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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ased on the preliminary surveys for the occurrences of the Muwellut chrome-nickel mineralized zone (800 km2)

in northwestern Myanmar, Bophivum area was selected as the detailed exploration area after considering data

source, geological potential, metallogenic province, necessity of resource development on target mineral, exploration

activity, grade, ore deposit type, nearby operating mine, infrastructure and exploration prediction effect. From 2013 to

2016, KIGAM and DGSE carried out geological and geochemical survey with 1:1,000 scale, magnetic survey(areal

extent, 1.672km2), trench survey(19 trench, total length 392 m), pitting survey(18 pit, total depth 42.6m), exploration

drilling(6holes 600m, 2015; 13holes 617.4m). We analyzed Cr and Ni contents of 77 drill cores with specific gravity

in Yangon DGSE analytical center. Considering surface geological survey, geochemical exploration, magnetic

survey, trench survey and drilling data, we divided Bophivum area into 8 blocks. Resource estimation are divided

into measured and indicated resources. Measured resource is about 9,790t and indicated resource is about 12,080t

with the average grade of Cr 11.8% and Ni 0.34%. In case of Bophivum area, if we develop by tying up Webula

chrome mineralized zone in the south, it will be possible to upgrade the medium-scale mine. Geologically, the

ophiolite belt are distributed in the western and eastern part in Myanmar. So, the exploration technology obtained

from exploation in Bophivum area will be helpful to discover the hidden chromitite ore body in Myanmar ophiolite

belt in the futu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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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얀마 북서부 물웨룻 크롬-니켈광화대(약 800 km2)의 산출지를 대상으로 예비조사를 통해, 자료원, 지질잠재성, 광

상구 소재여부, 대상광물의 자원개발 필요성, 기탐사실적, 품위, 광상형, 인근 가행광산 여부, 인프라환경 및 탐사예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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효과를 면밀히 검토한후 보피붐 지역을 정밀탐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

구원과 미얀마지질조사광물탐사국은 1:1,000 축척 지질 및 토양지구화학탐사, 자력탐사(1.672km2 면적), 트렌치조사(총

연장 392 m 19개), 피트탐사(총 심도 42.6m 18개), 탐사시추(2015년, 6개공 600m 시추 및 2016년, 13개공 617.4m)

를 수행했다. 이중 11개공에서 77개 시추코어시료를 채취하고 각각 비중과 Cr 및 Ni 함량을 양곤 DGSE 분석센터에

서 분석했다. 기수행 지표지질조사, 지구화학탐사, 자력탐사, 트렌치조사, 시추자료를 고려하여 보피붐 지역을 8개 블

록으로 구분했으며 자원량평가는 정측자원량 및 개측자원량으로 평가했다. 정측자원량은 약 9,790톤이며, 개측자원량

은 약 12,080톤이고, 평균품위는 Cr 11.8% 및 Ni 0.34%이다. 보피붐 지역의 경우, 남쪽의 웨불라(Webula) 크롬광화

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중규모급 광산의 개발여지가 있으며, 미얀마는 지질학적으로 오피올라이트 벨트가 서측과

동측에 광대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피붐 지역에서 기초탐사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탐사기법은 향후 미얀마 오피올라이

트벨트에서 잠두 크롬광체를 발견하는데 도움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주요어 : 탐사, 자원량평가, 크롬, 보피붐, 미얀마

1. 서 론

미얀마는 광물자원이 풍부한 나라이며 여러 광상과

광구가 세계적으로 잘 알려져 있다. 마우치(Mawchi)

광산은 과거 세계적으로 가장 큰 텅스텐 광산 중 하나

였으며, 주석 광산으로서는 두 번째로 큰 광산이었다.

지금은 채진된 보드윈(Bawdwin) 광산도 연-아연-은의

세계적인 광산이었다. 모니와(Monywa) 지역의 대규모

고유황형 천열수형 동광상은 1980년대초 이래로 생산

중이며, 용매추출법과 전해채취법의 현대적인 기술을

이용해 전기동을 생산하는 합작법인이 운영되고 있다.

