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2

지구물리와 물리탐사 Geophysics and Geophysical Exploration ISSN 1229-1064 (Print)

Vol. 19, No. 4, 2016, p. 212~219 http://dx.doi.org/10.7582/GGE.2016.19.4.212 ISSN 2384-051X (On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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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광물자원개발에 있어서 탐사 대상이 천부 내지 고품위 광체에서 심부 또는 저품위 광체로 전환됨에 따라 보다

진보된 탐사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본 연구에서는 스카른 금속광상의 하나인 가곡광산을 대상으로 정밀 탐사가 가

능한 광대역 유도분극(spectral induced polarization; SIP)을 이용한 암석시료의 실내 물성 측정과 현장탐사를 수행했다.

또한 실내 측정에서 획득한 암석의 광대역 유도분극 특성과 현장 탐사자료의 역해석 결과를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스

카른 금속광상에 대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적용성을 검토하였다. 암상별 광대역 유도분극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기존

연구에서 사용된 89개 시료들의 자료를 재평가했다. 현장탐사는 암상의 경계와 스카른 광화대를 평가할 수 있도록 측선

을 설정하고, 0.25 Hz 주파수 대역의 자료를 획득하고 역산해석을 수행했다. 광석광물을 수반하고 있는 암석과 스카른 광

화대는 낮은 전기비저항 구간을 보이며, 충전성이 높고 음의 위상이 나타났다. 따라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는 스카른 광

상의 광화작용 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주요어: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전기비저항, 스카른 광상, 암석물성, 가곡광산

Abstract: The development of more advanced geophysical exploration techniques is necessary because the orebodies as

yet discovered are increasingly changing in characteristics from shallow/high-grade to deep/low-grade. In this work,

laboratory measurement of physical properties of rock samples and a field survey and interpretation of spectral induced

polarization (SIP) have been conducted in a skarn metallic deposit, Gagok mine. The purpose of this study is that the

applicability of SIP in the exploration of skarn metallic deposits is verified by the comprehensive interpretation between

SIP characteristics of rocks obtained from the laboratory measurements and inverted survey results from the field data.

In order to understand the SIP characteristics of each lithology, the data of eighty nine rock samples utilized in the

previous studies were revaluated. The field survey was carried out using frequency of 0.25 Hz along a survey line

designed for intersecting lithological boundaries and evaluating mineralized zones. The mineralized rocks were more

conductive (low-resistivity) and capacitive (high-chargeability or strong-phase) than other rocks. Thus, SIP can be one

of the very useful tools for the mineral exploration of the skarn deposits.

Keywords: Spectral induced polarization, Electrical resistivity, Skarn deposit, Physical properties, Gagok mine

서 론

최근 광물자원의 공급 과잉과 중국 등 개발도상국의 성장

둔화로 인하여 수요가 감소하고 있으나, 자원다소비 산업구조

를 가진 우리나라는 광물자원 원자재의 안정적인 공급이 무엇

보다도 중요하다. 광물자원탐사에 있어서 과거에는 천부의 고

품위 광체를 대상으로 시추조사 및 물리탐사를 수행해왔지만,

이른바 ‘Easy resource’ 시대에서 ‘Extreme resource’ 시대로

전환됨에 따라 저품위 광체와 심부 광체를 대상으로 정밀하게

탐사할 수 있는 기술 개발이 요구되고 있다.

광물자원 탐사에 사용되고 있는 물리탐사는 광범위한 영역

을 보다 합리적인 비용으로 조사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지질

학적 암상 경계나 광상 모델을 결정하는 데 유용한 근거 자료

로 사용될 수 있다(Telford et al., 1990). 국내·외를 막론하고

1970 ~ 1980년대에는 금속광체와 주변 암석 사이의 전기적 물

성 차이, 즉 전기전도도 차이를 이용한 전기비저항 탐사와 황

Received: 1 September 2016; Revised: 23 September l 2016;

Accepted: 26 September 2016

*Corresponding author

E-mail: sw.shin@kongju.ac.kr

Address: KIGAM, 124 Gwahang-no, Yuseong-gu, Daejeon 34132, Korea

ⓒ2016, Korean Society of Earth and Exploration Geophysicists

This is an Open Access article distributed under the terms of the Creative

Commons Attribution Non-Commercial License (http://creativecommons.org/

licenses/by-nc/3.0/) which permits unrestricted non-commercial use, distribution,

and reproduction in any medium, provided the original work is properly cited.



