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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aims to review the research trend of articles published in the journal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EEG) over a period of 50 years from 1968 to 2017. Based on the literature review, Research theme as

analytical criteria was adopted. 1,886 academic articles were analyzed and classified by decade, by change period of

journal name, and by volume(in sets of 10 volumes). Results indicate that from the foundation of journal to the

present, the article in the field of petrology and geochemistry covers the highest proportion as 30.4%, the next best

things are in the fields of metallic ore deposit(18.3%) and geophysics and exploration(14.9%). Based on the change

period of journal name, the field of petrology and geochemistry have the most obvious difference in the number of

articles. Until 1993 as before the change of journal name from Mining Geology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the coverage percentage in the field of petrology and geochemistry is 21.5%(N=121). However, after 1994

changed to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the coverage percentage in the field of petrology and

geochemistry is 34.1%(N=452). According to the analytical result in case of volume and research theme,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field of petrology and geochemistry have the abrupt increase from the volume number in

21 to 30. However, the number of articles in the field of metallic and nonmetallic ore deposit have the decreasing

tendency toward the recent volume. In order to explore again the 50 years history of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we mainly analyzed the articles quantitatively using the criteria as research theme. Based on these

analyses, this review aims to offer the beginning for the exploration of the development subject in the future.

Key words : research trend,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mining geology, journal, article

이 자료는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

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10년을 단위로

하는 시대별, 학회지명 변경 시점별, 10권을 단위로 하는 권호별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68

년 창간호부터 최근 2017년까지 게재된 학술논문 1,886편이다. 분석결과를 바탕으로 다음과 같은 결론을 도출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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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으로 보면, 창간이후 현재까지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의 논문이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지하며, 그 다

음으로 ‘금속광상’과 ‘지구물리 및 탐사’분야가 각각 18.3%, 14.9%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학회지명

변경 시점을 기준으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보이는 영역은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이다.『광산지질』에서『자원환경지

질』로 학회지명 변경 이전인 1993년까지는 ‘암석학 및 지구화학’의 논문이 21.5%(121편)였지만『자원환경지질』로 변경된

1994년 이후는 34.1%(452편)를 차지한다. 학술지 권호 및 연구분야별 분석결과에 따르면, ‘암석학 및 지구화학’의 논

문은 21-30권호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그러나,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상’ 영역은 최근호로 올수록 감소하

는 추세가 두드러지고 있다. 본 자료는 학술지『자원환경지질』의 50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기 위해 수록된

논문들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과제를 탐색해 봄으로써 총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를 제

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주요어 : 연구동향, 자원환경지질, 광산지질, 학술지, 게재논문

1. 서 론

「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은 1968년 대한자원환

경지질학회(舊. 대한광산지질학회)의 학회지로 창간된

이래 2017년 제50권에 이르렀다. 대한자원환경지질학

회는 국내 경제개발을 위해 지하자원 탐사와 개발이

절실히 요구되던 때에 대한광산지질학회로 창립되어

1994년 학회명을 대한자원환경지질학회로 개명할 때까

지 4반세기동안 금속, 비금속 및 연료광상 등 국내 부

존자원에 대한 활발한 탐사와 개발로 국가의 고도 경제

성장에 크게 기여하였다. 그러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경제의 꾸준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광업분야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학회명을 바꾸게 되었다.

학술지에 수록된 논문들의 분석을 통해서 연구의 동

향을 파악하는 일은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

질)」이 창간 이래 지금까지 보여준 발간의 일관성과

지속성이 있었기에 가능한 것이었다. 이러한 동향분석

은 비단「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이라는 좁은 범

위내에서의 연구경향 분석을 넘어 학술지가 표방하는

연구영역과 연구동향 파악을 가능하게 한다는 점에서

연구의 의의를 찾을수 있다. 이러한 의의는 단일 학술

지의 연구동향 분석연구가 필요한 이유이기도 하다.

본 해설은 이러한 의의와 필요에 따라 학술지「자원

환경지질(舊. 광산지질)」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

반적인 연구동향을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성과

를 점검하고 향후 발전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로 분석 준거를 마련

하고, 이와 함께 10년을 단위로 하는 시대별, 학회지명

변경 시점별, 10권을 단위로 하는 권호별로 구분하여

연구동향을 분석하였다. 분석대상은 1968년 창간호부터

최근 2017년까지 50권까지 게재된 논문 1,886편이다.

2. 연구방법

2.1. 분석절차 및 준거

자원환경지질 분야에서 연구동향 분석에 활용된 분

석준거는『연구분야』이다. 연구분야는 연구동향 분석

에 있어서 핵심적인 축이기는 하지만, 이러한 축들에

속한 내용의 향방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또 다른 축이

필요하다. 본 연구는 연구분야외에 10년을 단위로 하

는 시대별(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년대), 학회지명 변경시점 전후별(「광산지질」에

서「자원환경지질」로의 변경시점인 1994년 전후), 10권

을 단위로 하는 권호별(1-10권, 11-20권, 21-30권, 31-

40권, 41-50권)등 세가지 축을「자원환경지질(舊. 광산

지질)」연구분야 연구동향 분석에 적용하였다.

2.2. 분석대상 및 방법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에는 1968년

창간호에 7편의 논문이 게재된후 2017년 50권 6호까

지 총 1,886편의 학술논문이 수록되어 있다. 각 시대별

로 분석대상 논문 편수를 살펴보면, 1970년대 172편,

1980년대 247편, 1990년대 485편, 2000년대 571편,

2010년이후 2017년까지 411편이다(Table 1). 

본 해설은 연구동향 분석을 위해 관련 문헌을 고찰

하고 연구자들간의 사전 협의를 통해 연구분야 분석을

위한 범주와 개념을 정의하였다. 다음으로 연도별, 권

호별로 분석대상 논문의 상세정보 및 논문원본을 확보

하여 연구자들간에 공유하였다. 분석과정중 분류하기에

애매한 논문의 경우에는 연구자들간의 논의를 거쳐 합

의점을 도출하였다.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

질)」의 연구동향 분석을 위한 1,886편의 논문별 구체

적인 분류 및 분석방법은 다음과 같다. 먼저, 연구분야

는 학회 25년사 연구동향의 연구분야에 근거하여 금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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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상, 비금속광상, 지질 및 지질구조, 암석학 및 지구

화학,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응용지질, 에너지 및 기

타에 따라 분류를 하였으며, 연구분야가 중복될 경우

에는 본문에서 제시하는 연구목적을 고려하여 최종적

으로 연구분야를 확정하였다(Park et al., 1993). 

3. 분석 및 논의

3.1. 시대별 연구동향 분석

분석대상으로 선정된 1,886편의 논문들의 연구동향

을 시대별로 분석하기 위해「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

질)」학술지가 창간된 1968년부터 각 시대에 따라

‘1970년대’, ‘1980년대’, ‘1990년대’, ‘2000년대’, ‘2010

년대’ 등 5개의 시기로 구분하여 살펴보았다(Table 1).

