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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 order to grasp the geological characteristics, the occurrence mode of ore body and development potential of

Bophi Vum chromite mineralized zone in northwestern Myanmar,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KIGAM) and Department of Geological Survey and Mineral Exploration(DGSE) carried out joint explo-

ration targeting on the 6 km2 areas within the mineralized zone. Chromitites occur as a major Cr-ore body in the

Bophi Vum area, and are enveloped by dunitic peridotites. As a result of geological survey, the geological map of

Bophi Vum was drawn in the scale of 1:1,000, and we discovered that the chromitite ores are mainly distributed at

the elevation range between 200 and 400 m. The soil geochemistry was conducted by collecting total 114 soil sam-

ples in the interval of 50 m after pitting ground surface under 0.7-1 m. Geochemical anomaly maps of Cr, Ni, Fe,

and Mn were prepared by ICP-AES. 

Key words : chromite, geochemical anomaly, Bophi Vum, Myanmar

미얀마 북서부 보피붐 크롬-광화대에 대한 지질특성, 광체산상 및 개발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화대내 약

6 km2 탐사지역을 설정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미얀마 지질조사광물탐사국이 현지 공동조사를 수행하였다. 조사지

역 내 크롬광체는 주로 더나이트에 수반된 크롬철석암으로 해발 200-400 m 구간에 걸쳐 지표상에 분포하고 있는 것

을 확인하였으며 지표지질 및 광상조사를 수행하여 1:1,000 축척의 정밀 지질도 및 광상분포도를 작성하였다. 지질 및

광상 조사와 병행하여 토양 지화학 탐사를 수행하였으며, 50 m 간격으로 총 114개 지점에 대한 피팅탐사를 실시하

여 토양과 노두시료를 채취·분석 하였고, ICP-AES를 이용하여 Cr, Ni, Fe, Mn에 대한 지화학이상대도를 작성하였다.

주요어 : 크롬철석, 지화학이상, 보피붐, 미얀마

1. 서 언

희유금속(稀有金屬, rare metal)은 지각 내에 존재량

이 적거나 추출이 어려운 금속자원 중 현재 산업적 수

요가 있고 향후 수요 신장이 예상되는 금속원소, 또는

극소수의 국가에 매장과 생산이 편재되어 있거나 특정

국에서 전량을 수입해 공급에 위험성이 있는 금속원소

로 정의하며, 현재 수요가 있는 것과 향후 기술혁신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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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반되어 새로운 공업용 수요가 예측되는 것으로 35종

의 금속원소로 정의되고 있다(Choi et al., 2010). 

우리나라의 경우 금속광물자원의 99%를 수입에 의

존하고 있어 국제 자원시장 변화에 매우 취약하며, 자

원민족주의나 자원무기화시 심각한 경제적 타격을 피

할 수 없어 안정적인 자원확보가 국가 생존과 경제운

영에 직결되어 있다. 그래서, 정부는 산업통상자원부를

중심으로 6대 전략광종외에 10대 중점확보 희유금속

(Li, Cr, Mn, Mo, Co, W, In, REE, Mg, Ti)을 선정

하여 자주개발율 제고에 박차를 가하고 있다.

미얀마 광물자원 조사사업은 2012년 3월 개최된 제

1차 한-미얀마 광물위원회에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미얀마 광업부 산하의 지질조사광물탐사국(DGSE)과

공동으로 미얀마의 희유금속에 대한 공동탐사를 제안

했다. 그리고, 이에 지질조사광물탐사국(DGSE)에서 북

서부 깔레이에 부존하고 있는 무웰룻 Cr-Ni-PGM 광

화대(약 800 km2)를 공동탐사지역으로 제시했고 2012

년 2회에 걸쳐 해당 광화대에 대한 예비조사를 거쳐

그중 보피붐(Bophi Vum) 크롬철석 산출지를 2013년

~2015년 공동탐사지역으로 설정했다. 

보피붐(Bophi Vum) 크롬철석 산출지에서는 10여 개

소에 크롬철석 광체가 소규모로 노출되어 있으며, 인

근 주민들이 소규모 수작업의 노천채굴을 하고 있다.

