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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오늘날 전 세계적인 에너지 자원 확보 경쟁은 국가

발전과 존망의 중요한 요소로서 범정부차원의 적극적

이고 전략적인 대책과 투자가 필요한 상황이다. 특히,

2011년 현재 국내 총 전력생산의 약 40% 가량을 원

자력이 차지하고 있고, 향후 원전 비중이 지속적으로

증대되어 2022년경에는 약 50% 까지 이를 것으로 예

상되어 우라늄 원료 확보는 대단히 중요한 국가적인

현안이다.

국내에서는 지난 1980년대 중반까지 우라늄자원 확

보를 위하여 옥천층군을 대상으로 지질조사 및 지화학

탐사, 항공 및 차랑 방사능 탐사, 정밀 광상조사, 시추

탐사 등의 조사를 수행하였다. 최근에도 국내 유망 우

라늄광화대에 대한 조사가 이루어지고 있으나 우라늄

광이 평균 0.04% U3O8의 저품위로 재확인 되면서 아

직까지 개발이 이루어지지 않고 있으며 현재까지 우라

늄을 전량 수입에 의존하고 있다. 수년전부터는 외국

계 회사가 국내 유망광화대에 대한 우라늄 탐사 및 개

발에 관심을 가지고 추진 중에 있다.

우라늄 광상은 14개 유형이 알려져 있으며(OECD/

NEA & IAEA, 2008), 현재 주로 생산되는 광상형은

부정합관련형, 각력복합체형, 사암형 등이다. 특히 부

정합관련형 우라늄광상에 대한 적극적인 탐사 및 개발

이 최근 캐나다를 중심으로 활발히 전개되고 있으며,

이와 관련 국내 기업들도 지난 2000년대 후반부터 컨

소시움을 형성하여 2011년 현재 캐나다 사스카촨

(Saskatchewan)주 북서부에 위치한 아타바스카분지

(Athabasca Basin)에 발달하는 부정합관련형 우라늄광

상 탐사 및 개발에 적극적으로 참여하고 있는 상황이

다. 이 지역 우라늄광상은 고품위이면서 세계 최대 규

모의 매장량을 보여주며 캐나다 우라늄 생산의 중심을

이룬다. 가장 대표적인 광상으로는 시가레이크(Cigar

Lake) 광상을 들 수 있는데 875 kt 광석이 평균 15%

품위를 보이며, 맥아더리버(McArthur River)는 1,017 kt

광석의 평균 품위가 22.28%에 이른다. 이들 두 광상을

포함한 아타바스카분지 내 현재까지 개발된 30여개 전

체 우라늄광상의 품위는 1.97%로 보다 저품위이나 이

는 캐나다와 호주의 다른 우라늄광상 보다 현저히 고

품위를 나타낸다(Table 1).

본 연구에서는 고품위 우라늄광상으로서 국내 기업

*Corresponding author: shin@kongju.ac.kr

Table 1. Summary of uranium resources in major Paleo-

and Mesoproterozoic districts of northwestern Canada and

Australia (data from Gandhi, 2007)

District Ore (kt) U (%) U (t)

Athabasca Basin 29,811 1.97 587,063

Beaverlodge district 15,717 0.17 25,939

Thelon Basin 11,989 0.41 48,510

Hornby Bay basin 900 0.30 2,700

Kombolgie Basin 87,815 0.32 283,304

Paterson Terrane 12,200 0.25 30,500

Olympic Dam 2,877,610 0.03 863,2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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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포함하여 세계적으로 많은 주목을 받고 있는 캐나다

부정합관련형 우라늄광화대인 아타바스카분지에 대한

지질 및 광상에 대해 소개하고 이를 통해 부정합관련

형 우라늄광상에 대한 이해와 관심을 증대시키고자 한다.

2. 지 질

2.1. 분지 및 광상

캐나다 사스카촨주 북서부에서 알버타(Alberta)주에

걸쳐 분포하는 85,000 km2 면적의 아타바스카분지는

하부의 선캠브리아기 변성기반암과 상부의 원생대 역

질사암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광상은 두 지층 사이의

부정합면을 중심으로 발달하고 있다(Fig. 1). 아타바스

카분지는 분지성장과정에서의 성장단층과 맨틀운동에

따른 광범위한 지각침하에 의해 발달된 것으로 암층서

와 고수류 연구결과 4차례의 퇴적운동이 있었고, 원래

5-6 km의 층후를 이루었으나 침식에 의해 현재 최대

1.5 km 가량이 남아있다. 광상은 대부분 분지의 동쪽

연변부에 걸쳐 발달한다(Fig. 2)(Jefferson et al., 2007).

