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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금산지역 항공 자력자료에 대하여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조합으로 구한 사전정보를 이용하는 3차원 자력역산

을 수행하고 지질정보와 대비하여 함우라늄 층과 여타 옥천누층군 단위 암상에 대응하는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분포특성

을 고찰하였다. 체적당 자기감수율 분포 및 수평 슬라이스 시각화를 통해 흑색셰일형 함우라늄층인 흑색 점판암과 대응

하는 자력이상 값은 우라늄 광화대와 전체적으로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회색 혼펠스층 우라늄 광화대의 간접 지

시자인 마전리층 및 암회색 점판암층 역시 석영반암 경계에서부터 동남쪽으로 발달하는 자력선구조 특성을 잘 보여주었

다. 인접한 강한 자기감수율 이상을 보여주는 암회색 점판암과 분리하여 인지 가능한 함우라늄 흑색 점판암층의 최대 깊

이는 고도 306m 기준으로 약 150m 안팎으로 판단하였다. 한편, 흑색 점판암층 남쪽의 마전리층은 다소 높은 자기감수

율 분포를 보여주나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변동이 심한 특징을 보이며 관입암인 주라기 화강암은 낮은 자기감수율 특성을

보여주는 반면, 백악기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높은 자기감수율 특성을 나타내었다.

주요어: 사전정보, 흑색셰일형, 3차원 자력역산, 2차원 수치모델링, 자기감수율, 흑색 점판암, 회색 혼펠스

Abstract: 3D magnetic inversion, based on the assemblage of 2D forward modeling and inversion as a practical technique

to reflect the a priori information, was conducted to investigate the spatial distribution features of black-shale related and

pyrometamorphic uranium deposit and several lithological units of Ogcheon Super Group in an area of Geumsan. By

using the 3D visualization technique with suitable susceptibility interval and horizontal slice map, the spatial distribution

of magnetic susceptibility corresponded to the black shale related uranium bearing lithological units, Black Slate member

was well coincided with a information of uranium deposit. Also, even though it is indirect indicator for the detetction

of uranium deposits interbedded in Gray Hornfels member, spatial susceptibility distribution which shows the south-east

magnetic linearment corresponding to the Majeon-ri formation and Dark Gray Slate were matched well. From this

investigation, we inferred that maximum depth extension which Black Slate member can be separately recognized with

respect to adjacent Dark Gray Slate with strong magnetic susceptibility anomaly is about 150m with reference elevation

level of 306m. In addition, Majeon-ri formation located south of Black Slate member revels relatively high magnetic

susceptibility range but shows high spatial susceptibility fluctation. And, as an intrusive rocks, Jurassic Biotite Granite

shows relatively low magnetic susceptibility characteristics. On the contrary, Cretaceous granite distributed in soutthern

part of the study area shows the relatively high susceptibility distribution. 

Keywords: a priori information, black-shale related, 3D magnetic inversion, 2D numerical modeling, magnetic susceptibility,

Black Slate, Gray Hornfe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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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일반적으로 중력이나 자력자료로 대표되는 퍼텐셜 필드자료

의 역산은 깊이에 따른 분해능이 낮다. 이는 깊이의 제곱에 비

례하여 감쇠하는 근본적인 자력이상 거동과 역해의 비유일성

에 기인하며 결과적으로 자력자료만의 역산에 의한 자기감수

율 정보는 실제 지질구조를 효과적으로 대변하지 못한다. 이러

한 문제점을 극복하기 위한 자력자료의 역산 관련 기존 연구

들은 깊이 가중함수의 도입(Li and Oldenburg, 1996)을 통하

여 분해능 저하를 보정하거나 사전정보를 역산에 포함시켜 비

유일성 문제를 완화시킴으로써 보다 신뢰도 높은 결과를 구하

는 데에 주된 초점이 맞추어져 있다(Williams, 1999; Lelivre,

2003; Li and Oldenburg, 2003).

한편, Ko et al. (2013)은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의 조합

을 통해 사전정보를 반영하는 3차원 자력역산을 소개하고 이

는 역해의 비유일성을 효과적으로 완화시킨다고 보고한 바 있

다. 이 방법은 전체 자력자료를 주향에 수직한 방향의 2차원

측선자료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이중 사전정보를 포함하는 측

선에 대해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의 조합 해석과 주향방향

의 적절한 사이채움을 통해 3차원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 역

산에 이용한다. 