전체적으로 보면, 창간이후 현재까지 ‘암석학 및 지

구화학’분야의 논문이 30.4%로 가장 높은 비중을 차

지하며, 그 다음으로 ‘금속광상’과 ‘지구물리 및 물리탐

사’분야가 각각 18.3%, 14.9%로 비교적 높은 분포를

나타내고 있다. 또한, ‘비금속광상’과 ‘지질 및 지질구

조’의 연구논문 수도 시대에 따라 등락을 거듭하고 있

으나 전체적으로 보면 각각 8.1%, 8.7%를 차지해 이

분야의 논문도 비교적 꾸준하게 게재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응용지질’분야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넘

어오면서 감소하는 경향을 보이다가 1980년대 중반부

터 최근까지 상승추세를 보이며 전체적으로 11.3%를

차지하고 있다(Fig. 1). 

시대에 따라 좀더 세부적으로 살펴보면, ‘금속광상’

과 ‘비금속광상’의 경우, 1970년대 각각 29.1%, 12.2%

를 차지했지만 1980년대 각각 35.2%, 10.5%, 1990년

대 각각 18.8%, 10.5%, 2000년대 중반까지 감소하다

세계적으로 중국과 인도의 급성장과 관련된 광물자원

시장의 붐업으로 국내외 광물자원의 조사와 재평가 사

업이 재개되면서 관련연구논문이 증가하는 추세다

(Fig. 1). ‘지질 및 지질구조’분야의 경우, 1960년대 태

백산 지하자원 조사사업등 한국의 지질 및 광물자원의

정립단계에서 많은 연구논문이 나온후 1970년대 감소

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1980년대 중반부터 미약하게나

마 증가하고 있다. 이는 관련논문이 지질학회지와 암석

학회지 등으로 분산게재되는 것도 원인으로 볼수 있다.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는 1980년대 19.4%에서

1990년대에는 37.1%, 2000년대에는 39.4%로 크게 증

가했는데 전통적인 암석지구화학과 광물자원탐사와 관

련된 지구화학탐사 논문이 감소하는 대신 글로벌 광업

환경의 변화와 환경오염의 조사 및 복구에 대한 필요

성이 생기면서 환경지구화학 및 응용지구화학 관련 연

구논문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볼수 있다.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분야는 1970년대에서 1980년대로 진입하면

서 논문점유율이 7.0%에서 23.1%로 급증했으며 1990

년대에도 21.2%를 유지하는데, 이는 1980년대에서

1990년대까지 국가 경제개발 및 경쟁력 제고차원에서

Table 1. Analytical result of research trend in the field of research

Research trend 1968-1979 1980-1989 1990-1999 2000-2009 2010-2017 Total

Metallic deposit
50 87 91 54 64 346

29.1% 35.2% 18.8% 9.5% 15.6% 18.3%

Nonmetallic deposit
21 26 51 28 27 153

12.2% 10.5% 10.5% 4.9% 6.6% 8.1%

General and structural geology
32 13 29 55 36 165

18.6% 5.3% 6.0% 9.6% 8.8% 8.7%

Petrology and geochemistry
29 48 180 225 91 573

16.9% 19.4% 37.1% 39.4% 22.1% 30.4%

Geophysics and exploration
12 57 103 76 36 284

7.0% 23.1% 21.2% 13.3% 8.8% 14.9%

Applied geology
13 8 24 86 83 214

7.6% 3.2% 4.9% 15.1% 20.2% 11.3%

Energy
7 4 4 11 39 65

4.1% 1.6% 0.8% 1.9% 9.5% 3.4%

Others
8 4 3 36 35 86

4.7% 1.6% 0.6% 6.3% 8.5% 4.6%

Total
172 247 485 571 411 1,886

100.0% 100.0% 100.0% 100.0% 100.0%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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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된 각종 광물 및 석유자원 탐사관련 중력, 고지자

기, 전기 및 전자탐사, 지진 및 탄성파탐사 연구의 수

요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응용지질’분야는 1980년대 중반부터 현재까지 초기

의 전통적인 유역별 지하수조사와 관련 기초연구를 포

함한 지하수자원 조사 뿐만아니라 지하수자원의 보전

및 오염평가 조사관련 필요성이 생기고, 또한 산사태,

지반침하 등 지질공학적 특성연구의 꾸준한 수요가 있

Fig. 1. Analytical result of research trend by decad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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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연구논문이 증가하고 있다. ‘에너지’분야에 해당하

는 석탄, 석유, 신재생 에너지 관련 연구논문의 점유율

이 전체 3.4%에 불과하지만, 2000년대 국내 석유탐사

기초연구, 천부지열 재생에너지 개발등 연구수요가 늘

기 시작하면서, 2010년대에는 전통적인 석유자원 외에

비전통 오일셰일, 오일샌드, 세일가스 등의 연구조사가

늘어나서 관련 연구논문 게재수의 상승세가 뚜렷하다.

3.2. 학회지명 변경시점별 연구동향 분석

연구분야별 연구동향 특성을 학회지명 변경시점에

따라 분류한 결과, 1994년「광산지질」에서「자원환경

지질」로 학회지명이 변경되면서 가장 뚜렷한 차이를 나

타내는 영역은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이다(Table 2).

학회지명 변경 이전인 1993년까지는 ‘암석학 및 지구

화학’분야의 논문이 21.5%(121편)였지만, 변경 이후인

1994년 이후 현재까지 34.1%(452편)를 차지했다. ‘응용

지질’분야의 논문도 자원환경지질로 학회지명 변경 이

전인 1993년까지는 5.0%(28편)이었지만 변경 이후인

1994년 이후 현재까지 14.2%(186편)를 차지했다. 그러

나, 광산지질에서 논문점유율이 높았던 ‘금속광상’과

‘비금속광상’분야 연구논문은 각각 29.5%→13.6%,

12.5%→6.3%로 비교적 큰 폭으로 감소하는 경향이 있다.

3.3. 권호별 학회지명 변경시점별 연구동향 분석

연구분야별 연구동향이 학술지 권호에 따라 어떤 변

화양상을 보이는지에 대한 분석 결과는 Table 3과 같

다.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의 논문은 21-30권호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으며, ‘지구물리 및 물리탐

사’분야의 논문은 11-20권호부터 급증하는 경향을 보

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응용지질’분야의 논문은 31-

40권호부터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음을 알수 있다.

3.4. 연구분야별 동향 분석

3.4.1. 금속광상

학회지 창간호로부터 50권 6호(2017년)까지 “자원환

경지질(舊. 광산지질)”에 발표된 금속광상 분야의 논문

총 346편에 대한 연구대상 광종, 연구내용 및 방법 등

의 추이를 개관하여 본다. 1968년~2017년까지 50년간

연구대상 광종은 Au-Ag, Bi, Co, Cr, Cu, Fe, Mn,

Mo, Nb-Ta, Ni, Pb-Zn, REE, Sb, Sn, U-Th, Ti, W

등 총 17 종이었다(Table 4).