현재까지 크롬철석의 광체에 대한 정밀한 조사 미비로

광체의 연장부 확인이 안되어 있다. 따라서, 보피붐 크

롬 광화대의 지질조사, 광상조사, 트렌치탐사, 시추탐

사를 통한 크롬철석의 자원량평가로 향후 개발 가능성

을 제시하고, 개발단계에 국내 기업이 선점할 수 있도

록 기술지원을 제공하고자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미얀마 북서부 보피붐 크롬철석 광

화대를 대상으로 2013년에 수행된 정밀지표지질조사와

지구화학탐사 결과를 고찰하여 보피붐 지역에 부존하

고 있는 크롬철석의 산출특성을 규명하는데 있다. 

2. 미얀마의 크롬 광화대 개요

크롬은 미얀마의 오피올라이트 층서와 관련된 뚜렷

한 금속광상구를 형성한다(Fig. 1). 최서단의 오피올라

이트대는 Pathein 남쪽에서부터 Naga Hills의 북쪽으

로 1,000 km이상 확장되어 있다(Chhibber, 1934). 두

번째 오피올라이트대는 Indawgyi 호수의 서쪽으로 놓

여있으며 옥 광산지역으로 확장되어진다. 세 번째 최

동단의 오피올라이트대는 Tagaung Taung에 분포되어

있다. 그 남단은 Kachin 주의 Mytkyina 북쪽에 위치

한 Kumon 산맥을 향해 북쪽으로 확장된다. 실질적으

로, 마지막 두 개의 오피올라이트대는 북쪽으로 두 갈

래로 나뉘는 한 개의 오피올라이트대에 속하며

Hutchison(1975)에 의해 Mandalay라인으로 명명되었다.

크롬철석 광상은 미얀마에서 넓게 분포되어 있으며

남북방향의 오피올라이트 방향과 연관되어 있다. 서쪽

오피올라이트대를 따라, 크롬철석광상은 Hinthada,

Mindon, Thayetmyo, Sidoktaya-Ngapa, Mindat-

Kanpetlet, Saw와 Mwetaung-Kalemyo에 잘 알려져

있다. Mwetaung에서는 적어도 40개의 크롬철석 광상

이 오피올라이트 층서의 더나이트층에 보고되었다. 크

롬철석은 노듈상 광석은 드물며 대개 괴상 유형이다.

크롬산화물 함량과 크롬 : 철 비율은 각각 35∼58%와

2.4~4.0이다(Wanger, 1983).

다른 중요한 크롬철석 산출지는 Tagaung Taung으로

Fig. 1. Distribution of chromite occurrence in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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써 44개의 지표면 트렌치 탐사에 의해 확인되었다(Soe

Win and Marlar Myo Myint, 1998). 크롬철석의 분

포는 Tagaung 육괴의 주변부를 따라 150 m의 층후를

가지는 더나이트 층의 주변부에 집중되어 있다. 크롬

철석 광상은 괴상유형이며 야금품위는 높은 크롬산화

물(42~58%)을 지시하고 크롬과 철의 비율은 3.0보다

크다.

3. 현지조사

3.1. 위치

조사지역인 보피붐(Bophi Vum) 크롬철석 광화대는

미얀마 행정구역상 친주(州)(Chin state)에 속하며, 남

북으로 약 6 km, 동서로 약 2 km의 면적에 해당한

다. 본 광화대는 깔레이(Kalay) 공항으로부터 북서쪽

방향 약 8 km 지점에 위치하고 있으며, 경위도 좌표

는 A(N23o 18', E93°56'), B(N23o 18', E94o 00'),

C(N23o 13', E94o 00'), D(N23o 13', E93o 56') 이다

(Fig. 2).

3.2. 광역지질

미얀마의 지체구조 발달사에 의하면 백악기 초기에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Sinoburmalaya 지괴가

북동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면서 Nan 봉합대를 따라서

Indochina 대륙지괴와 충돌하였으며,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지괴의 남동부에서 원시-동남아시아 반도가 형성

되었고, 동시에 인도 대륙지괴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

되면서 백악기 말에 Sinoburmalaya 대륙지괴 밑으로

해양지각이 섭입되어 크롬 광화대를 수반하는 ‘‘인도-

버마 오피올라이트 벨트’’가 형성되었다(Hutchison,

1975). 조사지역인 보피붐 크롬철석 광화대는 ‘‘인도-버

마 오피올라이트 벨트’’에 해당되며, 기존에 미얀마에

서 발간된 지질도(1: 250,000 축척)에 의하면 보피붐

크롬철석 광화대 지역의 서부에는 쐐기형 부가대에 속

하는 퇴적암층군이 남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동부에

는 사문암화 작용을 받은 오피올라이트 벨트가 분포하

고 있다(Wagner, 1983; Fig. 3).

