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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an gold deposit is a hydrothermal vein type deposit consisting of several fissure filling quartz veins devel-

oped within the Changri Formation of the Ogcheon Supergroup in Geumsan, Chungnam. This study is to provide

an efficient exploration and development strategies based on the characteristics of the geology, geological structure,

core logging, and ore vein occurrence and grade for the four pits (New pit, Main pit, Yanghapan pit and Teugho

pit). Quartz veins are mostly developed with the strike of N10°-25°W and N5°-20°E, and the thickness is in the

range of 0.1~0.5 m, sometimes extending to over 1m. Although the quartz veins commonly form massive shape,

they sometimes show zonal structure, comb structure as well as brecciated texture. Major ore minerals are pyrite

and chalcopyrite, and pyrrhotite, sphalerite, galena, marcasite, electrum and chalcocite are also accompanied as

minor phases. Gray and milky white quartz veins, which are occasionally crosscut by calcite vein, also include fluo-

rite. Ore evaluations for the 22 samples revealed that the samples from the pits generally have very low Au con-

tents, lower than 1 g/t, but some clay samples of drilled core show very high Au concentrations, up to 141 g/t,

indicating that Au content is much higher within fault gouges rather than within fresh quartz veins. This may repre-

sent that gold might have been reworked and reprecipitated by hydrothermal fluids in association with reactivation

of the faults, and thus suggest that ore occurrence in this deposit is very complex and irregular and therefore more

precise and systematic exploration is requir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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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도 금산에 위치한 진산금광산은 옥천층군에 속하는 창리층 내에 발달한 열극대를 충진한 수개 조의 석영맥

으로 구성된 열수맥상광상이다. 본 연구에서는 신갱, 본갱, 양하판, 특호맥 등 4개의 주요 갱도를 대상으로 지질광상

및 지질구조조사, 시추코어 분석, 그리고 주요 광맥의 발달상태와 품위를 파악하여 향후 효율적인 탐사 및 개발 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석영맥들은 주로 N10o-25oW, N5o-20oE 방향으로 우세하게 발달하며, 맥폭은 대부분 0.1~0.5 m

로 1 m가 넘는 경우도 있다. 이들은 괴상을 이루기도 하나 누대구조, 빗구조, 각력상구조가 잘 발달한다. 광석광물로

는 황철석, 황동석이 주를 이루며 자류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백철석, 에렉트럼 및 소량의 휘동석이 수반된다. 회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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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유백색의 석영맥에는 형석이 수반되기도 하며, 후기 방해석맥에 의해 절단되기도 한다. 총 22개 광석시료에 대

한 품위분석 결과 갱내 시료의 경우 대부분 1 g/t 미만의 저품위를 보이나 시추코어의 점토질 시료는 최대 141 g/t에

이르는 고품위를 나타낸다. 즉 신선한 석영맥보다는 단층점토 부분에 금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것이다. 이는 1차적인

광화작용 이후에 이들이 단층의 재활성과 관련된 열수작용에 의해 금이 재이동되어 침전되었을 가능성을 나타낸다.

이로 보아 진산광상은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불규칙한 광체 발달양상을 지시하며, 이에 따라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탐사가 이루어져야 함을 시사한다.

주요어 : 진산 금광산, 열수맥상광상, 함금 석영맥, 단층대, 시추탐광

1. 서 언

전 세계적으로 금속자원의 확보를 위한 경쟁이 심화

되고 있는 가운데 수출주도형 경제체제를 갖고 있는

우리나라의 경우 광물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매우 중요

하다고 할 수 있다. 특히 첨단산업의 발전과 국제광물

자원의 급격한 가격변동으로 원료자원의 안정적 수급

이 요구되는 상황에서 해외자원 못지 않게 국내자원의

확보 노력도 매우 중요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관

점에서 최근 국내의 기존 광화대 및 광상에 대한 탐사

및 재평가가 진행되어 오고 있다. 특히 금은 산업적

가치뿐만 아니라 꾸준한 안정자산으로 인식되면서 그

수요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는 중요한 자원이다.

한반도에 분포하는 금-은 광상은 광화유형에 따라 크

게 쥬라기 대보화성활동과 관련된 중열수형 광상과 백

악기말에서 제3기에 걸친 불국사화성활동과 관련된 천

열수형 광상으로 구분된다(Choi et al., 2005a). 특히

천열수형 광상은 지표 부근에 발달된 단층, 습곡, 절리

및 균열대와 같은 구조적 요소들이 열수유체 이동 및

광석광물의 침전에 중요한 역할을 하기 때문에 금속광

상의 성인연구 및 탐사에 있어서 지질구조가 중요한

관심사가 되어 왔다(Lee et al., 1990; Choi et al.,

2005a,b; Bowden, 2007; Kang et al., 2011; Yang

et al., 2013).

