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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산지역의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상에 대하여 항공 자력 및 방사능 탐사를 수행하였다. 각 자료의 암상분석과 선

구조 분석에 의한 전반적인 지질 및 구조지질적 특성을 살펴보고 이에 기반한 우라늄 광화대의 특성화를 시도하였다. 자

극화변환과 하향연속 이상도에서 우라늄광상을 배태하고 있는 흑색 및 암회색 점판암대의 뚜렷한 양의 이상을 인지함으

로써 자력탐사의 적용성을 확인하였다. 이차미분 및 곡률을 이용한 선구조 분석을 통해 회색 혼펠스대와 흑색 점판암대

를 대표하는 선구조를 도출하고 우라늄 광화대의 추가 부존 가능영역을 추정하였다. 이에 대한 우라늄광 배태여부는 방

사능 총이상 및 우라늄 이상도에서 최종 확인하였다. 결론적으로 열변성기원의 우라늄광화대는 국부적인 반면, 흑색셰일

형 광화대는 조사지역 전체에 북동-남서방향으로 연속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또한 우라늄 광화대는 방사능 총이상의 선

구조 분석을 통해 단층과 교차하는 곳은 단절되는 전형적인 구조지질적 특징을 보여주었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항공 자

력 및 방사능 탐사는 상호 보완적이며 따라서 병행 수행하는 것이 자료분석 및 해석에 매우 효과적임을 확인하였다. 

주요어: 옥천누층군,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상, 흑색 점판암, 항공 자력탐사, 항공 방사능탐사, 자력이상, 방사능이상, 암상

분석, 선구조 분석, 이차미분, 곡률 

Abstract: We conducted the airborne magnetic and radiometric survey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black shale related

and pyrometamorphic uranium deposits distributed in Geumsan area. For the successful characterization of the uranium

deposits, the general geological and structural geological features were investigated based on the lithological and linear

feature analysis to individual magnetic and radiometric data as the first step. Lithological analysis from the magnetic

reduction to the pole and downward continuation map revealed that prominent positive anomalies caused by black and

dark gray slate member were clearly recognized as magnetic sources. These results indicate that magnetic survey, even

though it is not a direct method for the detection of uranium, can be a useful tool in uranium detection. By the linear

feature analysis based on 2nd vertical derivative and curvature map, two linearments corresponded the gray hornfels and

black slate member were extracted and in succession, the additional uranium potential zone was inferred. Final

discrimination whether uranium-rich or not was confirmed by radiometric and uranium anomaly map. From these analysis,

we finally concluded that uranium deposit originated by pyrometamorphic process was confined near the intrusive area

only. On the contrary, it was found that black shale related uranium deposit is distributed and extended through out the

entire survey area with south-west to north-east direction. In addition, from the linear feature analysis based on radiometric

total anomaly map, the typical discontinuous characteristics were recognized in areas where uranium-contained linearments

cross the faults. From the above discussion, we concluded that airborne magnetic and radiometric survey are

complementary to each other. So it is preferable to carry out simultaneously for the efficient data processing and fruitful

interpret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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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중국 등 BRICs (Brazil, Russia, India and China)에 의해 가

속화된 글로벌 에너지 수요증가로 2000년대에 이어 신고유가

시대가 계속되고 있다. 더불어 포스트 교토체제 이후 지구온난

화 방지를 위한 기후협약에 보다 능동적인 대처가 요구되고

있다. 우리나라도 이에 적극적으로 호응하여 저탄소 녹색성장

을 국가 에너지정책의 기조로 삼고 있다. 

저탄소 녹색성장의 핵심은 지구온난화를 유발하는 화석연료

의존도를 낮추고 대체에너지로서 원자력 및 신재생 에너지를

적극 이용하는 데 있다. 현재 대체에너지로서 가장 현실적인

대안은 원자력발전으로 세계 각국은 원자력 발전소의 추가건

설을 계획하고 있거나 건설 중에 있다. 우리나라도 제1차 국

가에너지기본계획을 통하여 2030년까지 원자력발전 비중을

현재 31%에서 최소 41%까지 끌어올릴 계획이다(지식경제부,

2008). 이에 따르면 2022년까지 추가로 12기의 원자력발전소

를 건설할 계획이며 이 경우 원자력발전은 전체의 약 48% 정

도를 차지할 것으로 예상된다. 