본 연구는 Ko et al. (2013)이 제시한 방법을 국내 항공자력

탐사 현장자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본

연구에서 이용한 현장자료는 금산지구 항공 방사능 및 자력탐

사의 일부로 옥천누층군 내에 배태하고 있는 흑색 셰일형 우

라늄 광상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파악하기 위해 수행되었다. 사

전정보를 반영하는 방법으로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 조합

을 사용하였고 이를 3차원 가중값 행렬형태로 표현되는 3차원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하는 과정을 구체적 사례를 들어 설명하

였다. 

또한, 역산기법으로서 대수적 재구성법을 이용하는 알고리

즘으로부터 체적당 자기감수율을 도출하고 알고 있는 지질정

보와 비교하는 방식의 해석을 수행하였다. 자기감수율 입방체

의 3차원 시각화 및 다양한 깊이 별 수평 슬라이스 단면을 지

질정보와 직접 대비, 분석함으로써 함우라늄 층 및 인접한 단

위 암상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검토하고 이로부터 함우라늄

층서의 깊이에 따른 자력역산의 깊이 분해능을 고찰하였다. 

조사지역의 항공자력탐사 

조사지역은 행정구역 상 대전광역시 동구와 충청남도 금산

군, 충청북도 옥천군에 걸치며 편의상 금산지구라고 부르기로

한다(Fig. 1). 조사지역은 Fig. 1-(a)의 광역지질도 상에서 옥천

누층군 남서부 영역에 해당한다. 저품위 흑색 셰일형 우라늄광

상은 옥천누층군 내 흑색 점판암층(Fig. 1-(a)의 검정색으로 표

현된 층서) 내에 배태되어 있다. Fig. 1-(b)는 조사지역의 지형

Fig. 1. Location (a) and topographical map (b) of the study area (after Sh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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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에 항공물리탐사 조사영역 및 측선을 중첩 도시한 것이다.

수행한 항공물리탐사는 방사능 및 자력탐사이다. 3차원 자력

역산을 통해 금산지구 옥천누층군의 함우라늄 층 및 여타 단

위 암상들의 자기감수율 공간적 분포특성의 고찰을 통하여 3

차원 자력역산의 현장 적용성을 확인하는 것이 본 연구의 주

요 목적의 하나이다.

항공 자력탐사는 2012년 6월 중순에 3일 간 수행되었으며

탐사에 이용한 장비는 cesium vapor형 자력센서가 탑재된

Geometrics 사의 G823A 시스템이다. 항공탐사의 주 측선

(survey-line)은 남북방향으로 100 m 간격이며 tie-line 측선은

동서방향으로 500 m 간격으로 측선을 설계하고 현장자료를

획득하였다. 조사영역의 총 측선수는 135측선이며 측선 총길

이는 770 line-km이다(Shin et al., 2013).

조사지역의 지질

조사지역인 금산지구 영역 내에는 국내 광업발전 기본계획

의 일환으로 7개 광구에 대한 우라늄광상 정밀조사가 수행된

바 있다(KORES, 2009). Fig. 2는 조사지역에서의 우라늄광상

정밀조사 7개 광구의 위치도 및 상세 지질도(1:5,000 축척)를

나타낸 것이다.

조사지역의 지질은 크게 시대미상의 변성 사질암층, 석탄기

의 마전리층, 페름기의 창리층과 이들을 관입하는 주라기 흑운

모 화강암, 백악기 석영반암 화강암류 및 암맥류, 그리고 제4

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뒤에서 논의할 3차원 자력역산 결과

와 대비, 해석에 인용되는 7개의 주요 층서를 선택하였으며 편

의상 다음과 같이 구분하기로 한다. 

함우라늄 층인 회색 혼펠스층(Fig. 2의 Gr. Hf)을 A, 흑색 점

판암(Fi.g 2의 Bl. Sl)을 B, 흑색 점판암과 인접한 암회색 점판

암(Fig. 2의 Dgr. Sl)를 C, 옥천누층군의 하부지층인 향사구조

의 마전리층(Fig. 2의 Ocma)의 남쪽영역을 D, 북쪽을 D', 그

리고 관입암으로서 주라기 흑운모 화강암(Fig. 2의 Jgr)을 E,

백악기 화강암(Fig. 2의 Kgr)을 F, 석영반암(Fig. 2의 Kqp)를

G로 나타내었다. 