연구지역인 진산금광상은 행정구역상 충청남도 금산

군 진산면 석막리, 지리좌표상으로는 동경 127o 21'

11'' , 북위 36o 06'  00''  부근에 위치한 열수맥상광상이

다. 이 광상에 대해서는 시추조사(KMPC, 1985)와 유

체포유물 및 안정동위원소 연구(Youn et al., 1988)가

수행된 바 있으며, 고품위(Au, 317 g/t) 함금 석영맥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 본 연구에서는

이 광산의 개발 가능성을 평가하기 위하여 조사지역

일대의 지표와 입갱이 가능한 갱내에 대한 지질광상

및 지질구조조사, 시추코어 분석 및 함금석영맥 품위

분석 등을 실시하였다. 이러한 조사를 통해 주요 광맥

의 발달상태, 발달특성 및 금의 품위를 파악하여 유망

광체를 예측함으로써 향후 효율적인 탐사 및 개발방향

을 제시하고자 하였다.

2. 지질개요

본 광산 일대의 지질은 옥천층군에 속하는 마전리층,

창리층, 문주리층, 오대산층과 이를 부정합으로 덮고

있는 서대산응회암, 그리고 후기에 이들을 관입한 화

강암과 석영반암으로 구성된다(Fig. 1a). 마전리층은 연

구지역 북서편에 주로 분포하며 석회규산염암과 석회

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소량의 흑색이질암과 교호하

기도 한다. 연구지역 전역에 분포하는 창리층은 흑색

점판암과 천매암이 주를 이루고 소량의 각섬암과 편암

그리고 함우라늄 탄질층이 소량 협재한다. 문주리층은

주로 석영녹니석편암과 사질천매암으로 구성되며, 흑운

모편암이 협재한다. 오대산층은 규질 및 이질의 규암

에 운모석영편암이 협재하며, 소규모 역질규암이 단속

적으로 발달한다. 백악기 화산암에 해당하는 서대산층

은 하부 침식면에 부정합으로 놓여 있고, 유동구조를

갖는 용결응회암으로 구성되며, 유문암 내지 안산암질

암편을 포함하고 있다. 화강암은 연구지역 동남부에서

일부 옥천층군을 관입하며 산출되는데 K-Ar 흑운모 연

대측정 결과 142 Ma의 전기백악기에 해당한다(So et

al., 1987). 석영반암은 주로 동쪽과 남쪽에 분포하는데

세립질 바탕에 3 mm 내외의 석영 또는 장석 반정을

가지는 반상조직이 발달하며, 변성퇴적암이 포획암으로

산출된다. 

3. 광 상

연구지역의 광상은 창리층 내에 발달되는 열극을 충

진하여 형성된 전형적인 맥상광상으로 본 역에 수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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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1. Geological map of the study area. Location and geological map in vicinity of the study area (a) (modified from Hong

and Choi, 1978) and around the Jinsan Mine (b). The red circles represents the location of boreho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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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의 함금석영맥들이 발달한다. 맥의 주향은 주로

N10o-25oW, N5o-20oE 방향으로 우세하게 발달하며, 맥

폭은 대부분 0.1~0.5 m이다. 진산광상에는 상기 석영

맥들을 따라 신갱, 특호맥, 본갱, 양하판 등 4개의 갱

도가 개발되어 있다(Fig. 1b). 이들 4개의 갱도를 대상

으로 갱내조사를 수행하여 석영맥의 발달양상과 광화

작용의 특징을 파악한 결과는 다음과 같다.

3.1. 신갱 (New pit)

주 광맥들을 절단하는 N55oW 방향으로 굴진하는

신갱은 입구에서 120 m 부근에 발달하는 N10oW/

40SW 방향의 단층대를 따른 석영맥을 절단하며 굴진

하였다. 이곳의 석영맥은 약 0.1~0.5 m의 폭을 갖고

있으며, 주 광맥의 연변부를 따라 2차적인 석영세맥들

이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보인다. 갱내에 발달하는 석

영맥들은 그 형태가 교란되어 있는 것이 관찰되기도

하며, 부분적으로 각력화된 양상을 보이기도 한다

(Fig. 2b). 이러한 특징은 단층대를 따라 발달한 석영맥

이 2차적인 단층작용에 의해 파쇄된 결과로 해석된다.

