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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최근들어 국내 광산탐사가 다시 활성화되면서 물리탐사를 이용한 광산탐사 연구가 늘고 있으며, 물리탐사는 금

속광상 뿐만 아니라 비금속광상 탐사에도 활용되어 왔다. 금속광상탐사의 경우 주변에 비해 전기전도도가 높다는 특성에

기초하여 전기비저항 탐사가 많이 이용되며, 대부분 2차원 탐사가 수행된다. 그러나 실제 광맥구조는 주향 방향으로 물

성차가 없는 2차원 구조가 아니라 광맥의 폭이 변하거나 광맥의 폭이 좁아지다가 사라지는 3차원 구조이다. 이 연구에서

는 이러한 3차원 구조의 효과가 2차원 탐사자료에서 어떻게 나타나는지 조사하였다. 또한 측선이 주향에 수직하지 않은

경우 측선의 방향이 자료해석에 미치는 영향도 함께 살펴보았다. 광맥의 폭이 변하는 모형에 적용해 본 결과 실제 광체

가 지표 가까이에 존재하지만 보다 큰 규모의 저비저항대가 심부에 나타났으며, 광체가 존재하다가 사라지는 경우 측선

이 광체로부터 떨어져 있음에도 불구하고 마치 직하부에 저비저항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영상화되었다. 이는 모두 3차원

효과에 의한 현상으로 광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는 곳을 시추부지로 선정하도록 유도할 수 있다. 측선이 주향방향과 수직

하지 않고 일정한 각을 이루는 경우 측선이 주향에 수직한 경우에 비해서 이상대가 약간 더 넓고 얕게 나타남을 알 수

있었으며, 측선이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o 보다 작을 경우 하부 구조가 매우 왜곡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러한 결

과들을 종합해 볼 때, 실제 광상탐사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할 경우 2차원 탐사보다는 3차원 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바람직할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3차원, 쌍극자-쌍극자 배열, 전기비저항 탐사, 맥상광체, 전산 모델링

Abstract: Recently as the interest in the development of domestic ore deposits has increased, we can easily find some

studies on exploration geophysics-based ore deposit survey in literature. Geophysical surveys have been applied to the

investigation of both metallic and non-metallic ore deposit. For metallic ore-deposit survey, the 2D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has been popularly used, because metallic mineral deposits are generally more conductive than surrounding media.

However, geological structures are 3D rather than 2D structures, which may lead to misinterpretation in 2D inversion

section. In this study, 3D effects are examined for several 3D structures such as a width-varying dyke model and a wedge-

shaped model. We also investigate the effects of the direction of survey line. Numerical results show that the width-

varying dyke model yields some low resistivity zone in the deep part, which is independent of real ore-body location.

For the wedge-shaped model, even though the survey line is located apart from the ore body, the 2D inversion section

still shows low resistivity zone in the deep part. When the survey line is not perpendicular to the strike of the ore body,

the low resistivity zone is slightly broader but shallower than that obtained along the survey line perpendicular to the

strike. For the survey lines that have an angle smaller than 45o with the strike of the ore body, the inversion results

are totally distorted. From these results, we conclude that 2-D survey and interpretation can lead to misinterpretation of

subsurface structures, which may be linked to economical loss. Eventually, we recommend to apply 3-D rather than 2-

D electrical resistivity survey for ore-deposit survey.

Key words: 3D, dipole-dipole array, electrical resistivity method, vein-type ore body, numerical modeli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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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자원의 대부분을 수입에 의존하는 우리나라는 에너지 자원

시장의 불안정에 의해 큰 영향을 받아왔다. 자원의 확보가 경

제성장으로 이어지는 현재와 같은 상황에서 국내외 자원을 확

보하는 일이 무엇보다 중요하다는 인식하에 최근 들어 국내

광산탐사가 다시 활성화되기 시작했다. 이러한 광산탐사는 새

로운 광상을 찾거나 기존광상의 연장성을 확인하기 위해 수행

된다. 지표면에 광맥이 드러나 있는 경우 지질조사나 지화학조

사만으로도 충분할 수 있으나, 지하에 존재하는 광체의 공간적

규모 및 개략적인 매장량을 산출하기 위해서는 물리탐사가 반

드시 필요하다. 특히 광체가 지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은 경우

에는 광상의 존재여부 파악을 위하여 광범위한 영역에 대한

조사가 필요하므로 이 경우 물리탐사를 수행하는 것이 가장

경제적이다. 물리탐사에 의해 광상분포 가능성이 높은 지역이

선정되면 그 지역에 시추조사를 수행함으로써 광상의 존재여

부 및 품위를 결정하게 된다.