조사지역 내 우라늄 광화대는 2조가 분포한다. 이 중 주된

우라늄광상은 옥천누층군 내 창리층의 흑색 점판암층(Fig. 2의

B)에 협재되어 있으며 평균품위 400ppm 안팎의 전형적인 흑

색 셰일형 층상광상(Yoo, 2010)이다. 다른 하나는 시대 미상의

변성사질암층의 회색 혼펠스층(Fig. 2의 A)에 국부적으로 배

태된 광상으로 백악기 석영반암(Fig. 2의 G)의 관입 및 이에

따른 열변성작용에 기인한 것으로 알려졌다(KORES, 2009). 

지질도와의 대비를 통한 자력이상의 특성 분석

일반적으로 자력이상은 우라늄 광화대의 직접적 탐광 지시

자는 아니다. 그러나 우라늄을 배태하고 있는 괴산지역의 흑색

점판암의 경우, 부 구성광물로서 황철석 및 자류철석을 함유하

고 있으며 함유량은 최대 16.03 wt.%에 달한다고 보고된 바

있다(Shin and Kim, 2011). 이는 곧, 자력이상이 우라늄 광화

대 부존을 확인하는 지시자 역할을 할 수 있음을 의미한다. 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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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를 검토하기 위해 Fig. 2의 우라늄 광화대와 암상 경계면과 단

층 등 지질구조선을 추출, 자극변환 및 하향연속도와 중첩하여

Fig. 3에 도시하였다(Shin et al., 2013).

자극변환도를 나타내는 Fig. 3-(a)에서는 함우라늄 흑색 점

판암층(Fig. 3의 B)이 다소 높은 자력이상을 보여주나 바로 북

쪽으로 인접하는 암회색 점판암(Fig. 3의 C)층의 강한 자력이

상과 겹쳐져서 구분이 어렵다. 하지만 Fig. 3-(b)의 하향연속도

에서는 북동-남서 방향의 자력선구조 특성을 잘 드러낸다. 이

지도에서는 다른 하나의 함우라늄층인 회색 혼펠스(Fig. 3의

A)층은 자체적으로는 낮은 자력이상을 나타내지만 바로 인접

한 마전리층 및 암회색 점판암 층(Fig. 3의 D')과 함께 연계하

면서 뚜렷한 북동-남서 방향의 자력선구조 특성을 드러낸다. 두

층은 함우라늄 층인 회색 혼펠스층과 바로 접하고, 동일한 주

향, 그리고 Fig. 5에서 알 수 있듯이 관입암인 석영반암(Fig. 2

의 G) 상단까지 두 층의 깊이연장이 거의 같다는 점으로부터

우라늄광의 간접 지시자로 사료된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향

후 논의하는 회색 혼펠스층의 공간적 분포특징의 고찰부문에

상기 세 개 층을 하나로 묶어 우라늄 지시자로 간주하는 접근

법을 택한다.

한편, 흑색 점판암과 남쪽으로 인접하는 마전리층(Fig. 3의

D)는 다소 높은 자력이상을 보이며 층서주향에 따른 공간적인

변동이 상당히 심한 편이다. 덧붙여 관입암으로서 주라기 화강

암(Fig. 3의 E)과 백악기 석영반암(Fig. 3의 G)는 낮은 자력이

상을 보이는 반면, 백악기 화강암(Fig. 3의 F)는 다소 높은 자

력이상을 보여준다.

이상의 검토결과는 자력이상이 옥천누층군의 단위 암상을

구분하는 데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음을 의미하며 한걸음

나아가, 3차원 자력역산에 의한 자기감수율 정보 역시 동일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이를 바탕으로 금산지구의

우라늄 광화대를 포함하여 금산지구의 전체적인 구조지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유력한 방법으로서 3차원

자력역산을 적용하기로 한다. 

사전정보를 반영하는 대수적 재구성법 

역산 알고리즘 

Van der Sluis and Van der Vorst (1987)는 대수적 재구성법

에 기초하는 다음의 역산 알고리즘을 소개한 바 있다.