황화광물의 산출이 미약한 편이나 일부 세립의 황철석

이 수반되기도 한다(Fig. 2c). 한편, 갱도 중간부근에는

석회암층이 협재되어 분포하며, 석영세맥이 발달하는

곳에 황철석이 수반된다. 막장부근에는 약 5~20 cm

폭의 거정질 방해석맥이 발달하는데 황화광물이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3.2. 특호맥 (Teugho pit)

광산의 중심부를 관통하는 특호맥은 N5oE 내외의

Fig. 2. Photographs of outcrops and mineralized veins of the New (a-c) and the Teugho (d-f) pits. (a) Overview of the

entrance. (b) Brecciated country rock and quartz vein. (c) Disseminated pyrite in quartz veins. (d) N5°E/70°W trending

quartz vein. Dashed line is the trace of the Teugho vein in outcrop. (e) Brecciated calcite vein. (f) Breccia veinlet along the

fractured zo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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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향성을 띄며 지하 갱내와 노두에서도 그 연장을 확

인할 수 있으며, 신갱의 석영맥 발달방향과 거의 일치

한다(Fig. 2d). 석영맥과 더불어 탄산염맥이 각력화되어

불규칙한 형태의 망상을 이루거나 균열대 방향으로 일

정하게 발달하는 형태를 띠고 있으며(Fig. 2b and f),

부분적으로 황화광물을 수반한 것으로 보인다.

3.3. 본갱 (Main pit)

이 본갱 내에서의 석영맥은 20~50 cm의 폭으로

N25oW 주향과 약 85o 내외의 경사를 이루고 있다

(Fig. 3). 특호맥과는 다른 방향성을 보이나 상호인접하

여 분포하고 있어서 단층을 따라 발달된 특호맥의 일

부가 분지된 것으로 보인다. 과거에 부광대를 이룬 부

Fig. 3. Photographs of outcrop and mineralized veins of the Main (a-c) and the Yanghappan (d-f) pits. (a) Entrance of the

Main pit. (b) Sulfide precipitation along the boundary between vein and country rock. (c) Brecciated quartz vein. (d)

Entrance of the Yanghapan pit into the Changri Formation with N54°E/42°NW bedding. (e) Sulfide minerals forming fine

black layers. (f) Pale green fluorite intergrown with quartz. (g) Reverse fault zone in the Main pit. Foliated texture within

lens-shaped fault zone (duplex) indicates reverse slip sense of movement. (h) Striations on the plane of N-S trending vein

indicate strike-slip movement after vein precipitation. (Fl: fluor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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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에서 상부채광이 이루어졌고, 채굴이 집중된 곳의 석

영맥에는 동광물들이 함께 수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3.4. 양하판 (Yanghapan pit)

N60oW 방향으로 주 광맥들의 방향을 가로질러 굴진

한 후 N10-20oE 방향으로 발달한 석영맥을 따라 굴진

한 갱도이다(Fig. 3d). 이는 신갱이나 본갱에 발달한

석영맥과는 다소 다른 양상을 보인다. 석영맥은 폭이

0.1~0.5 m 가량이나 부분적으로 1 m 이상으로 발달한 곳

도 있다. 상부탐광을 실시한 곳이 있으나 하부 탐광은 수

행되지 않았다. 부광대를 이루는 곳으로 추정되는 곳은

대부분 황화광물이 수반되며, 특히 동광물이 산출된다.

일부에서는 석영맥에 연녹색의 형석이 함께 수반되어

산출된다(Fig. 3f). 공동에서의 결정성장, 각력대, 망상세

맥 및 엽상구조(blade lattice)의 방해석 등 천열수광상의

열극충진형 맥상구조가 잘 발달된 특징을 보이고 있다.

4. 광석광물

광석광물과 맥석광물의 상호수반관계를 고려할 때

진산광상의 금광화작용은 세단계에 걸쳐 진행된 것으

로 나타난다(Youn et al., 1988). 광화 I기에는 회색

Fig. 4. Reflected microscopic images for ore samples from the Main (a), the Yanghapan(b-d), and the Teugho (e-f) pits. (a)

Occurrence of chalcopyrite, galena, sphalerite, and chalcocite. (b) Chalcopyrite and sphalerite veined by chalcocite. (c)

Coexistence of chalcopyrite, sphalerite and pyrrhotite. (d) Sphalerite showing chalcopyrite disease. (e) Electrum inclusion in

euhedral pyrite. (f) Large grained pyrite cut by fine grained galena and pyrite veinlet. (Py: pyrite, Cp: chalcopyrite, Sl:

sphalerite, Gn: galena, Po: pyrrhotite, Cc: chalcocite, El: electr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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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지 백색 석영이 대부분을 차지하며, 황철석, 황동석,

자류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백철석 및 에렉트럼이 정

출되었고, 표성부화광물로 휘동석이 수반된다(Fig. 4a

and b). 회색 내지 백색의 석영은 대체로 괴상을 띠며

부분적으로 암회색의 옥수질 형태를 이루거나 공동에

서 자형으로 산출되기도 한다. 반자형 내지 타형을 이

루는 거정질 황철석은 집합체를 이루고, 세립질 결정

들은 분산되어 산출된다. 곳에 따라 백철석과 더불어

황철석 세맥이 발달하기도 한다. 황동석은 자류철석과

밀접히 연관되어 괴상형태로 산출되며, 종종 석영이나

황철석 입자 사이를 채우며 불규칙한 형태를 이룬다

(Fig. 4c). 섬아연석에는 세립의 황동석 점적이 발달하

기도 하며, 방연석과 더불어 거정질로 산출된다(Fig. 4d).