따가웅 따웅(Tagaung Taung) 지역의 니켈 라테라이트

광산은 역시 세계적으로 널리 알려진 광산이다. 그리

고, 샨(Shan)주 살윈(Salween)강 동측에 있는 만 막흐

산(Man Makhsan) 주석광상은 최근에 발견되어 미얀

마를 세계에서 가장 중요한 주석 수출국가로 만들고

있다(Goossens, 1978; Mitchell and Garson, 1981;

Soe Win and Marlar Myo Myint, 1998; Gardiner

et al., 2014; Mitchell, 2018).

본 연구는 2011년 12월 7일 서울에서 개최된 지식

경제부 주관 제5차 한-미얀마 자원협력위원회를 통하

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KIGAM)과 미얀마 천연자원환

경보전부(MONREC) 지질조사광물탐사국(DGSE)이 공

동으로 미얀마 광물자원개발 및 기술협력을 추진하기

로 협의한 이후 수행된 후속조치의 결과물이다. 특히,

이 당시 정부의 희유금속자원개발 필요성이 대두되었

고 탐사후보지 선정을 위해 2012년 9월과 10월에 각

각 1, 2차 KIGAM-DGSE 공동조사단의 예비현장조사

를 미얀마 북서부 무웰룻(Muwellut) 크롬-니켈-백금 광

화대(약 800 km2)의 산출지들을 대상으로 수행하였다.

예비현장조사 결과, 첫째 보피붐(Bophi Vum) 일대는

다른 탐사후보지에 비해 뚜렷한 크롬철석암(chromitite)

산출을 지표에서 확인할 수 있었으며 특히, 초염기성

암체에 수반된 특징적인 크롬철석암 산출상인 고치상

(podiform) 크롬철석암이 지표에서 관찰되었고, 둘째로

시료분석결과 품위가 양호했고, 셋째로 인근에 크롬과

수반되는 니켈광산이 생산준비를 하고 있었으며, 넷째

로 용수, 노동력, 도로, 공항 여건이 양호하였다. 이를

근거로 매장량 확보 및 검증을 통한 사업화가 가능하

다고 판단하여 2013년 3월 28일 미얀마 북서부 보피

붐 크롬광화대 공동탐사를 위한 KIGAM-DGSE 간 연

구협약(RA)을 체결하였다.

그리고, 2013년 4월과 9월에 지질조사 및 토양지구

화학탐사, 2014년 2월과 4월에 자력탐사 및 트렌치탐

사, 2015년 3월과 10월에 6개공 600m 시추설계 및

탐사시추, 2016년 4월과 9월에 13개공 617.4m 탐사시

추를 수행하여 자원량을 평가하였다. 이번 리뷰는 미

얀마 북서부 보피붐 크롬광화대를 대상으로 2013년부

터 2016년까지 수행된 탐사부터 자원량 평가까지의 연

구결과를 개괄하고, 국내 기업이 해당지역에 진출할 때

유용한 기술정보를 제공하는데 있다. 

2. 광역지질

미얀마는 지질학적으로 6개의 지구조 단위로 구분된

다(Chhibber, 1934a; Pascoe, 1959; Bender, 1983;

Fig. 1). 라카인(Rakhine) 해안평원은 신생대 퇴적분지

로 방글라데시까지 연장되어 있다. 라카인-친-나가힐

(Rakhine-Chin-Naga Hills)은 길쭉한 습곡대로 대부분

플리쉬 퇴적물과 관련된 오피올라이트 층서로 구성되

어 있다. 중부 벨트는 주로 신생대 퇴적물과 열곡으로

구성되어 있다. 중앙축을 따라 화산암들이 뽀빠(Popa),

신마다웅(Shinmadaung), 모니와(Monywa), 운토(Wuntho)

육괴에 분포하고 있다. 카친(Kachin) 고원지역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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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 잘 알려지지 않았지만 이 지역은 분화되지 않은 변

성암과 화성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또한, 오피올라이트

층서들도 잘 알려져 있다(Ningthoujam et al., 2012;

Sing, 2013; Pal et al., 2014). 연장 약 1,400km에

이르는 모곡(Mogok) 벨트는 미그마타이트, 편마암, 석

회규산염암, 알라스카이트로 구성된 변성암 지역이다.