, (0 < ω < 2)

여기서,  (1)

 

여기서 는 q번째 반복에서 이산화된 지하구조 중 j번째

자기감수율 모델변수에 대한 증분이며 는 i번째 자료의 측

정자료와 이론자료 간 오차벡터이다. Ko et al. (2013)은 식

(1)을 확장하여 사전정보를 고려할 수 있도록 일반화시킨 다음

의 식을 제시하였다.

, (0 < ωj< 2)

여기서, (2)

식 (1)과 대비하였을 때 윗 식의 차이점은 깊이에 따른 자력

이상 감쇠를 보상하기 위한 깊이 가중함수, W(zj) (Li and

Oldenburg, 1996)의 도입과 매 반복단계에서 모델변수 증분조

절 상수로 정의된 ω항을 사전정보가 알려진 K개의 이산화 된

영역에서 각기 다른 값을 허용, ωj ( j = 1, ..., K)로 확장함으로

써 사전정보를 반영토록 한 점을 들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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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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special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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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at of Fig. 2 (after Shin et

al.,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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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적으로 물리탐사 자료의 역산에서 사전정보라 함은 그

것이 알려진 영역과 영역 내의 알려진 물성값을 모두 지칭한

다. 보통 감쇠 최소제곱법은 특정 영역의 사전정보가 알려져

있을 경우 라그랑즈 곱수를 이용한 다음의 목적함수를 추가하

는 방법으로 사전정보를 반영한다(Kim et al., 1999). 

여기서 K는 이산화 된 사전정보 전체 영역이며 λj는 라그

랑지안 곱수, 는 j번째 모델변수의 사전정보 영역 내의 물

성값이다. 위의 목적함수는 재구성되는 사전정보 영역 내의 모

델변수 값이 알고 있는 물성값과의 편차가 항상 최소가 되도

록 강한 제한조건을 가하는 방법으로 사전정보 영역 및 영역

내 물성값 두 가지를 반드시 알고 있어야 한다.

반면 식 (2)는 사전정보 영역에 따라 가중값(0 < ωj< 2)을 달

리하는 모델변수 증분량으로 사전정보를 할당하는 방법으로

오직 사전정보 영역 정보만 필요하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는

감쇠 최소제곱법에 비해 보다 일반화된 반영방법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이 방법은 사전정보를 가중값으로 할당할 때 사

전정보 영역 내의 각 모델변수의 신뢰도에 따른 가중값 및 범

위를 결정하는 것이 실제적으로 매우 어렵고 필연적으로 해석

자의 주관이 많이 개입되는 단점이 있다. 따라서 이의 적용에

는 상당히 신중한 접근이 필요하다. 본 연구에서는 충분한 횟

수의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을 수행하고 매 단계마다 그

결과를 검토하는 반복적 시행착오를 통해 최적이라 판단되는

2차원 사전정보 단면을 도출하는 과정을 거쳤다.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 조합을 통한 

3차원 사전정보 모형 구성

본 연구에서 설정한 3차원 역산영역은 Fig. 4의 자극변환도

의 실선 사각형 영역이다. 역산영역은 한 변(주향방향)을 옥천

누층군의 주향에 평행하도록 함으로써 2차원 측선방향이 주향

에 수직하도록 설정하였다(Ko et al., 2013). 

3차원 역산영역을 정의하는 국부좌표계의 원점은 Fig. 4의

좌하단으로 하였고 주향에 수직한 2차원 측선방향은 북서, 2

차원 측선집합을 구성하는 주향은 북동방향으로서 역산영역의

크기는 주향방향 연장 5400m 및 측선방향 연장 3700m이다.

3차원 사전정보 모형 구성과정에서 이용한 사전정보는 Fig.

2의 정밀조사 결과에 기초하여 Kim (2012, personal communi-

cation)이 작성한 지질단면도이다(Fig. 5). Fig. 5는 3차원 역산

영역 내에 위치하는 총 8개의 지질단면을 나타낸 것으로서 역

산영역을 정의하는 국부좌표계를 기준으로 각 지질단면의 주

향방향 좌표에 대한 측선방향으로의 좌표로 표현한 것이다. 각

각의 위치 및 방향은 Fig. 4에 노란색 실선으로 표시하였고 각

지질단면은 최소 1개의 시추공 혹은 지질급변 구간을 포함

한다.