한편, 정부는 침체된 국내광업을 활성화시키고 광물자원의

자주개발률을 높이고자 2007년에 국내광업발전 기본계획을

수립하여 2020년까지 유망한 광산군을 선정, 재개발 계획을

수립한 바 있다. 이에 발맞춰 6대 전략광종의 하나로서 전량

수입에 의존하는 우라늄의 안정적 확보를 위한 방안으로 해

외개발과 함께 국내 옥천누층군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상의

부존 및 분포상황을 정확히 파악함으로써 장기적 관점의 효

율적 이용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우리나라는 지난 시기

옥천누층군을 대상으로 하는 우라늄 광상조사를 통해 그 부

존을 확인한 바 있다(과학기술처, 1995). 그러나 비록 과거

에 수행한 우라늄광 탐사자료는 그 자체로서 유용하나 보다

효율적 이용을 위해서는 D/B화가 필요하며 무엇보다 그간

탐사 및 해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기존 자료의 재평가 및 신

규 광상 확인을 위한 보완조사가 시급하다 하겠다. 

본 연구는 금산지구 옥천누층군 흑색셰일형 함우라늄 지층

인 창리층에 부존하고 있는 우라늄광상의 부존 및 연장확인을

위한 사례연구이다. 적용한 물리탐사는 항공 자력 및 방사능탐

사로서 기존에 확인된 금산지구 우라늄광상의 재평가와 부존

가능영역의 신규조사를 통해 새로운 우라늄 광화대의 부존 및

분포정보를 도출하고자 하였다. 이를 토대로 추가조사가 요청

될 경우, 정밀 조사영역을 추천하며 최종적으로 향후 장기적

관점의 효율적 이용 목적의 매장량 평가를 위한 기초자료로도

활용될 수 있도록 한다. 

일반적으로 광역 자력이상은 조사지역의 구조지질적 특성을

잘 보여주며(신은주 등, 2012) 방사능이상은 암상 등 구조지질

정보와 함께 우라늄 광화대 존재를 직접 지시한다(IAEA,

2003). 본 연구에서는 자력 및 방사능탐사가 가지는 개별적 장

점을 극대화하는 방향의 자료처리 적용을 모색한다. 즉, 자력

및 방사능 각각의 이상으로부터 개별적 암상분석을 통해 암상

단위 구분을 통한 지질적 특성을 일차적으로 기술한다. 다음으

로 각 이상으로부터 선구조 분석을 통한 구조지질적 정보를

이차로 도출한다. 최종적으로 이를 취합하여 사전정보인 상세

지질도와 대비, 해석을 수행한다. 이로부터 우라늄 광화대의

분포 및 연장과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구조지질적 특성을 상호

연계하여 종합적으로 규명한다.

Fig. 1. Location and topographical map of the surve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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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지역 개요

조사지역의 지형 및 측선 

조사지역은 행정구역상으로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정남도 금

산군, 충청북도 옥천군 일대로 북동-남서방향의 시대미상의 변

성퇴적암층으로 구성된 옥천누층군 남서부에 해당한다(Fig. 1).

현재까지 확인된 옥천누층군 내 우라늄광화대는 북동쪽의 괴

산지구, 중부의 미원지구와 남서부의 금산지구로 나뉘며 본 연

구의 조사지역은 금산지구에 해당한다. 

조사지역의 지형은 중앙부에 북동-남서방향의 산악능선이

발달하고 있고 서북부와 남동부는 비교적 저지대이다. 산악능

선의 주향은 옥천누층군의 주향과 대체적으로 동일하며 이러

한 지형은 조사지역에 분포하는 천매암, 점판암 및 석영반암의

분포지역이 화강암과 석회규산염암에 비해 상대적으로 풍화에

강하기 때문에 형성된 것으로 해석된다(KORES, 2009).

Fig. 1의 오른쪽은 조사지역의 지형도 및 탐사 측선도를 함

께 도시한 결과이다. 주 측선은 남북방향은 100 m 간격이며

Tie-line 측선은 500 m 간격으로 항공 자력 및 방사능자료를

획득하였다. 총 측선 수는 135측선이며 측선 총길이는 770

line-km이다. 