캐나다에서 부정합관련형 우라늄광상과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가장 오래된 분지는 퀘벡(Quebec) 중심부에

있는 오티쉬(Otish)분지로서 이 분지는 반려암(2,169

Ma: Hamilton and Buchan, 2007)이 관입하고 있다.

반면, 가장 젊은 원생대 분지로는 시블리층군(Sibley

Group)(1,537-1,339 Ma: Davis and Sutcliffe, 1985;

Franklin, 1978)을 들 수 있다. 우라늄광상으로 주목받

는 아타바스카분지를 포함한 실론(Thelon), 혼비베이

(Hornby Bay) 및 엘루(Elu)분지는 1.78-1.5 Ga의 연령

을 갖는다(Rainbird et al., 2007). 가장 오래된 연령을

보이는 우라니나이트(1,541 Ma: Creaser and Stasiuk,

2007)는 아타바스카분지 상부의 더글라스(Douglas)층

의 연대와 비슷하다. 그리고 맥아더리버와 수에씨(Sue

C) 광상은 1,521-1,486 Ma, 시가레이크광상은 1,461

Ma에 해당한다(Fayek et al., 2002b). 이들은 후기 변

질작용과 우라늄 재이동(remobilization)이 일어난 시기

인 1,350 Ma, 1,176 Ma, 900 Ma, 300 Ma 등의

연대를 보여주기도 한다(McGill et al., 1993; Fayek

et al., 2002a). 우라늄 광화작용은 아마도 분지 생성

후 50 Ma 혹은 100 Ma 이상의 시간적 간격을 두고

일어난 것으로 보이며, 탐사의 주요 목표점으로는 구

조적으로 재활성화 되었거나 열수변질이 발달된 곳이

될 수 있다.

2.2. 기반암 복합체

기반암은 시생대의 규장질 편마암과 고기 내지 중기

원생대의 변성역암과 규암 그리고 관입암 등으로 구성

되며, 특히 흑연질 암석이 발달한다(Annesley et al.,

1997). 이들은 대부분 심한 습곡 및 변성작용을 받았다.

기반암내에는 우라늄이 부화된 화강암과 페그마타이트

가 포함되어 산출되는데 이들은 변성퇴적암의 고변성

작용이나 부분용융 등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우라늄의

궁극적인 공급원 역할을 한다(Madore et al., 2000).

Fig. 1. Location of the Athabasca Basin in Canad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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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우라늄 광물로는 우라니나이트, 모나자이트, 저어

콘 및 인회석 등이 있으며, U 외에도 K, Th 및 희토

류 원소가 풍부하다(Jefferson et al., 2007). 이들 방

사성원소의 붕괴에 의한 열은 광화열수유체의 유동을

촉진시킨 것으로 여겨진다. 흑연질 기반암층은 아타바

스카분지에서 가장 중요한 전도체로서 아타바스카 외

에도 실론, 콤볼기에(Kombolgie)분지 등에 있는 우라

늄광체를 탐사하는데 중요한 열쇠로서, 변형작용이 집

중되는 구조적으로 약대에 속한다(Thomas et al.,

2000). 전도성이 좋을수록 더 좋은 U 광체가 발달하고,

전도성과 광상의 크기 및 품위가 상호 밀접한 상관관

계가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Powell, 2007).

2.3. 부정합면

부정합면의 주요 특징으로는 비교적 평편하며 대륙

내 분지에 발달하였으며, 변성작용은 받지 않았고 후

Fig. 2. Geological setting with unconformity-associated U occurrences (above) and lithostratigraphic cross section (below)

of the Athabasca Basin (modified from Ramaekers et al.,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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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고기 원생대 내지 중기 원생대의 연령을 갖는다.