1960~1980년대 전반기까지의 주요 연구대상 광상의

광종은 Cu, Fe, Mo, Pb-Zn, W 등이었고 광상유형은

대부분이 열수 및 스카른 광상이었다. Cu, Fe, Pb-Zn

광상에 대한 연구는 최근까지 계속되어지고 있으나 W,

Table 2. Analytical result of research trend by change period of journal name and research field

Journal name Mining geology Economic and environmental geology
Total

Division Before 1994 After 1994

Metallic deposit 166 29.5% 180 13.6% 346 18.3%

Nonmetallic deposit 70 12.5% 83 6.3% 153 8.1%

General and structural geology 55 9.8% 110 8.3% 165 8.7%

Petrology and geochemistry 121 21.5% 452 34.1% 573 30.4%

Geophysics and exploration 95 16.9% 189 14.2% 284 14.9%

Applied geology 28 5.0% 186 14.0% 214 11.3%

Energy 12 2.1% 53 4.0% 65 3.4%

Others 15 2.7% 71 5.4% 86 4.6%

Total 562 100.0% 1,324 100.0% 1,886 100.0%

Table 3. Analytical result of research trend by volume number of journal and research field

Division Volume 1-10 Volume 11-20 Volume 21-30 Volume 31-40 Volume 41-50 Total

Metallic deposit 41 28.5% 75 35.4% 97 22.0% 55 10% 78 14.5% 346 18.3%

Nonmetallic deposit 18 12.5% 21 9.9% 51 11.6% 30 5.5% 33 6.1% 153 8.1%

General and structural geology 28 19.4% 16 7.5% 23 5.2% 51 9.3% 47 8.7% 165 8.7%

Petrology and geochemistry 24 16.7% 39 18.4% 150 34.0% 226 41.0% 134 24.9% 573 30.4%

Geophysics and exploration 7 4.9% 52 24.5% 86 19.5% 98 17.8% 41 7.6% 284 14.9%

Applied geology 11 7.6% 6 2.8% 24 5.4% 70 12.7% 103 19.1% 214 11.3%

Energy 7 4.9% 1 0.5% 5 1.1% 8 1.5% 44 8.2% 65 3.4%

Others 8 5.6% 2 0.9% 5 1.1% 12 2.2% 59 10.9% 86 4.6%

Total 144 100.0% 212 100.0% 441 100.0% 550 100.0% 539 100.0% 1,886 1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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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4. Mineral commodities for research by the year from 1968 to 2017

W Mo Fe Cu Pb/Zn Au/Ag U Th Ti Mn Sn As REE Cr Bi Co Sb Nb/Ta Ni

1968 ○ ○

1969 ○ ○ ○ ○ ○

1970 ○ ○ ○ ○

1971 ○

1972 ○ ○ ○

1973 ○

1974 ○ ○ ○

1975 ○ ○ ○

1976

1977 ○ ○ ○

1978 ○ ○ ○ ○

1979 ○ ○

1980 ○ ○ ○ ○ ○

1981 ○ ○ ○

1982 ○ ○ ○ ○ ○ ○

1983 ○ ○ ○

1984 ○ ○ ○ ○

1985 ○ ○ ○

1986 ○ ○ ○ ○ ○ ○

1987 ○ ○ ○

1988 ○ ○

1989 ○ ○ ○

1990 ○

1991 ○ ○

1992 ○ ○ ○

1993 ○ ○ ○ ○

1994 ○ ○ ○ ○ ○ ○

1995 ○ ○ ○ ○ ○

1996 ○ ○ ○ ○

1997 ○ ○ ○ ○

1998 ○ ○ ○ ○ ○

1999 ○ ○

2000 ○

2001 ○ ○ ○ ○ ○

2002 ○ ○ ○ ○

2003 ○ ○ ○

2004 ○

2005 ○

2006 ○ ○ ○

2007 ○ ○

2008 ○ ○

2009 ○ ○ ○

2010 ○ ○ ○

2011 ○ ○ ○

2012 ○ ○ ○

2013 ○ ○ ○ ○ ○ ○ ○

2014 ○ ○ ○ ○ ○

2015 ○ ○ ○ ○

2016 ○ ○ ○

2017 ○ ○ ○ ○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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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o 광상에 대한 연구는 1980년대 후반기부터는 발표

되지 않고 있는 경향이 있으며 2000년대 후반에 들어와

서「금성 몰리브데늄광상의 잠두 반암형광체에 대한 부

존가능성과 성인적 환경(Choi et al., 2007)」과「대화

Mo-W 열수 맥상광상의 유체진화 특성(Jo and Choi,

2013)」연구로 W, Mo 광종의 성인연구가 재개되고 있

다. 또한, 2006년 캐나다 Woulfe Mining Corp.이 상

동광산의 광업권을 인수한 이래로 제 7차 시추조사까

지 완료되었으며, 매장량 및 재개발 기술정보가 타당

성보고서와 기술보고서로 정리되었고, 2015년 9월

Almonty Industries Inc.가 Woulfe Mining Corp.을

인수·합병 하면서 상동광산 재개발을 위한 준비가 진행

되고 있어서 국내 광상학 연구진의 관심을 모으고 있다.

우라늄 광상 연구는 특히 1980년대 주종을 이루었

으며, 1980년대부터 1990년대말까지 우라늄광상의 연

구논문이 많이 발표되고 있는 것은 에너지 쇼크 이후

화석연료에서 핵연료로의 전환을 서두른 국제적인 연

구추세를 반영하고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또한, 1980

년대 중반 이후부터 희유금속 및 희토류 광종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것이 특기할 만하다. 1980

년대 중반 이후에 희유금속 또는 희토류 광상의 연구

논문이 발표되기 시작한 것은 주지하는 바와 같이 희

토류는 화학적으로 매우 안정하고, 열을 잘 전도하는

특징이 있으며, 상대적으로 탁월한 화학적·전기적·자성

적·발광적 성질을 갖기 때문이다. 선진각국에서 희유금

속 또는 희토류 원소의 수요가 확대될 것에 대비한 움

직임에 대하여 국내에서도 연구의 중요성을 인식하고

이에 대응하고 있었음을 나타내는 것으로 생각된다.

연구대상 광상별로 기재된 광종수는 대상광상의 종

류에 따라서도 차이는 있으나 연구목적, 연구자의 능

력과 실내연구에 투입된 시간과도 관계가 있고 이용된

연구기기의 종류와 정밀도에 따라 크게 다르게 된다.

논문 중에 기재된 단위광상당 광물수는 1980년대에 와

서 현저히 증가하고 있다. 이는 연구에 이용된 연구기

기가 1980년대에 와서 광석현미경 뿐만 아니라

EPMA, XRD, SEM, DTA, IR 등으로 다양하여졌음

을 반영하고 있다. 광화유체의 성질과 함께 지질온도

및 압력계로서의 유체포유물 연구는 1970년대 중반에

대화, 달성 W광상에서 시작된 이래 열수광상의 성인

규명에 크게 기여하고 있다. 광석 구성물질의 기원에

대한 안정동위원소 연구는 1980년대 초부터 시작하여

활발히 연구되고 1990년대 초반 한국기초과학지원연구

원에 안정동위원소 분석시스템이 도입된 후로 금속광

상생성 연구에 있어 광화유체의 기원 및 진화 메카니

즘을 규명하는데 일익을 담당하고 있다. 

또한, 1980년대 이래 최근까지 꾸준히 Au-Ag 광종

이 주요 연구대상으로 부상하고 있는 것은 국제적인

광업계의 흐름을 반영하고 있을 뿐만 아니라 국내 대

학 및 연구기관의 광상성인규명과 관련된 정밀 분석기

도입 및 설치와 밀접한 관련이 있는 것으로 사료된다.