스카른 금속광상 탐사를 위한 광대역 유도분극법 적용성 213

화광물을 수반한 금속광상의 전기 용량성 차이를 이용한 유도

분극(Induced Polarization; IP) 탐사가 널리 사용되어 왔다. 그

러나 유도분극 탐사는 같은 전자기장의 영향을 받는 회로간의

결합(전자기 결합) 효과를 제거하지 못하는 문제점을 안고 있

다.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광대역 주파수에 대한 진

폭 및 위상을 측정하는 광대역 유도분극(Spectral Induced

Polarization; SIP) 탐사법이 개발되었다. 이것은 종래의 유도분

극 탐사의 난점인 전자기 결합 효과를 제거하며, 다량의 주파

수별 유도분극 자료를 해석하여 광화대 분포 및 광종 구별 등

대부분의 금속광물 탐사에 유용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Pelton

et al., 1978).

국내에서도 Min et al. (2008)은 전기비저항 탐사에서 분해

능이 뛰어난 쌍극자-쌍극자 배열이 맥상 금광체 탐사에 유용

한지를 수치해석으로 검토하였다. 40 m의 전극간격을 가정한

수치해석 결과에서 광체와 주변 암석 사이의 큰 전기비저항

차이를 가정한 경우에는 적합한 전기비저항 영상이 도출되었

다. 광체의 맥폭이 1 m 이하로 좁은 경우 감지하지 못할 수

있고, 맥폭이 큰 경우 전기비저항 영상이 왜곡될 수 있다. 따

라서 광체탐사 과정에서 이러한 점들을 고려할 것을 제안했

다. Shin et al. (2013)은 가곡 광산에서 스카른 광상과 관련된

대표적인 광석 및 주변 암석 시료를 채취하고, 실내에서 물성

을 측정하여 암상별 밀도, 대자율, 전기비저항, 광대역 유도분

극 특성을 분석했다. 그 결과 광석광물을 수반한 스카른 광석

은 주변의 탄산염암과 관계 화성암에 비해 밀도, 대자율, 광대

역 유도분극 물성에서 이상 반응을 보였다. 또한 화성암의 대

자율은 석회암과 비교하면 큰 차이를 보이는데, 이러한 물성측

정 결과를 고려하면 물리탐사 결과로부터 스카른 광상의 광화

대 분포와 주변 암상경계를 결정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제시하고 있다.

이 연구는 실내에서 측정한 암상별 SIP 특성을 바탕으로 역

해석한 현장 탐사 결과를 함께 해석함으로써 스카른 광상에서

의 물리탐사 적용성을 검토하고자 한다. 이 연구에서 사용된

실내 물성 자료는 Shin et al. (2013)과 Shin et al. (2014)가 측

정한 광석 및 주변 암석 시료들에 대한 암상을 재분류했고, 그

중에 암상의 구분이 명확한 89개의 시료에 대한 SIP 자료를

선택적으로 이용했다. 또한 이 측정 자료들은 최적의 분석을

위해 Shin et al. (2015)가 제안한 등가회로 모델을 기반을 둔

분석을 수행했다.

조사지역 개요

강원도 태백산 일대에는 고생대 퇴적층이 두껍게 발달되어

있으며 분지를 이루고 있다. 이 지층들은 수차례의 조산운동으

로 북동-남서 방향의 스러스트 단층이 발달되어 있으며, 마그

Fig. 1. Geological map of Gagok skarn deposi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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마의 관입으로 곳곳에 화성암체가 형성되어 있다(Chough et

al., 2000). 관입한 마그마 상부에서 파생된 열수유체는 단층

내지 층리와 같은 지층 틈을 따라 이동하면서 대규모의 광화

작용을 일으켰으며, 다양한 광상을 형성시킴으로서 하나의 큰

광화대를 이루었다. 특히 태백산 광화대의 남동쪽에는 탄산염

암과 화성암체 사이의 접촉교대 작용에 의한 스카른 광상이

발달했다(Yun and Einaudi, 1982).

연구지역은 국내 대표적인 Zn-Pb 스카른 광상인 가곡 광산

이다. Fig. 1에서 기반암은 선캠브리아기 영남육괴의 홍재사

화강암이며, 그 위를 고생대 캠브로-오르도비스기 퇴적층인 조

선누층군이 덮고 있다. 이 지층들은 중생대 백악기 석영몬조니

암이 관입했고, 탄산염 광물이 풍부한 퇴적층과 관계 화성암

사이의 접촉부에서 유도된 접촉교대작용에 의해 스카른 광상

이 형성되어있다. 그 접촉부에는 스카른 광물이 우세하게 산출

되고, 광상 곳곳에 열수유체의 광화작용으로 층상/판상 내지

파이프상으로 다양한 광석광물이 배태되었다(Yun and

Einaudi, 1982; Choi et al., 2009).