이 벨트는 선캠브리아기 변성퇴적암들과 경계를 이루

고 있다. 샨-따닌타리(Shan-Tanintharyi) 벨트는 샨

(Shan) 대지 및 따닌타리(Tanintharyi) 반도 지역으로

이루어져 있다. 이 벨트를 이루는 암석들은 주로 고생

대 퇴적암으로 여러 시기의 화강암과 섬록암에 의해

관입을 받은 쇄설암과 탄산염암으로 구성된다. 중생대

퇴적물은 선형으로 발달하는 단층분지를 충진하고 있

다. 기반암은 고변성 변성암 및 선캠브리아기 후기 변

성퇴적암들로 구성되어 있다. 서쪽으로 이들 암석들은

샨 경계(Shan Boundary) 단층에 의해 갑작스럽게 사

라졌다(Win Swe, 2012; Gardiner et al., 2016; Liu

et al., 2016a,b; Barber et al., 2017; Niu et al.,

2017). 그리고, 미얀마의 지체구조 발달사에 의하면, 백

악기 초기 곤드와나 대륙으로부터 분리된 시노버마라

야(Sinoburmalaya) 지괴가 북동 방향으로 점차 이동하

면서 난(Nan) 봉합대를 따라서 인도차이나 대륙지괴와

충돌하였으며, 그 결과 유라시아 대륙지괴의 남동부에

서 원시-동남아시아 반도가 형성되었고, 동시에 인도

대륙지괴는 북동 방향으로 이동되면서 백악기 말에 시

노버마라야(Sinoburmalaya) 대륙지괴 밑으로 해양지각

이 섭입되어 크롬-니켈 광화대를 수반하는 인도-버마

오피올라이트 벨트가 형성되었다(Maung Thein, 1973;

Hutchison, 1975, 1989). 조사지역인 미얀마 북서부

보피붐 크롬 광화대는 인도-버마 오피올라이트 벨트에

해당되며, 기존 미얀마에서 발간된 지질도에 의하면 보

피붐 크롬 광화대의 서부에는 쐐기형 부가대에 속하는

퇴적암층군이 남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동부에는 사

문암화 작용을 받은 오피올라이트 벨트가 분포하고 있

다(Wagner, 1983; Zhou and Robinson, 1997; Zhou

et al., 1994).

3. 탐사방법

3.1. 지질조사

축척 1:5,000의 지형도를 조사원도로 이용하여

1:1,000 축척의 정밀지표지질조사를 수행하였다. 분포

암상으로는 하즈버가이트, 사문암, 더나이트 등이 있으

며, 저지대와 계곡을 중심으로 제4기 충적층이 피복하

며 발달한다. 특히 하즈버가이트, 사문암 및 더나이트

는 연구지역 내에서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향으

로 층상을 이루며 발달한다. 하즈버가이트는 주로 사

방휘석과 감람석이 기질을 이루며, 연녹색의 중립질 내

지 조립질의 입상조직을 보이나, 일부 지역에서는 연

황색의 세립질 내지 중립질의 감람석이 기질을 이룬다

(Fig. 2A). 하즈버가이트는 남-북 방향의 주향을 가지며,

층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특히 전단대 또는 단층파

쇄대 내에서는 후기 열수작용 등으로 인해 사문석화

되었다. 사문암은 연구지역 서부 일원의 고지대에 주

로 분포하고 있으며, 하즈버가이트와 접촉하며 발달한

다. 사문암은 암녹색을 띠며, 주로 세립질 내지 중립질

의 기질을 이루고 있다. 사문암의 기원암은 하즈버가

이트와 더나이트로서 각력화되어 발달하며, 후기 교대작

용에 의해 거의 사문암화 되었으나, 일부 지역에서는

사문암으로 교대중인 감람석이나 휘석 입자들이 육안

으로 관찰된다. 연구지역 내에 분포하는 더나이트는 하

Fig. 1. Tectonic division of Myanmar modified from Soe

Win and Marlar Myo Myint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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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버가이트 분포대 내에 맥상, 렌즈상 및 포켓상으로

배태되어 있다. 연황색의 세립질암으로 입상조직을 보

이며 일부 지역에서는 세립질 감람석으로 구성된 기질

에 간혹 자형의 감람석이 산점상으로 발달한다. 연구

지역에서는 소규모의 암맥상 내지 렌즈상의 더나이트

가 지표에 노출되어 있으며, 대체로 산점상, 암맥상, 렌

즈상, 포켓상의 크롬철석암을 수반하고 있다(Fig. 2B).