광물의 상평형관계와 미량원소에 관한 연구는 1970년

대 후반부터 연구되기 시작하여 1980년대 후반부터 최

근까지 활발히 이루어지고 있다.

광상의 모암변질, 광물공생 관계와 대상분포, 지질구

조규제에 대하여는 1960년대 후반부터 일부 연구 검토

되어 왔으나 특히 1980년대 후반부터 활발한 연구가

이루어지고 있다. 금속광상성인론에 대하여는 국내 화

강암류에 대한 연령측정 자료를 바탕으로 하여 1970년

대 초에 연구논문이 발표된 이래 광석의 맥석광물이나

모암변질 광물에 대한 K-Ar 연령자료는 한국지질자원

연구원(舊. 한국자원연구소)에 연구기기가 설치된 1980

년대 후반부터 본격적으로 발표되어지고 있다. 

1980년대 후반부터 개별 광상에 대한 연구가 보다

다각적이고 정량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으며 광상생성모

델 수립도 1980년대 후반부터 시도되어지고 있다. 이

중에는 칼데라 생성과 관련된 천열수성 은광화 작용에

관한 부평 은광산의 성인연구나 월성지역의 다이아트

림 내의 As, Zn 광화작용 등이 특기할 만하다. 1994

년 학회지명이 광산지질에서 자원환경지질로 변경된 후

에는 국내 대표적인 태백산 다중금속 광화대, 황강리

광화대, 충주 철-희토류 광화대, 경남 동광화대, 해남

금광화대의 전략금속광종을 대상으로 광상성인연구가

계속되었으며 점차 개별광산의 성인연구에서 광화대와

지체구조환경을 통합적으로 해석규명하는 경향을 띠고

있다. 1990년대 후반에는 이전에는 성인연구가 활발하지

못했던 창연(Lee et al., 1996), 코발트(Yun and Youm,

1997) 및 안티모니(Yun et al., 1999) 광종에 대한 성

인연구가 일부 보고되기도 하였다. 

1994년 이후, 금속광상분야 180편의 논문 중 60편

(34.7%)이 해외광물자원의 조사관련으로 대상 광종은

대부분 정부에서 지정하는 전략금속광종이었다. 특히,

2000년대 초반부터 아시아 및 중앙아시아권역, 남미권

역 및 아프리카권역을 대상으로 광물자원조사탐사 사

업을 수행하면서 해당조사 연구결과가 자원환경지질의

연구성과로 제시되었다. 특히, 국내에 부존하고 있지

않은 광상유형으로 몽골의 Nb-Ta(Kim et al., 2013),

반암동(Kim et al., 2017) 및 미얀마의 고치상 크롬

(Heo et al., 2014; Park et al., 2017) 연구결과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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향후 3D 지질모델링을 플랫폼으로 광물잠재성을 예측

하는 최근의 연구트렌드에 적합한 테스트베드로 가능

성을 가지고 있어 의미가 있다고 하겠다. 그리고, 한국

해양기술원은 심해저 망간단괴(Jung et al., 1995), 심

해저해령 침니관련 열수분출구(Heo et al., 2002), 고

코발트 망간각 자원탐사(Kim et al., 2013) 관련하여

해저광물자원의 희유금속광종을 대상으로 연구를 지속

적으로 수행하고 있으며, 북한 광물자원 관련 연구로

는 북한 압동 Nb-Ta광산의 지질 및 광상(Lee and

Kim, 2003) 연구가 있으며,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

2015년말 북한광물자원사업단(DMR)이 생기면서 3차

원 모델링을 활용한 북한 무산 철광산 일대의 자원량

및 생산량 추정(Bae et al., 2015)이라는 연구결과가

발표되면서 현재는 남북관계가 경색국면이라 북한 광

물자원에 대한 현장조사는 어렵지만 가까운 미래의 통

일시대를 대비하여 간접적으로 북한의 금속광물자원을

연구하는 단초가 된 것으로 보인다.

3.4.2. 비금속광상

1968년 학회가 창립된 이후 학회지에 수록된 비금속

광상 및 광물학 분야의 논문 총 153편에 대한 연구대

상 광종, 연구내용 및 방법 등의 추이를 개관하여 본

다. 광종별로 보면 연구 대상이 매우 다양한 경향을

보이나 국내 산출이 비교적 풍부한 광종인 납석, 도석,

벤토나이트, 석회석에 집중되어 있다. 대상 광종 및 광

물별로 발표된 논문은 벤토나이트 17편, 납석 11편, 광

물합성 11편, 카올리나이트(도석 포함) 10편, 석회석 9

편, 석면 7편, 견운모 6편, 석재 5편, 골재5편, 형석 4

편, 불석 4편, 활석 3편, 명반석 3편, 사문석 2편, 할

로이사이트 2편, 규석/백운석/질석/장석/필립사이트/해록

석/버네사이트/로소나이트/해포석/붕소/루비/베마이트 각

1편으로 구분된다. 

본 학회지에 소개된 최초의 비금속 관련 논문은 제

2권 2호에 발표횐 “석회석과 도로마이트의 간단한 판

정법 실험(Choi, 1969)”이란 논문으로, 우리나라에서

가행되는 석회석이나 돌로마이트 조사시 필요한 착색

에 의한 식별방법 등의 실무적인 내용을 다루고 있다.

“구봉 석회석광산의 지질조사 보고(Lee, 1970)”와 “대

흥 백운석광산의 지질광상 개사보고(Ryuu, 1971)”의

석회석과 돌로마이트 광상의 분포, 품위 및 광량을 추

산하고 광석으로 채굴이 유망한 층준을 밝힌 조사 보

고가 있다. 이러한 성격의 조사 보고는 당시 시멘트

산업계와 이를 이용한 관련 산업계에서는 중요한 자료

로서 이용가치가 높았던 것들이다. “석회석 노천채굴

공법(Huh, 1973)”은 폭파의 관점에서 본 Bench cut

공법을 논의하였다. “강원도 영월군 남면 광천리 석회

석광산 조사(Lee, 1974)”는 마차리층의 석회암이 시멘

트 원료로서 가치가 있는 것으로 보고하고, 조사 구역

내의 가채매장량을 밝혔다.

1970년에 발표된 “신포 광산 형석의 유체포유물에

관한 연구(Lee, 1970)”는 신포형석광상에서 산출되는

형석의 유체포유물에 관한 연구로서, 형석의 색과 광

체의 부위에 따른 생성온도의 차이를 밝히고, 형석의

주 생성온도 영역은 125-139oC로 본 광상이 저온열수

기원임을 밝힌 본지에 실린 최초의 비금속광상의 성인

에 관련된 연구논문이다. “형석광상의 지질온도 측정

연구-특히 충북 월악산지대 및 천일 광산 형석의 연구

를 중심으로(Yun, 1973)”는 충북 월악산 지대에 분포

되는 열수광맥형의 송계 및 영국광상, 열수교대형인 동

창광상에 대한 유체포유물 연구로서, 이들의 생성온도

측정결과 월악산 지역의 형석광화가 비교적 고온환경

에서 이루어졌음에 반하여 천일산의 경우는 고온에서

시작된 광화가 훨씬 저온시기까지 계속되었음을 밝혀

광상연구에 유체포유물을 본격 도입시킨 연구이다.