3.3. 조사개요

탐사지역인 보피붐 크롬 광화대의 남쪽 하부 지역

(6km2)을 대상으로 정밀지표지질 및 광상조사와 토양

지구화학탐사를 수행하였다.

지질 및 광상조사: 1차 조사시에는 보피붐 크롬 광

화대에 분포하는 함-크롬광석 오피올라이트의 암상분

포와 크롬철석 광체의 산출 및 광물학적 특성 규명을

위해 1:5,000 축척의 지형도를 기본도로 하여 루트 맵

핑 작성과 시료를 채취하였다. 2차 조사에서는 광체를

중심으로 1:1,000 축척으로 간이측량을 통하여 조사를

Fig. 2. Location and geographic feature of Bophi Vum, Myan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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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오피올라이트의 세밀한 암상 분포와 크롬

철석의 광체 연장부위 확인 및 광체를 구획하기 위하

여 풍화토양의 피복이 비교적 적은 동-서 방향의 각

능선을 따라서 약 50 m 등 간격으로 채굴하여 기반암

을 직접 확인하면서 루트 맵핑을 수행하였다. 

토양 지구화학탐사: 2차 현지 조사에서 신규 광체

탐광과 기존 노출광체의 연장부 탐광을 위해 토양 지

구화학탐사가 수행되었다. 탐사지역인 보피붐 크롬 광

화대에는 충적층과 풍화토가 깊게 피복되어 있어 주로

노두 발달이 양호하거나, 충적층 및 풍화토가 비교적

낮게 피복된 능선을 대상으로 탐사하였으며, 간이측량

을 수행하면서 측선을 따라서 각 50 m 등 간격으로

시료채취 지점을 선정하였다. 화학분석용 토양시료는

기반암이 노출될 때까지 채굴(깊이, 0.7~1 m)한 후,

기반암 상부의 환원 토양을 약 500 gr 채취하였다. 토

양시료 채취지점에서는 휴대용 XRF를 이용하여 크롬,

니켈, 철, 망간에 대한 in-situ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토양시료는 양곤분석센터에서 ICP-AES를 이용하여 정

량분석을 수행하였다. 

3.4. 보피붐 크롬철석 광화대 조사 결과

3.4.1. 지 질 

조사지역에 대하여 지질 및 광상조사를 통하여 작성

된 루트 맵(1:1,000 축척)을 이용하여 조사지역의 정밀

지표 지질도를 작성하였다(Fig. 4). 이번 정밀지질조사

결과, 기존 1:250,000 지질도에 기재된 보피붐 크롬철석

광화대에 분포된 오피올라이트대는 하즈버자이트, 더나

이트, 사문암으로 구성되어 있음이 밝혀졌다. 이 지층

들은 거의 남북 방향으로 층상을 이루고 있으며, 서쪽

지역의 해발 400~500 m 고지형의 동측 사면의 단층

Fig. 3. Geography and geology of Bophi Vum.

Fig. 4. Geological map showing the distribution of Cr-ore

bodies at Bophi Vum(scale at 1: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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절벽에 사문암과 하즈버자이트가 경계하고 있다. 하즈

버자이트의 분포대 내에는 더나이트가 렌즈상 혹은 포

켓상, 맥상 형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크롬철석이

N50~70o W 방향으로 소규모의 맥상으로 분포하고 있다.

