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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북 괴산군 청천면 덕평리 일대 옥천계 함우라늄 지층에 대한 정밀 방사능 및 자력탐사가 시행되었다. 
덕평지역은 하부로부터 운교리층, 화전리층, 구룡산층, 황강리층으로 구성되며 운교리층은 사질 천매암, 
화전리층은 흑색 점판암이 주 구성암석이다. 회색천매암대, 흑색점판암대, 흑색세립사암대로 구분되는 구

룡산층은 점판암대에 우라늄광체가 협재되며 황강리층은 함력규질천매암으로 구성된다. 본 역에 분포하는 

지층의 층리, 벽개, 단층 등의 주요 선구조는 대부분 북동방향의 주향과 북서방향의 경사를 보인다(그림 

1). 광상은 구룡산층의 점판암대 내에 협재되는 탄질물과 함께 산출되는 흑색셰일형 우라늄광상으로 Cu, 
Cr, Mo, Mn, V등의 금속광물이 소량으로 수반된다. 우라늄광체는 연장 약 900m 구간에서 반복적인 충상

단층으로 인하여 7∼8회 반복, 노출되며 맥폭은 0.39∼17.48m, U3O8 품위는 0.022∼0.090%로 맥의 구간

별로 변화가 크다. 덕평 광체의 매장량은 평균품위 U3O8 0.044%, 3.2백만 톤으로 조사되었다(괴산지구 

정밀조사보고서, 2010, 한국광물자원공사).
방사능탐사는 측선간격 50 m×50 m를 기본으로 광체 구간에서는 2∼3 m로 조밀하게 하여 총면적 0.95 

k㎡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탐사장비는 RSI GR-320을 사용하였다. 측정 시 sampling time은 1분, window
는 TC(ppm), K(%), eU(ppm), eTh(ppm)이며 각 window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TC와 eU window, 
eU/K(ppm/%)와 eU/eTh가 우라늄 광상의 발달상태 뿐 아니라 분포 암층의 발달방향과 잘 일치하는 북동-
남서 방향의 반응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또한 Ternary image에서도 우라늄 광상의 분포 및 주변 암체의 

발달상을 잘 보여주고 있음을 알 수 있다(그림 2-4). 자력탐사는 측선간격 50 m×50 m를 기본으로 총면적 

1.15 k㎡에 대하여 수행하였으며 탐사장비는 Geometrics사의 G-858을 사용하였다. 탐사결과 함우라늄 점

판암대에서 북동-남서 방향의 높은 자력 이상대를 보이면서 대체적으로 분포암상의 발달상을 잘 반영하고 

있다(그림 5).
방사능 및 자력탐사는 우라늄광상의 발달상태 뿐 아니라 점판암대, 천매암대 및 운교리층 등 전반적인 

분포 암상의 파악이 가능하게 하였고 우라늄 광상의 직접적인 탐지 및 Geologic mapping에 유용한 방법임

을 알 수 있었다. 본 조사연구는 지식경제부 한국에너지기술평가원의 지원을 받은 우라늄광 융합탐사 기술

개발연구의 일환으로 수행되었다(2010T1002003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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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림 1. 괴산 덕평지역 지질도

 

그림 2. eU(ppm)

 

그림 3. eU/K (ppm/%)

 

그림 4. Ternary map

 

그림 5. Total Magnetic Intensity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