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3. 수계지구화학 탐사

• 사전 조사(reconnaissance survey)로서 지구화학적
광상구, 단위 광화대, 혹은 대·중규모의 광체에 대한
부존위치 확인에 활용

• 탐사대상 지역 내에 부존 할 것으로 예상되는• 탐사대상 지역 내에 부존 할 것으로 예상되는
광화대의 위치 범위 및 대상 금속의 확인에 활용

• 장점
– 일시에 적은 비용으로 상당히 넓은 지역의 탐사 가능

– 거의 모든 형태의 광상을 탐사의 대상으로 할 수 있음



수계지구화학탐사 대상 시료

• 자연수

– 지표수

– 지하수

• 퇴적물

– 하상퇴적물

– 호수퇴적물

– 연해퇴적물



Amazon과 Yukon 강에 의해 이동된 전이금속의 형태
(Gibbs, 1977)

대부분의 부유퇴적물은 결정입자와 수산화물의 coating으로 존재



시료채취
• 자연수

– 시료 채취 간격 : 200m 이하

– 현장에서 수온, pH, Eh, TDS,   
전기전도도 등을 분석하고
0.45μm 필터로 여과

– 양이온과 음이온 분석 용을 따로
보관하며 양이온 분석 용은 질산
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유지을 첨가하여 pH 2 이하로 유지

– 자연수의 계절적 변화는 일정한
지역에서 반복하여 시료를 채취

• 수계퇴적물
– 이상원으로부터 300m 이내에서

는 50m 간격을 넘지 말아야 함

– 하천의 중앙에서 채취 (제방 붕괴
로 인한 희석을 방지)



조사 방법에 따른 시료채취법
1) Low density survey

1 sample / 100 ~ 250 km2 (Over areas 30,000 ~ 50,000 km2)

Multi element analysis : factor analysis -> classification of samples

2) Regional reconnaissance survey
1 sample / 1 ~ 25 km2

(-80mesh)



3) Detailed survey
-80mesh stream sediment sampling

① seepage samples

② bank samples

③ spring precipitates

조사 방법에 따른 시료채취법

4) Orientation survey
① 이상값과 배경값의 차이를 최대로 하는 현장 또는 실험실 파라메터 형성

② anomalous dispersion train을 탐지하는데 안전한 시료 채취 간격 결정

③ 알려진 광체로부터 하류 방향으로 정밀 조사 수행



Stream sediments dilution formula 

- Professor H.E. Hawkes가 고안

- 하나의 퇴적물 시료가

광범위한 지역을 대표함





하상퇴적물 시료의 입도별 금속함량 대비표



하상퇴적물 시료의 종류별 금속원소 함량 Arizona 반암동 광상의 자료
(Huff, 1971)

-80메쉬의 실트질이 많은 하상퇴적물 시료와 +80메쉬 표면에 피복된 물질을 초음파
분리기로 떼어 내어 농축시킨 시료가 Cu의 가장 높은 지구화학적 대조를 보임



하상퇴적물과 하천수의 금속원소 함량, Zambia (Rose et al., 1979)

하상퇴적물의 지구화학적 이상이 자연수의 지구화학적 이상과
반드시 일치하는 것은 아님



하천의 양안에서 재확인 시료를 채취 (Levinson, 1974)

북측 사면에 이상원이 존재함이 명백함



결정질 모암내에 배태한 Kairakty Mo 광상에서 발달한 부채꼴
모양의 지구화학 이상대 (Rose et al., 1979)

결정질 모암 내에서 파쇄대가 상호 연결되어 있고
밀집하여 있으면 부채꼴 모양의 이상대를 형성



U를 함유하는 지하수의 이동으로 인한 산화-환원 환경의 경계부에
Roll front 형의 우라늄 광상 생성 (Levinson, 1974)

투수율이 높은 사암층 내에서 지하수가 산화환경에서
환원환경으로 변화

U6+ → U4+ (UO2↓)



4. 식물지구화학 탐사

• 식물 내 원소함량, 식물기관의 형태 및 식물군락
특성을 이용하여 광상탐사에 적용하는 방법

• 식물지구화학의 분류• 식물지구화학의 분류
– 생지구화학적 방법(biogeochemical prospecting)

식물의 기관에 함유된 원소함량을 이용

– 지구식물학적 방법(geobotanical prospecting)