하즈버자이트: 주로 사방휘석과 감람석이 기질을 이

루고 있으며, 보통 연녹색의 중립질~조립질(<1 cm)로

입상조직을 보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연황색의 세립질

~중립질 감람석의 기질에 세립~중립의 사방휘석이 산

점상으로 산출되고 있다(Fig. 5A and 5B). 탐사 지역

에서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보이며, 층상으로 분포하

고 있으나 단층파쇄대나 각력대에서 후기 열수작용 및

지표 풍화작용에 의해 사문석화 작용을 받고 있다. 하

즈버자이트를 주로 구성하고 있는 휘석류는 주로 사방

휘석류에 속하는 완화휘석이며, 일부 단사휘석류의 보

통휘석 및 투휘석 등이 미량 산출된다(Fig. 6A

through 6D). 더나이트 접촉부 인근의 하즈버자이트에

서는 감람석의 산출이 증가하며, 완화휘석과 밀접히 공

생하고 있으며, 세립질 크롬철석이 타형~반자형으로

감람석 및 완화휘석이 공생하고 있다. 이들 하즈버자

이트를 구성하는 휘석류와 감람석은 균열부와 연변부

를 따라서 심한 사문석화 작용을 받고 있다.

더나이트: 감람석이 90% 이상 차지하는 더나이트는

하즈버자이트 분포대 내에 맥상형, 렌즈형 혹은 포켓

형으로 배태되어 있으며, 연황색의 세립질암으로 입상

조직을 보이고 있다. 일부 지역에서는 세립질 감람석

으로 구성된 기질에 간혹 자형의 감람석(<0.5 cm)이

산점되기도 한다(Fig. 5C and 5D). 조사지역에서는 적

어도 8개 지점에서 소규모의 암맥상 내지 렌즈상의 더

Fig. 5. Photographs of representative outcrops in Bophi

Vum area. A&B. harzburgite, C&D. Light yellowish dunite,

E&F. Dark greenish serpentinite.

Fig. 6. Representative microphotographs of thin section.

A~D: serpentinized harzburgite, E~H: serpentinized dunite,

I&J: serpentinite. Abbreviations: Aug=augite, Cr=chromite,

Enst=enstatite, Mt= magnetite, Olv=olivine, Srp=serpenti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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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이트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으며, 연장성이 비교적 적

고, 대체로 맥상의 크롬철석을 수반하고 있다. 일부지

역에서는 하즈버자이트의 경계부에 접하고 있는 더나

이트는 세립질 감람석 기질에 중립의 사방휘석의 산출

이 증가하면서 암회색을 띠고 있어 야외에서 이 두 암

상 간의 구분이 어려운 경우도 있다. 편광현미경 관찰

에 의하면 더나이트를 주로 구성하는 감람석은 대체로

각력화 되어 있으며, 크롬철석을 수반하고 있다. 더나

이트는 강한 압축작용에 의해 대부분 각력화되어 있으

며, 균열부와 연변부를 따라서 사문석에 의해 심하게

교대작용을 받고 있으며, 일부 감람석 결정은 가상의

사문석으로 완전히 교대되어 있다(Fig. 6E through

6H).

사문암: 사문암은 조사지역 서부 일원의 고지대에 주

로 분포하고 있으며, 고지대의 단층절벽에서 하즈버자

이트와 접촉하고 있다. 사문암은 암녹색을 띠며, 주로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기질을 이루고 있으며, 심하게

각력화 되어 있다(Fig. 5E and 5F). 사문암의 기원암

인 하즈버자이트와 더나이트가 강한 각력화로 인하여

대부분 파쇄되고, 후기 교대작용에 의해 거의 완전히

사문암화 되었으나, 일부 지역의 시료에서는 사문석으

로 교대중인 감람석이나 보통휘석 입자들이 육안으로

관찰된다. Figure 6I 및 6J는 초기 정출 광물인 감람

석과 휘석의 사문석화 교대작용의 결과를 보여주고 있

다. 특히 감람석은 연변부를 따라서 완전히 사문석으

로 교대되어 있으며 가상을 이루고 있는 사문석은 교

대작용의 산물로 2차적으로 정출된 후생 자철석의 누

대구조를 나타내기도 하며, 보통휘석의 경우는 벽개면

과 결정의 연변부를 따라서 부분 교대하면서 후생 철

산화물이 2차적으로 정출되고 있음을 보여준다.