현재까지 물리탐사는 금속광상 뿐 아니라 비금속 광상 탐사

에도 적용되어 왔다. 금속광상의 경우 전기전도도가 높다는 특

징에 기초하여 전기비저항 탐사, 유도분극 탐사, 전자 탐사 등

이 많이 이용되며, 기본적으로 중력 탐사 및 자력 탐사가 병행

된다. 1990년대 이후 금속광상 탐사에 물리탐사가 적용된 예

로는 이상규 등(1997)에 의해 경남 밀양지역 금속광상조사연

구가 있으며, 전기비저항 탐사, 전자 탐사(TEM과 VLF), 유도

분극 탐사를 수행하여 스카른 교대광상의 부존가능성을 확인

한 바 있다. 유영준 등(2004)과 박종오 등(2005)은 삼보광산에

대하여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여 획득한 자료를 해석함으

로써 전도성 광화대의 부존가능성을 확인하였다. 비금속광산

에 물리탐사를 적용한 사례로는 Jung (2007b)이 석회석이 매

장된 광산에 대하여 자력탐사, 전기탐사를 수행하여 관입된 화

강암체의 존재와 천부 교대철광상의 존재를 밝혀낸 연구를 들

수 있다. Jung (2007a)은 우리나라에서 석회석 다음으로 중요

한 고령토 광산에 대하여 전기 탐사 및 유도분극 탐사, 3축 시

추공 자력탐사(3-axis borehole magnetic measurement)를 수행

하여 기반암의 분포 및 철을 다량 함유한 층, 고령토가 분포하

는 층의 두께 등을 밝혀낸 바 있다. 최근에는 이미 오래전에

개발이 중단되었던 광산들을 재개발하려는 움직임이 일고 있

으며, 전라남도 해남의 순신광산은 이미 개발 중에 있고, 강원

도 삼척의 가곡광산은 현재 재개발을 위한 준비단계에 있다.

지질학적 생성원인을 고려하면 광산이 존재하는 주변지역에

또 다른 광상이 존재할 확률이 높다. 따라서 새로운 지역을 목

표로 삼는 것보다 기존 광산이 존재하는 지역 주변을 조사 대

상으로 삼는 것이 탐사성공률을 높이는 방법일 수 있다. 광상

탐사에서 광상의 분포여부 및 매장량 등을 평가하기 위해서는

획득된 물리탐사 자료를 정확히 해석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

하다. 이를 위해서는 주변지역에 대한 정확한 지질학적 정보가

필요하며, 또한 물리탐사 자료해석시 발생할 수 있는 오류에

대해서도 주지하는 것이 중요하다. 민동주 등(2008)은 다양한

2차원 맥상광체 모형 및 천열수광상 모형을 가정하고 2차원

전기탐사 모델링 및 역산을 수행함으로써 실제 현장자료 해석

시 발생할 수 있는 문제점을 제시한 바 있다. 이들은 주향방향

으로 물성의 변화가 없는 2차원 구조를 가정하고 분석하였으

나 실제로는 이러한 2차원 구조는 거의 없으며 맥폭이 변한다

든가, 광맥이 끊어져 버린다든가 하여 3차원 구조가 일반적이

다. 특히 국내 광산 중에는 매우 좁은 범위에서 광상의 구조가

S자 모양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경우도 있다. 이와 같이 광상의

구조가 급격하게 변하는 3차원 환경에서 2차원 탐사를 수행하

여 자료를 획득하고 해석할 경우 3차원 구조의 효과가 고려되

지 않으므로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으며, 2차원 탐사자료를

근거로 시추부지를 선정한다면 심각한 오류를 범할 수 있다.

또한 지질학적인 정보가 있거나 지면에 광맥이 드러나 있는

경우 주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측선을 설정하고 2차원 탐사를

수행하지만, 지질학적 정보가 부족하고 광체가 땅속에 묻혀 있

는 경우 실제 주향에 수직한 방향으로 측선을 설정하는 것이

쉽지 않다. 이러한 경우 역산해석 단면에서 어떠한 변화가 일

어나는지를 살펴보는 것도 실제 탐사자료 해석시 매우 유용할

것이다. 