특히 이들의 발달방향은 남-북 내지 북북서-남남동 방

향으로 분포한다. 그러나 지표상에서 이들의 연장성은

뚜렷하게 확인되지 않는다. 또한 연구지역 내에는 총

3개의 전단대가 발달하며 이들 전단대의 방향은 북북

서-남남동 방향으로 발달한다(Fig. 3). 이들 전단대들은

지표로부터 약 200-240 m, 300-320 m, 400-500 m

고도에서 발달하며, 전단대들의 폭은 약 70 m, 120m,

250 m로 발달하는 것으로 기재된 바 있다(Heo et

al., 2014; Jin et al., 2014). 전단대 내에는 다수의 전

단면들이 관찰되며, 특히 이들 전단면 주변으로는 각

력화된 단층암들이 발달한다. 또한 전단대 내에서는 다

수의 전단면들과 각력화된 단층암들이 반복적으로 관

찰된다. 이러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전단대는 미얀마

와 인접한 인도판과 유라시아판의 충돌에 의해 형성된

남-북, 북북동-남남서, 북북서-남남동 방향의 서부습곡

대 내 단층 및 습곡축의 방향과 일치한다(Heo et al.,

2014; Jin et al., 2014; Park et al., 2017).

Fig. 2. Representative photographs of outcrop and thin sections from harzburgite (A) and dunite (B). 

Fig. 3. Geologic map of Bophi V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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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2. 지구화학탐사

2013년 1차 현지조사시 작성된 지표지질도(1:5,000)

를 기반으로 주로 동서 방향으로 발달한 수개의 산능

선을 따라 간이 측량측선을 기준으로 50 m 간격으로

토양 채취지점을 선정하여 피팅 탐사를 수행하였다. 보

피붐 지역 대부분의 노두는 토양과 잔류 쇄설퇴적물로

피복되어 있기 때문에 기반암이 관찰될 때까지 지표에

서 약 0.7~1 m 깊이로 굴착한 후에 시료채취 및 현

지 분석을 수행하였다. 토양시료는 각 시료채취 지점

에서 토양단면 조사를 통해 기반암 직상부의 갈색 환

원대에서 채취하였으며, 시료 채취지점의 토양과 기반

암에 대하여 휴대용 XRF 분석기를 이용하여 각 3회씩

크롬을 비롯한 니켈, 망간, 철함량을 측정하였다. 토양

시료 채취는 총 114개 지점에서 약 3kg씩 채취하였으

며, 수중에서 60~100메쉬 시브를 사용하여 100메쉬

시브에 걸린 시료를 약 50 그램씩 취하여 건조후,

DGSE 산하 양곤 분석센터에 원자흡광분석을 의뢰하

였다. 토양시료의 원자흡광분석 측정자료에 의하면 토

양 시료의 Cr 농도는 12.42 wt.% 이하의 값을 나타

내고 있으며, 평균값은 0.25wt.% 이다. Ni 함량은

0.19~0.87 w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0.48wt.%

이다. 토양의 Fe 함량은 3.88~18.76 wt.%의 범위를

보이며, 평균값은 8.41 wt.%의 값을 나타내고 있다.

반면 Mn함량은 0.34 wt.% 이하의 매우 낮은 농도를

보인다. 상기 조사를 바탕으로 토양시료를 대상으로 4개

금속원소(Cr, Ni, Fe, Mn)의 원자흡광분석치를 이용하

여 지구화학이상대 도면을 각각 작성하였다(Fig. 4). 자

료에 의하면 Cr의 경우 0.2 wt.% 이상의 분포대가 5

개 지역에 분포하고 있다. Ni 이상대(>0.5 wt.%)는

다소 좁은 면적으로 분포하고 있으며 주로 더나이트

분포대에 집중되고 있다. Fe 이상대는 매우 좁은 지역

에 위치하고 있으며, 이러한 이상대는 고철질 광물의

조성비율이 큰 지역에 국한되는 것으로 판단된다(Heo

et al., 2014).