금은 연노랑의 에렉트럼으로 산출되는데 석영 내에

서 둥근 형태를 띠거나 간간이 석영 입자 사이를 충진

하는 형태를 나타낸다(Fig. 4e). 금 광화작용은 이 시

기에 집중된다. II기에는 유백색의 석영이 형석과 더불

어 산출되고, 소량의 황철석과 황동석을 수반한다. 최

대 두께 1.5 m에 이르는 석영맥은 누대구조나 빗구조

가 발달하고, 부분적으로 괴상을 띠며 초기 광석광물

을 각력암 형태로 포함하기도 한다. 광화작용 이후에

는 석영맥들을 절단하는 형태로 방해석맥이 발달한다.

갱도별 산출특성을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신갱에서

는 산점상의 황철석이 석영맥에 소량 수반될 뿐 다른

황화광물은 거의 관찰되지 않는다. 본갱에서는 황동석

이 다량 산출되는 가운데 섬아연석과 방연석이 수반되

며(Fig. 4a), 양하판에서도 다량의 황동석과 더불어 자

류철석, 섬아연석 및 방연석이 산출되는데, 이들을 교

대하는 세맥을 따라 휘동석이 정출되기도 한다(Fig. 4b).

특히 양하판 심부에서는 미립의 에렉트럼이 황동석 내

에 포획되어 산출된다. 특호맥의 경우 황철석과 방연

석의 산출이 두드러지고 소량의 황동석과 섬아연석이

수반된다. 황철석은 두 번에 걸쳐 정출된 것으로 나타

나는데 초기에는 조립질 반자형으로 산출되는 반면, 후

기에는 세립의 결정들이 세맥을 이루며 정출되었다

(Fig. 4f). 이 가운데 초기 황철석 내에는 포획된 형태의

에렉트럼이 산출되기도 한다(Fig. 4e). 특호맥 하부 연

장에 해당하는 세 개의 시추코어에 대한 육안 및 현미

경 관찰결과 황화광물이 거의 수반되지 않으며, 황철

석만 소량 산출된다.

5. 단열 및 함금석영맥 발달특성

이번 조사지역에서 발달하는 함금석영맥의 지하연장

과 두께 및 품위변화 특성을 관찰하기 위해 총 3개

공에서 시추탐광을 실시하였다(Fig. 1 and 5). 시추 방

향 및 각도는 가장 남쪽에 위치하는 첫 번째 시추공

(Jinsan-S)에서는 150 m 수직 시추하였고(Fig. 5a), 두

번째 시추공은 첫 번째 시추공으로부터 북서방향으로

약 10 m 떨어진 지점(Jinsan-C)에서 70o/N85oE 방향

으로 150.5 m 경사 시추하였다. 마지막으로 가장 북쪽

에 위치한 시추공(Jinsan-N)에서는 80o/S84oE 방향으로

180.3 m 경사 시추하였다. 

5.1. 시추코어 내 단열 및 함금석영맥 발달특성

본 조사에서 실시한 3개 시추공에서 확인되는 암상

은 지표상에서 본 조사지역(Fig. 1b) 일원에 분포하는

창리층에 해당되며, 주로 흑색 내지 회색과 녹색의 점

판암으로 이루어져 있다. 각각의 시추코어에서 창리층

을 구성하는 주요한 암상의 변화뿐만 아니라 일부 구

간에 걸쳐 석영세맥과 광화유체 내지 열수에 의한 각

력화 작용, 녹니석화 작용 및 이와 관련된 열수변질의

증거들이 관찰된다. 시추코어로부터 확인되는 암상 및

암색의 변화를 기재하고, 특히 단층파쇄대 및 석영맥

이 잘 발달하는 심도를 중심으로 주상도를 작성하였다

(Fig. 5).