이에 이 연구에서는 실제현장조사를 그대로 시뮬레이션하기

위해 3차원 쌍극자-쌍극자 전기탐사 모델링을 수행하여 2차원

자료를 획득하고 이에 대해 2차원 역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를 통해 실제 현장자료 해석에서 3차원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

며 해석자가 어떠한 오류를 범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3차

원 탐사의 필요성을 강조하고자 한다. 3차원 모형은 국내에 존

재하는 광상의 70%가 맥상광상이라는 점에 기초하여 맥상광

체구조에 초점을 맞추었다. 

 

다양한 맥상광체 모형에 대한 3차원 

모델링 및 2차원 역산해석

본 연구에서는 Spitzer (1995)의 3차원 전기비저항 탐사 모

델링 알고리듬을 이용하여 3차원 구조에서 2차원 탐사를 시뮬

레이션하였으며, 획득자료의 2차원 역산해석을 위해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DIPROWin을 이용하였다. 모든 경우

에 전극간격은 20 m로 지표면에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3차원 모델링 알고리듬의 검증

본격적으로 다양한 모델에 적용하기 전에 먼저 3차원 모델

링 알고리듬의 검증을 위하여 Fig. 1에서 보는 바와 같은 y축

방향(주향)으로 물성의 변화가 없는 2차원 맥상광체 구조에 대

하여 획득한 3차원 모델링 자료와 2차원 모델링 자료를 비교

해 본다. 3차원 모델링과 2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2차원 탐사

자료를 시뮬레이션하고, 이 자료들을 이용하여 2차원 역산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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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을 수행한 후 두 결과들을 비교하였다. 광체는 10 m 두께의

표토층 아래에 놓여있다고 가정하였으며, 탐사 측선은 Fig. 1

의 1번 측선과 같이 주향에 수직하게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두 경우 모두 전극간격은 20 m이며, 전극사이에 8개의 격자가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이 경우 Fig. 1의 3차원 모형은 주향

방향으로 물성의 변화가 없는 2차원 구조가 되므로 3차원 모

델링을 통하여 얻은 해와 2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얻은 해는

이론적으로는 같은 결과를 보여주어야 한다. 2차원 모델링 결

과를 얻기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개발한 모델링 소

프트웨어인 EM2DModel을 사용하였다. Fig. 2는 Fig. 1의 모

형에 대하여 얻은 역산 결과를 보여준다. Fig. 2에서 보면 3차

원 모델링으로 2차원 탐사를 시뮬레이션하여 얻은 겉보기 전

기비저항 가단면도와 2차원 모델링을 통하여 얻은 겉보기 비

저항 가단면도가 매우 유사한 패턴을 보여주고 있으나 겉보기

전기비저항의 값이 약간씩 차이가 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이

러한 차이는 3차원 모델링에서와 달리 2차원 모델링에서 y축

으로 유한한 모델을 가정하고 계산하였기 때문에 발생하는 차

이일 수 있으며, 또한 일반적인 전산모델링에서 발생하는 오차

때문일 수 있다.

광맥의 폭이 변하는 광체 모형

실제 광맥은 앞에서와 같이 주향방향으로 폭이 일정한 구조

를 갖지 못하고, 주향방향으로 폭이 좁아졌다 넓어지면서 변하

Fig. 2. 2D Pseudosections (upper) and theoretically computed pseudosections (middle) based on 2D inversion results (bottom) of 3D modeling

(left) and 2D modeling data (right) obtained along the survey line No. 1 of the vertical dyke model. The number of grids between electrodes

is 8. 

Fig. 1. A vertical dyke model. The width (w) and height (h) of the

ore body are 20 and 40 m, respectively. The depth of the weathered

layer (d) is 10 m. Electrodes are spread along the survey lines Nos.

1, 2, 3, and 4 with the spacing of 20 m. The resistivity values of

the weathered layer, the ore body, and the background medium are

30, 10, and 100 Ωm, respectively.

Fig. 3. A 3D width-varying dyke model. The depth of the

weathered layer (d) is 10 m. The electrodes are spread along the

survey line No. 1 (y=200 m) with the spacing of 20 m. The

resistivity values of the weathered layer, the ore body, and the

background medium are 30, 5, and 100 Ω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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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경우가 많다. 이러한 경우 2차원 구조를 가정하고 해석할