대체로 1975년을 전후로 해서 광량확보 성격의 조

사보고나 자원정책의 제안 성격에서부터 연구논문 쪽

으로 변화되는 경향을 뚜렷이 나타난다. 이러한 변화

경향을 보일 때 발표된 “남한의 형석광상의 성인에 관

한 연구(Chi, 1975)”는 남한의 형석광화대를 구분하고,

이들의 관계화성암과 광상생성시기와 생성조건을 밝혔

고, 비금속 광상성인 연구에 지화학적인 연구방법을 도

입하였다. “우리나라 형석광상의 유체포유물 연구(Park,

1976)”는 열극 충진열수광상, 스카른형, 열수교대광상

등 광상의 성인에 따라 유체포유물의 조성형이 다양함

을 밝힌 본격적인 유체포유물 연구결과이다. 또한, 이

들의 염농도가 스카른형 광상에서 가장 높고, CO₂농

도는 스카른 광상과 중석이나 유화광물을 수반하는 열

수성 광상에서 높은 것을 밝히고 지역에 따른 충전온

도의 특징적인 변화와 광상생성시의 압력을 추정하였

다. 이러한 연구는 국내 광상 연구에서 유체포유물의

새장을 여는 계기가 되었다. 광종은 다르지만 “연월 장

석광산의 페그마타이트내 유체포유물과 그 성인에 관

한 모델 연구(Moon, 1988)”는 페그마타이트의 생성은

화강암 본체로부터 멀지않은 거리에서 계속 공급되어

진 용융체+휘발성물질+수용액이 적절한 공간을 향유

하여 서서히 결정화되는 형성 모델을 기재하였다.

비금속광상 중 국내에서 가장 빈도가 높은 연구 대

상은 요업원료 광물자원으로서 납석과 도석에 관한 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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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들이며, 본 학회지에 처음 실린 이 지역에 관한 논

문은 “전남지역 명반석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Moon,

1975)”로서, 이 논문은 전남 해남군 일대에 분포하는

명반석광상의 모암과 광상의 부존 형태를 기재하였으

며, 추후에 변질대 구분을 저자가 다시 수정하였다. 전

남지역의 요업원료 광물자원은 전남대 연구진에 의한

“고내화도 광석광물의 분포와 성인에 관한 연구-전남지

역을 중심으로(Park et al., 1982)”과 “전남과 하동지

역에서 산출되는 요업 및 점토 광물자원과 성인에 관

한 연구(Park et al., 1988)”, “전남 서남부지역의 납

석과 명반석 광상의 광물조성 및 지구화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Shin et al., 1990)”과 “노화 납석광산에서

산출되는 명반석대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Shin et

al., 1992)”이 있으며, 이들 연구는 주로 전남지역(일부

경남지역 포함)에서 산출되는 요업원료 광물자원인 도

석, 납석과 고령토 광석의 광물조성, 분포상황과 광석

광물의 내화도를 밝혔다.

1990년대에 이르면서 발표된 “해남지역 화산암류와

납석 및 고령토 광상의 K-Ar 연대 측정(Moon et al.,

1990)”은 명반석과 납석 광상이 널리 분포된 해남지역

에서의 광화작용의 시기규명을 위한 명반석, 납석, 그리

고 그이외의 암석들의 K-Ar 연령을 측정하고 이들의 변

질작용 시기를 밝히고, 점토광물 광상의 변질 연령이 화

강암의 열수단계보다는 화산작용과 더 밀접한 관계가

있다는 것을 보고했고, 해남지역 일대에 분포되는 납석

및 도석광상에 대한 변질작용, 광석광물의 광물학적 특

성 및 생성환경에 대한 일련의 연구가 수행되었다.

도석이나 납석 등과는 연구대상 광종은 상이하지만

이들과 유사하거나 거의 동일한 열수변질 작용에 의해

형성되는 견운모광상에 대한 연구는 다음과 같다. “유

문암 열수 반응과 유광 견운모 광상의 성인(Park et

al., 1992)”은 유광광산의 견운모를 대상으로한 유문암

-열수반응의 수치반응 모델링 결과 열수-유문암비의 감

소와 pH 증가에 따라 석영, 견운모, 황철석, 녹니석,

미사장석 및 녹염석 순으로 침전이 되었으며, 이때의

화학적 조건을 고찰하였다. “김해지역 상동광상산 견

운모의 광물화학 및 안정동위원소 조성연구(Kim et

al., 1992)”에서는 이들의 생성온도와 생성환경이 경남

및 전남 지역의 화산암을 모암으로 한 열수변질 작용

에 의한 일련의 비금속광상들의 형성기구와 매우 유사

한 변질작용의 결과임을 밝혔다. “부산보배 견운모 광

상의 산출상태와 생성환경(Moon and Moon, 1995)”

은 광상을 형성시킨 열수의 기원이 화강암질암류의 잔

류마그마용액임을 지시하는 많은 증거들이 나타났으며,

황철석과 방연석의 황동위원소 분석결과 열수의 기원

이 화성기원임을 규명했다. 

벤토나이트에 관한 최초의 논문은 “포항-울산간의 점

토자원의 지질과 그 물리학적 특성에 관한 연구(Kim

et al., 1971)”이다. 이 연구는 포항에서 울산에 걸친

제3기층에서 산출되는 점토광상에 관한 연구로서, 본

지역에 분포하는 점토광상을 성인적으로 구분하는 벤

토나이트 광상에 대한 광물조성을 밝혔다. 당시의 연

구 여건으로서는 이들 광물자원의 물리-화학적 성질을

밝히는 것은 어려웠으나, 이들 자원의 중요성과 활용

성을 예견한 중요한 연구 결과이다. 이 당시는 벤토나

이트 및 불석광물자원을 활용하는 국내 산업은 시작단

계로서, 이후 이와 연관된 일련의 연구결과들이 발표

되고 있다. 점토광물 자체에 관한 것은 아니지만

“Cation Exchange Capacities, Swelling, and Solubility

of clay Minerals in Acidic Solutions: A Literature

Review(Park, 1979)’’는 산성용액 내에서 점토광물의

물리적 특성과 화학적 특성을 문헌에 의해 검토하고,

점토광물들의 산의 소모량이 산화동광상에서 동을 추

출하는데 경제적 평가의 한 요소가 됨을 보고하였다.

“Some Mineralogical and Physico-Chemical Properties

of Fuller’s Earths from Tertiary Sediments in South

Korea(Moon and Morgan, 1983)”는 3기층 중에서

산출되는 산성백토의 광물조성과 DTA, 적외선 및 전

자현미경에 의한 이들의 기본적인 특성을 기재하였다. 