암석물성 측정방법 및 결과

스카른 광상에 배태된 광석광물의 전기적 물성은 탄산염암

내지 화성암체의 구성광물의 것과 비교하면 확연하게 다른 것

으로 알려져 있다(Bishop and Emerson, 1999). 전기비저항 탐

사와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결과로부터 스카른 광상의 광화대

를 해석하기 위해서는 광석과 주변 암석의 전기적 물성차이를

파악할 필요가 있다. 탐사 결과는 지층의 전기적 물성분포를

영상화하는 것으로 암상의 경계를 결정하고, 광화대 구간을 판

단하기 위해서는 각 암상과 구성광물에 따른 전기적 물성 자

료가 근거로 제시되어야 한다. 따라서 조사 대상지의 각 암상

을 대표하는 암석 및 광석 시료를 채취하여 실내에서 암석물

성을 측정하여 암상별 전기적 물성의 차이를 제시하고자 한다.

Shin et al. (2013)과 Shin et al. (2014)가 획득한 시료 중에

서 각 암상을 대표할 수 있는 89개를 선택했다. 이 시료들의

SIP 자료를 획득하기 위한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암석

시료는 시료 내 전류밀도가 균질하게 형성될 수 있도록 원통

형으로 성형했다. 이 성형된 시료는 전자캘리퍼스를 이용하여

서로 다른 네 지점에서 길이와 직경을 측정하고, 그 평균을 이

용하여 길이와 단면적을 산출한 후 전기비저항의 계산에 사용

하였다.

Fig. 2는 전기비저항과 광대역 유도분극의 전기적 물성을 측

정하기 위한 실내 측정시스템이며, Zonge사의 LDT-10B와

ZT-30 송신기, GDP-32II 수신기, 측정홀더, 전극으로 구성되어

있다. 전기적 물성 측정 방법은 다중 주파수의 교류전류를 송

신하여 위상과 진폭을 측정하고, 등가회로 분석을 통해 얻은

매개변수로부터 전기비저항과 광대역 유도분극의 충전성 및

이완시간을 산출한다. 안정적인 암석시료의 전기적 물성을 측

정하기 위해 측정홀더와 전극방식은 Park and Matsui (1998)

가 제안한 방법을 사용하였다(Fig. 2b).

암석 시료는 포화도에 따라 전기 물성 값이 변한다. 따라서

실내에서 시료의 전기 물성을 측정하기 위하여 물을 채운 데

시케이터(desiccator)와 진공펌프를 이용하여 시료를 강제 포화

시켰다. 이때 수용액은 지하수의 전기비저항과 비슷하게 온도

25oC에서 70 ~ 80 ohm-m가 되도록 NaCl 0.001 M을 사용했

다. 시료를 강제 포화시키기 위하여 진공펌프를 24시간 동안

가동하여 시료의 유효공극 속 공기를 물로 완전하게 치환시켰

다. 물에서 꺼낸 시료는 젖은 수건을 이용하여 표면 물기를 제

거하고, Fig. 2(b)와 같이 양쪽에 전극이 설치된 시료홀더에 삽

입하여 나사를 돌려 시료를 고정시켰다.

시료를 홀더에서 전극과 밀착시키면 LDT-10B와 ZT-30에서

0.125 ~ 1,024 Hz 범위에서 각 주파수 대역별 교류 전류원을

시료에 송신하고, 위상과 임피던스를 GDP-32II에서 수신한다.

측정된 자료의 등가회로 분석은 Shin et al. (2015)에서 제안된

회로모델을 기반으로 수행했고, Solatron Z-View 소프트웨어

를 이용했다. 앞서 측정한 시료들의 길이 및 단면적과 분석을

통해 예측한 회로모델 매개변수를 이용하여 시료의 전기적 물

성을 산출했다(Shin et al., 2015).

시료의 암상은 화성암, 스카른 암석, 스카른 광석, 탄산염암

Fig. 2. A laboratory SIP measurement system and sample holder.