조사지역의 지질

옥천누층군의 층서는 아직 그 선후가 확립되지 않았으나(김

옥준, 1967; 손치무, 1970), 본 연구에서는 한국광물자원공사

가 국내광업발전 기본계획의 일환으로 수행한 대전지구 우라

늄광 정밀조사의 해석결과를 따랐다(KORES, 2009). 이 보고

서는 조사지역 인근의 지질도폭에 나타나는 주요 지층들의 경

계를 추적조사하고 임순복 등(2006)이 식물화석으로 설정한

층서를 바탕으로 해석한 층상단층과 수직단층이 조사지역까지

연장될 것으로 간주하여 지질구조를 정밀 해석하였다. 이의 결

과를 요약한 상세지질도 및 해당 영역을 Fig. 2의 좌측 상부의

조사지역 내에 나타내었다.

조사지역인 금산지구의 지질은 크게 시대미상의 변성사질암

층, 석탄기의 마전리층과 페름기의 창리층이 주로 분포하며 이

들을 관입하는 주라기 흑운모 화강암과 백악기 석영반암 및

암맥류, 그리고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조사지역의 층서

는 북서쪽이 하위층, 남동쪽이 상위층인 향사구조이며 상세지

질도 상의 마전리층은 창리층의 하위지층이고 두 지층은 서로

정합적인 것으로 판단한다. 조사지역 내 상세지질도에 대한 설

명은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다. 이때 각 지층은 향후 해석

편의를 위해 A ~ H까지 분류하였다.

금산지역에 분포하는 대표적 우라늄 광화대는 옥천누층군

내 창리층의 흑색 점판암대(Fig. 2의 B)에 주로 협재되어 있다.

드물게 본 조사지역에서는 시대미상의 변성사질암층의 회색

혼펠스대(Fig. 2의 A)에도 우라늄광이 국부적으로 배태되고

있다. 이중 흑색 점판암대에 발달한 우라늄광상은 평균품위

400 ppm 안팎으로 전형적인 흑색셰일형 층상광상(유인걸,

2010)으로 분류된다. 반면 변성사질암층의 회색 혼펠스대에 분

포하는 우라늄 광상은 상세지질도 북동쪽의 백악기 석영반암

(Fig. 2의 G)의 관입으로 인한 열변성작용에 의해 형성된 것으

Fig. 2. Detailed geological map in the left upper part located within the Geumsan survey area in this study. Uranium mineralized districts

within the Ogcheon Super group are denoted as character A (Gray Hornfels, Gr. Hf) and B (Black Slate, Bl. Sl) (After KORES, 20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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로 알려졌다(KORES, 2009).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을 배태하는 창리층은 조사지역의 중

앙부에 북동-남서의 주향을 가지고 길게 발달하고 있다. 창리

층은 최하부에 흑색 점판암대(Fig. 2의 B)가 분포하고 상부로

녹회색 천매암대(Fig. 2의 C, C')와 암회색 점판암대(Fig. 2의

D, D')순으로 분포한다. 흑색 점판암대는 다시 상부의 흑색

점판암층과 암회색 점판암층 및 하부의 흑색 사질암층으로

세분되며 우라늄광체는 상부의 흑색 점판암층에 국한되어 분

포하는 특징을 보여준다(KORES, 2009). 신동복과 김수정

(2011)은 괴산지역 흑색 점판암의 지화학적 특성분석을 통하

여 우라늄광상 생성환경이 일반적인 해수로부터의 단순한 침

전이 아닌 해저화산활동이 수반된 퇴적작용이나 고온의 환원

환경인 이차적인 열수작용의 영향을 받아서 형성된 것으로

추정한 바 있다.

조사지역 옥천누층군의 하부지층인 마전리층(Fig. 2의 E, E'

및 F)은 녹회색 천매암질 점판암, 유백색 석회규산염암, 회색

~암회색 석회암, 암회색 천매암질 점판암 및 회색 천매암으로

구성되며 석회암과 석회규산염암은 점판암류와 서로 교호하면

서 분포한다. 마전리층 상부의 녹회색 천매암질 점판암이나 석

회암 혹은 석회규산염암층은 상위지층인 창리층의 함우라늄

흑색 점판암대와 접하며 암색 및 암상의 차이가 뚜렷이 대비

되고 점이적으로 나타나 두 층은 정합관계로 해석하였다

(KORES, 2009). 마전리층은 상세지질도의 북동쪽 영역에서는

폭이 좁은 반면 남동쪽은 흑운모 화강암 사이에 비교적 폭이

넓게 분포한다. 