식물상 및 형태 등을 육안으로 관찰하여 탐사에 적용



토양-식물에서의 중금속 이동 관계
- 식물의 종에 따라 흡수하는 원소의 종류와 양이 다름

- 원소를 많이 축적할 수 있는 식물 : hyperaccumulator

- 특정 원소가 부화된 곳에서 잘 생존하는 식물 : 지시식물

- BAC (Bio Accumulation Coefficient) = Cp/Cs

(Cp : 식물 중 중금속 농도, Cs : 토양 중 중금속 농도)



원소의 생지구화학적 분류

• Chemical elements founds in plant (Fortescue, 1971)
1) Macro-nutrient : H, O, N, P, S, Cl, C, K, Ca, Mg

2) Micro-nutrient : F, Cu, Mn, Zn, B, Mo

3) Non-essential elements : 영양섭취과정에 별다른 역할이 없음

• Elements which may reduce the growth rate of plants • Elements which may reduce the growth rate of plants 
(Bowen, 1966)

1) Very toxic : Ag, Be, Cu, Hg, Sn, Co, Ni, Pb (1 ppm 이하에서 독성)

2) Moderately toxic : F, S, As, B, Br, Cl, Mn, Mo, Sb, Se, Te, V, W 
(1 – 100 ppm에서 독성)

3) Scarcely toxic : Br, Cl, I, Ge, N, P, S, Si, Ti, Ca, Cs, K, Li, Mg, 
Rb, Sr (보통 토양에서는 문제되지 않으며 고농도에서 해로움)



생지구화학적 탐사방법

비광화대에서 생육하는 다양한 식물에서의 식물회분 속의 금속함량
(평균 : ppm)

식물 종 사이의 차이점
- 식물의 화학 조성과 식물이 자라는 토양의 화학조성 간의 상관성은
반드시 일치하지는 않음

(평균 : ppm)



미국 유타 Thompson 지역의 식물뿌리와 상부기관 중의 U 및 V 원소함량 비교

식물 조직 사이에서의 차이점
- 식물의 기관 및 연령의 차이에 따라 미량원소 함량이 차이가 남



더글러스 전나무에서 연령이 다른 기관들의 회분 중에 함유된 As 함량차이



지하수면에 대한 심근식물(a)과 천근식물(b)의 고착상태

뿌리의 침투 깊이
-광체의 위치와 특성에 따라 식물 종의 접근성이 달라짐

-일반적으로 심근식물이 천근식물보다 양호한 채취대상



소련 아르메니아 공화국 Okhchi River에서 식물회 및 토양 중의 Mo 함량

이상대의 형태
- 지하수의 흐름 등에 의한 생지구화학적 이상대의 변형



생지구화학 탐사의 장점 및 단점

• 장점
– 지표하부의 지구화학적 환경에 대한 정보 획득 가능

– 시료채취가 용이

– 이동토양 및 유년토양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분석하여– 이동토양 및 유년토양에서 생육하는 식물을 분석하여
토양탐사에서는 얻기 힘든 이상대 발견 가능

– 토양발달이 미미한 지역이나 동토 혹은 눈으로 덮여
있는 지역에서는 생지구화학적 탐사가 매우 유용

• 단점
– 여러 변수들에 의해 식물의 원소흡수기능 및 영양

상태가 다양하게 변화(신뢰 정도가 낮을 수 있음)



지구식물학적 탐사방법

• 지질환경과 관련하여 야기되는 식물의 외양 및
분포특성을 규명하여 지질환경 및 광물탐광에
응용하는 분야

• 현재까지 개발된 탐사방법 중 항공탐사 및 원격• 현재까지 개발된 탐사방법 중 항공탐사 및 원격
탐사 방법이 가장 쉬운 방법인 동시에 해석하기가
가장 어려운 탐사방법

• 지시식물 (indicator plant, geobotanical 
indicator)을 이용



지시식물의 종류
• 지하수에 대한 지시식물

– alfalfa, mesquite, greasewood, paloverde (미국 서부)

– Alders, willows, fern (캐나다 동부)

• 염광에 대한 지시식물
– halophytes (할로겐지시식물)

• 탄화수소에 대한 지시식물• 탄화수소에 대한 지시식물
– 거대증이나 기형 식물

– 계속 꽃이 핌

• 암석종류의 구별
– 사문암 지대 (Mg, Cr, Fe 많고 Ca 부족) : 특정 식물의 왜소발육증

• 광석에 대한 지시식물
– 다음 페이지



미국에서 이용되는 지시식물



B의 영향을 받은 Salicornea herbacea L.

B 과다
대조군



Cu-Mo 광화작용의 영향을 받은 Papaver commutatum의 꽃잎

a. 정상적인 꽃잎

b. 변형된 꽃잎

c. 꽃부리의 상호관계



식물에서 나타나는 금속원소의 독성 증상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