천부지각에서 단층대는 두 블록이 단층면을 따라 상

대적으로 이동하면서 마찰미끌림(frictional sliding)이

발생하여 생성된 응력변형(strain)의 집중구역이다

(Sibson, 1977). 단층대는 일반적으로 단층운동으로 인

한 파쇄작용으로 무수히 많은 단열들이 발달하는 단층

손상대(fault damage zone)와 단층운동 시 대부분의

변위가 누적되는 단층핵(faualt core)으로 구분된다

(Caine et al., 1996). 단층핵은 단층작용으로 형성된

파쇄암(cataclastic rocks)을 구성하는 입자의 크기와

암편과 기질의 함량에 따라 단층비지(fault gouge)와

단층각력(fault breccia)으로 구분된다(Sibson, 1977;

Chester and Logan, 1987). 또한 단층대는 지하 암체

내에서 탄화수소, 지하수 및 광화유체와 같은 유체의

수평 및 수직적 유동을 제어(통로 혹은 제어막)하는 주

요한 요인으로 알려져 있다(Caine et al., 1996).

Jinsan-S 시추공에서는 약 92m 심도에서 하부로 약

13 m 폭으로 발달하는 단층손상대가 확인되며, 그 중

앙에 약 3 m 폭으로 발달하는 단층비지대가 관찰된다

(Fig. 5a). 단층대의 자세는 그 경계의 파쇄정도가 매우

심하여 직접적으로 측정할 수 없었다. 심도 130 m에서

5 m의 구간에 걸쳐 0.1~0.5 m의 폭을 갖는 여러 매의

석영세맥이 발달한다. 석영세맥 이외에도 방해석세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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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관찰되는데, 방해석세맥은 45-90o의 경사각을 가

지는 반면, 석영맥은 저각에서 수직에 가까운 고각까

지 매우 다양하고, 망상으로 발달하고 있다. 전체적으

로 많은 단열과 세맥이 발달하고 있고, 특히 단층대와

석영맥에서 많은 파쇄가 나타나며, 열수에 의한 각력

암화 작용도 관찰된다. 시추코어에서도 망상의 석영세

맥이 관찰되며, 석영세맥의 상대적인 색상차이와 상호

절단관계(Sibson, 1990; Pollard and Aydin, 1988;

Fig. 5. Lithology and distribution of fault related rocks in drill cores. (a) Jinsan-S. A fault zone with ca. 13 m in width is

developed in ca 92 m-115 m section, and focused zone of quartz vein with ca. 5 m occurred around 130 m in depth. (b)

Jinsan-C. The formation of quartz vein is rarely observed compared with other borehole samples. (c) Jinsan-N. Composite

zones of hydrothermal breccia and alteration zone with quartz veins are well developed from ca. 80 m to ca.125 m in depth,

and the frequency of quartz veins also increases with dept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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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ibson, 2000)로부터 최소 2회 이상의 석영세맥 형성

시기가 있었음을 짐작하게 한다(Fig. 6).

Jinsan-C 시추코어에서는 특징적으로 1 cm 미만의

세맥들이 심도 30 m 인근에서부터 150 m까지 폭넓게

관찰된다. 심도 약 95 m 지점에서 관찰되는 단층비지

대 내에서는 상대적으로 원마도가 좋은 단층역들이 관

찰되며, 이는 단층운동 시 단층면을 따른 전단

(shearing)에 의한 마모로 알려져 있다(Lee and Kim,

2005). 전체적으로 다른 Jinsan-N, -S 시추코어에 비해

시추코어의 파쇄정도가 약하나, 단층대 주변부 및 석

영세맥들이 잘 발달하는 구간을 따라 열수에 의한 각

력암화 및 변질작용이 발달한다. 심도 80 m구간에서부

터 심부로 갈수록 열수에 의한 광화작용 및 점토광물

과 같은 변질작용의 증거들이 빈번히 관찰되며(Fig. 5b),

특히 단층대(95 m구간)를 중심으로 강하게 나타난다.

이러한 양상은 단층상반의 손상대가 열수유체유동에 중

요한 통로역할을 했던 것을 지시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Caine et al., 1996; Sibson, 2000; Kim et al., 2004).

Jinsan-N 시추코어는 180 m이상 시추되었으며, 108 m

와 121 m 두 개 구간에서 단층비지대가 발달하여 있음

이 관찰된다(Fig. 5c). 각 단층비지대의 두께는 Jinsan-S,

-C 시추공의 단층비지대에 비해 그 두께는 얇으나 두

개의 구간에서 관찰되며, 특히 두 단층비지대 사이에

서 파쇄가 집중되어 있는 양상을 관찰할 수 있다. 또

한, 2-3 m의 맥폭을 가지는 석영맥이 약 170-180 m

구간에서도 두 매가 관찰된다. 시추코어는 2차원적인

지하 단면만이 확인 가능하다는 한계를 가지고 있다.

따라서, 보다 큰 규모의 단층으로부터 분기된 가지단

층(branch fault)이나 단층연결부(linkage)가 시추코어와

만난다면 코어상에서 하나의 단층대에서 분기된 여러

매의 단층을 관찰될 수 있다(Walsh et al., 1999;

Childs et al., 2009). 