3.3. 자력탐사

2014년 크롬철석암의 분포 및 지하 연장성을 확인하

기 위한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이와 함께 현장 자

력 탐사 자료 해석의 기초 자료로 활용하기 위하여 크

롬철석암과 함께 크롬철석암 주변에 함께 배태되어 산

출되는 하즈버가이트 및 더나이트 암석시료에 대한 간

이 자기감수율 측정을 수행하였다. 측정에 사용된 장

비는 KT-10 자기 감수율 측정기로 10−4 SI의 정밀도

를 갖는다. 일반적으로 크롬철석암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Min et al.,

1987). 이 조사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크롬철석암 역시

일반 퇴적암 보다는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나타내고 있다. 다만, 암석샘플을 통해 측정된 대자율

값이 대략 0.0005 ~ 0.002 SI 정도의 값을 나타내고

있어 크롬철석암의 자기감수율 범위에 포함되고는 있

으나 상대적으로 높은 값을 보이고 있지는 않다. 이에

반하여 크롬철석암의 주변부를 구성하고 있는 더나이

트 및 하즈버가이트의 경우 크롬철석암에 비하여 상대

적으로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나타내고 있다. 측정 결

과를 보면, 상대적으로 높은 철함량을 갖는 것으로 해

석되는 더나이트 및 하즈버가이트의 자기감수율 값은

0.005 ~ 0.02 SI의 범위를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크

롬철석암의 자기감수율 범위에 비하여 10배 정도 높은

수준의 자기감수율 값이다. 즉, 이 지역의 자기감수율

분포 특성을 고려하면, 자력 탐사 결과 고이상대 주변

부에 분포하는 저이상대 영역에서 크롬철석암이 배태

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판단된다(Fig. 5). 자력 탐사

결과, 낮은 자력 이상대 지역과 지표 지질 조사 결과

를 통해 확인된 크롬철석암 산출지 영역이 잘 부합하

고 있으며, 3차원 역산 해석 결과의 저 자기감수율 모

델과도 공간적으로 잘 부합하고 있다(Park and Heo,

2014). 

Fig. 4. Geochemical anomaly map of Bophi Vum area. (A)

Cr (B) Ni. 



504 허철호 · 류충렬 · 박계순

3.4. 트렌치탐사

지표지질조사를 통해 확인된 크롬철석암 광체의 연

장을 확인하고 광체 배태양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총

연장 392 m의 19개 트렌치조사를 수행하였다. 본 역

은 크롬광체를 포함하는 백악기 초염기성암이 서쪽의

삼첩기 퇴적층을 드러스트 하고 있으며, 크롬광체는 초

염기성암인 더나이트 및 하즈버가이트 내에 발달하는

데 주로 더나이트 암체 내에 배태되어져 있다. 더나이

트 및 크롬광체의 분포방향은 북서-남동 방향이며, 이

지역의 일반적인 지구조 방향인 남-북 방향과는 사교

하는 특성을 보이고 있다. 트렌치에서 관찰되는 크롬

광체와 주변의 더나이트 및 하즈버가이트는 심한 연성

변형을 보인다. 광체는 m 규모 내외의 폭과 수 m 규

모 내외의 연장성을 보이며, 시그모이드나 렌즈상으로

부딘화되어져 있다(Fig. 6). 연성변형의 특징은 상부가

동에서 서로 이동한 전단감각을 보이고 있어, 지역 규

모의 드러스트 존재와 부합하고 있으며, 광체가 북서-

남동 방향의 배열을 보이는 것은 남-북 방향을 따른

우향의 주향이동에 의한 S자 모양의 전단구조에 의한

것, 서가형전단에 따른 지괴의 회전에 기인한 것, 또는

이들이 복합적으로 중첩된 결과로 해석된다(Ryoo et

al., 2015).