경우 3차원 효과를 반영하지 못하여 해석의 오류를 범할 수

있다. 앞의 예에서와 마찬가지로 광체가 10 m 두께의 표토층

아래에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측선은 y=200 m인 지표면에

서 x축방향을 따라 놓여있다고 가정하였다. 광맥의 폭이 변하

는 광체 모형에 대하여 3차원 모델링을 수행하고 2차원 역산

을 수행하여 얻은 결과를 Fig. 4에 나타내었다. Fig. 3에서 광

체의 높이를 50 m와 70 m로 변화시켜 보았으며, 광체의 폭을

다양하게 변화시켜 보았다. 광맥의 폭이 좁아지는 구간(그림에

서 b에 해당)을 100 m, 80 m, 60 m, 40 m, 20 m로 변화시켜

보았으나 지면관계상 100 m일 때의 결과만을 싣는다. Fig. 4

에서 보면 실제 광체는 표토층 아래 40 m의 두께로 존재하나

역산 단면에서는 80 m 하부에 큰 저비저항대가 존재하는 것처

럼 결과가 나왔으며, 주변 광맥의 폭(w)이 두꺼울수록 저이상

대가 뚜렷이 나타났다. 특히 넓은 광맥의 폭이 20 m이고 좁은

광맥의 폭이 5 m인 경우 이상대가 지표근처에서부터 하부쪽으

로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나타나면서 하부로 갈수록 저비저항

대가 넓게 퍼짐을 알 수 있었다. 만약 실제 현장에서 이러한

자료를 역산하여 결과를 얻었다면 심부에 저비저항대가 존재

하는 것으로 잘못 해석할 수 있다.

Fig. 4.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 1 of the 3D width-varying dyke model shown in Fig.

3. The lengths of the dyke, a and b are 150 m and 100 m, respectively. The height is 50 m (left) and 70 m (righ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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쐐기형 광체 모형

Fig. 5에서 보는 바와 같이 광맥이 존재하다가 좁아지면서

끊어지는 모형을 가정하여 3D 모델링 및 2차원 역산을 수행

하였다. 좁은 광맥이 존재하는 바로 위에 측선이 존재하는 경

우와 측선이 광맥으로부터 떨어져서 광맥이 존재하지 않는 곳

에 놓인 경우에 대하여 검토하여 보았다. 측선의 위치에 따른

역산결과를 Fig. 6에 나타내었다. 측선이 y=180 m(광맥위에

존재)의 지표면상에서 x축을 따라 존재할 경우 지표면 근처에

강한 저이상대가 나타나 실제 지질구조를 비교적 잘 반영해

주고 있으나, 탐사측선이 광체로부터 멀어질수록 실제 광체가

존재하는 깊이보다 훨씬 깊은 80 m 이하 심부에 저이상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결과가 나왔다. 이는 앞에서 살펴본 맥폭이

변하는 구조에서와 같은 양상으로 3차원 구조에 의한 효과임

Fig. 6.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for the wedge-shaped model shown in Fig. 5. The height (h) is 50 m (left) and

70 m (right). Survey line is located along the x-axis when y=180, 200, 210, 220, and 230 m.

Fig. 5. A 3D wedge-shaped model. The lengths of the dyke, a and

b are 150 m and 50 m, respectively. The widths w and w
s
 are 20

m and 10 m, respectively. The depth of the weathered layer (d) is

10 m. Survey line is located along the x-axis when y=180, 200, 210,

220, and 230 m. The electrodes are spread with the spacing of 20

m. The resistivity values of the weathered layer, the ore body, and

the background medium are 30, 5, and 100 Ω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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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s. 1 (left) and 2 (right) for the vertical dyke model

shown in Fig. 1. The height is 40 m.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Fig. 8.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s. 3 (left) and 4 (right) for the vertical dyke model

shown in Fig. 1. The height is 40 m.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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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알 수 있다. 이로부터 실제 이러한 구조 위에서 탐사자료를

획득하고 해석했을 경우 실제 지하에 광체가 전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광체가 존재한다고 잘못 해석하는 오류를

범할 수 있으며, 이 결과를 바탕으로 시추를 할 경우 적지 않

은 경제적 손실이 발생하게 될 것이다.

수직 맥상광체 모형

앞에서 살펴본 수직 맥상광체 모형에 대하여 측선 방향이

주향에 수직한 방향이 아닌 주향과 60o, 45o, 30o의 각을 이루

는 경우(x축과 30o, 45o, 60o의 각을 이룸)에 대하여 검토해 보

았다. Figs. 7과 8은 각 측선에 대하여 광체의 폭을 변화시키

면서 얻은 역산자료를 보여준다. Fig. 7에서 측선이 주향에 수

직한 경우(line No. 1)와 주향과 60o의 각을 이루는 경우(line

No. 2)의 역산자료를 비교해 보면 주향과 비스듬한 각을 이루

는 측선에서 얻은 역산결과가 주향에 수직한 측선에서 얻은

역산결과에 비해 광체에 의한 저비저항대의 폭이 좀 더 넓고

깊이가 좀 더 얕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 8은 측선이 주

향과 45o와 30o의 각을 이룰 때 얻은 역산결과를 보여준다.