상기 3개의 코어들에서 관찰되는 특징들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다. 1) 암상은 주로 암회색 내지 녹회색, 또

는 밝은 회색을 띠는 점판암(slate)으로 구성되며, 2)

시추공에 따라 다소 차이는 있지만 약 심도 100 m에

서 120 m 사이의 구간을 전후로 여러 매의 소규모 단

층비지대가 잘 발달해 있음이 관찰된다. 단층비지대는

단층운동에 수반된 마찰에 의한 마모로 인해 점토화된

것을 의미하여, 색깔은 주로 암흑색 내지 짙은 암회색

을 띈다. 3) 단층비지대를 중심으로 수 m이상의 두꺼

운 파쇄대 또는 점토광물과 같은 열수변질대가 빈번히

관찰된다. 4) 진산-C시추코어에서는 다른 시추공과 달

리 두꺼운 석영맥이 관찰되지 않으나 부분적으로 얇은

세맥이 심도 30 m부근부터 150 m까지 폭 넓게 관찰된

다. 5) 시추코어들에서는 다중의 구조운동을 시사하는

운동학적 지시자들이 관찰되며, 특히 최소 2회 이상의

석영세맥 형성시기가 존재한 것으로 판단된다. 6) 단층

대와 석영세맥들이 군집을 이루며 발달하는 구간을 따

라 모암의 열수변질 흔적들이 빈번히 관찰되는 것으로

미루어 볼 때, 취성변형작용의 결과로 형성된 단층 및

절리와 같은 단열구조들이 유체유동의 주요한 통로역

할을 했음을 지시할 뿐만 아니라 이후의 단층재활 시

이들이 상대적인 약대로 작용하였음을 지시한다(Henley

and Adams, 1992; Cox, 1995; Pollard and Aydin,

1988).

5.2. 갱내 단열 및 함금석영맥 발달특성

본 연구에서 수행한 시추는 기존 조사보고서(KMPC,

1985)에서 고품위(Au, 317 g/t) 함금석영맥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특호맥(함금석영맥)의 지하연장 및

광석품위 확인을 목적으로 하였다. 따라서 특호맥을 대

상으로 3개 시추공에서 시추작업을 진행하여 착맥 구

간 및 단층점토를 대상으로 품위평가를 실시하였다. 이

와 더불어 단층대의 지하연장 가능성, 석영맥의 특성

비교 및 품위평가를 위해 갱 내의 지질구조 특성을 조

사하였다.

본갱입구에서 10-15 m구간에서부터 NW-SE로 주향

하는 저각의 단층들이 여러 조 발달해 있는 것이 관찰

되며, 이들은 저각의 단층에 의해 경계된 중합구조

(duplex)내에 발달한 엽리조직이 역이동성을 지시한다

(Fig. 3g). 기하적인 특성과 지질도학적인 관점에서

Fig. 6. Relative cross-cutting relationship of vein sets.

Dark gray-colored sub-vertical quartz vein (set 1) is

truncated by pale gray-coloured moderately dipping quartz

vein (set 2), implying the opening event associated with

veining is repeated at least two tim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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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insan-N 시추코어에서 관찰되는 두 매의 단층대는 본

갱 입구에서 관찰되는 역단층 운동에 수반된 중합구조

또는 가지단층으로 추정된다. 또한 갱내에서 상대적으

로 맥폭 및 연장이 우세한 N25oW의 주향을 갖는 석

영맥의 경계를 따라 단층면이 발달해 있으며, 단층면

상에서 관찰되는 단층조선의 자세(선주각 = 7o)와 운

동감각 지시자(groove and crescentic marker)(Petit,

1987; Doblas, 1998)들은 좌수 주향이동단층을 지시한

다(Fig. 3h). 이는 Jinsan-S 시추코어의 석영맥에서 관

찰된 양상과 일치한다. 갱내에서 관찰되는 좌수 주향

이동 성분을 가지는 단층과 역이동 감각을 가지는 단

층들의 시공간적인 발달관계 및 야외노두 상에서의 연

장에 대한 조사를 바탕으로 시추탐광으로부터 추정된

부광대의 공간분포와 이들 단층운동들과의 연관성에 대

한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6. 품 위

광석의 품위를 산정하기 위해 신갱 1개, 본갱 3개,

양하판 10개, 특호맥 1개와 기존 조사보고서(KMPC,

1985)에서 고품위(Au, 317 g/t) 함금석영맥이 배태되어

있는 것으로 보고된 특호맥 하부 3개 시추공의 착맥

구간 및 단층비지 시료 6개, 그리고 비중선별된 정광

시료 1개 등 총 22개 시료에 대한 품위분석을 실시하

였다. 분석은 건식시금법(fire assay)으로 수행되었으며,

분석을 위한 시료분쇄 및 분말화 작업 모두 한국지질

자원연구원에서 진행하였다. 각각의 시료에 대한 분석

결과를 정리하면 Table 1과 같다.