한편, 상세지질도의 동남부에는 주라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

강암(Fig. 2의 H)이 분포하고 있다. 흑운모 화강암은 중립 내

지 조립질이며 사장석이 우세한 우백질이나 칼리장석이 많은

곳에서는 핑크색을 나타내기도 한다. 또한 조사지역의 북동쪽

으로는 대부분 갈색 내지 자색의 견고한 관입암인 백악기의

석영반암(Fig. 2의 G)이 분포한다. 

상세지질도의 동북쪽 경계에서 말달령에 이르는 지역에 남

북방향으로 발달한 말달령 단층과 흑색 점판암대에 소규모로

발달한 단층이 확인되었다(Fig. 2의 실선). 말달령 단층은 우수

향 주향이동단층으로 함우라늄층인 흑색 점판암대를 시계방향

으로 약 150 m 변위시킨다(KORES, 2009).

탐사자료의 해석

본 연구의 자료처리 및 해석은 다음의 단계를 따른다. 먼저,

자력 및 방사능 각 이상으로부터 개별적 암상단위 분석을 통

한 전반적인 지질 특성을 고찰한다. 다음으로 각각의 이상에

대하여 경사 및 곡률을 통한 선구조 분석을 통하여 구조지질

적 특성을 고찰한다. 이러한 분석 결과를 토대로 사전정보인

상세지질도와 대비함으로써 조사지역의 전체적인 지질특성과

우라늄 광화대 분포양상을 종합적으로 규명하는, 우라늄 광화

대 특성화를 시도하였다. 

자력자료의 해석

일반적으로 자력이상은 우라늄 광화대의 존재를 직접적으로

지시하지 않는다. 그러나 우라늄을 배태하고 있는 괴산지역의

흑색점판암의 경우, 부 구성광물로서 황철석 및 자류철석을 함

유하고 있으며 함유량은 최대 16.03 wt.%로 보고된 바 있다

(신동복과 김수정, 2011). 이러한 사실은 본 연구지역의 경우에

도 자력이상은 우라늄광화대에 대한 정보를 간접적이지만 어

느 정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자력이상의 공간적 패턴과 그에 대응하는 지층 간 상관관계

를 살펴봄으로써 암상단위 구분을 시도하였다. 이를 위해 자력

이상과 지질정보를 중첩, 대비하는 방법을 선택하였다. 대비에

이용한 지질정보는 Fig. 2의 상세지질도에서 선구조 형태로 추

출한 암상경계 및 단층이다. 해석에 이용한 자력이상은 자극화

변환도(Fig. 3-(a)) 및 이를 120 m 하향연속시킨 결과(Fig. 3-

(b))이다. 여기서 자극화변환은 쌍극자효과(Baranov, 1957)를,

Fig. 3. RTP map of the total magnetic anomaly (a) and downward

continuation map derived from the RTP map (b). For the precise

interpretation, detailed geological informations such as lithological

boundaries and faults discussed in the preceding section are

superimposed as a solid line. In particular, uranium deposits

interbedded in the black slate and gray hornfels members are

displayed as white solid line. Notation convention for each member

of geological formation is the same as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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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향연속은 평균 120 m 고도의 항공 자력자료를 지표자료로

변환함으로써 고도에 기인하는 분해능 저하를 제거하기 위함

이다. 상세지질도와 대비하여 분석한 암상단위 별 자력이상의

특징은 다음과 같다.

옥천누층군 내 함우라늄 창리층의 흑색 및 암회색 점판암대

(Fig. 3-(a)의 B 및 D, D')는 비교적 강한 양의 자력이상을 나

타낸다. 이러한 이상은 조사지역의 중앙부에서 두드러지는 반

면 조사지역 양 끝단의 서남부와 동북부 쪽은 상대적으로 낮

게 나타나 동일 암상에 대한 공간적 변동이 크다. 이는 황철석

이나 자류철석의 공간적인 함량변동이 넓다는 연구결과(신동

복과 김수정, 2011)를 고려하면 이 영역에서 함유량이 상대적

으로 적다고 해석할 수 있으나 지층 폭이 상대적으로 좁아진

데 따른 경우라는 추정 역시 가능하다.

반면 창리층 중 녹회색 천매암대(Fig. 3-(a)의 C)는 상세지질

도의 중앙부 일부 영역을 제외하고는 전체적으로 낮은 자력이

상을 보여준다. 또한 옥천누층군의 최하위 층인 마전리층(Fig.

