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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물자원탐사 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료를 활용한 광체의 부존 가능성 평가를 위해 모이
산 지역에 대한 3차원 포텐셜 지도 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현장 탐사 결과를 지질모델링 영역별로 해석하여 광체 영역
에서 나타나는 위상 및 전기비저항 값의 분포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이산 광체에 대한 부존 잠재성 평
가를 수행하였다. 잠재성 평가 결과 기존에 확인된 광체 영역에서는 높은 부존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시추를 통
해 확인된 일부 광체 영역에서도 주변부에 비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신뢰도가 높음을 확인하였다. 광체 분포
특성에 따라 효과적으로 측선 설계가 이루어지고 보다 조밀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료를 얻을 경우 이번 연구를 통
해 습득한 해석 기술은 광체 평가에 효율적으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주요어: 3차원 지질모델링, 포텐셜 지도, 모이산
Abstract: In order to develop a new mineral exploration technique, a study was carried out about the potential mapping
of Moisan area using SIP (Spectral Induced Polarization) data. The SIP inversion results were classified according to
the geological regions, and the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resistivity and phase values of SIP data were analyzed at
the ore region.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SIP of ore bodies, we performed 3D potential mapping of Moisan area.
The analyzed potential map was verified using that the locations and patterns of high potential regions of the results
are well matched with those of the known ore bodies. If we get the higher spatial resolution SIP data, the potential
mapping technique using SIP data can be effectively applied to the estimation of mining deposit.
Keywords: 3D geological modeling, potential mapping, Moisan

서

론

불확실성이 높은 자원탐사 분야에서는 자료 해석의 신뢰도

많은 발전을 거듭해 왔다. 국내에서도 광산 규모의 3차원 지
질모델링 연구를 다양한 기관에서 수행해 왔다(KIGAM,
2013).

를 높이기 위하여 해당 지역에서 얻어진 다양한 자료들을 수
집 종합하여 3차원 지질정보로 구성 평가하여야 한다. 자원개

이러한 3차원 지질모델링을 뒷받침하는 대표적인 개념 중
하나는 Common Earth Model (CEM)이다(McGaughey, 2006).

발 선진국에서는 이미 전문성이 높은 3차원 지질모델링 소프
트웨어를 통해 자원조사에서 개발에 이르는 과정까지 체계적

이는 지질에 대한 명시적이고 정량적인 통합 모델로서 모든
자료에 대한 일관성을 유지하며, 시추나 탐사자료를 통해 검증

인 자원개발을 수행하고 있다(De Kemp, 2007). 이를 바탕으

가능하고, 신규 조사자료에 의한 수정 및 개선이 가능하다.

로 3차원 지질모델링은 지질학 분야에서 자원개발과 관련하여

즉, CEM이란 서로 다른 지구과학자료를 통해 획득된 모델들
로부터 단일하게 추론된 하나의 지하 모델을 의미하는 것으
로, 이 CEM 기반 하에서는 지질학, 지구물리학, 지구화학 등
과 같이 서로 다른 지구과학정보들이 정량적으로 공통의 지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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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델을 공유하게 된다. CEM은 지질도와 같은 초기 조사자료
만을 이용하여도 제작될 수 있으며 이후의 추가적인 조사 및
해석 자료들을 포함할 수 있어 수정이 용이하다. 따라서 CEM
을 통해 모든 조사, 탐사자료는 동일한 좌표체계 내에서 표현
되며 광산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전공이 서로 다른 전문가들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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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사소통을 위한 공유도구로서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
CEM은 각종 조사 결과들로 얻어지는 지하지질정보들이 정량

surface 구축, 자료의 좌표 체계 통일, 단층모델링 및 단층간의
접합관계 모델링, 지층 모델링, 지층과 광체 접합관계 모델링,

적으로 집약된 형태로서 막대한 비용이 발생하는 자원개발 분
야 탐사 자료로부터 신뢰도 높은 해석을 수행하기 위해 필수

구조모델 구축, 층서 정의, Voxet 모델 구축으로 각 단계가 순
차적으로 수행되었다. 각 과정의 자세한 내용은 다음에 기술하

적으로 필요한 플랫폼이다. 또한, CEM의 개념을 효과적으로

였다.