하성작용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대부분 역질 사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곳에는 속성작용에 의한 적색층이

발달한다(Ramaekers, 1990; Gall, 1994). 부정합면 부

근의 층서는 붉은 적철석과 고령토를 주로 구성되는

고기 표토가 덮고 있으며, 심부로 내려가면서 녹색의

녹니석-일라이트질 암석을 지나 점차 신선한 기반암에

이르게 된다. 부정합면은 측면으로 높은 투수성과 다

공성을 갖고 있어 유체가 잘 흐르게 하고 이에 따라

변질작용을 촉진시킴으로써 적철석 외에도 일라이트

(K), 녹니석(Fe, Mg) 및 우라늄광물이 형성되기도 한

다(Fig. 3a, b).

2.4. 사암층

아타바스카분지에 보존된 쇄설성 퇴적물들은 대체적

으로 95% 이상의 석영과 대부분이 딕카이트(dickite)인

3% 미만의 점토질 기질로 구성되어 있고(Fig. 4b)

(Wasyliuk, 2002), 소량의 역암내지 이암이 발달한다

(Fig. 4c, d). 이들은 평편하고 외관상 비변성대의 특징

을 보이나(그림 4a) 광범위한 변질대가 발달되어 있다.

항공 및 지화학탐사 결과 전체적으로 우라늄이 결핍되

어 있고(<1 ppm), 부분적으로 Th 이상대가 관찰된다.

역질 사암은 표토나 다금속 우라늄광상 상부에 놓여

있는 것으로 산화환경에 노출되어 육상기원 적색층이

길고 복잡한 속성작용과 열수변질작용을 거치면서 형

성되었다(Campbell et al., 2007).

퇴적층 중에 울버린포인트(Wolverine Point)층은 국

지적으로 보존되어 있는 염수층으로 인해 뚜렷한 전도

성을 나타내며, 방사능도 높은 수치를 보여주는데, 이

는 광범위한 우라늄질 인산염 고결물 때문인 것으로

Fig. 3. Core samples of uranium ores consisting mainly of hematite and chlorite developed along the unconformity plane.

Fig. 4. Outcrop (A) and core samples (B-D) of sandstone, conglomerate, and mudstone constituting the Athabasca Basin.



캐나다 사스카촨주 아타바스카분지의 지질 및 우라늄광상 545

여겨진다. 이 지층은 전도성과 반대수층 특성으로 인

해 하부에 존재할 수 있는 전도성 흑연질대, 광화대

및 변질대에 대한 지구물리학적 및 지화학적 탐사를

방해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Jefferson et al., 2007).

2.5. 재활성 단층

아타바스카분지에 있는 단층들은 다양한 특징과 배

열을 이루며 발달하는데, 이 가운데는 좌수향 또는 우

수향, 확장 또는 수축, 그리고 연성 혹은 취성단층 등

이 있으며, 이들은 광역적 규모에서는 잘 드러나지 않

더라도 광상규모에서는 중요하다(Jefferson et al.,

2007). 이 지역 광상에서는 원래 연성의 광역단층이 반

복적인 취성 재활성작용을 겪었고, 수직방향의 변위는

수 십 m 규모이지만 이들은 광화유체의 이동에 필수

적인 요소이다. 아타바스카분지에서 가장 큰 규모의 재

활성단층은 부정합면에 수 백 m 가량의 변위를 야기

시키기도 하며, 이들 단층은 아타바스카분지의 층후,

퇴적상 및 고수류 방향의 변화와 공간적으로 밀접한

관계를 가지며 발달한다(Ramaekers et al., 2007).

3. 광 상

전 세계적으로 대표적인 부정합관련형 우라늄광상인

아타바스카분지의 우라늄광상은 우라니나이트를 주로

하는 콩깍지모양(pod), 맥상 및 반괴상 교대암체 형태

로 상부의 원생대 역질 사암층과 하부의 변성 기반암

사이 부정합면 부근에 산출되는 것으로 광체의 발달위

치와 수반되는 원소에 따라 다음과 같이 세 가지로 분

류된다.