3-(a)의 E, E' 및 F) 역시 자력이상이 낮다. 덧붙여 조사지역 관

입암으로서 주라기 흑운모 화강암(Fig. 3-(a)의 H)은 강한 양

의 자력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백악기의 석영반암(Fig. 3-(a)의

G)은 낮은 자력이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고찰을 종합하면 자력이상으로부터 옥천누층군의 암

상단위의 개별적 분리가 가능하다는 것이며 이는 곧, 옥천누층

군의 우라늄광 탐지에 자력탐사는 그 적용성이 충분하다는 것

을 의미한다. 

한편, 앞서 고찰한 바와 같이 함우라늄 흑색 점판암대는 비

교적 강한 양의 자력이상과 함께 다른 주요한 특성을 가지고

있다. 이것은 흑색 점판암대의 선구조의 특징을 뜻한다. 바꾸

어 말하면, 이는 곧 적절한 선구조 기법을 적용하면 보다 양질

의 우라늄 광화대 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본 연구

에서는 다양한 선구조 분석기법을 검토하였으며 최종적으로

수직 이차미분과 GIS 분야에서 보편적으로 이용되는 곡률

(curvature) (Zevenbergen et al., 1987; 신은주 등, 2012)이 가

장 만족스러운 결과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이에 의한 처리결과를 Fig. 4에 도시하였다. 이차미분 및 곡

률을 적절한 투명도를 주어 중첩, 시각화하고 상세지질도의 선

구조 정보를 중첩시켜 도시한 것이다. 이로부터 새로이 일련의

구조선군을 추정하고 해석을 시도하였다. 상세지질도의 암상

경계는 실선, 조사지역 내 부존이 확인된 우라늄 광화대는 붉

은색 실선, 그리고 단층(말달령 단층)은 굵은색 실선으로 도시

하였다. 

Fig. 4에서 굳은자료(Hard data)인 상세지질도의 암상경계

및 단층(말달령 단층)과 무른자료(Soft data)인 자력이상의 선

구조 패턴은 잘 일치한다. 이를 토대로 정밀조사에서 미처 확

인되지 않은 암상경계 및 단층을 새로이 추정할 수 있다. 추정

된 선구조를 점선으로 표시하였다.

상세지질도의 두 개의 함우라늄 지층을 대표하는 구조선

(Fig. 4의 A, B)을 기준으로 이외의 영역에서 각각의 그 연장

을 추정하고 이를 추정구조선 A (Fig. 4의 Linearment A) 및

추정구조선 B (Fig. 4의 Linearment B)로 칭한다. 추정구조선

B는 말달령 단층 이후의 정밀조사 결과가 없는 조사지역 동북

쪽 끝단까지 뚜렷한 연장이 인지된다. 흑색 점판암대(Fig. 4의

B)의 구조지질적 특성을 감안하였을 때 흑색셰일형 우라늄 광

화대(Fig. 4의 붉은색 실선)는 추정구조선 B에도 연속하여 부

존하고 있을 충분한 가능성을 가짐을 지시한다. 그리고 추정구

조선 A는 남서쪽 조사영역 끝단에서 석영반암 영역(Fig. 4의

G)까지의 연장을 보여주며 관입 이후의 연장은 없는 것으로

나타난다. 이 광상은 관입에 의한 열변성작용에 기인하므로 관

입된 석영반암에서 남서쪽으로 멀어짐에 따라 추가 부존 가능

성은 희박해질 것이나 존재 가능성 자체는 없다고 볼 수 없다.

한편, 옥천누층군의 주향에 대체적으로 수직한, 북서-남동

방향의 다수의 선구조들이 인지된다. 이중 비교적 뚜렷이 인지

되는 선구조들을 추정하고 이를 점선으로 표현하였다. 정밀조

사에서 확인된 말달령 단층의 주향을 감안하면 이들은 모두

단층으로 판단해도 큰 무리가 없을 것으로 생각된다. 말달령

단층은 주향이동단층이므로 추정 단층위치에서 우라늄 광화대

는 단절되었을 가능성이 농후하며 향후 지표지질조사에 중요

한 참고자료가 될 수 있다. 

방사능자료의 해석

자연적인 방사능은 지각이나 토양 내 포타슘, 우라늄 및 토

륨을 포함한 광물에 기인하며 이에 기초하는 방사능 탐사는

우라늄 광화대의 직접 지시자이다. 방사능 탐사는 우라늄광 탐

사는 물론 광물이나 토양에 함유된 방사성 물질의 함유량이

Fig. 4. Linear feature map derived by magnetic anomaly map for

the characterization of the uranium mineralized districts. Linear

features such as lithologic boundaries and faults by detailed

geological information are denoted as solid line. On the contrary,

linear features inferred based on 2nd vertical derivative and

curvature map are denoted as dashed line. Notation convention for

each member of geologic formation is the same as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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암상단위에 따라 다르다는 것으로부터 지질조사에도 적용된다

(Dickson and Scott, 1977; Shives et al., 1997).