분석결과 갱내시료 대부분에서 금의 함량은 1 g/t 미

만으로 검출되었으나, 양하판의 하부갱 시료(YL-2)와

특호맥 시료(A2)에서 각각 22.7 g/t과 8 g/t의 함량을

나타내었다. 은도 양하판 시료(Y-10)에서 최대 314 g/t

이 검출되었고, 본갱 시료(B1)에서도 122 g/t으로 나타

났다. 비중선별된 정광시료의 경우 금과 은의 품위는

각각 15.7 g/t과 52 g/t으로 나타났다. 시추코어를 대상

으로 한 분석결과는 북쪽공(Jinsan-N) 하부 107.7 m

지점의 점토층에서 107.3 g/t, 그리고 121.6 m와 122 m

지점의 점토시료에서 각각 141.4 g/t과 37 g/t의 상당한

고품위를 보이며 산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또한 가운

데 시추공(Jinsan-C) 하부 95.1 m와 96 m 지점 점토시

Table 1. Analytical results for Au-Ag ore samples from the Jinsan Au deposit

Sample No. Pit

Assay

Remark
Au(g/t) Ag(g/t)

Au:Ag

ratio

S-1 New <0.1 1 1:10 < Py

B-1 Main 1 122 1:122 Cp Sl, Gn, Cc

B-2 Main <0.1 1 1:10 < Cp, Sl, Gn, Py

B-3 Main <0.1 <0.3 1:3 Cp, Sl, Po

Y-1 Yanghappan <0.1 2 1:20 < Cp, Sl, Gn, Py

Y-2 Yanghappan 0.7 20 1:29 Cp, Sl, Gn, Cc

Y-3 Yanghappan 0.3 6 1:20 Py, Cp, Sl, Gn

Y-4 Yanghappan <0.1 3 1:30 < Py, Cp, Sl, Gn

Y-5 Yanghappan 0.3 10 1:33 Cp, Sl, Py, Gn, Cc

Y-6 Yanghappan 0.7 5 1:7 Cp, Sl, Py, Cc

Y-8 Yanghappan 0.7 35 1:50 Cp, Sl, Cc, El

Y-10 Yanghappan <0.3 314 1:1047 Cp, Po, Sl, Gn

YL-2 Yanghappan 22.7 20 1:1 Cp, Sl, Cc, Gn

YL-5 Yanghappan <0.1 150 1:1500 < Cp, Sl, Cc, Gn

A2 Teugho 8 12 1:2 Cp, Sl, Cc

N-107.7 Jinsan-N 107.3 103 1:1 Core 107.7 m, clay

N-121.6 Jinsan-N 141.4 141 1:1 Core 121.6 m, clay

N-122 Jinsan-N 37 37 1:1 Core 122 m, clay

C-95.1 Jinsan-C 65.4 70 1:1 Core 95.1 m, clay

C-96 Jinsan-C 10.5 14 1:1 Core 96 m, clay

S-97 Jinsan-S <0.1 <0.1 1:1 < Core 97 m, clay

Ore concentrate 15.7 52 1:3 Cp, Sl, Py, E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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료도 각각 65.4 g/t과 10.5 g/t의 높은 함량을 나타내었

다. 반면 남쪽공(Jinsan-S) 하부 97 m 점토시료의 경우

검출한계(0.1 g/t) 미만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특호맥 하

부 연장에 해당하는 시추코어의 금 품위가 상당히 높

게 나타나고 있어서 이 부근에서 부광대가 형성되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7. 토의 및 탐사 제언

7.1. 진산광상의 금산출 특성

진산광상은 광맥인 석영맥의 두께가 비교적 두꺼우

며, 연장성도 매우 양호한 열극충진형 광상으로 괴상

을 이루기도 하나 누대구조, 빗구조, 각력구조, 옥수질

석영, 형석, 그리고 엽상구조 방해석의 산출이 특징적

으로 잘 나타난다. 특히 Au:Ag 비율이 1:1-1:1,500 이

상에 이르고, 석영맥을 대상으로 한 Youn et al.(1988)

의 유체포유물 연구결과 I, II 형 유체포유물이 대부분

을 이루고, 220-360oC 범위의 광화온도, 낮은 염농도

(1.0-3.2 wt.% NaCl eq.), 심도 400-1,050 m에 해당하

는 생성압력(<85 bar), 그리고 비등현상의 수반 등은

Choi et al. (2005a)이 제시한 국내 백악기 천열수 금-

은광상의 특징에 부합한다. 석영맥에서 황화광물은 대

부분 산점상 혹은 소규모 집합체 형태를 이루는데, 광

석광물로 황동석과 황철석이 주를 이루며 섬아연석, 방

연석, 자류철석 및 휘동석이 수반되는 양상을 보인다.