이상의 사전정보를 토대로 3차원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하는

도구로서 본 연구에서는 3차원 자력역산 S/W인 KMag3D

(Ko et al., 2013)를 이용하였다. KMag3D는 3차원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하는 방법으로 Fig. 5의 8개의 지질단면에 대응하

는 자력이상 측선에 대한 2차원 모델링 및 역산을 최적이라고

판단될 때까지 반복적 시행착오를 통해 2차원 사전정보 단면

을 구성한다. 이로부터 구한 총 8개의 사전정보 단면을 하나

의 집합으로 간주하고 주향방향의 사이채움을 통하여 최종적

으로 3차원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하는 방식을 취한다. Fig. 6

은 이를 보여주는 일례로 Fig. 5의 지질단면도 S_3300m 및 대

응하는 측선의 자력이상으로부터 반복적 2차원 모델링 및 역

산을 통해 최적의 2차원 사전정보 단면을 구성하는 과정을 보

여준다.

구성 과정을 설명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Fig. 6-(b)의 사전

정보를 토대로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을 반복적으로 수행,

검토를 통해 최적이라고 판단되는 2차원 사전정보 모형(Fig.

6-(c))과 그때의 자기감수율 단면(Fig. 6-(d))을 구한다. Fig. 6-

(a)는 Fig. 6-(d)에 의한 이론적 예측값을 현장자료와 대비하여

나타낸 것으로서 RMS 오차는 20회 반복에서 1.26 nT로 만족

할 만한 수준이다. 이상의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을 통하

여 사전정보를 2차원 가중함수 단면으로 구성하는 과정은 이

어지는 3차원 역산결과의 신뢰도를 결정짓는 매우 중요한 단

계로서 재구성된 자료는 주어진 자료와의 오차를 최소화 하면

서 사전정보의 구조지질적 특성을 정확히 담아야 한다.

사전정보로서 지질단면은 3차원 역산영역 내에서 모두 8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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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3D magnetic inversion area is superimposed on the RTP

map as a solid quadangle. Also, the location of a priori informations

represented as a geological section are notated as a set of yellow

arrow lines respectively. Geological informations such as lithological

boundaries and faults are superimposed as a black solid line. Also,

uranium deposits interbedded in the black slate and gray hornfels

members are displayed as white solid li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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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며 각각의 지질단면에 대응하는 최적 2차원 사전정보 단면

을 구성할 수 있다. 각 단면 간 영역은 구조지질적 특성이 부

드럽게 변화한다고 가정하고 선형 사이채움을 통하여 3차원

사정정보 모형을 구성한다. 이는 3차원 자력역산의 입력으로

서 역산영역 내의 모든 사전정보를 담고 있으며 자체가 지질

정보에 근거한 하나의 해석결과로 볼 수 있다.

Fig. 7은 이상의 과정으로부터 구성한 최종 3차원 사전정보

모형으로서 절단 시각화 기법으로 도시한 것이다. 시각화를 위

한 절단좌표는 주향좌표 800m, 측선좌표 600m 및 고도 25m

이다. 사전정보 모형을 구성하는 가중값의 범위는 0.8 ~ 1.5 사

이로 자기감수율이 높은 암상영역은 가중값을 1보다 크게, 낮

은 영역은 1보다 작게 할당함으로써 높은 자력이상을 보여주

는 층서를 강조하는 방식을 적용하였다.

금산지구 3차원 자력역산 및 해석

3차원 역산영역을 구성하는 이산화 블록의 크기는 측선방향

과 주향방향 공통적으로 50m, 깊이방향으로는 25m로 설정하

였다. 3차원 역산영역의 깊이연장은 위치 별 고도차로 인해

[−294m ~ 543m] 범위이며 가장 높은 고도를 기준으로 최대 깊

이연장은 837m이다. 3차원 역산에 사용한 역산영역 내 자력

자료의 총수는 9955개, 역산 블록의 총수는 330,480개로서 과

소결정계 문제(under-determined problem)이다. Fig. 8-(a)는

Fig. 7의 3차원 사전정보 모형과 식 (2)의 대수적 재구성법 알

고리즘을 이용하여 재구성한 금산지구 체적당 자기감수율이며

Fig. 8-(b)는 입방체 내부를 관찰하기 위해 자기감수율 구간

[0.0035 ~ 0.0231, SI unit]의 정보만을 3차원 시각화한 것이다.