스카른 금속광상 탐사를 위한 광대역 유도분극법 적용성 215

으로 분류되고, Fig. 3은 각 암상별 대표 시료의 박편 및 연마

편에 대한 현미경 사진이다. 화성암은 Fig. 3(a)와 같이 사장석

(albite), 정장석(orthoclase), 석영(quartz)이 우세하게 분포하고

있고, 심한 열수변질에 의해 장석류와 운모류는 견운모화 녹니

석화 작용을 받은 것으로 보인다. 스카른 암석과 광석은 금속

광물을 수반하기 때문에 연마편을 관찰한 결과 공통적으로 자

류철석(pyrrhotite)이 관찰됐고, 스카른 광석 내 자류철석은 스

카른 암석과 비교하면 상대적으로 괴상으로 다량 배태되었다

(Fig. 3(b), Fig. 3(c)). 반면 탄산염암 내에는 괴상의 방해석

(calcite) 입자들이 관찰되고, 그 입자들 사이의 세립질의 방해

석 입자들이 채워져 있다(Fig. 3(d)).

Fig. 4는 각 암상별 전기적 특성을 파악하기 위하여 전기전

도도의 역수인 전기비저항과 전기용량성을 나타내는 충전성을

Box-whisker plot을 이용하여 나타낸 것이다. Fig. 4(a)의 DC

전기비저항은 화성암이 2,615 ~ 73,563 ohm-m, 스카른 암석

이 765 ~ 63,567 ohm-m, 스카른 광석이 8 ~ 329 ohm-m, 탄

산염암이 8,612 ~ 13,664 ohm-m이다. DC 전기비저항의 중간

값은 탄산염암이 10,190 ohm-m으로 가장 높고, 스카른 암석

(6,008 ohm-m), 화성암(4,987 ohm-m) 순으로 작으며, 스카른

광석은 다른 시료에 비해서 월등히 작은 93 ohm-m이다.

하지만 이는 Shin et al. (2013)에 제시된 스카른 광석의 전

기비저항의 중간 값인 6 ohm-m과 비교하면 16배 큰 값이다.

기존에 얻은 전기비저항 자료는 직류 구형파를 이용하여 측정

한 결과인 반면 본 연구에서 제시한 전기비저항 결과는 등가

회로 분석을 통해 계산된 0 Hz에서 전기비저항으로 측정방식

이 다르다. 직류구형파를 이용한 전기비저항 측정에서 화성암

이나 탄산염암과 같이 유도분극 효과가 적게 발생하는 암석은

과도상태에서 정상상태로 전환되는 시간이 짧기 때문에 광대

역 유도분극에서 획득한 전기비저항과 차이가 크지 않다. 하지

만 광석광물을 풍부하게 수반하는 광석은 유도분극 효과가 크

기 때문에 직류구형파를 이용한 측정에서 과도상태에서 정상

상태로 전환되는데 상당한 전류 주입시간이 요구된다. 만약 유

도분극 효과에 의해 전류 주입시간이 정상상태로 전환되는 시

간보다 짧다면 광대역 유도분극에서 획득한 전기비저항은 유

도분극 효과에 영향을 받지 않기 때문에 전자의 전기비저항은

후자보다 낮다. 이러한 이유로 본 연구에서 광석의 전기비저항

결과가 기존 결과보다 높은 것으로 판단된다.

Fig. 4(b)의 충전성은 화성암이 84 ~ 360 mV/V, 스카른 암

석이 58 ~ 724 mV/V, 스카른 광석이 859 ~ 999 mV/V, 탄산

염암이 69 ~ 116 mV/V이었다. 충전성의 중간 값은 스카른 광

석이 933 mV/V으로 가장 높고, 스카른 암석(345 mV/V), 화

성암(146 mV/V), 탄산염암(97 mV/V) 순으로 낮다.

Fig. 3. Optical microscopy images of each representative lithology showing (a) igneous rock, (b) skarn rock, (c) skarn ore, and (d) carbonate

rock (Ab: albite, Or: orthoclase, Qz: quartz, Chl: chlorite, Po: pyrrhotite, and Cal: calc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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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석광물을 수반한 스카른 광석의 전기비저항과 충전성은

규산염 내지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화성암이나 탄산염암과 비

교하면 낮은 전기비저항과 높은 충전성을 나타냈다. 화성암과

탄산염암은 둘 다 높은 전기비저항을 보였지만 산점상의 황철

석을 수반한 화성암의 충전성은 탄산염암보다 높은 충전성을

보였다. 이러한 광석광물과 충전성 사이의 특성은 Pelton et al.