Fig. 8에서 보면 광체에 의한 저이상대 아래쪽에 고비저항대가

나타나고 있으며, 주향과 30o의 각을 이루는 측선에서 이러한

현상은 더욱 심해져 광체에 의한 저비저항대의 양상이 많이

왜곡되어 나타남을 알 수 있다. 광맥의 폭이 커질수록 표토층

바로 아래의 저비저항대가 실제구조에 비해 매우 넓게 퍼져서

나타남을 알 수 있다. 이로써 측선의 방향 또한 결과해석에 영

향을 준다는 것을 알 수 있었으며, 현장에서 측선이 주향과 이

루는 각이 45o 이내일 경우 왜곡된 해석결과를 얻을 수 있음

을 확인할 수 있었다.

Fig. 10.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 1 for the oblique dyke model shown in Fig. 9. The

angle (α) between the dyke and the ground is 70o (left) and 80° (right).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Fig. 9. A oblique dyke model. The width (w) and height (h) of the

ore body is 10 and 74 m, respectively. The depth of the weathered

layer (d) is 10 m. Electrodes are spread along the survey lines Nos.

1, 2, 3, and 4 with the spacing of 20 m. The resistivity values of

the weathered layer, the ore body, and the background are 30, 10,

and 100 Ωm,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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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사진 맥상광체 모형

앞에서 광체가 지면과 수직하게 존재하는 경우에 대하여 살

펴보았으나 실제 광맥은 지면과 일정한 각을 이루며 경사져

있을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역산단면에서 광체의 경사가 제대

로 표현되는지와 측선의 방향이 역산단면에서 나타나는 경사

구조에 어떠한 영향을 미치는 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앞의

수직광체 모형에서와 같이 주향과 다양한 각을 이루는 측선에

대하여 역산해석을 수행하였다. Fig. 9는 경사진 맥상광체 모

형을 보여주고 있으며, Figs. 10-13은 측선이 주향과 90o, 60o,

45o, 30o의 각을 이룰 때 얻은 역산결과를 보여준다. 광체가 지

면과 이루는 각은 70o와 80o라고 가정하였다. Figs. 10과 11을

Fig. 7의 수직광체 모형의 결과와 비교해 보면, 역산단면에서

저 비저항대가 약간 경사져 나타남을 알 수 있으며, 이로써 광

체모형의 경사가 비교적 잘 나타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Figs.

10과 11의 결과를 서로 비교해 보면 앞의 수직 광체에서처럼

주향과 30o의 각을 이루는 측선의 결과가 주향에 수직한 측선

에서 얻은 결과보다 광체에 의한 저비저항대의 폭이 좀 더 넓

고 깊이가 좀 더 얕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Figs. 12와 13에

서처럼 측선이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o 보다 작을 경우 저비

저항대 아래쪽에서 고비저항대가 나타나면서 저비저항대가 고

비저항대를 감싸는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측선이 주향과 30o

의 각을 이루는 Fig. 13의 결과를 수직광체에 대한 Fig. 8의 결

과와 비교하면 고비저항대 바로 위에 저비저항대가 매우 넓게

존재하는 양상이 서로 비슷함을 알 수 있으며, 따라서 측선과

주향이 이루는 각이 매우 작을 경우 광체의 경사에 의한 효과

가 거의 나타나지 않음을 알 수 있다. 

이상의 네가지 모형에 대한 결과를 종합해 보면 3차원 구조

가 있는 지역에서 2차원 탐사를 수행하고 2차원 역산해석을

수행할 경우 해석단면에서 나타나는 저이상대가 바로 직하부

에 존재하는 광체에 의한 효과가 아니라 주변 지표근처에 존

재하는 광체에 의한 효과일 수 있으며, 따라서 해석단면에 기

초하여 바로 직하부에 대해 시추조사를 수행하면 광체를 찾는

데 실패할 수 있다. 또한, 측선이 주향에 수직하지 않고 주향

과 45o 이내의 각을 이룰 경우 심부에 고비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저항의 물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

나 잘못된 해석을 할 수 있다. 이러한 경우 실제 광체가 주변

에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해석상의 오류로 광체를 찾지 못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을 수 있다. 따라서, 실제 광산탐사에서는 2