3.1. 사암을 모암으로 한 다금속 광상(polymetallic

deposit)

분출형(egress type) 열수변질작용을 수반하는 다금

속광상은 부정합면의 직하부와 부정합면 그리고 상부

사암층 내부로 광체가 발달한 경우로 부정합면을 중심

으로 렌즈형 광체가 형성되거나, 부정합면 상위의 사

암층으로 발달하는 단층의 연장부를 따라 수직적인 횃

대형광체(perched ore)가 발달하는데(Fig. 5a) 최근까지

도 이들 횃대모양 광화대가 단지 광체를 찾기 위한 길

Fig. 5. Examples of three end-member shapes and positions of unconformity-associated U deposits in the Athabasca Basin

(modified from Thomas et al., 2000 and Andrade,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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잡이 역할을 하는 것으로 인식했으나 이곳이 실제 광

체의 목표가 된다는 사실이 쉬크리크(Shea Creek) 지

역에 대한 조사에서 밝혀진 바 있다(UEX, 2005). 이

들은 고품위광체(1-15% U3O8)가 저품위 변질대(<

1% U3O8)에 의해 둘러싸인 형태를 이루며 부정합면을

기반으로 상부에 우라늄광체, 점토덮개암, 열수변질대

및 강력한 용해대와 붕락구조 등이 발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Fig. 5a). 특히 변질 후광대는 부정합면 상부

로 200 m 가량 발달하기도 한다. 대표적인 사례인 시

가레이크 광상은 1.9 km 연장과 50-100 m 넓이, 20 m

두께로 위로 볼록한 형태를 이루며 발달한다. 이 광상

에서는 우라늄 외에도 다량의 Ni, Co, Cu, As, Mo

및 희토류 원소들이 흔히 수반된다.

3.2. 기반암에 배태된 단금속 광상(monometallic

deposit)

이 유형의 광상은 부정합면 하부 기반암을 모암으로

하는 소위 “잠두(blind)’’ 광상에 해당하고 최근 우라늄

탐사의 주 대상이 되고 있다. 이들은 단일광물로 구성

되어 있고, 희토류 함량도 적으며, 단단한 모암으로 둘

러싸인 특징을 보인다. 기반암을 덮고 있는 상부 사암

층과 부정합면으로부터 유래된 유체가 기반암내 단층

을 따라 유입되는 잠입형(ingress type)으로서 단층대

를 따라 변질대가 형성되고 이 변질대 내에 광체를 배

태한다(Fig. 5b). 대표적 사례로 이글포인트(Eagle

Point)를 들 수 있는데 콜린스베이(Collins Bay) 돔 상

부의 흑연질 변성이질암 기반암에서 리델(Riedel) 전단

대와 같은 단층이 네트워크로 발달하면서 광체형성에

기여하였다. 이러한 유형의 광상탐사는 원래 기반암에

서의 광체의 생성 심도와 이후 상부 덮개암 퇴적층의

침식 두께에 대한 고려가 요구되고 있다.

3.3. 기반암과 부정합면에 걸쳐 배태된 다금속 광상

(polymetallic deposit)

키레이크(Key Lake)의 디엘만(Dielmann)과 개트너

(Gaertner) 광상은 기반암과 상부 사암층에서 모두 다

금속광상의 특성을 보여준다. 대부분의 광체는 점토변

질대에 의해 경계를 이루며 기반암쪽으로 뿌리와 같이

확장되고 신장되면서 비스듬하게 발달하는 T-형의 단

면을 나타내며, 분출형(egress type) 광상의 특징을 보

여준다(Fig. 5c). 이 광상은 기반암 하부로부터 유래된

유체가 기반암층의 재활성화된 단층대를 따라 상승하

면서 광체를 형성하고 상부 사암층으로 유체가 확장

연장되면서 변질대와 광체가 발달하는 특성을 보인다.

4. 변질작용

아타바스카분지 부정합관련형 광상에서 변질광물 및

변질특성, 지화학적 특성 및 모암의 종류는 우라늄 광

체 탐사의 중요한 기준이 된다. 특히 지구물리탐사 및

주요 원소를 이용한 지화학적 특성분석은 분지에서의

변질양상을 평가하는데 활용될 수 있다. 심지어 500 m

이상의 심부에 위치한 경우라도 석영이 우세하고 U이

결핍된 사암에 대해 매질의 저항, 밀도, U과 K 함량

등을 종합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이들의 주요 변질특성

을 파악하기도 한다(e.g. Percival, 1989; Thomas et al.,

2000). 변질시료들은 대부분 심하게 파쇄되어 있으며

주요 광물로는 녹니석, 일라이트, 딕카이트, 수도아이

트(sudoite), 드라바이트(dravite) 등이 산출된다(Fig. 6).