구현하기 위해서는 단일 3차원 지질모델에 기반한 전체적인
해석 시스템의 설계 및 이와 유기적으로 연결된 모듈들의 개

자료 임포트

발이 필요하다(KIGAM, 2013).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CEM 개념을 구현하기 위하여 현

모이산 연구지역의 지질모델링을 위해 지형자료, 지표지질
도, 지질단면도, 시추자료, 매장량 산출도, 갱내도 등을 사용하

재 가행되고 있어 비교적 많은 자료가 확보되어 있는 모이산

였으며, 주로 CAD포맷의 자료를 GOCAD 시스템에 임포트하

지역을 대상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또한 연구 지역에 대한 광
체를 포함한 지질모델링과 이 지역에서 수행된 광대역 유도분

여 이용하였다.

극 탐사 자료를 통합 해석하기 위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를 통해 수행하고자 하는 주요 연구 내용은 관심 광화대

모델링 영역 설정

에 적용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결과 및 관련 지질 정보의 정

모델링 영역인 VOI (Volume of Interest)는 2D curve와 상/
하부 고도값으로 정의되는 영역으로 지층이나 단층 surface의

량적 복합 해석 기법 연구에 있다. 여기서 정량적 복합 해석의
의미는 단순히 각각의 자료에 대한 개별 분석 후 의사 결정자

연장을 제한시키는 역할을 한다. 이번 연구에서는 모이산 광체
를 포함하는 영역으로 결정하여 연구를 수행하였다.

가 각각의 자료로부터 전체적인 결과에 대한 주관적 해석을
수행하는 기존의 절차와 대조적으로 모든 절차를 지구통계학
적으로 결합하여 정량적이며 객관적으로 최종적인 해를 획득
하는 것을 의미한다. 또한 연구지역이 현재 가행되고 있는 점

지형 surface 제작
지형 surface는 불연속 자료의 빈 공간을 보간할 수 있는 수

을 고려하여 세부적인 현장 자료 해석 보다는 3차원 지질모델

학적 도구인 DSI (Discrete Smooth Interpolation)를 활용하는
간접적인 방법을 이용하여 생성하였다. 먼저 VOI 범위와 일치

링 구축 및 물리탐사 자료와 지질정보의 정량적 해석 방법을
중점적으로 이 논문을 통해 제시하고자 한다.

하는 surface를 생성하고 등고선을 control point로, surface의
각 border에 border on surface constraint 및 border on straight
line constraint를 설정한 후 DSI interpolation을 적용하여 Fig.

연구지역 개요
이번 연구 지역인 모이산 지역은 전남 해남군 황산면 부곡
리 일대 금광산이 분포하는 지역이며, 현재 (주)골든썬에서 모
이산 광체 개발을 지속하고 있다. 광역적인 지질을 보면 이 지
역은 중생대 백악기말의 화산활동으로 인해 형성된 지역으로

1에 나타낸 바와 같이 지형 surface를 제작하였다.
자료의 좌표체계 통일
캐드도면에서 지표지질경계선과 지질단면경계선, 갱도 및
채굴적은 2D자료로 정의되므로 본래의 3D 위치좌표로 변환하

기반암인 선캄브리아기 편암 및 편마암과 이를 관입하는 쥬라

는 과정이 필요하다. 지표지질경계선의 경우 과정 3을 통해 제
작된 지형surface의 고도값을 이용하여 3D 폴리라인으로 변환

기 화강암과 기반암을 피복하는 백악기말 화산암 및 쇄설성
관련퇴적암으로 주로 구성된다(Moon, et al., 2010). 특히 모이

하였다. 단면지질경계선은 도면상에 존재하는 단면선을 이용
하여 이동과 회전변환을 통해 변환하였다. 변환된 3D curve들

산 지역은 열수변질을 받은 해남층에 해당하는 응회암류와 응
회질 퇴적암류 내에 금광상이 배태되는 특징을 갖는다(Koh,

은 생성하고자 하는 지층 및 단층별로 분류작업을 수행하였으

1996). 이 지역의 금광상은 성인적으로 저-중유황 천열수계와

며, 3D 해석 및 모델링작업의 편의를 위해 각 단면도 2D 이
미지를 3D 공간상에 가시화할 수 있도록 하였다.

관련되며, 이들을 중심으로 주변지역에 위치하는 옥매산, 춘
산, 성산지역은 고유황 천열수계와 관련되는 것으로 보고된

단층모델링 및 단층간의 접합관계 모델링

바 있다(Bowden, 2007, Kim, et al., 2011).