Fig. 5는 전처리 과정(Minty, 1992; Minty et al., 1997)을 거

친 금산지역의 방사능 이상도를 도시한 것이다. 암상단위 분석

을 위해 상세지질도의 암상경계 및 단층을 나타내는 선구조와

중첩, 도시하고 암상단위와 우라늄 광화대의 특성분석을 수행

하였다.

Fig. 5-(a)의 총 이상도와 Fig. 5-(b)의 우라늄 이상도에서 선

형적이고 옥천누층군의 주향방향으로 두 개의 강한 이상대는

각각 회색 혼펠스대(Fig. 5의 A)와 흑색 점판암대(Fig. 5의 B)

에 배태된 우라늄 광화대이다. 회색 혼펠스대 우라늄 광화대

(Fig. 5의 A)는 서남쪽의 암회색 점판암대에 의해 접한 이후

우라늄 이상도에서 인지되지 않는다. 따라서 이는 관입암 인근

영역에 국한되는 소규모 연장 광화대로 판정할 수 있다. 반면

흑색 점판암대에 배태된 우라늄 이상은 앞서 자력이상에서 고

찰한 추정구조선 B의 전체에 걸치며 이는 곧 흑색셰일형 우라

늄 광화대는 열변성작용에 의한 우라늄 광화대와는 달리 말달

령 단층에서 단절된 이후에도 연속하여 분포하고 있음을 의미

한다. 

한편, Fig 5-(c)에서 주라기와 백악기에 관입한 흑운모 화강

암과 석영반암에서 포타슘이상이 높게 나타난다. 이는 두 암상

의 주 구성광물인 장석류가 풍부한데 기인한다. 일반적으로 포

타슘은 대부분 산성암에서 알칼리장석과 운모형태로 산출되는

데 평균적으로 3.5 wt.%인 반면 고철질암에서는 이보다 낮아

0.58 ~ 0.75 wt.%로 알려졌다(IAEA, 2003). 이로부터 조사지

역의 관입암은 일반적인 포타슘 함유량에 비해 높다는 추정이

가능하며 아울러 높은 포타슘 이상으로 보아 옥천누층군을 낀

동북쪽 남북영역은 대부분 관입암이 분포하고 있을 것이라고

생각된다. 한편, 옥천누층군 지층 중 강한 포타슘이상을 보이

는 지층은 암회색 점판암대(Fig. 5의 D와 D')로 인접한 녹회색

천매암대 및 흑색 점판암대보다 높은 이상을 보여준다. 이는

신동복과 김수정(2011)이 고찰한 주 원소분석에서 K2O의 함

량이 평균적으로 암회색 점판암에서 높게 나타나는 결과와 잘

부합한다. 

Fig. 5-(d)의 토륨이상은 전체적으로 보면 조사영역 동남쪽

의 영역은 낮고 북서쪽은 높은 광역적 패턴을 보이는 바, 이는

Fig. 5. Radiometric map of the total intensity (a), uranium (b), potassium (c) and thorium (d) respectively. For the precise interpretation,

detailed geological informations such as lithologic boundaries and fault discussed in the preceding section are also superimposed as a solid

line. Notation convention for each member of geologic formation is the same as in Fig. 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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포타슘 이상패턴과는 상반되는 결과이다. 관입암의 경우, 동남

쪽의 흑운모 화강암은 낮은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 석영반암은

높게 나타나 뚜렷이 대비된다. 옥천누층군 지층에서는 녹회색

천매암대와 암회색 점판암대에서 강한 이상을 보여준다. 신동

복과 김수정(2011)은 괴산지역 흑색 점판암대의 시료분석을

통하여 토륨 함량은 [10.3 ~ 30.5] ppm 범위에 있음을 보고하

였는데 이는 지각 내 평균인 12 ppm (Dickson and Scott,

1997)보다 높은 수치이다. 이 결과를 감안하면 조사영역 북서

쪽은 옥천누층군, 동남쪽은 관입암이 대부분 영역을 점하고 있

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한편, 자력자료 처리과정과 같이 방사능 이상도로부터 선구

조 분석을 수행하고 이를 Fig. 6에 상세지질도 및 자력이상에

서 추정한 선구조와 중첩, 도시하였다. 방사능 이상의 선구조

분석 목적은 우라늄 광화대의 연속성을 살펴보기 위함이다.