아타바스카분지에서의 열수변질작용은 변질대의 기

하학적 형태에 따라 ‘분출형(egress type)’과 ‘잠입형

(ingress type)’ 두 가지로 나누어지고, 변질대의 형태

나 변질특성이 달라진다. 전자는 부정합면 상부 사암

층에 우라늄광체와 변질대가 발달된 경우이고 후자는

하부 기반암내에 발달한 경우이다. 이 두 변질대는 광

상과 공간적으로 관련되나 시간적으로 꼭 관련되는 것

은 아니다.

4.1. 분출형(Egress-type) 일라이트-고령토-녹니석 변

질대

분출형 변질작용은 두 개의 명백한 단종 유형인 1)

석영 용해작용+일라이트, 2)규화대+후기 일라이트+

고령토+녹니석+드라바이트 변질대로 양분된다. 아타

바스카분지에서 대부분의 분출형광상의 상부를 덮고 있

는 지층은 전형적으로 석영 및 저어콘의 용해와 최고

90%에 이르는 부피 감소를 보여준다(Percival, 1989).

Fig. 6. Core samples from alteration zone consisting of

various altered minerals such as chlorite, illite, and dick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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반면, 맥아더리버에서는 부분적인 광화 이전의 강한 석

영 용해와 부피 감소를 수반하는 초기 규화작용이 두

드러진다. 분출형 변질대는 다금속광상 상부 뿐 아니

라 부정합면을 관통하는 단금속광상인 맥아더리버 상

부에 발달되기도 한다.

키레이크의 디엘만 광체부근에서는 규화작용은 미미

하지만 후기 고령토와 전기석의 일종인 드라바이트가

초기 일라이트를 중첩하여 발달하고, 시가레이크를 둘

러싼 강한 분출형 점토변질대는 지하수에서 우라늄의

거동을 제한하는 방벽 역할을 함으로써 광산 채굴 및

처리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Andrade,

2002). 분출형 광상에서는 유체혼합작용에 의해 일라이

트, 고령토, 드라바이트, 녹니석, 자형의 석영 및 Ni-

Co-Cu-As-Mo 황화광물 등을 포함한 변질대를 형성하

며, 녹니석 계열의 광물은 수도아이트를 포함한 여러

종류가 산출된다.

광상과 관련된 변질대는 부정합면 기저부에서 폭이

약 400 m, 주향 방향으로 수 km, 그리고, 광체 상부

로 수 백 m에 이르도록 발달하기도 한다. 이러한 대

규모 변질대는 주된 광화구조대를 모두 포함하면서 상

부로 널리 퍼져있는 불꽃 모양을 이루거나 바닥쪽으로

점차 퍼져가는 종형태의 띠를 형성한다. 이때 일라이

트가 우세한 변질대는 K2O/Al2O3 > 0.18, MgO/Al2O3

< 0.15 범위를 갖고, 고령토가 우세한 변질대는 K2O/

Al2O3 < 0.04, MgO/Al2O3 < 0.04, 그리고 녹니석이 우

세한 변질대는 K2O/Al2O3 < ~0.04, MgO/Al2O3 <

0.125의 범위를 갖는다(Sopuck et al., 1983). 아타바

스카 분지는 전반적으로 0.1-0.16의 K2O/Al2O3 배경치

를 갖는데, 시가레이크 대부분의 변질대는 0.27 이상이

다(Ibrahim and Wu, 1985; Percival, 1989).

4.2. 잠입형(Ingress-type) 녹니석-수도아이트-일라이

트 변질대

잠입형 변질대는 분출형과 유사한 지화학적 및 광물

학적 특징을 나타내나, 변질광물분대가 반대이다. 이들

은 사암이 아닌 하부의 편마암에서 유체-암석의 상호

반응작용에 의해 발달된다. 잠입형 변질대가 발달한 기

반암 상부의 사암층에는 소규모의 패치상의 모암변질

대가 관찰되기도 하는데, 이는 잠두광상 부존 가능성

을 지시하며 지구물리학 탐사의 목표물이 된다. 이들

광상은 단일광물로서 우라니나이트가 산출되는데 기반

암 구조 양쪽을 따라서 매우 좁으면서 분출형과는 역

전된 변질분대를 나타낸다. 이글포인트의 경우 변질대

가 안쪽에서부터 일라이트±수도아이트, 수도아이트±일

라이트, 그리고 바깥에는 Fe/Mg 녹니석±수도아이트

순으로 발달한다(Quirt, 2003). 변질대와 광체의 경계

면에 놓여있는 붉은 적철석대는 부정합면을 덮고 있는

덮개면보다 불규칙하고 얇게 발달하는 경향이 있다.