이때 잔류자기는 없는 것으로 가정하였다.

Fig. 8의 입방체 시각화는 역산영역에 대한 전체적인 구조지

질적 특성을 살펴보기에 적합하다. 특히 Fig. 8-(a)에서 함우라

늄 층을 주된 고찰대상으로 한정하여 입방체 중앙부에 옥천누

층군 주향과 평행하게 선형으로 발달하는 3개의 이상대를 볼

수 있다. 이들은 각각 흑색 점판암(B), 암회색 점판암(C) 및 앞

서 언급하였듯이 간접 지시자인 회색 혼펠스에 인접하는 마전

Fig. 5. Plots of detailed geological sections used as a priori information within the 3D inversion area in this study. Notation convention for

the notation of lithological unit is the same as that of Fig. 2 (after Kim, personal communication,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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리층 및 암회색 점판암층(D')으로 Fig. 2와 Fig. 3의 지질정보

와도 대비된다. 하지만 이중 흑색 점판암층은 대역 폭이 좁고

주향에 따른 자기감수율의 복잡한 공간적 변동으로 인해 Fig.

8-(b)에서는 그 연장성 파악이 쉽지가 않다. 

함우라늄층인 흑색 점판암과 회색 혼펠스는 물론 다른 여러

단위 암상에 대응하는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해서는 지질정보와의 대비가 필수적이다.

이를 위해 자기감수율 입방체로부터 여러 고도의 수평 슬라이

스 단면을 도출하고 이를 Fig. 2의 지질정보와 직접 대비하는

방식으로 해석을 시도하였다(Fig. 9).

Fig. 9-(a)와 (b)는 고도 306m의 자기감수율 수평 슬라이스

단면이다. 이 고도는 함우라늄 층인 흑색 점판암(B)을 역산영

역 전체에서 관찰할 수 있는 있는 최상위 고도이다. 정밀조사

에서 확인된 우라늄 광화대는 Fig. 9-(a)에서 검정색 실선, Fig.

9-(b)에서는 단위 암상 간 경계면(검정색 실선)과 구분하기 위

해 회색 실선으로 중첩 도시하였다. 

Fig. 9-(a)에서 흑색 점판암(B)에 대응하는 자기감수율은 주

향좌표 구간[4000m ~ 4500m] 구간을 제외하고는 실선으로 나

타낸 우라늄 광화대 정보와 양호한 대응관계를 보여준다. 또한

Fig. 9-(b)의 다른 단위 암상경계 정보와 대비하면, 영역 중앙

부의 가장 큰 자기감수율 이상의 암회색 점판암(C), 북쪽 영역

의 낮은 자기감수율을 나타내는 회색 혼펠스(A) 및 인접한 백

악기 석영반암(G) 층들 역시 암상정보와 자기감수율 분포가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다. 

한편, Fig. 9-(c)는 고도 243m의 수평 슬라이스 단면을 나타

낸 것으로서 회색 혼펠스(A) 및 그의 간접 지시자(D`)의 연장

성을 양호하게 인지할 수 있는 최상위 고도에 해당한다. 회색

혼펠스층 내 우라늄 광화대의 간접 지시자인 마전리층 및 암

회색 점판암(D')은 낮은 자기감수율을 보여주는 인근 층서와

대비되어 관입암인 석영반암에서 동남쪽으로 발달하는 선형

구조지질적 특성을 잘 보여준다. Fig. 9-(d)는 고도 156m의 수

평 슬라이스 단면으로 함우라늄층인 흑색 점판암(B)이 인접한

암회색 점판암대(C)의 자기감수율 이상과 분리, 인지가 가능한

최대 깊이로 판단한 고도의 수평 슬라이스 단면이다. 따라서

고도 306m를 기준으로 두 층이 분리되어 인지 가능한 깊이는

약 150m 안팎으로 해석된다. 

Fig. 6. Example of the construction of 2D a priori model via

iterative 2D modeling and inversion process. (a) 2D magnetic raw

and predicted data by 2D magnetic inversion (b) 2D geologic

section, S_3300m in Fig. 5, selected as example for implementing

the a priori information, (c) 2D a priori model established by 2D

magnetic modeling based on (b) and (d) reconstructed magnetic

susceptibility result using (c).