이 이후에는 벤토나이트의 광물학적 특성규명에 초점

을 둔 보다 학술적인 논문들이 발표되었다. “Thermal

Behaviour of Some Montmorillonites related to their

Chemical compositions(Moon, 1985)’’은 몬모릴로나

이트의 결정구조식을 밝히고, 구조 내의 내부치환 관

계와 열적특성 결과를 비교하고, 몬모릴로나이트의 팔

면체 내의 Al의 Fe에 의한 치환 및 사면체내의 Si의

Al에 의한 치환 모두가 dehydroxylation 온도를 감소

시키는 결과를 초래한다는 점을 보고하였다. “제3기층

에 부존하는 점토광물에 대한 광물학적 및 성인적 연

구(Kim et al., 1985)’’은 금광동 지역에서 산출되는

벤토나이트의 광물학적 및 성인적 특성에 관한 연구로

서, 광물조성과 이들이 응회질 물질로부터 속성작용에

의하여 생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삼기층에 배태된 벤

토나이트의 산소 및 수소 동위원소 연구(Moon,

1986)”는 안정동위원소(δD와 δ18O)연구를 통하여 몬모

릴로나이트가 풍화작용이나 열수변질 작용에 의하여 형

성되었을 가능성을 배제하며, 퇴적층후의 증가에 따른

속성작용에 의한 것임을 보고하였다. 벤토나이트와 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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히 수반관계를 보이는 불석에 대한 일반적인 산출상과

활용방법을 기재한 “지오라이트 광물(Sang, 1976)”이

있으며, “삼기층 퇴적암중 불석의 산출상태(Kim and

Moon, 1978)”란 논문에서는 제3기 분지에서의 불석의

산출상태와 배태층준을 밝혔다. 비금속광물자원자체에

관한 논문은 아니지만 3기층 점토광물자원을 이용한 “포

항지역 제삼기층 퇴적암중 화학적 풍화작용이 점토광

물조성, 화학조성, 암색 및 미화석 산출 빈도에 미치는

영향(Moon et al., 1990)”이 있다. 제3기 포항분지

퇴적암류의 외견상의 특징은 화학적 풍화작용에 의한

화학조성 및 광물조성의 변화와 미화석 산출빈도에 따

른 것으로서, 포항분지의 경우 지표시료를 이용한 암

층서 및 생층서 연구시 이들 자료 해석에 큰 제한이

있고 주의가 필요함을 지적하였다. “산처리 과정에 따

른 벤토나이트의 결정구조 변화(Yoon and Moon,

1994)”는 화학분석, X-선회절분석, 시차열분석, 적외선

흡광분석 및 양이온 교환능, 교환성 양이온의 측정을

통하여 산에 의한 해리가 점토구조의 가장자리로 국한

되는지 구조 전체를 통하여 일어나는지의 여부를 확인

한 바 있다. “감포와 연일 지역 벤토나이트의 팽창성

및 X-선 부합성 산란영역 크기에 관한 연구(Kang et

al., 2003)”는 감포와 영일에서 산출되는 벤토나이트의

팽창성과 CDSs를 측정하고 이를 세계 벤토나이트와

비교한 결과, 곤잘레스와 와이오밍 벤토나이트와 유사

함을 규명하였다. “일라이트 폴리타입: 그 특성과 단층

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Song, 2012)” 일라이트의 폴

리타입을 구분하고 정량적으로 해석할 수 있는 광물학

적 이론적 근거와 방법을 소개하고, 소규모 열수환경

에 준하는 단층대 내 생성시기 및 조건을 달리하는 일

라이트 폴리타입 혼합물에의 적용을 통한 단층 활동

및 재활동연대 결정에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으며,

이후 단층의 재활동 연대를 측정하는데 일라이트의 폴

리타입 정량분석법을 활용한 후속논문들(자원환경지질

47/1,2, 48/1, 49/2, 50/2)이 다수 게재되었다. “로소나

이트의 압력에 따른 등방성 압축거동 연구(Im and

Lee, 2016)”는 자연산 로소나이트(Ca-Lawsonite,

CaAl2Si2O7(OH)2·H2O) 분말의 압력증가에 따른 변화와

구조적 특성을 소형 압력 발생장치인 다이아몬드 앤빌

셀과 실시간 싱크로트론 X-선 회절실험을 통하여 확인

하여 최고압력까지 로소나이트는 결정성을 잃지 않는

것으로 확인하였고 압력증가에 따른 체적감소를 통해

체적탄성률을 계산해 본 결과 146 GPa로 도출되어 로

소나이트의 섭입대 환경에서의 구조적 거동을 예측할

수있을것으로 사료된다.

활석광상에 관한 논문은 “사문암의 활석화 과정에

관한 연구(Chi and Kim, 1977)”가 있다. 이는 충남

공주군 유구면 일대에 사문석을 모암으로 부존되는 대

규모의 활석광화대의 성인에 관한 연구로서, 사문석의

활석화 과정을 1) 초염기성암의 자변성에서 연장된 변

성작용에 의한 생성, 2) 후기의 광역변성작용에 기인된

녹색편암상의 변성광물로서 생성, 3) 최후적인 열수변

성 작용에 의한 생성의 3가지로 분류하였다. “충남 예

산지구 활석광상의 성인에 관한 연구(Woo et al.,

1991)”는 예산지역의 활석광상은 초염기성 화성암에서

유래되었음을 보고하고, 활석화 작용은 열수변질과 녹

색편암과 조장석-녹렴석 변성상의 변성작용의 결과로

해석하고, 변질과정을 보다 상세하게 보고하였다. “동

양 활석광상에서 산출되는 활석에 대한 광물화학적 및

성인적 연구(Moon et al., 1988)”는 광석광물의 광물

화학적 자료와 방해석-백운석 지질온도계에 의하여 이

지역의 최고 변성온도는 470 ± 30oC인 반면, 활석근처

에서 산출되는 탄산염광물은 400oC보다 낮은 점을 제

시하여 활석이 변성온도보다 낮은 온도에서 규산이 풍

부한 열수작용에 의하여 형성되었음을 보고하였다.

국내에서 석재자원 이용의 오랜 역사에 반하여, 이

들을 대상으로 한 암석학적인 연구는 활발하게 이루어

졌지만 석재자원으로서의 연구는 많지 않았다. “국내

석재자원에 관한 연구(Shin et al., 1985)”는 국내 주

요 석재자원인 화강암, 대리석, 점판암, 섬록암 등 10

여 종의 분포와 간단한 물성을 기재하였고, “국내산 대

리석의 지질공학적 특성(Cheong et al., 1990)”은 국

내 10개 광상의 대리석 시료에 대한 암석학적 기재,

물리적 및 역학적 특성 시험결과를 기재하였다. “염분

의 결정화 현상이 석재 내구성에 끼치는 영향(Kim

and Park, 1999)”논문은 다양한 실험과 암종에 대한

인공풍화실험의 축적이 국내의 건설현장에서 사용되는

각종 석재의 내구성 향상을 위한 연구에 중요한 자료

로 사용될수 있음을 제안했다. “흑색사암(오석)과 흑색

셰일(청석) 석재자원의 지질과 산출유형(Park et al.,

2004)”논문은 상업적인 석재의 관점에서 흑색사암 및

흑색셰일 원석을 구분했다. 