3.4.2. 크롬철석의 광화작용 

크롬철석의 산출: 더나이트의 분포대에 밀접히 수반

되는 크롬철석은 고치상, 괴상, 산점상, 맥상, 불규칙

상으로 산출된다(Figs. 7A through 7F). 고치상의 크

롬철석은 주로 더나이트 기질 내에 수 cm 이하로 산

점되어 산출되고 있으며, 맥상 또는 불규칙한 괴상의

광체를 형성하고 있다. 괴상의 크롬철석은 주로 렌즈

형과 맥상으로 광체를 구성하고 있으며, 일부 고치상

의 크롬철석과 혼재하기도 한다. 산점상으로 산출되는

크롬철석은 주로 더나이트 및 하즈버자이트 기질에 드

물게 산출되고 있으며, 입도는 수 mm 이하이다

(Fig. 8A through 8D). 일부 지표에서는 고치상 혹은

괴상의 크롬철석 광체가 후기 단층작용에 의해 절단된

불규칙한 형태를 보이고 있으나 연속성이 매우 불량하

다. 주로 고치상과 괴상으로 산출되는 크롬철석이 크

롬철광체(chromitite)를 형성하고 있으며, 본 광화대에

서 배태된 크롬철광체는 주로 하즈버자이트와 더나이

트의 접촉부에 수반되는 경향이 높으며, 대체로 1 m

내외의 폭을 보이는 맥상형이 우세하게 나타나고

(Fig. 8E and 8F), 그 외 더나이트 기질내에서 독립적

인 렌즈상(폭 <1 m)으로 발달되기도 한다. 일부 노천

채굴적에서는 소규모의 더나이트 암편들이 괴상과 고

치상의 크롬철석이 혼재된 크롬철광체에 포획되기도 하

며(Fig. 8G and 8H), 여러 곳의 지표 노두 상에서

더나이트 내에 불규칙하게 발달된 미세 단열대를 따라

서 충진된 세맥(<10 cm)의 크롬철석이 그물 망상형으

로 배태되기도 한다(Fig. 8I and 8J). 

3.4.3. 토양 지화학탐사 결과

1차 현지조사시 작성된 지표지질도(1:5,000)를 기반

으로 주로 동서방향으로 발달한 수개의 산능선을 따라

간이 측량측선을 따라 50 m 간격으로 토양 채취지점

을 선정하여 피팅 탐사를 수행하였다. 보피붐 지역 대

Fig. 7.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chromite ore

bodies in Bophi Vum area. A&B: podiform chromite in

dunite matrix, C&D: massive chromite, E&F: chromite

grains occurred as fine-grained disseminates in dun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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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분의 노두는 토양과 잔류 쇄설퇴적물로 피복되어 있

기 때문에 기반암이 관찰될 때까지 지표에서 약

0.7~1 m 깊이로 굴착한 후에 시료채취 및 현지 분석

을 수행하였다(Fig. 9). 

토양시료 채취: 토양시료는 각 시료채취 지점에서 토

양단면 조사를 통해 기반암 직상부의 갈색의 환원대에

서 채취하였으며, 시료 채취지점의 토양과 기반암에 대

하여 휴대용 XRF 분석기를 이용하여 각 3회씩 크롬을

비롯한 니켈, 망간, 철함량을 측정하였다(Fig. 10). 토

양시료 채취는 각 채취 총 114개 지점에서 500 gr 씩

채취하였으며, 수중에서 60~100메쉬 시브를 사용하여

100메쉬 시브에 걸린 시료를 약 50 gr 씩 취하여 건조

후, DGSE 산하인 양곤 화학분석센터에 ICP-AES 분

Fig. 8.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the chromite ore

veins. A~D: occurrence along fault and fine fractures within

dunite matrix. E&F: occurrence along the contact zone

between harzburgite and dunite. G&H: chromite outcrops

including dunite fragments. I&J: occurrence as net-work

type in the dunite matirx.

Fig. 9. Photographs of outcrops covered with soils and

debris.

Fig. 10. Photographs showing geochemical exploration for

surface soils: pitting (top left and right); portable XRF

measurement (bottom left); sieving (bottom right).