3.5. 시추탐사 및 자원량 평가

2015년 3월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미얀마 지질조사

광물자원탐사국이 2013년부터 2014년까지 수행한 지

표지질조사, 토양지구화학탐사, 자력탐사 및 트렌치조

사 결과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총 6개공 600 m 시

추를 하기로 결정했다. 우기로 인한 시추장비 운반 및

도로 개보수의 난항으로, 시추는 2015년 9월 6일부터

10월 22일까지 총 47일간 진행되었다. 시추결과, 6개공

에서 산점상 크롬철석을 포함한 크롬 광화작용은 지표

하부 4.9 m에서 32.5 m 사이에서 발견되었다. 특히,

5번공에서는 고치상 크롬철석암이 심도 6.8 m에서 맥

폭 약 1 m로 발견되었으며 괴상 크롬철석암은 심도

13.8 m에서 맥폭 약 0.7 m로 발견되었다(Fig. 7). 보

피붐 크롬 광화대는 기수행 지표지질조사, 트렌치, 자

력탐사 및 시추공 자료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6개 블

록으로 구분했으며 자원량 평가는 정측(measured)자원

량과 개측(indicated)자원량의 두 개 범주로 구분해서

시행되었다. 정측자원량은 약 7,780톤이며 개측자원량은

약 12,080톤이다. 그리고, 평균 품위는 크롬 12.61% 및

Ni 0.41%이다(Table 1 and 2). 시추결과, 보피붐 지역의

크롬철석 광화작용은 친힐(Chin Hills) 오피올라이트의

더나이트와 관련되어 있으며 고치상 크롬철석암이 렌

Fig. 5. Total magnetic anomaly maps. The red dots indicated the locations of chromite ore deposits modified from Park and

Heo (2014).

Fig. 6. Photo and block diagram on the trench 5 section,

Bophi Vum area near Kalay, Myanmar. Chromite is

developed along ENE trending boundary fault between

dunite and harzburgite modified from Ryoo et al. (20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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즈상, 포켓상, 불규칙상 및 산점상으로 형성된다. 광체

의 연장은 일부 제한적이고, 맥폭은 0.5 m~1.25 m로

다양하다. 크롬 광화작용은 시추자료에 의하면 지표하

부 35 m까지 부존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2015년 미얀마 사상초유의 기상악화로 인한 폭우로

당초 계획했던 시추가 원활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2016

년에는 2015년 시추결과를 고려하여 크롬광체의 최대

착맥심도를 50 m로 가정하고 12개공 600 m를 시추

설계하여 시공 하였다. 시추결과, 착맥구간이 많았던

시추공 BDH-13에서는 크롬 광화작용이 지표하 1.0m

에서 8.4m까지 괴상으로 부존하고, 고치상 크롬철석암

은 31.7~40.55m 구간에서 관찰되었다(Fig. 8). 시추공

BDH-13 근처 지표상 노두의 최대 크롬 품위는 Cr

35.8 %였으나 시추공 13번의 심부 4~5m 구간에서는

Cr 품위는 25.65%였다. 또한, 시추공 7번의 심부

31.8~32.8 m 구간에서는 Cr 품위는 27.13 %였다.

Fig. 7. Photographs of leopard texture podiform chromitite (A) and massive chromitite (B) in BDH-05. 

Table 1. Measured resource calculation based on the drilling in 2015

Sr. 

No

Block

No.

Length

(m)

Thickness

(m)

Depth

(m)

Volume

(cu. m)
S.G

Tonnage

(metric tons)

Average Assay
Remark

Cr % Ni%

1 BL - 1 80 1.25 16.4 1640 2.30 3772 8.80 0.24 BDH- 1

2 BL - 2 50 1.0 7.5 375 2.92 1095 16.89 0.17 BDH- 2

3 BL - 3 190 1.16 1.2 264.48 2.99 790.795 9.23 0.23 BDH- 3

4 BL - 4 75 0.65 8.9 433.875 2.16 937.17 3.74 1.45 BDH- 4

5 BL - 5 25 1.0 10.7 267.5 2.61 698.175 19.38 0.16 BDH- 5

6 BL - 6 70 1.0 2.3 161 3.03 487.83 17.62 0.20 BDH- 6

Total (As it is) 7780 75.66 2.45 Based on drill holes

Average Grade 12.61 0.41

Table 2. Indicated resource calculation based on the drilling in 2015

Sr. 

No

Block

No.