단층은 공간을 구획하는 중요한 요소이며 각 구획된 공간에

3차원 지질모델 구축

서 지층들이 연속적으로 발달한다. 다른 지질학적 surface를
제작하기 전에 단층을 제작하고 단층이 서로 간에 어떻게 종

이번 연구의 테스트베드인 모이산 지역에 대한 3차원 지질
모델링을 구축하기 위하여 수행된 연구 과정은 갱내 채굴적
자료, 지질도 등의 자료 임포트, 모델링 영역 설정, 지형

료되는지 결정해야 한다. 연구지역의 경우 광산이 위치한 지역
의 지질이 비교적 단순하고 지질도에 표기될만한 단층이 지나
가지 않고 있기 때문에 이번 연구에서는 단층에 대한 모델링
은 수행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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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Terrain surface model (a) and geologcic model (b) of 3D geological modeling results.

Fig. 2. Ore bodies (a), junction points of ore and background strata (b), sectional view of ore bodies (c), and geological section extracted
from 3D geological model.

지층 모델링
지층 모델링은 단층 제작방법과 동일하게 DSI를 활용한 간

구축하였다.

접적 방법을 사용하여 Fig. 1(b)와 같이 구축하였다. 다만, 광
체 모델링의 경우 입력자료들에 근사한 평면을 만들기가 어려

지층과 광체 접합관계 모델링

워 간접적인 모델링방법을 사용하기 어렵다. 이 경우 여러개의

단층간의 접합관계 모델링과 유사한 과정이다. 만약 지층이
광체에 의해 절단되는 경우 변위를 발생시킬 수 있다. 이 때

closed curve를 이용하는 pants나 ski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초
기 surface를 제작한 후 DSI와 control point를 활용하여 광체

층서면은 광체에 의해 절단되더라도 연속성을 갖도록 모델링
되어야 한다. Fig. 2(b)는 지층과 광체의 접합관계를 보여주고

형상을 개선시킬 수 있다.
이번 연구에서 수행된 광체 모델링을 위해서 1차적으로 광

있다.

체의 부분을 묘사하는 surface들을 제작하고 이 surface들과 수

구조모델 구축

직적으로 일정간격의 수평면과의 교차연산을 통해 closed
curve를 생성한 후 skin 알고리즘을 이용하여 Fig. 2(a)와 같이

Fig. 2(c)는 광체와 지층모델링을 통해 제작된 구조모델의
단면이다. 구조모델은 추가조사가 진행됨에 따라 용이하게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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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3D geological modeling results. (a) shows geological features, and (b) shows the land use map. The yellow area located at the center
of map indicates Moisan area.

정될 수 있다. Fig. 2(d)는 지질모델 중 광체 부분의 단면도를

설정하여 다양한 모델링 결과 값을 입력 자료로 활용할 수

생성한 결과로서 해당 단면도상에 사용자정의 해석자료를 추
가하여 모델을 수정할 수 있다.

있다.

포텐셜 지도 작성

층서 정의
구조모델은 일반적으로 지층과 단층 및 광체의 기하학 및

이번 연구에서 광대역 유도분극 자료를 이용한 광체의 부존

위상학적 접합관계를 정의하지만 정합, 부정합, 관입 등의 지
질학적인 접합관계가 반영되지 않는다.

잠재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Paradigm에서 개발한 3차원 지질모
델링 소프트웨어인 GOCAD (Paradigm, 2014) 플랫폼 상에서

층서정의는 이러한 지층간의 관계를 부여하는 과정으로 이

구동되는 Mira Geoscience 모듈인 targeting workflow (Mira

후 voxet 모델과 같은 물성 모델 제작 시 지질학적으로 의미
있는 영역을 생성할 수 있게 해준다. 다만 이번 연구지역의 지

Geoscience, 2014)를 이용하였다. 이는 기존에 활발하게 연구
가 수행되었던 2차원 광체 포텐셜 지도 구축 기술을 3차원으

질모델은 단층 모델링이 수행되지 않았기 때문에 복잡한 층서
정의는 필요하지 않았다.

로 확장하여 구현한 모듈이다. 즉, 전문가 시스템을 이용하여
목적 광체에 대한 지질학적 광상 성인 모델을 결정하고, 이를
통해 획득된 다양한 정보를 광상 성인 모델을 지시하는 세부

Voxet 모델 구축
Fig. 3은 모이산 연구 지역에 대해 Voxet 모델을 생성한 후

요소로 구분하여 이들 자료의 융복합 해석을 수행 3차원 광체
포텐셜 지도를 구축하게 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광상 성인 모

지질 암상과 토지 이용도 정보를 할당한 결과 이다. 추가적인
자료가 있을 경우 구축된 3차원 지질모델 상에 용이하게 정보

델을 통해 도출된 광체 정보와 함께 동일 지역에서 수행된 광
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료와 광체의 상관관계를 이용하여 포텐

를 영상화 할 수 있다. 이 경우 각 영역(region)별로 물성 값을

셜 지도를 구축하였다.