(1978)이 제시한 상관관계와 부합한다. 따라서 전기비저항 탐

사와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로부터 획득한 전기비저항과 위상

차를 해석함으로써 스카른 광상의 광화대 분포를 평가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화성암과 탄산염암 사이의 암상 경계를 판

단하는데도 유용할 것으로 생각된다.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결과

가곡광산 현장에서 기존 조사 및 지표 지질조사 자료를 바

탕으로 탐사 측선을 설정하고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를 실시하

였다. Fig. 5는 광대역 유도분극 현장 탐사의 측선을 나타낸 것

이다. 스카른 광상은 탄산염암인 풍촌층을 화강반암이 관입한

접촉부에서 형성되는 것을 고려하여 탐사측선을 설정했다. 광

화대가 지표에서 심부까지 발달될 수 있어 심부탐사를 위해

전극간격을 25 m로, 측선 길이를 925 m까지 설치했다. 광체

가 접촉교대 작용에 의해서 판상, 렌즈상, 파이프 상과 같이 다

양한 형태를 가질 수 있기 때문에 전극배열은 수평 및 수직 분

해능이 높은 단극(pole-pole) 배열과 변형된 단극(modified

pole-pole) 배열을 적용했다.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측정시스템은 미국 Zonge사의 Zeta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이 탐사 시스템은 송신기, 수신기, 전극

스위치가 각각 독립적인 장비로서 하나의 시스템을 구성하는

방식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탐사 시스템의 설치가 복잡해 자

료를 획득하기 위하여 준비하는 데 약간의 시간이 소요되기는

Fig. 4. Box-whisker plots of electrical properties of samples.

Fig. 5. SIP survey line for skarn deposit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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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나, 다양한 목적으로 탐사 시스템을 구성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그림 Fig. 6은 현장에서 광대역 유도분극 측정시스템을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고 있는 장면이다. 광대역 유도분극 탐

사자료 획득 시 사용한 주파수는 비교적 저주파수인 0.25 Hz

의 주파수를 이용하여 자료를 획득하였다.

Fig. 7은 탐사 측선의 지질도와 현장 탐사에서 획득한 주파

수 0.25 Hz에서의 전기비저항과 위상자료에 대한 역해석 결과

를 함께 도시한 것이다. Fig. 7(a)의 탐사 측선 상에서 275 m

와 800 m의 두 지점에 주변 암석과 관계 화성암의 경계가 위

치하고 있다. 이 두 지점을 기준으로 화성암체와 묘봉층/풍촌

층의 탄산염암 사이의 접촉부에 스카른대가 형성됐고, 그 인접

한 곳에서 열수유체의 광화작용을 받은 구간이 나타날 것으로

판단했다.

Fig. 7(b)에서 관계 화성암체를 벗어난 0 ~ 275 m와 800 ~

1,000 m 구간들은 1,821 ohm-m 이하의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비저항을 보였고, 이 낮은 전기비저항 구간은 심도가 100 m

까지 나타났다. 이들 구간에서 낮은 전기비저항을 나타내는 것

은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 지역 일대 주변 암석들은 수차

례의 조산운동을 받았을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파쇄대 및

단층에 의한 영향을 받은 것으로 판단된다. 125 ~ 275 m와

800 ~ 850 m 구간의 심도가 100 m 이하의 하부에서는 천부

의 전기비저항 보다 상대적으로 높았다. Fig. 4(a)에서 많은 스

카른 암석은 높은 전기비저항을 보이기 때문에 이 구간들은

Fig. 6. Photo views of SIP measurement system.

Fig. 7. Images of geological map of survey line (a) and inverted SIP results of resistivity (b) and phase (c) at frequency of 0.25 H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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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카른대로 판단된다.

반면 275 ~ 800 m의 관계 화성암체 구간은 심도가 100 m

이하에서 3,162 ohm-m 이상의 높은 전기비저항 구간이 나타

났고, 심도가 깊어질수록 전기비저항이 높아진다(Fig. 7b). 이

러한 특성은 광상학적으로 상부 화성암체가 열수변질을 덜 받

아 신선한 하부 관계 화성암체에 비해 상대적으로 열수변질을

더 많이 받거나 천수의 냉각에 의한 brittle 조직이 발달했기

때문으로 보인다.