광물합성에 관한 연구의 기초가 마련된 것 또한 최

근의 일로서 “수산화 광물인 수골석, Xenotlite, 골석,

투각섬석 및 Antigorite의 열수합성(Park, 1980)”은

본 학회지에 실린 최초의 열수합성 결과에 관한 논문

이다. “수열온도차법에 의한 수정의 육성(Kim et al.,

1991)”은 실제로 성장조건에 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엽납석으로부터 캐올리나이트 합성연구(Jang et a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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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999)”는 엽납석의 고부가가치 가능성을 확인하기 위

해 전남 해남지역의 저품위 엽납석을 출발물질로 하여

캐올리나이트를 합성하였으며 국내외적으로 최초로 시

도되어 의미가 있다. “Gd-Ti-O계 및 Gd-Zr-O 계에서

의 파이로클로어 합성연구(Chae et al., 2004)”는 고

준위 핵폐기물의 고정화를 위한 유망한 매트리스인

Gd-Ti-O계 및 Gd-Zr-O 계 파이로클로어를 합성하여

결정학적 특성을 연구하였다. “Aluminogermanate

Precursor의 자기조합을 통한 단일 벽을 갖는 나노-볼형

및 나노-튜브형 광물 유도(Song et al., 2009)’’는 단일

벽구조를 갖는 나노크기의 속이 빈 볼형, 짧은 길이 튜

브형 및 긴 길이 튜브 물질을 동일한 조성 Al/Ge=1.33

을 갖는 Aluminogermanate(ALGE) Precursor 최초

혼합용액의 단순한 pH 조절 과정에서 자기조합을 통

해 성공적으로 합성한 논문으로 이러한 결과는 ALGE

Precursor로부터 -Ge-OH 표면에서의 H±dissociation

정도 차이, 즉, Na+ 양 및 최종 pH 조건을 달리함으

로써 의도하는 형태의 ALGE 나노물질 유도가 가능함

을 시사한다. 

3.4.3. 지질 및 지질구조

광산지질 창간호에서부터 2017년까지 지질과 지질구

조에 관련하여 발표된 논문들은 총 165편에 이른다.

초기 10여 년(1968-1977)간에는 대부분의 논문들이 한

국의 지질에서 가장 중요한 부분들을 연구대상으로 삼

은 것이다. 이는 학회 회원들이 태백산 지역 지질도를

작성한 경험과 이후에 국립지질조사소에서 대한지질학

회에 의뢰한 지질도폭 조사의 경험들이 축적되고, 그

간 광역 도폭조사 시에 제기되었던 문제점들을 정확히

이해하였기 때문이라 생각된다.

한반도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선캠브리아 복합체에

대한 층서 구분 시도와 이를 동아시아 선캠브리아 층

서와의 대비 시도(Son, 1971. 1973), 한반도 중부지역

변성 복합체의 층서와 지질구조 연구(Kim, 1970.

1972. 1973)등은 한반도 선캠브리아 복합체 연구에 가

장 중요한 연구들이다. 1970년은 우리 학계에 커다란

이정표를 남기는 해로 기록된다. 이때는 국립지질조사

소에서 주관한 1/25만 지질조사가 완료되고, 1973년에

는 지질도와 설명서가 출판되어야 하기 때문에 한국의

지질계통이 명백하게 수립되어져야 한다는 큰 목표가

있었다. 이러한 관점에서 제기된 것이 “옥천층군의 지

질시대에 관하여(Son, 1970)”라는 논문에 대하여 “옥

천층군의 지질시대에 관한 토론(Son and Kim, 1970a,b)”

은 학계의 두 원로 교수님들이 후학들에게 큰 모범을

보여주신 것이라고 생각되며, 이러한 한국의 지질에 대

한 토론은 앞으로도 권장할 만한 일이라고 사료된다.

옥천층군에 대한 연구는 이 기간 내에도 김옥준의 주도

하에 꾸준히 연구되어 왔다(Kim, 1968, 1974. 1977).

캠브로-오르도비스기의 조선누층군에 대한 연구로는

남한 대석회암통의 층서연구(Kim, 1973)나, 대석회암

통의 층서 연구(Son, 1973)와 평창-정선 일대의 지질

구조 규명 연구(Son, 1977) 등으로, 이들은 일본 동경

대학 고바야시 교수의 남한의 지질 연구(Kobayashi,

1953)나 태백산 지역 지질도에서 제기된 문제점들을 규

명하고자 하는 노력의 일환으로 연구되어졌다.

김옥준은 “남한의 신기 화강암류의 관입시기와 지각

변동”을 발표하여 쥬라기 화강암의 존재를 절대연령

측정연구를 통하여 제시하였다(Kim, 1971). 현재 한국

의 지질에서 흔히 사용되는 암주상의 백악기 화강암과

북동 방향의 저반상으로 산출되는 대보화강암이 구별

되기 시작한 것이 이때부터이다. 쥬라기 대보화강암과

관련된 지각변동(Kim, 1975), 마그마 관입에 의한 상

부 퇴적층의 변형 연구(Min and Kim, 1977) 등은 이

시기에 발표된 논문들이다. 이 시기에 한반도의 층서

에 대한 연구(Chang, 1975), 경상누층군 퇴적층의 고

수류 연구, 현생 퇴적물(So and Lee, 1974), 한반도

신기 지각변동(Park and Kim, 1971), 서해안의 지형

발달(Kim, 1971) 연구 등 전반적으로 한국의 지질구성

요소 중 선캠브리아 시대부터 현생 퇴적층에 이르기까

지 광범위한 연구가 이루어졌음을 알 수 있다.

1978-1987년의 2차 10여년은 앞서 기술한 초기 10

여년 간의 연구에 비하여, 한국의 지질계통 확립이라

는 측면에서 볼때에 좀 더 지역적으로 세부적인 연구

가 이루어진 것으로 보인다. 선캠브리아 편마암 복합

체에 대하여는 서산층군의 층서와 변성작용 및 충주층

군과 서산층군의 비교 연구가 이루어졌다(Na et al.,

1982a,b). 옥천층군에 대한 연구도 지역적으로 계속적

인 연구가 이루어져, 옥천계와 조선계 경계 부근의 지

질(Kim et al., 1986), 평창-제천 지역의 지질구조

(Kim et al., 1985), 평창-제천간 옥천대 하부의 기반

암과 화성 관입체에 관한 연구(Lee et al., 1985), 옥

천대의 화성활동(Lee and Kim, 1985) 연구가 이루어

졌으며, 옥천층군의 구조지질학적인 연구로는 옥천대의

변성특성과 형성과정에 관한 연구(Lee and Park,

1983)가 이루어졌다. 조선누층군 연구에서는 기존의 충식

상 석회암에 대하여 화절층에 대한 탄산염 평편 역암의

성인에 관한 연구(Park and Han, 1985)로 퇴적학적인

연구도 이루어졌다. 옥천습곡대 북동부에 동서방향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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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한 함백산 향사구조에 대해 정량적인 해석(Park

and Min, 1980)과 백운산 향사 서남단의 구조 계통과

습곡작용에 관한 연구(Lee and Park, 1982)는 백운산

향사구조와 관련된 구조해석의 일환으로 생각된다.

