-l2

Olon-

3-l3

Olon-

3-l4

Olon-

3-l5

Olon-

3-l6

Oxide(wt.%)

CaO 28.01 27.73 29.04 28.36 29.71 29.41 29.15 28.59 29.66 30.84 31.47 30.04

MgO 18.77 20.75 20.41 17.31 17.18 16.08 17.27 17.10 19.69 14.53 15.87 13.15

MnO 0.22 0.15 0.10 0.14 0.35 0.47 0.24 0.25 0.16 0.40 0.39 0.42

FeO 6.74 4.67 3.89 7.47 6.39 7.33 7.58 6.87 4.06 7.69 6.59 10.44

CO2* 46.74 47.37 47.52 45.82 46.21 45.42 46.53 45.47 47.36 45.03 46.30 44.59

Total 100.48 100.67 100.96 99.10 99.84 98.71 100.77 98.28 100.93 98.49 100.62 98.64

Number of atoms on the basis of 6 oxygens

XCa 0.941 0.919 0.959 0.971 1.009 1.016 0.983 0.987 0.983 1.075 1.067 1.057

XMg 0.877 0.957 0.938 0.825 0.812 0.773 0.811 0.821 0.908 0.705 0.748 0.644

XMn 0.006 0.004 0.003 0.004 0.009 0.013 0.006 0.007 0.004 0.011 0.010 0.012

XFe 0.177 0.121 0.100 0.200 0.169 0.198 0.200 0.185 0.105 0.209 0.174 0.287

End-member contents(%)

FeCO3 8.86 6.05 5.02 10.01 8.51 9.95 10.01 9.29 5.26 10.52 8.76 14.43

MgCO3 43.98 47.92 46.96 41.33 40.79 38.91 40.66 41.20 45.49 35.43 37.62 32.39

CaCO3 47.16 46.03 48.02 48.67 50.70 51.14 49.33 49.51 49.25 54.05 53.62 53.18

* = Calculated based on stoich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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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석영, 앵커라이트, 능철석, 견운모, 녹니석 및 황철

석 등과 함께 산출되나 주로 석영, 앵커라이트, 견운모

및 능철석과 함께 산출된다(Fig. 4). 돌로마이트는 탄산

염광물 중 산출빈도와 산출량이 가장 많다. 돌로마이

트에 대한 EPMA 분석 결과, FeO 함량은 3.89~

10.44 wt.%, MnO 함량은 0.10~0.47 wt.% 값을 갖

으며 Fe 돌로마이트로 산출된다(Table 2). 현미경하에

서 돌로마이트는 서로 다른 상으로 구별되지 않지만

EPMA에 의하면 3개의 상으로 관찰된다(Fig. 6A). 그

림 6A에서 보는 것과 같이, 암회색 돌로마이트와 엷은

백회색 돌로마이트는 연정조직으로 관찰되며 회백색 돌

로마이트는 이들 돌로마이트에 의해 교대되어 산출된

다. 이들 돌로마이트에 대한 정성분석 결과는 그림 6B

와 같이 FeO, MgO및 CaO함량의 차이를 알 수 있다

(Fig. 6B). 이를 토대로 돌로마아트의 화학조성을 살펴보

면, 회백색 돌로마이트의 FeO 함량은 7.33~10.44 wt.%,

MnO 함량은 0.40~0.47 wt.%, 엷은 백회색 돌로마이

트의 FeO 함량은 6.74~7.58 wt.%, MnO 함량은

0.14~0.24 wt.%이고 암회색 돌로마이트의FeO 함량은

4.06~6.87 wt.%, MnO 함량은 0.10~0.39 wt.%로써

주로 FeO 함량의 변화를 볼 수 있다(Table 2). 

능철석은 모암변질, 석영맥의 주변부 및 석영맥내에

포획된 모암에서 산출되나 육안상 식별은 어렵고 현미

경하에서 주로 관찰된다. 이 광물은 석영, 앵커라이트,

돌로마이트, 견운모, 녹니석 및 황철석 등과 함께 산출

되나 앵커라이트의 주변부를 따라 충진한 형태로 산출

Fig. 6. BSE and line mapping of dolomite from quartz

veins of the Olon Ovoot gold mine. (A). Different

dolomites coexisting with ankerite. (B) Line mapping of

dolomite. Abbreviations: An = ankerite, Do = dolomite.

Table 3. Chemcial analyses of siderites from the Olon Ovoot Au mine

Sample

No.

Olon-

1-17

Olon-

1-18

Olon-

1-18-1

Olon-

1-19

Olon-

1-20

Olon-

3-12

Olon-

3-13

Olon-

3-13-1

Olon-

3-13-2

Olon-

3-14

Olon-

3-15

Oxide(wt.%)

CaO 8.08 2.62 2.22 3.94 4.24 6.45 3.98 5.97 6.89 2.08 7.15

MgO 14.38 8.09 7.44 9.41 6.79 9.21 9.08 10.51 7.46 11.36 6.83

MnO 0.14 0.26 0.23 0.21 0.12 0.09 0.07 0.09 0.09 0.10 0.06

FeO 34.25 47.79 48.66 44.08 47.52 41.75 44.57 40.53 44.42 44.53 44.25

CO2* 43.11 40.33 39.82 40.50 39.92 40.75 40.38 41.04 40.82 41.38 40.21

Total 99.96 99.09 98.37 98.14 98.59 98.25 98.08 98.14 99.68 99.45 98.50

Number of atoms on the basis of 3 oxygens

XCa 0.147 0.051 0.044 0.076 0.083 0.124 0.077 0.114 0.132 0.039 0.140

XMg 0.364 0.219 0.204 0.254 0.186 0.247 0.246 0.280 0.200 0.300 0.185

XMn 0.002 0.004 0.004 0.003 0.002 0.001 0.001 0.001 0.001 0.002 0.001

XFe 0.487 0.726 0.749 0.667 0.729 0.628 0.676 0.605 0.667 0.659 0.674

End-member contents(%)