358 허철호·지세정·강일모·진광민

Table 1. Results of ICP-AES analysis for soil samples

Sample 

No

UTM Concentrations(wt.%) Sample 

No

UTM Concentrations(wt.%)

Longitude Latitude Cr Ni Fe Mn Longitude Latitude Cr Ni Fe Mn

c1 601396 2569983 0.02 0.15 8.68 0.41 L8 601137 2570604 0.03 0.15 7.41 0.43

c2 601307 2570036 0.15 0.25 12.60 0.50 L9 601111 2570655 0.06 0.19 8.55 0.54

c3 601361 2569997 0.08 0.18 15.12 0.57 L10 601060 2570675 0.07 0.25 8.76 0.52

c4 601259 2570067 0.02 0.18 8.98 0.49 L11 601015 2570703 0.02 0.14 4.93 0.44

c5 601236 2570093 0.09 0.15 8.77 0.43 L12 601027 2570697 0.02 0.18 7.31 0.47

c6 601204 2570116 0.04 0.26 9.45 0.53 L13 600928 2570721 0.02 0.16 5.99 0.47

c7 601156 2570131 0.08 0.17 15.40 0.51 L14 600889 2570751 0.02 0.14 4.72 0.42

c8 601115 2570160 0.07 0.19 14.84 0.55 L15 600857 2570785 0.02 0.19 5.49 0.52

c9 601081 2570195 0.02 0.08 5.47 0.25 L16 600819 2570808 0.04 0.21 8.78 0.49

c10 601026 2570220 0.09 0.23 13.72 0.60 L17 600773 2570774 0.33 0.21 9.30 0.36

c11 600977 2570228 0.06 0.20 9.64 0.50 L18 600732 2570851 0.04 0.27 8.88 0.50

c12 600944 2570278 0.04 0.11 9.22 0.36 L19 600685 2570864 0.13 0.24 9.41 0.54

c13 600893 2570309 0.10 0.20 10.66 0.52 L20 601490 2570615 0.13 0.19 8.76 0.51

c14 600836 2570334 0.07 0.20 11.12 0.47 L21 601440 2570632 0.16 0.22 8.10 0.75

c15 600788 2570371 0.02 0.12 7.35 0.36 L22 601398 2570660 0.02 0.16 7.39 0.43

c16 601489 2571424 0.09 0.28 7.57 0.62 L23 601373 2570703 0.02 0.13 5.96 0.42

c17 601431 2572403 0.03 0.18 8.28 0.41 L24 601330 2570710 0.02 0.15 6.01 0.39

c18 601382 2571427 0.28 0.18 7.79 0.46 L25 601285 2570733 0.02 0.15 7.58 0.42

c19 601330 2571405 0.04 0.15 7.68 0.38 L26 601239 2570717 0.03 0.16 7.34 0.43

c20 601276 2571387 0.11 0.20 10.97 0.54 L27 601198 2570682 0.02 0.13 5.47 0.36

c21 601235 2571358 0.03 0.14 8.62 0.38 L28 601325 2570768 0.02 0.13 7.13 0.35

c22 601196 2571323 0.05 0.13 8.02 0.38 L29 601370 2570770 0.02 0.20 7.75 0.51

c23 601142 2571307 0.04 0.15 8.39 0.38 L30 601418 2570791 0.17 0.22 9.52 0.53

c24 601081 2571312 0.05 0.20 8.14 0.45 L31 601456 2570827 0.03 0.15 5.01 0.39

c25 601038 2571291 0.14 0.26 12.18 0.58 L32 601438 2571554 0.40 0.22 9.15 0.42

c26 600994 2571279 0.11 0.17 10.25 0.46 L33 601390 2571550 0.67 0.27 9.82 0.61

c27 600939 2571269 0.05 0.14 7.74 0.38 L34 601342 2571553 0.33 0.21 8.79 0.53