Fig. 4. The modeling result of ore bodies with topo surface and gob road (a), and distance property model calculated from ore bodies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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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텐셜 지도 작성을 위한 인덱스 구축
Fig. 4(a)는 모이산 연구지역의 3차원 지질모델링 결과 중 모
이산 지표 영역과 광체 모델링 결과를 보여주고 있다. 3차원
지질모델링은 위의 Fig. 1에서 Fig. 4에 나타낸 것처럼 모이산
이 중앙에 위치하며, 옥매산, 춘산 등을 포함하는 넓은 영역에
서 수행되었다. 그러나 자세한 3차원 지질모델링이 구축된 영
역은 모이산 연구지역으로 이 지역의 광체 모델링이 수행되었
다. 구축된 광체 모델링 결과는 갱내 채굴적 자료를 이용하여
생성되었다. 이를 바탕으로 Fig. 4(b)에 나타낸 것처럼 3차원
상의 모든 지점에서 광체로부터 이격된 거리를 계산하여 광체
영역과 비 광체 영역을 구분하였다.
또한 이번 연구에 이용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료는 Fig.
5에 나타낸 바와 같이 모이산 정상부에서 수행된 4개의 탐사
측선에서 얻어진 자료이다. 광대역 유도 분극 탐사에서 전극간
격을 20 m로 하였으며, 양질의 자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전류
송신과 전위 측정에 각각 다른 케이블을 사용하였다. 또한 전
류 송신에는 일반 전극을 전위 측정에서는 비분극 전극을 이
용하여 탐사를 수행하였다. 광대역 반응을 얻기 위하여 0.125,
1, 8 Hz의 세 가지 주파수를 이용하였으나, 자료의 질을 고려
하여 0.125 Hz의 주파수에 대해서만 3차원 복소전기비저항
역산(Michael et al., 2011) 해석을 수행하여 그 결과를 Fig. 6
의 전기비저항과 위상 물성으로 나타내었다. 이 결과는 모이산
상부의 고비저항대인 규화변질대를 잘 영상화 하고 있으며, 그
하부에 나타나는 위상 이상대는 실제 채굴적과 비교적 잘 일
치하고 있다. 이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결과는 광체와의 공간
적 상관관계 분석을 수행한 후 포텐셜 지도 구축 인덱스로 이
용 되었다.

Fig. 5. 3D SIP survey lines on terrain map at Moisan area.

다. 광체 영역에서 나타나는 위상 및 전기비저항 분포 특성은
Fig. 7에 도시하였다. 광체 영역에서 나타나는 물성 특성을 분
석하는 과정에서 전반적인 분포 패턴을 벗어나는 경계치 값들
의 영향을 줄이기 위하여 제1사분위수(하위 25% 값)와 제3사
분위수(하위 75% 값)를 이용하였다. 위상의 경우, 전체 영역에
서는 약 −25 mrad (제1사분위수)에서 25 mrad (제3사분위수)
의 넓은 영역에 값이 분포하지만, 광체 영역의 경우 −9 mrad
(제1사분위수)에서 16 mrad (제3사분위수)의 좁은 영역의 값
을 나타내고 평균값도 전체 영역에 비하여 높은 값을 나타내
고 있다. 이는 이 연구 지역 광체의 위상 특성을 반영한 것으
로 판단되며, 해당 위상 영역 및 각 위상 범위에 존재하는 광
체 영역의 부피를 이용하여 위상값 범위에 따른 광체 배태 가

인덱스의 가중치 해석
포텐셜 지도 구축을 위한 위상 및 전기비저항 인덱스의 가
중치를 해석하기 위하여 광체 영역에서 나타내는 위상과 전기
비저항의 분포 특성을 전체 영역에서의 분포 특성과 비교하였

능성을 수치화 하였다. 반면 전기비저항의 경우 전체 영역에서
는 약 210 Ω-m (제1사분위수)에서 570 Ω-m (제3사분위수)의
분포를 나타나지만, 광체 영역의 경우 460 Ω-m (제1사분위수)
에서 2,200Ω-m (제3사분위수)의 분포를 나타내며 평균값도

Fig. 6. Physical property models using phase (a) and resistivity (b) of 3D SIP inversion res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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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7. The distribution patterns of phase (a) and resistivity (b) values of SIP inversion results.