차원 탐사보다는 고밀도, 고정밀의 3차원 탐사가 필요하며, 최

근 장비의 고성능화 및 측정기술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Fig. 11.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 2 for the oblique dyke model shown in Fig. 9. The

angle (α) between the dyke and the ground is 70° (left) and 80° (right).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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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2.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 3 for the oblique dyke model shown in Fig. 9. The

angle (α) between the dyke and the ground is 70° (left) and 80° (right).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Fig. 13. 2D inversion results for 3D modeling data computed along the survey line No. 4 for the oblique dyke model shown in Fig. 9. The

angle (α) between the dyke and the ground is 70° (left) and 80° (right). The width (w) of the ore body is 10, 20, and 4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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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 론

실제 3차원 구조에 대하여 2차원 전기비저항 탐사를 수행하

고 2차원 역산해석을 수행할 때 어떠한 문제점이 발생할 수

있는가를 살펴보고 현장자료 해석시 활용하기 위하여 다양한

모형을 가정하고 3차원 쌍극자-쌍극자 전기비저항 모델링 및

2차원 역산해석을 수행하였다. 일반적으로 광상탐사가 3차원

구조에 대하여 2차원 탐사 및 해석이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바

탕으로 실제 수행되는 탐사를 그대로 재현하고자 3차원 모델

링을 통하여 2차원 탐사자료를 획득하였다. 실존하는 광상구

조는 주향방향으로 물성의 변화가 없는 2차원 구조가 아니라

좁은 공간에서 S자 모양으로 급격하게 변하는 등 3차원 구조

가 대부분이다. 본 연구에서는 3차원 광상구조로 맥폭이 넓게

존재하다가 좁아지거나, 혹은 좁아지다가 아예 사라져 버리는

모형을 가정하고 이러한 경우 2차원 해석 단면에서 3차원 효

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살펴보고자 하였다. 또한 현재 남아

있는 광상의 경우 대부분 지표면에 드러나 있지 않으므로 주

향방향에 수직하게 조사측선을 설계하기 어렵다. 따라서 측선

의 방향이 주향에 수직한 경우와 주향과 일정한 각을 이루는

경우에 대해서도 분석해 보았다. 

광맥의 폭이 변하는 모형에서 광맥의 폭이 좁은 곳을 가로

질러 측선이 존재하는 경우 광체가 상부에만 존재함에도 불구

하고 심부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며, 광맥의 폭이

좁은 경우 상부와 하부에 각각 저이상체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광맥이 존재하다가 좁아져 사라지는 경우 측선이 광

맥으로부터 조금 떨어져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마치 광맥이 직

하부 깊은 곳에 존재하는 것처럼 저이상대가 나타나고 있었다.

대체로 광맥이 존재하는 곳으로부터 전극간격의 1배 정도 이

내에 측선이 존재하는 경우 지하 깊은 곳에 저이상대가 존재

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이 경우 저이상대가 나타나는 지역에

대하여 시추를 하더라도 광상을 찾을 수 없게 되며, 또한 바로

조금 떨어진 곳에 광상이 존재함에도 불구하고 광상이 존재하

지 않는다고 결론을 내릴 수도 있다. 

또한 측선이 주향과 일정한 각을 이루는 경우 측선이 주향

에 수직한 경우에 비해서 이상대가 넓고 얕게 퍼져서 나타남

을 알 수 있었으며, 측선이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o 보다 작을

경우 실제 하부에 고비저항대가 존재하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고비저항대가 존재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측선이 주향과 90o의

각을 이룰 경우 광체의 경사가 역산단면에 반영이 되었으나

측선이 광체의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o 보다 작을 경우 광체

의 경사를 구분하기 어려웠다. 측선이 주향과 이루는 각이 45o

이내일 경우 수직광맥구조와 경사광맥구조 모두 하부에 나타

나는 고비저항대 때문에 상부에 매우 넓게 저비저항대가 분포

하는 것처럼 나타났다. 

위의 결과들로부터 단순한 구조에 대한 탐사자료에서도 3차

원 구조의 효과가 어떻게 나타나는가를 예측하기가 쉽지 않음

을 알 수 있었다. 따라서 광상탐사에서 발생할 수 있는 여러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는 기존에 수행되는 2차원 탐사보다

는 고밀도, 고정밀의 3차원 탐사가 반드시 수행되어야 하며,

최근 장비의 고성능화 및 측정기술의 발달, 자료처리역산 기술

의 발달로 충분히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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