Fig. 7. Reconstructed 3D a priori information model via

assemblage of overall eight 2D a priori section obtained by the

process of Fig. 6 and linear interpolation. To see the inside the of

the a priori information model, simultaneous vertical and horizontal

cutting technique was implemented at strike coordinate 800m,

profile coordinate 600m and elelvation 29m. 

Fig. 8. 3D perspective view of 3D magnetic inversion result (a) 3D

view of entire magnetic susceptibility volume (b) 3D view by

clipping technique with clipping interval of [0.0045 ~ 0.0113] for

investigate the inside susceptibility distribu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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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덧붙여 흑색 점판암대(B) 남쪽에 분포하는 마전리층(D)은

주향방향에 따른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

여주는 것으로 미루어 복잡한 지질이력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

된다. 관입암으로서, 주라기 화강암층(E)는 낮은 자기감수율

이상을 보여주는 반면, 백악기 관입 화강암(F)는 상대적으로

큰 자기감수율 이상을 나타낸다. 

결 론

본 연구는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의 조합으로 사전정보

를 반영하는 방법과 대수적 재구성법에 기반한 3차원 역산기

법을 금산지구 항공자력탐사 현장자료에 적용하고 그 결과를

고찰한 사례연구이다. 3차원 역산으로부터 도출한 자기감수율

입방체와 알려진 지질정보를 이용하여 함우라늄 층 및 인접한

단위 암상들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고찰하여 다음의 결론을

얻었다.

① 자극변환 및 하향연속도를 지질정보와 비교한 결과 함우

라늄 층 및 주요 단위 암상과 대응하는 자력이상은 서로 양호

한 상관성을 나타내었다. 이는 3차원 자력역산이 조사지역의

구조지질적 특성을 효과적으로 규명할 수 있는 방법이 됨을

의미한다.

② 2차원 수치모델링 및 역산 조합으로 사전정보를 구성하

는 Ko et al. (2013)의 방법은 사전정보 영역 정보만 이용하므

로 이의 반영방법 측면에서 유연하다는 장점이 있다. 그러나

사전정보의 할당값 및 범위 결정단계에서 해석자의 주관이 개

입되는 점과 반복 검토가 필수적이므로 이에 따른 소요시간이

크다는 단점이 있다. 

③ 함우라늄 층과 여타 단위 암상에 대응하는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분포특성을 여러 고도의 수평 슬라이스 단면을 지질정

보와 대비하여 해석하였다. 함우라늄층인 흑색 점판암에 대응

하는 자기감수율은 일부 구간을 제외하고는 우라늄 광화대 사

전정보와 양호한 상관관계를 보여주었다. 또 다른 함우라늄층

인 회색 혼펠스층은 간접 지시자인 마전리층 및 암회색 점판

암층과 함께 낮은 감수율의 인근 층서와 대비되어 뚜렷한 선

구조 양상의 자기감수율 이상을 잘 보여주었다. 이를 통해 흑

색 점판암이 인접한 자기감수율 이상과 분리, 인지가 가능한

최대 깊이는 약 150m로 판단하였다. 

④ 또한 함우라늄층 이외의 여타 옥천누층군 및 관입암 등

단위 암상정보와 자기감수율 분포 역시 비교적 잘 일치함을

확인하였다. 다만, 흑색 점판암대 남쪽에 분포하는 마전리층은

Fig. 9. Display of horizontal slice susceptibility map with elevation of 306m. For the interpretation, uranium deposits interbedded in the black

slate and gray hornfles members are displayed with black solid line (a) and light gray line (b) respectively. Also, another lithological

boundaries are superimposed as a black solid line in (b). Notation convention for each member of geological formation is the same as that

of Fig. 2. Display of horizontal slice susceptibility map with elevation of 243m (c) and 156m (d) respective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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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향방향에 따른 자기감수율의 공간적 변동이 심한 양상을

보여주는 것으로 미루어 복잡한 지질이력을 겪었을 것으로

짐작된다. 관입암으로서 주라기 화강암은 낮은 자기감수율 특

성을 보여주는 반면, 백악기 화강암은 상대적으로 높은 이상을

보여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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