FeCO3 48.76 72.89 75.13 66.89 73.04 62.85 67.68 60.57 66.75 66.02 67.47

MgCO3 36.50 21.99 20.48 25.45 18.61 24.71 24.58 28.00 19.98 30.02 18.56

CaCO3 14.74 5.12 4.39 7.66 8.35 12.44 7.74 11.43 13.26 3.95 13.97

* = Calculated based on stoichiomet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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된다(Figs. 4D, 4E and 5). 이 광물은 탄산염광물 중 산

출빈도와 산출량이 가장 적다. 이 광물에 대한 EPMA

분석 결과, FeO 함량은 34.25~48.66 wt.%, MnO 함

량은 0.06~0.26 wt.%, CaO 함량은 2.08~8.08 wt.%

및 MgO 함량은 6.79~14.38 wt.% 값을 갖는 Mg

능철석으로 산출된다(Table 3). 이 능철석은 MgO와

CaO 함량의 변화 폭이 크게 산출되는 것이 특징이다. 

5. 결 론

몽골 남부에 위치하는 올론오보트 금 광산은 몽골에

서 중급 규모 광산으로 후기 고생대의 화성활동에 의

해 형성된 열수형 광상으로 보고되어 있다(Dawei et

al., 2003). 몽골의 대부분의 광상학 전공 학자들은 올

론오보트 금 광산이 조산형 금 광상이라 언급한다. 그

래서 2010년 및 2011년에 올론오보트 금 광산에서 야

외조사 시 채취한 모암변질 시료를 대상으로 현미경

및 화학분석을 실시하였으며 그 화학조성을 기초로 뉴

질랜드의 조산형 금 광상, 호주의 벤디고 ore filed 및

미국 오레곤 지열시추공에서 산출되는 탄산염광물들과

비교 분석하였다. 올론오보트 금 광산에서 관찰되는 모

암변질작용은 규화작용, 황철석화작용, 견운모화작용,

녹니석화작용 및 탄산염암작용 등이다. 또한 광석광물

로는 유비철석, 황철석, 황동석, 방연석, 에렉트럼, 알

타이트(altaite) 및 테난타이트(tennantite) 등이다. 이들

탄산염광물들의 화학조성 및 특히, 탄산염광물들은 석

영맥의 주변부를 따라 석영과 함께 산출되거나 석영맥

내에 포획된 모암에서 산출되며 앵커라이트, 돌로마이

트 및 능철석으로 산출된다. EPMA 하에서 이들 탄산

염광물의 산상은 여러 상으로 산출된다. 앵커라이트는

서로 다른 2 종류로 산출되며 조기에 정출된 앵커라이

트는 후기에 산출된 앵커라이트에 의해 교대된다. 여

기에서 조기에 정출한 앵커라이트는 후기에 정출한 앵

커라이트보다 FeO 함량은 높고 MgO 및 MnO 함량은

낮게 산출되는 특징이 있다. 또한 앵커라이트내에 소량

으로 산출되는 MnO 함량(r = -0.645814)은 FeO 함량

을 치환하여 산출된다. 앵커라이트의 화학조성을 기초로

CaCO3-MgCO3-FeCO3 삼각 다이어그램(Li et al., 1998;

Bargar and Keith, 1999; Christie and Brathwaite,

2003)에 도시하면 뉴질랜드의 조산형 금 광상과 호주

의 벤디고 ore filed에서 산출되는 앵커라이트 조성과

유사하나 다소 FeCO3 함량이 높게 산출된다(Fig. 7).

돌로마이트는 회백색 돌로마이트, 엷은 백회색 돌로마

이트 및 암흑색 돌로마이트가 산출된다. 이들 돌로마

이트의 FeO 함량은 7.33~10.44 wt.%(회백색 돌로마

이트), 6.74~7.58 wt.%(엷은 백회색 돌로마이트) 및

4.06~6.87 wt.%(암흑색 돌로마이트)로써 주로 FeO 함량

의 변화를 볼 수 있다. 여기에서 FeO함량(r = -0.89703)

과 MnO 함량(r = -0.84094)은 MgO 함량을 치환하여

산출된다. 또한 이 광물에 대한 화학조성을 기초로

CaCO3-MgCO3-FeCO3 삼각 다이어그램(Li et al., 1998;

Bargar and Keith, 1999; Christie and Brathwaite,

2003)에 도시하면 뉴질랜드의 조산형 금 광상과 미국

오레곤 지열시추공에서 산출되는 돌로마이트 조성과 유

Fig. 7. Ternary plots of carbonate compositions calculated from EPMA analyses in samples of wall-rock and veins. Also

shown are the orogenic gold deposits(Christie and Brathwaite, 2003), Bendigo gold orefield(Li et al., 1998) and Geothermal

drill holes(Bargar and Keith,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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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하다(Fig. 7). 능철석은 앵커라이트의 주변부를 따라

충진한 형태로 산출되며6.79~14.38 wt.%(MgO), 2.08~

8.08 wt.%(CaO) 및 0.06~0.26 wt.%(MnO) 값을 갖는

다. 능철석에 대한 화학조성을 기초로CaCO3-MgCO3-

FeCO3 삼각 다이어그램(Li et al., 1998; Bargar and

Keith, 1999; Christie and Brathwaite, 2003)에 도시

하면 뉴질랜드의 조산형 금 광상에서 산출되는 능철석

보다 다소 CaCO3 함량이 높게 산출되며 미국 오레곤

지열시추공에서 산출되는 능철석 조성과 유사한 특징

을 보인다(Fig. 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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