Length

(m)

Thickness

(m)

Depth

(m)

Volume

(cu. m)
S.G

Tonnage

(metric tons)

Average Assay
Remark

Cr % Ni%

1 BL - 1 160 1.25 16.4 3280 2.30 7544 8.80 0.24 BDH- 1

2 BL - 2 100 1.0 7.5 750 2.92 2190 16.89 0.17 BDH- 2

3 BL - 3 270 1.16 1.2 375.84 2.99 1123.762 9.23 0.23 BDH- 3

4 BL - 4 150 0.65 8.9 867.75 2.16 1874.34 3.74 1.45 BDH- 4

5 BL - 5 50 1.0 10.7 535 2.61 1396.35 19.38 0.16 BDH- 5

6 BL - 6 140 1.0 2.3 322 3.03 975.66 17.62 0.20 BDH- 6

Total (As it is) 15104.11 75.66 2.45

Average Grade 12.61 0.41

Tonnage after 20% deduction safety factor 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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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6년에는 기수행 지표지질조사, 트렌치자료, 자력탐

사자료, 2015년 시추자료를 고려하여 보피붐 지역을 8

개 블록으로 구분했으며 자원량평가는 정측자원량과 개

측자원량으로 평가했다(Fig. 9). 정측자원량은 약 9,790

톤이며, 개측자원량은 약 12,080톤이다. 그리고, 평균

품위는 Cr 11.8 % 및 Ni 0.34 %이다(Table 3 and 4).

Fig. 8. Photographs of massive chromitite (A) and podiform chromitite in dunite (B) in BDH-13. 

Fig. 9. Composite map based on exploration data of Bophivum chromium mineralized zone modified from Heo et al.

(2016).

Table 3. Measured resource calculation based on the drilling in 2016

Sr. 

No.

Block 

No.

Length

(m)

Thickness

(m)

Depth

(m)

Volume

(cu.m)
S.G.

Tonnage

(metric tons)

Average Assay
Remark

Cr% Ni%

1 BL-1 80 1.25 16.4 1640 2.30 3772 8.80 0.24 BDH-1

2 BL-2 50 1.0 7.5 375 2.92 1095 16.89 0.17 BDH-2

3 BL-3 190 1.16 1.2 264.48 2.99 790.795 9.23 0.23 BDH-3

4 BL-4 75 0.65 8.9 433.875 2.16 937.17 3.74 1.45 BDH-4

5 BL-5 25 1.0 10.7 267.5 2.61 698.175 19.38 0.16 BDH-5

6 BL-6 70 1.0 2.3 161 3.03 487.83 17.62 0.20 BDH-6

7 BL-7 100 1.0 1.32 132 3.08 406.56 9.10 0.24 BDH-9

8 BL-8 150 0.5 3.9 292.5 3.12 912.6 10.72 0.18 BDH-13 Upper ore zone

BL-8 50 0.5 8.85 221.25 3.12 690.3 10.72 0.18 BDH-13 Lower ore zone

Total(As it is) 9790.43 106.2 3.05 Based on drill holes

Average Grade 11.8 0.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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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결론 및 제언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해외광물자원 관련 사업은 국

내기업이 해외광물자원개발사업에 진출할 때 가장 위험

부담률이 높은 탐사부분에서의 위험도를 경감시켜주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KIGAM, 2019). 이러한 목적으로, 자

원부국이면서 개발도상국인 국가들과 정부 주도의 자원

협력위원회를 개최하고 광물자원분야의 공공기관으로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참여하여 정부에서 필요성을 인

지하는 자원개발 대상광물을 위주로 상대국이 보유하고

있는 광역적인 지질조사가 이루어졌으며 광물자원 잠

재성이 있는 지역을 대상으로 약 3년간의 탐사시추를

포함한 기초탐사를 통하여 자원량을 평가하고, 이를 국

내 자원관련 기업에 소개하여 관심있는 국내기업이 해외

자원개발을 수행할수 있도록 교두보 역할을 수행하였다.

미얀마의 경우, 2010년 12월 수도 내피도에서 한-미

얀마 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고, 에너지 분야에서는

협력관계가 지속되었는데 광물자원 분야에서는 협력관

계가 진전되지 않아 자원협력위원회와는 별도로 2012

년 제1회 한-미얀마 광물자원협력위원회가 개최되었다.