즉, 자력탐사의 분석결과인, 확인 및 추정단층 등 구조지질적

요인과 연관하여 우라늄 광화대의 실제 단절여부와 그 구간을

재확인하고자 함이다. 선구조 분석에는 총 방사능 이상과 우라

늄 이상 모두 가능하나 본 연구에서는 Fig. 5-(a)의 총 방사능

이상을 선택하였다. 이는 총 방사능이상은 기본적으로 우라늄

광화대를 잘 대변하는 것은 물론 각 방사능 이상의 지형적 요

인에 기인한 분포패턴을 전체적으로 잘 보여주기 때문이다. 

두 개의 우라늄 광화대 구조선과 자력탐사 결과와 직접 대

비하면 추정 선구조 A와 B 모두 말달령 및 추정단층과 교차

하는 영역은 방사능 이상의 불연속, 즉 단절되고 있다. 단절영

역을 Fig. 6의 원으로 나타내었으며 정밀조사(KORES, 2009)

에서 확인된, 즉 노두관찰 결과 광화대 연속성이 어긋나는 단

절 영역은 실원, 선구조분석에 의한 추정 영역은 점원으로 나

타내었다. 이 정보는 향후 매장량 평가를 위한 추가조사를 수

행할 때 효과적인 노두확인을 위한 유용한 정보가 될 수 있다.

한편, 방사능 이상으로부터 도출한 선구조는 자력탐사의 경

우와는 달리 우라늄 광화대를 나타내는 선구조 이외는 조사지

역의 구조지질적 특성을 표현하지 않는다. 이는 지표 극천부의

특성에 좌우되는 방사능탐사의 속성에 기인한다. 즉, 지표에

노출된 암석이 풍화되면서 방사능 광물이 재분포 및 농집되는

데 이는 전적으로 지형적 요인에 기인함을 의미하며 이는

Fig. 1의 조사지역 지형도와 대비하면 잘 일치한다는 것에서

쉽게 확인된다. 

이상의 모든 분석 및 고찰 결과를 취합하여 금산지역의 전

반적인 구조지질적 특성과 연계하여 우라늄 광화대의 부존 및

분포에 대한 최종적인 해석결과를 Fig. 7의 정규화된 삼색도로

도시하였다. 자력이상의 선구조분석 결과인 추정 구조선과 사

전정보로서 상세지질도의 암상경계 및 단층을 나타내는 구조

선 정보를 모두 중첩, 시각화한 것이다. 삼색도 상에서 우라늄

은 붉은색, 포타슘은 파란색 및 토륨 이상은 녹색으로 표현하

Fig. 6. Slope(a) and curvature map(b) derived by total radiometric

anomaly map to extract information about its continuity of uranium

distribution interbedded in the Ogcheon Super Group and Psammite

formation. For the effective comparison, uranium deposits are

superimposed as red solid line and discontinuity zone of uranium

deposits caused by confirmed or inferred faults are denoted as a

solid and dashed circle respectively.

Fig. 7. Normalized ternary map for the final interpretation. Linear

features such as lithologic boundaries and faults inferred by both

magnetic data and detailed geological information are superimposed

as dashed and solid line respectively. Also, uranium deposits are

represented in whit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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였다.

회색 혼펠스대와 흑색 점판암대에 배태하고 있는 우라늄 광

화대의 중요 정보, 즉 부존 및 분포양상을 잘 보여주며 이는

자력탐사에 의한 추정 선구조 및 사정정보로서 상세지질도 정

보와 모두 잘 일치한다. 결론적으로 조사영역의 암상 및 선구

조 분석에 의한 구조지질적 정보를 토대로 이와 밀접한 관련

을 가지는 우라늄 광화대를 성공적으로 특성화한 사례라 할

수 있다. 

덧붙여, 자력이상은 우라늄 광화대를 탐지하는 직접적인 지

시자는 아니지만 본 연구의 금산지역과 같이 우라늄 광화대나

이를 배태하는 지층이 철성분을 포함하는 광물을 다소 함유하

고 있다면 암상분석과 선구조 분석을 통해 우라늄탐사와 상호

보완적인 역할을 효과적으로 수행할 수 있음을 보여주었다. 따

라서 향후 그 연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를 수행할 경우

항공 자력 및 방사능탐사의 조합은 필수적이라 하겠다. 