c28 600921 2571268 0.06 0.20 11.40 0.51 L35 601295 2571540 0.46 0.23 7.75 0.44

c29 600899 2571265 0.10 0.28 13.25 0.79 L36 601249 2571549 0.02 0.14 5.28 0.43

c30 600915 2571290 0.05 0.17 10.10 0.49 L37 601200 2571520 0.03 0.15 5.11 0.38

c31 600970 2571381 0.13 0.25 10.43 0.54 L38 601164 2571481 0.05 0.16 7.56 0.46

c32 601009 2571465 0.04 0.14 5.77 0.36 L39 601135 2571437 0.06 0.16 8.73 0.46

c33 601310 2572092 4.42 0.27 5.70 0.80 L40 601115 2571398 0.08 0.21 9.47 0.47

c34 601287 2572042 0.05 0.18 5.61 0.44 L41 601095 2571351 0.26 0.27 10.16 0.48

c35 601285 2572007 0.10 0.34 10.01 0.72 L42 601312 2570118 0.06 0.15 6.14 0.33

c36 601246 2571980 0.03 0.24 8.78 0.60 L43 601300 2570162 0.15 0.27 10.17 0.42

c37 601201 2571946 0.10 0.18 5.58 0.45 L44 601256 2570192 0.10 0.18 4.26 0.29

c38 601159 2571923 0.03 0.19 5.98 0.47 L45 601236 2570248 0.31 0.24 8.98 0.40

c39 601111 2571876 0.07 0.34 9.21 0.52 L46 601199 2570283 0.27 0.16 8.69 0.33

c40 601066 2571847 0.06 0.25 8.44 0.48 L47 601430 2570124 0.02 0.12 3.88 0.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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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의뢰하였다. 

토양시료 분석결과: 114개 토양시료의 Cr, Ni, Fe,

Mn 등 4개 주요 금속원소에 대한 ICP-AES 분석 자

료들을 Table 1에 시료위치좌표와 함께 수록하였다. 토

양시료의 ICP-AES 측정자료에 의하면 토양 시료의 Cr

의 농도는 12.42 wt.% 이하의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평균값은 0.25 wt.% 이다. Ni의 함량은 0.19~0.87 wt.%

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0.48wt.% 이다. 토양의

Fe 함량은 3.88~18.76 w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

은 8.41 wt.%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Mn함량은

0.34 wt.% 이하의 매우 낮은 농도를 보인다(Table 2).

원소 상호간 상관관계: 토양시료에 대한 주요 금속

원소 간에 수반경향을 파악하기 위하여 토양의 ICP-

AES 분석자료에 대한 Cr-Ni 및 Cr-Fe의 원소 간 상

관성을 검토하였다(Figs. 11A through 11C). Cr과 Ni

농도의 상관성은 Ni 농도=0.315(Cr 농도)+0.387의

회귀직선식으로 표현된다. 수반경향은 24%로 낮은 값

을 보인다. Cr과 Fe의 상관성은 Fe 농도= 14.07(Cr

농도)+11.25의 회귀적성을 나타내고 있으며, 수반경향

은 40% 이다. Ni과 Fe 원소 사이에도 회귀지선의 식

은 Fe 농도= 22.7(Ni 농도)+14.48 이며, 수반 경향

은 41.7% 이다. Ni 및 Fe, Cr 원소에 대하여 서로

낮은 매우 낮은 수반경향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크

롬철석이 주로 더나이트에 수반되고 있으며, Fe의 경

우는 고철질 광물인 사방휘석 및 함-철 감람석의 조성

비율이 높은 하즈버자이트에 제한되어 수반된다는 지

Table 1. Continued

Sample 

No

UTM Concentrations(wt.%) Sample 

No

UTM Concentrations(wt.%)