이 위원회에서 당시 국내에서는 희유금속자원의 필요

성이 대두되어 미얀마 북서부 물웨룻 지역에 광역적으

로 분포하는 크롬-니켈광화대(약 800 km2)를 조사지역

으로 제안받았다. 이 광화대에 분포하는 산출지를 대

상으로 2012년 2회의 현장조사를 통해, 자료원, 지질

잠재성, 광상구 소재여부, 대상광물의 자원개발 필요성,

기탐사실적, 품위, 광상형, 인근 가행광산 여부, 인프라

환경 및 탐사예상효과를 면밀히 검토한후 보피붐(Bophi

Vum)지역을 2013년 3월 연구협약을 체결하고 양기관

의 정밀탐사지역으로 선정하였다. 이후 2013년부터

2016년까지, 한국지질자원연구원과 미얀마지질조사광

물탐사국은 보피붐 광화대(50km2)중 정밀탐사지역

(12km2)를 대상으로 1:1,000 축척 지질조사 및 토양지

구화학탐사를 수행했다. 또한, 지표 크롬철석암의 심부

이상대를 파악하기 위하여 1.672km2 면적을 대상으로

자력탐사를 수수행하였다. 그리고, 광체의 연장과 발달

상황을 파악하기 위하여 굴착장비를 이용한 총 연장

313m의 7개의 트렌치 및 인력을 이용한 총 연장

79m의 12개 트렌치조사를 수행하였다. 상기 결과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2015년 6개공 600m 시추 및

2016년 13개공 617.4m 시추등 총 1217.4m의 시추를

수행했다. 이중 11개공에서 77개의 시추코어시료를 채

취하고 각각 비중과 Cr 및 Ni 함량을 양곤 DGSE

분석센터에서 분석했다. 그리고, 기수행 지표지질조사,

트렌치, 자력탐사 및 시추자료를 고려하여 보피붐 지

역을 8개 블록으로 구분했으며 자원량평가는 정측자원

량과 개측자원량으로 평가했다(Fig. 9). 정측자원량은

약 9,790톤이며, 개측자원량은 약 12,080톤이다. 그리

고, 평균품위는 Cr 11.8% 및 Ni 0.34%이다. 

미얀마 북서부 보피붐 지역의 경우, 남쪽의 웨불라

(Webula) 크롬광화대와 연계해서 개발한다면 중규모급

광산의 개발여지가 있으며, 미얀마는 지질학적으로 오

피올라이트 벨트가 서측과 동측에 광대하게 분포하고

있어 보피붐 지역에서 기초탐사를 수행하면서 습득한

탐사기법은 향후 미얀마의 오피올라이트 벨트에 부존

할 것으로 예상되는 잠두 크롬광체를 발견하는데 도움

을 줄 것으로 사료된다.

사 사

본 연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하는 주요사

업인 “3D 지질모델링 플랫폼 기반 광물자원 예측 및

채광효율 향상기술 개발(19-3211-1)”의 지원을 받아 수

행했습니다.

Table 4. Indicated resource calculation based on the drilling in 2016

Sr. 

No.

Block 

No.

Length

(m)

Thickness

(m)

Depth

(m)

Volume

(cu.m)
S.G.

Tonnage

(metric tons)

Average Assay
Remark

Cr% Ni%

1 BL-1 160 1.25 16.4 3280 2.30 7544 8.80 0.24 BDH-1

2 BL-2 100 1.0 7.5 750 2.92 2190 16.89 0.17 BDH-2

3 BL-3 270 1.16 1.2 375.84 2.99 1123.762 9.23 0.23 BDH-3

4 BL-4 150 0.65 8.9 867.75 2.16 1874.34 3.74 1.45 BDH-4

5 BL-5 50 1.0 10.7 535 2.61 1396.35 19.38 0.16 BDH-5

6 BL-6 140 1.0 2.3 322 3.03 975.66 17.62 0.20 BDH-6

Total(As it is) 15104.11 75.66 2.45

Average Grade 12.61 0.41

Tonnage after 20% deduction safety factor 120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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