이러한 광상 탐사를 위해서는 기반암에서의 단층 및

습곡 구조에 대해 제대로 이해하고 해석함으로써 광체

부존을 예측할 수 있는 지질학적 특성 파악이 중요하

다. 맥아더리버광상의 경우는 분출형 및 잠입형 두 가

지 모두의 변질양상이 발달하기도 하는데 이는 복잡한

열수계가 발달한 경우로 볼 수 있다.

5. 결 론

아타바스카분지는 고기 내지 중기 원생대(1.78-1.5

Ga) 시기에 퇴적된 사암으로 구성되며 원래 5-6 km의

층후를 이루었으나 침식에 의해 현재 약 1.5 km 가량

이 잔존되어 있으며, 광상은 대부분 분지의 동쪽 연변

부에 발달한다. 기반암은 시생대의 규장질 편마암과 고

기 내지 중기 원생대의 변성역암과 규암 그리고 화강

암과 페그마타이트 등의 관입암으로 구성되고, 흑연질

암석이 협재한다. 이들은 대부분 심한 습곡 및 변성작

용을 받았다.

부정합면은 주로 붉은 적철석과 고령토로 구성되는

고기 표토로 덮여 있으며, 측면으로 높은 투수성과 다

공성을 갖고 있어 광화유체의 중요한 이동통로이자 우

라늄이 침전될 수 있는 장소 역할을 하였다. 부정합면

상부 사암은 대체적으로 95% 이상의 석영과 3% 미만

의 점토질 기질로 구성되어 있고, 소량의 역암내지 이

암이 발달한다. 이들은 평편하고 외관상 비변성대의 특

징을 보이나 광범위한 변질대가 발달하였다.

분지 내 우라늄광상은 부정합면을 중심으로 상부인

사암층에 배태된 유형, 하부 기반암에 배태된 유형, 그

리고 부정합면에서 하부 기반암에 걸쳐 배태된 유형

등 크게 세 가지로 구분된다. 열수변질대는 두 가지로

구분되는데, 첫째는 분출형으로 열수유체가 하부 기반

암에서 상부 사암층으로 이동하며 생성된 변질대로서

중심부에서 외각으로 가면서 녹니석-수도아이트-일라이

트의 누대를 보이고, 둘째는 잠입형으로 열수가 상부

사암층에서 하부 기반암으로 이동하며 생성된 변질대

로서 전자와는 반대로 일라이트-수도아이트-녹니석 순

의 변질대가 발달한다. 분출형과 관련된 광상은 사암

을 모암으로 하고 U외에도 Ni, Co, Cu, As, Mo 등

의 금속원소를 수반하는 다금속광상을 형성하고, 잠입

형은 기반암을 모암으로 U만을 수반하는 단금속광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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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형성한다. 이와 같은 지질 및 지화학적 특징은 향

후 아타바스카분지내 우라늄광상 탐사를 위한 모델 구

축에 효과적으로 활용되고 있다.

상기한 바와 같이 아타바스카분지내 부정합관련형

우라늄광상은 대부분 수 십내지 수 백 m 심부에 위치

하고 있고 현재 탐광조사가 이루어지고 있는 대상 심

도도 대부분 200 ~ 400 m 범위여서 탐사에 많은 어

려움이 있다. 이에 따라 시추시료에 대한 정밀 지화학

자료 분석과 변질대 특성 파악, 고심도 지표전자탐사,

심부 시추공 전기비저항탐사, 토모그래피 탐사, 암석물

성 측정 등 다양한 탐사결과를 융복합 해석함으로써 3

차원 광상 지질모델 구축 등의 해석과정이 필요할 것

으로 여겨진다. 향후 국내 기업의 실제적인 우라늄 투

자 성공과 자주개발 능력 향상을 위해서는 우라늄광의

탐광기술 확보가 요구되며, 이를 위해서는 부정합관련

형 우라늄광상과 관련된 지질학적, 광물학적, 지화학적,

지구물리학적 및 광상성인적 특성이 종합된 탐사모델

의 정립이 필요하다고 판단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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