Longitude Latitude Cr Ni Fe Mn Longitude Latitude Cr Ni Fe Mn

c41 601013 2571826 0.02 0.14 4.85 0.49 J-1 601384 2571045 0.02 0.12 4.25 0.30

c42 600957 2571810 0.03 0.15 7.50 0.39 J-2 601320 2571041 0.06 0.20 7.41 0.38

c43 600919 2571781 0.02 0.12 7.51 0.39 J-3 601267 2571034 0.06 0.15 6.28 0.37

c44 600871 2571747 0.02 0.13 7.29 0.40 J-4 601216 2571063 0.12 0.21 9.39 0.50

c45 600875 2571699 0.02 0.16 7.46 0.73 J-5 601189 2571101 12.42 0.08 18.76 0.19

c46 601514 2572217 0.28 0.31 10.83 0.56 J-6 601140 2571125 0.02 0.13 5.32 0.35

c47 601495 2572166 0.21 0.33 10.47 0.57 J-7 601106 2571127 0.15 0.21 8.29 0.42

c48 601470 2572121 0.09 0.26 7.55 0.52 J-8 601016 2571140 0.13 0.16 7.79 0.46

c49 601429 2572083 0.15 0.29 8.82 0.72 J-9 600955 2571187 0.58 0.29 13.15 0.68

c50 601398 2572053 0.11 0.21 9.22 0.55 J-10 600910 2571231 0.25 0.20 6.48 0.33

c51 601342 2572038 0.73 0.23 13.74 0.87 J-11 600876 2571250 0.10 0.19 7.04 0.31

L1 601405 2570424 0.02 0.15 5.71 0.46 J-12 600835 2571210 0.18 0.22 7.78 0.39

L2 601350 2570418 0.09 0.18 8.10 0.50 J-13 600783 2571170 0.40 0.25 8.98 0.45

L3 601300 2570425 0.07 0.20 7.77 0.48 J-14 600721 2571147 0.14 0.20 8.98 0.51

L4 601257 2570447 0.02 0.13 4.55 0.42 J-15 600671 2571133 0.25 0.21 8.14 0.39

L5 601216 2570486 0.17 0.21 9.27 0.57 J-16 600629 2571131 0.08 0.19 6.08 0.44

L6 601184 2570521 0.03 0.23 7.28 0.53 A-9 600943 2571261 0.08 0.17 6.99 0.58

L7 601151 2570560 0.08 0.25 11.43 0.67 A-12 600838 2571724 0.16 0.22 8.38 0.71

Table 2. Basic statistics for ICP-AES analyzed data of four metallic elements (Cr, Ni, Fe, Mn) in soils sampled from 114 soil

survey sites of Bophi Vum, Chin state, Myanmar (unit: wt.%)

Cr Ni Fe Mn

Range 0.02~12.42 0.19~0.87 3.88~18.76 0.08~0.34 

Average 0.25 0.48 8.41 0.19 

Standard Deviation 1.21 0.12 2.53 0.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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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광상학적 특성을 나타내고 있다. 

토양의 지구화학 이상대: 상기 조사를 바탕으로 토

양시료를 대상으로 4개 금속원소(Cr, Ni, Fe, Mn)의

ICP-AES 화학 분석치를 이용하여 지구화학 이상대 도

면을 각각 작성하였다(Figs. 12A through 12D). 자료

에 의하면 Cr의 경우 0.2 wt.% 이상의 분포대가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Ni의 이상대(>0.5 wt.%)는 다

소 좁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더나이트 분

포대에 집중되고 있다. Fe 이상대는 매우 좁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대는 고철질 광물의 조

성비율이 큰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 론

미얀마 북서부 보피붐 크롬-광화대에 대한 지질특성,

광체산상 및 개발 잠재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광화대내

에 약 6 km2 탐사지역을 설정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

과 미얀마지질조사광물탐사국과 공동으로 지표지질, 광

상조사 및 토양지화학탐사를 수행하였다. 조사 결과,

1:1,000 축척의 정밀 지질도 및 광상분포도를 작성하였

으며, 크롬광체는 주로 더나이트에 수반된 크롬철석암

으로 해발 200~400 m 구간에 걸쳐 지표상에 분포하

는 것으로 확인하였다. 토양 지화학 탐사는 50 m 간격

Fig. 11. Diagram of elemental correlationship of soil samples using by ICP-AES data. A. Cr vs Ni, B. Cr vs Fe, C. Fe vs N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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으로 총 114개 지점에 대한 피팅탐사를 실시하여 토양

과 노두시료를 채취 분석하였고, 휴대용 XRF 및 ICP-

AES 분석값을 이용하여 Cr, Ni, Fe, Mn에 대한 지화

학 이상대 도면을 작성하였다. 지화학이상대도에 의하

면, Cr의 경우 0.2 wt.% 이상의 분포대가 5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Ni의 이상대(>0.5 wt.%)는 다소 좁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더나이트 분포대에 집

중되고 있다. Fe 이상대는 매우 작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고철질 광물의 조성비율이 큰 지역에 국한되

는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수행하고 있는 미

Fig. 12. Geochemical anomaly maps for elemental concentration of chemically analyzed data in Bophi Vum chromite

mineralized area. A. Cr, B. Ni, C. Fe, D. M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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