황화광물을 수반한 주요 갱내시료에 대한 금 품위분

석결과 대부분 낮은 금함량을 나타내고 있는데 이는

현재 개설된 갱도를 따라 발달한 고품위 광맥은 과거

에 이미 채광이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반적으

로 다금속형 금-은 광상에서 방연석이나 섬아연석이 우

세한 곳에서는 은(Ag)의 함량이 증가하고, 황동석이 많

이 산출되는 곳에서는 금의 함량이 증가하는 경향이

있다(Corbett and Leach, 1998). 갱내 조사결과 상부

채광이 이루어진 부분들은 대부분 동광물이 우세하게

농집되어 있는 것으로 보아 진산광상에서도 과거 금채

광을 위해 황동석이 우세한 곳을 집중적으로 개발한

것으로 여겨진다.

이번 연구에서 특호맥 하부 연장의 시추시료에 대한

금함량 분석결과 황화광물의 산출이 미미한 경우라도

석영맥 주변의 점토층을 따라 금의 함량이 높게 나타

나고 있어서 단층의 재활성에 의한 광맥의 교란이나

이차적인 열수작용이 있었음을 시사하고 있다. 즉, 이

들의 높은 품위는 1차적인 광화작용 이후 재활된 단층

활동에 수반된 열수나 이후의 단층대를 따른 지하수

유입에 의해 단층점토를 중심으로 재동된 금이 농집된

것으로 판단된다. 

7.2. 탐사제언

이상의 지질조사와 금함량 분석결과를 종합하면 몇

가지 특징과 향후 개발방향을 제시할 수 있다. 첫째,

석영맥의 두께가 두껍고 연장성이 매우 양호하다는 것

은 유체유동의 통로역할을 하는 단층대를 따라 광맥이

발달하였음을 시사한다. 둘째, 금함량의 분석결과가 보

여주는 바와 같이 금의 품위는 모든 석영맥에 고르게

분포하는 것이 아니라 부분적으로 농집된 양상을 보이

며, 이는 KMPC(1985)의 시추조사 결과와도 유사하다.

셋째, 시추코어 분석결과에서 신선한 석영맥보다는 열

수변질부나 단층점토 부분에 금함량이 높게 나타나고

있는 것은 단층의 재활성과 관련된 열수작용이나 이후

의 유체이동에 의해 금이 재동되어 농집되었을 가능성

을 시사하고 있다. 이는 기존에 이 광산과 관련하여

구전되는 괴상의 자연금 산출보고와도 연관이 있을 것

으로 판단된다. 넷째, 현재 갱도에 노출된 석영맥에서

황화광물이나 금의 함량을 거의 확인할 수 없었던 것

은 이전의 채굴과정에서 현재 고도에서의 함금석영맥

에 대한 채굴은 이미 대부분 이루어졌다는 것을 의미

하며, 부분적으로 부광대를 형성하는 곳을 중심으로 소

규모의 채굴이 이루어졌던 것으로 평가된다. 다섯째,

심부의 시추자료에서 금의 품위가 높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하부맥을 대상으로 추가적인 정밀시추와 탐광

이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특히, 석영맥보다는 단층

점토에서 금이 많이 농집되어 있기 때문에 2차적인 단

층운동에 의해 재활된 단층대에 대한 더욱 집중적인

조사가 요구된다. 

8. 결 론 

진산 금광산은 옥천층군에 속하는 창리층 내에 발달

한 열수맥상광상이다. 석영맥들은 주로 N10o-25oW,

N5o-20oE 방향으로 우세하게 발달하며, 맥폭은 대부분

0.1~0.5 m 이다. 이들은 주로 괴상을 이루나 누대구조,

빗구조, 각력상 구조도 잘 발달한다. 광석광물로는 황

철석, 황동석이 주를 이루며 자류철석, 섬아연석, 방연

석, 백철석 및 에렉트럼이 정출되었고, 소량의 휘동석

이 수반된다. 총 22개 광석시료에 대한 품위분석 결과

신선한 석영맥인 갱내 시료의 경우 대부분 1 g/t 미만

의 저품위를 보이나 시추코어의 단층점토 시료는 최대

141 g/t에 이르는 고품위를 나타낸다. 이는 1차적인 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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화작용 이후에 단층의 재활성과 수반된 열수작용이나

유체이동에 의해 금이 재동되었을 가능성을 지시한다.

이는 구조적으로 복잡하고 불규칙한 광체의 발달을 지

시하며, 이는 단층의 재활성과 유체유동특성을 고려한

보다 정밀하고 체계적인 탐사가 필요함을 시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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