광체 영역에서는 2,250 Ω-m로 전체 영역의 약 520 Ω-m보다
높게 나타났다. 이는 일반적인 금속 광체가 갖는 전기비저항
특성과 일치하지 않지만, 연구지역에서 광체가 배태될 수 있는
구조적 영향에 의한 전기비저항 특징으로 추정 된다.
주어진 정보를 통하여 광체 부존 가능성을 해석하기 위해서
는 연구지역에 존재하는 잠두 광체의 위상 및 전기비저항 특
성이 알려진 광체 영역에서 보여지는 물성의 특성과 유사할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 이러한 가정을 바탕으로 앞에서 언급
된 광체 영역에서의 위상 및 전기비저항 값 분포 특성을 고려
하여 3차원 포텐셜 지도 구축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

Table 1. Evidence weights of phase and resistivity properties.
Phase
Property (mrad) weight score
−43 ~ −30
3
−30 ~ −20
5
−20 ~ −10
7
−10 ~ 0
8
0 ~ 10
10
10 ~ 20
9
20 ~ 30
6
30 ~ 40
4
40 ~ 50
2
50 ~ 72
1

Resistivity
Property (ln Ωm) weight score
5 ~ 5.5
4
5.5 ~ 6
6
6 ~ 6.5
10
6.5 ~ 7
7
7 ~ 7.5
9
7.5 ~ 8
8
8 ~ 8.5
5
8.5 ~ 9
3
9 ~ 9.5
2
9.5 ~ 10
1

여 각 물성의 범위에 따른 가중치를 각 물성 범위에 분포하는
광체 영역의 부피를 고려하여 Table 1과 같이 순차적으로 가
중치를 결정하였다.
포텐셜 지도 구축
결정된 가중치 값과 위상 및 전기비저항 물성 모델을 Multiclass Index Overlay 방법(Mira Geoscience, 2014)에 적용하여
포텐셜 지도를 구축하였다. 구축된 3차원 광체 포텐셜 지도는

Fig. 8에 나타내었다. 구축된 포텐셜 지도를 살펴보면, 현재 광
체로 알려진 영역에서는 주변보다 높은 잠재성 값을 나타내고
있으며, 3차원 지질모델링에 구축되지 않은 광산에서 보유중
인 현장 자료와 비교하였을 경우에도 시추를 통해 확인된 일
부 광체 영역에서 높은 광체 부존 가능성을 나타내고 있어 추
후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기술 수준이 높아지고 광체의 지역

Fig. 8. Various views of 3D potential mapping results using 3D geological model and SIP dat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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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 부존 특성 연구 자료가 축적될 경우 상당한 수준의 신뢰도
를 갖는 해석 결과를 획득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현장에서 수행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
료를 활용하여 광체의 부존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한 3차원 포
텐셜 지도 구축 연구가 수행되었다. 이를 위하여 테스트 베드
인 모이산 영역에 대한 3차원 지질모델링을 구축하였다. 현장
탐사 결과를 지질모델링 영역별로 해석하여 광체 영역에서 나
타나는 위상 및 전기비저항 값의 분포 특성을 해석하였으며,
이를 바탕으로 모이산 광체에 대한 부존 잠재성을 평가하였
다. 잠재성 평가 결과 기존에 확인된 광체 영역에서는 높은 부
존 가능성이 확인되었으며, 최근 시추를 통해 확인된 일부 광
체 영역에서도 주변부에 비해 잠재성이 높은 것으로 해석되어
신뢰도가 높은 결과를 얻을 수 있었다. 다만, 가중치 결정 과
정에서 현장 탐사 자료 해석의 한계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자료와 광체와의 강한 상관관계를 확인하기 어려웠기 때문에
수치적 변환 기법을 사용하지 못하고 위상과 전기비저항 값의
분포 특성을 이용할 수밖에 없었다. 또한 현장 탐사 측선과 근
접한 영역에 비하여 측선에서 멀리 떨어진 영역의 해석 신뢰
도가 낮아지는 현상을 확인할 수 있었다. 따라서 광체 분포 특
성에 따라 측선 설계가 효과적으로 이루어지고 광체에 대한
특성 연구와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기술 수준이 향상될 경우
이번 연구를 통해 얻어진 해석 기술은 광체 평가에 효율적으
로 적용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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