Fig. 7(c)에서 위상반응 이상대 구간은 관계 화성암체의 양

쪽 경계 하부에서 위상의 크기가 –75 mrad 보다 큰 음(−)의

위상반응 이상대가 하부에 넓게 분포하고 있으며, 하부 암상

경계부에서 유도분극 효과가 크게 나타내는 이상대가 존재하

고 있는 양상으로 해석할 수 있다. 이러한 양상은 Fig. 7(b) 전

기비저항 단면에서 경계 하부에 스카른대로 판단되는 높은 전

기비저항이 나타난 특성과 잘 부합한다. 게다가 탐사측선의

50 ~ 450 m 구간에서 –75 mrad 등고선을 기준으로 위상반응

이상대가 하부에서 천부까지 파이프 상 내지 판상의 형태로

연결된 특성이 나타난다(Fig. 7c). 이는 열수유체가 지층의 틈

을 따라 이동하면서 형성한 광화대를 영상화한 것으로 판단

된다.

본 탐사에서 이상대로 판단되는 구간들은 1,000 ohm-m 이

상의 높은 전기비저항이면서 동시에 –75 ~ −300 mrad의 위

상 특성을 가지는 특성을 보였기 때문에 Shin et al. (2013)의

위상결과와 Fig. 4에서 암상별 전기비저항과 충전성의 특성을

고려할 때 스카른 광석이라기보다 소량의 광석광물을 수반하

는 스카른 암석으로 판단된다. 따라서 탄산염암에 관입암의 접

촉교대 작용으로 형성된 스카른 광상은 상대적으로 낮은 전기

비저항과 음(−)의 위상 분포를 나타내고 있어 광대역 유도분

극 탐사가 스카른 광상의 광화대 탐사에 유용할 것으로 판단

된다.

토의 및 결론

이 연구는 광물자원 확보를 위한 탐사기술 개발의 일환으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기술을 개발하여 현장 적용성을 검토하

였다. 국내 대표적인 스카른 광상인 가곡 광산을 대상으로 현

장에서 채취한 암석시료에 대한 실내 전기적 물성측정과 현장

탐사를 수행하였다. 실내 물성측정 결과로부터 등가회로 분석

을 통해 광화작용을 받은 광석들은 주변 암석과 비교하여 낮

은 전기비저항과 높은 충전성을 보이기 때문에 쉽게 구분할

수 있었다. 또한 충전성의 차이로부터 산점상의 황철석을 수반

하는 화성암과 탄산염암을 효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어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결과의 전기비저항과 위상분포로부터 광화대를

탐지하고, 관계 화성암과 주변 암석의 경계를 구분할 수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다.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는 주파수 0.25 Hz의 자료에 대해서

역해석을 수행하여 전기비저항과 위상 단면을 얻어 스카른 광

화대를 해석하고자 했다. 전기비저항 역산결과는 단층 내지 파

쇄대가 발달한 주변 암석과 관계 화성암체 사이의 경계를 효

과적으로 구분할 수 있다. 게다가 전기비저항 영상에서 관계

화성암체 구간의 전기비저항 변화를 통해 열수변질 많이 받고

brittle 구조가 발달한 상부 관계 화성암과 상대적으로 신선한

하부 화성암체의 특성을 파악할 수 있다. 

충전성과 관련된 위상 역산결과는 스카른 광화대가 형성될

것으로 판단되는 관계 화성암체의 양쪽 접촉부의 하부에서 강

한 음의 이상대가 관찰됐고, 이로부터 탄산염암과 화성암체의

하부 경계에서 스카른에 의한 광화작용이 있었음을 파악할 수

있다. 또한 스카른에서 형성된 열수유체가 지층의 틈을 통해

이동함에 따라 파이프상 내지 판상으로 형성되는 광화작용 특

성을 관계 화성암체의 왼쪽 경계에서 확인할 수 있다. 이 광화

대는 높은 전기비저항과 중간정도의 위상반응을 나타냈기 때

문에 저품위 내지 중간 정도 품위의 광체로 판단했다. 이 광석

광물의 함량은 중심부 내지 지표에 가까워질수록 약해질 것이

라는 것을 예측할 수 있다. 

따라서 광대역 유도분극 탐사 결과로부터 얻은 전기비저항

과 위상 분포로부터 스카른 광상 탐사에서 암상경계를 결정하

고, 스카른 광상의 광화작용 특성을 해석하는데 유용하다는 것

을 알 수 있었다. 앞으로 국내·외 금속광상 탐사에 이 기술

을 적용하여 많은 사례와 노하우가 축적하면 보다 나은 광물

자원 탐사 기술로 활용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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