결 론

금산지역에 분포하는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상에 대하여 항공

자력 및 방사능 탐사를 수행하고 그 결과를 고찰하였다. 조사

지역의 전반적인 지질특성 파악을 위해 암상분석을, 구조지질

적 특성 규명을 위해 선구조 분석을 각각 수행하고 해석에는

상세지질도와 대비하는 방법을 취하였다. 이상의 고찰로부터

기존에 조사된 우라늄광화대를 확인하고 새로이 확인된 이상

대의 경우 분포특성 및 연장을 고찰하였다. 이로부터 다음의

결론을 얻을 수 있었다.

① 자극화변환도 및 하향연속 처리조합에서 자기이상과 암

상의 관계를 고찰하였다. 옥천누층군의 창리층 중 흑색 및 암

회색 점판암대는 강한 양의 자력이상을 나타내는 반면 녹회색

천매암대 및 마전리층은 상대적으로 낮은 자력이상을 가짐을

확인하였다. 이는 곧, 옥천누층군의 함우라늄 지층인 흑색 점

판암대에 배태된 우라늄 광상의 부존 및 연장 파악에 자력탐

사가 충분한 적용성을 가지고 있음을 의미한다. 

② 회색 혼펠스대 및 흑색 점판암대의 자력이상은 또한 선

구조의 특징을 가지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이는 선구조 분석을

통하여 양질의 구조지질적 특성정보를 도출할 수 있음을 의미

한다. 선구조 분석도구로서 이차미분 및 곡률에 의한 분석결과

함우라늄층인 회색 혼펠스대 및 흑색 점판암대를 대표하는 두

개의 구조선과 함께 이와 대략 수직한 일련의 구조선군을 도

출하였으며 이들은 상세지질도와 대비하였을 때 상호 잘 일치

하였다. 나아가 조사지역 내 미확인 영역에서 회색 혼펠스대와

흑색 점판암대의 선구조 연장을 새로이 추정하였으며 우라늄

광상을 배태할 수 있는 충분한 가능성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③ 방사능 총이상과 우라늄 이상도에서 열변성작용에 의한

회색 혼펠스대와 흑색 점판암대의 우라늄 광화대의 부존 및

연장을 최종 확인하였다. 즉, 자력이상의 암상 및 선구조분석

결과와 대비하였을 때, 변성기원의 우라늄광화대는 국부적으

로 부존하는 반면 흑색셰일형 광화대는 자력이상에서 도출한

추정구조선에도 부존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아울러 우라늄

광화대는 방사능 총이상의 선구조 분석을 통해 단층과 교차하

는 곳은 그 연속성이 단절되는 특징도 아울러 확인하였다. 

④ 암상분석을 통해 강한 포타슘이상을 보이는 지층은 관입

암으로서는 주라기와 백악기의 흑운모 화강암과 석영반암 영

역이고 옥천누층군 지층으로서는 암회색 점판암대로 나타났다.

암회색 점판암대에서 강한 포타슘이상을 보이는 이유는 K2O

의 함량이 평균보다 높은 것에 의한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토

륨이상은 옥천누층군 지층의 경우 평균보다 높은 함유량을 가

지는 것으로 확인된 녹회색 천매암대와 암회색 점판암대에서

역시 비교적 강한 이상을 나타냄을 확인하였다. 반면 관입암인

흑운모 화강암은 낮은 이상을 보여주고, 석영반암은 높게 나타

나 포타슘 이상과 상반되는 분포특성을 보여주었다. 

본 연구의 가장 큰 성과는 말달령 단층 이후 정밀조사가 수

행되지 않은 조사지역의 동북쪽 영역까지 흑색셰일형 우라늄

광화대가 연장되어 있음을 새로이 확인한 점이다. 따라서 광화

대의 북동쪽 최종연장을 확인하기 위한 추가조사가 향후 중요

한 검토사항이 될 것이다. 추가조사를 수행할 경우 항공 자력

및 방사능탐사는 병행수행은 필수이며 중요한 역할을 담당할

것으로 생각된다. 결론적으로 본 연구 결과는 향후 정밀조사를

위한 조사설계 및 매장량 평가 등에 기초정보로서 다양하게

활용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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