중생대 지층에 관하여는 대동층군의 사암에 대한 연

구가 광물성분과 입도분석의 측면에서 이루어졌으며

(Yu, 1985), 부평지역 중생대 화성암류에 대한 연구

(Suh and Park, 1986)가 이루어져 쥬라기 화산암류에

대한 중요성도 인식되어졌다. 백악기 지층에 대해서는

의성 소분지 신동층군의 퇴적환경(Lee, 1985), 월성 부

근에서 층상의 Felsic Diatreme이 보고되었다(Park

and Kim, 1985).

석유자원 탐사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 퇴적층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활발하여 동해 대륙

단해저 지질(Kim, 1982), 부산 일원 연안 해빈사의 퇴

적학적 연구(Lee and Choi, 1983), 경기만 해저 지층

구조(Kim et al., 1978), 아산만 일대 해저 퇴적물

(Kim et al., 1978), 제주 연안 해면 퇴적물 연구

(Youn, 1978) 등 해저와 해빈 퇴적물에 대한 연구가

활발했던 기간이기도 하다.

1988-1997년간에 발표된 지질, 지질구조편에서는 지

질구조, 화성활동, 퇴적분지 발달과 응회암의 층서 등

지난 20년간의 연구 경향과는 매우 다른 추세를 보여

주고 있다. 태백산지역 특히 삼척탄전 내에는 스러스트

단층이나 인편상 구조(Shiraki, 1930, 1940, Yamanari,

1926)가 보고되었으나 태백산 지질도에서는 이를 함탄

층이 절단됨이 없이 연장되는 점으로 미루어 과습곡으

로 해석하여 왔다. 그러나, 삼척탄전 정밀 지질도(Suh

et al., 1979)에서는 드러스트 단층의 존재가 인정되었

으며, 이 드러스트 단층의 시기, 형태 등에 과한 연구

가 삼척탄전 태백-하장 지역(Kim and Kim, 1991),

영월-예미지역(Kim et al., 1991)에서 이루어졌다. 한국

의 지질에서 선캠브리아의 기반암류와 장산규암층과의

관계는 일반적으로 경사 부정합 및 난정합으로 알려져

왔다. 그러나 기반암류와 장산규암층과의 경계부에 따

라서 압쇄대가 발달하고 있음이 옥동단층 연구(Kim et

al., 1989)로 알려졌으며, 이 옥동단층은 옥동에서 점촌

까지 연장 발달되어 있음도 보고되었다. 이는 기존의

영남육괴와 옥천습곡대와의 경계선이 단층으로 알려져

온 것을 더 정확히 해명한 것으로 생각된다. 기반암과

장산규암층과의 경계선 연구에서 임계 지역에서도 이

와 유사한 압쇄대가 발견되었다(Kim and Kee, 1992).

단양탄전에서 대보조산운동과 관련된 각동 드러스트를

초점으로 한 연구가 단양지역(Kim and Koh, 1992),

영춘지역(Kim et al., 1992)에서 이루어져 송림 변동시

의 드러스트 운동 가능성이 예측되기도 하였다. 

1980년대에 들어와 국내에서도 연성 전단대의 존재

가능성이 예측되어지고, 그 후에 여러 조의 전단대가

발달하고 있음이 여러 학자들에 의해 알려지게 되었다.

예천 전단대와 화강암 관입과의 관계(Chang, 1990),

영광 부근 전단대의 교차 양상 연구(Jeon et al.,

1991) 등의 연구들도 전단대 특성 규명에 초점을 맞춘

연구이다. 이 시기에는 퍼스널 컴퓨터의 이용이 보편

화 되고 또한 이를 자료 처리에 이용하기도 하였으며,

이에 관한 연구들은 단층대 내의 면 및 선구조의 도식

화를 위한 전산처리(Sunwoo and Lee, 1990) 연구

등이 있다. 또한, 방해석 쌍정을 이용해 고응력을 분석

하는 시도가 고운리층에 대해 행하여졌다(Ihm et al.,

1991). 옥천지향사대에 따른 화성활동 연구가 광범위한

지역에 걸쳐서(Kim et al., 1991)이루어졌으며, 제3기

분지 발달사(윤선 외, 1991), 제주도의 응회구와 층서

관계 연구(Hwang et al., 1991), 제주도의 제4기 지구

조운동(Hwang et al., 1994), 마이오세 이후 한반도에

작용한 조구조운동을 해석한 포항분지내 지각변형 해

석(Lee and Song, 1995), 팔공산단층이 성장단층 단

계에서 중간의 활동정지단계를 거쳐 주향이동단계를 가

지는 것으로 파악한 연구(Chang and Park, 1997) 등

이 이루어졌다. 

1998-2007년간에 발표된 지질, 지질구조 및 층서편

에서는 특히 석유자원 탐사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

싸고 있는 해저 퇴적층에 대한 조사, 연구가 활발하였

다. 울릉분지 남서부 해역의 천부퇴적물에 대한 층서·

퇴적학적 연구(Park et al., 2002)에서는 가스 방출에

의하여 형성된 것으로 보이는 수평균열 구조를 관찰했

으며, 울릉분지 북서부 해역의 코어퇴적물에 대한 제4

기 후기 테프라 층서 및 테프라층 비교 연구(Park et

al., 2003)에서는 기원전 7,300년의 U-oki 층을 형성한

화산분출이 U-Ym층의 분출때보다 주변 퇴적환경에 더

큰 영향을 준 것으로 해석했다. 그리고, 한반도 남부해

역에 발달한 오키나와 트러프 북서주변 지역에서의 지

하지질구조 및 퇴적층의 특징을 규명하고 분지의 경계

부에 발달한 분지경계 단층과 분지발달과의 상호관계

를 연구했다(Sunwoo, 2003). 서해 대륙붕 군산분지 까

치-1공의 퇴적층을 통합층서적 접근을 통하여 분석하

여 에오세 말과 올리고세 동안 군산분지에서는 심한

구조역전에 의한 분지변형이 일어났고 올리고세 이후

현재까지, 군산분지는 간헐적인 해침과 함께 광역적인

침강을 유지하면서 안정된 대륙 연변부 침강분지로 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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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되었다고 해석한 연구도 있다(Ryu and Kim, 2007).

층리와 같은 기존의 면구조가 잘 발달하는 지역에서

이들의 기하학적 배열을 이용하여 총이동량을 계산할

수 있는 연구(Hwang, 1998)가 진행되었으며, 단층의

실 변위량 계산(Hwang, 1998)에 삼각도해법 대신 벡

터계산을 이용하여 계산과정을 단순화시키는 후속연구

(Hwamg et al., 1999)도 있었다. 또한, 고응력의 지시

자로서 방해석 쌍정 분석연구(Park et al., 2007)는 고

응력사의 지시자로서 방해석 쌍정 분석법을 이용하여

방해석내 쌍정이 생성될 당시의 변형온도와 고응력장

의 상태 및 방향 등을 고찰하였다. 2008-2017년간에

발표된 지질, 지질구조 및 층서편에서는 한반도 지체

구조별 지질 및 층서구조와 석유자원 탐사와 관련하여

한반도를 둘러싸고 있는 해저 퇴적층에 대한 조사, 연

구가 활발하였으며, 양산단층을 포함한 단층대들의 재

활동 연대관련 논문이 특징적이다.

충주지역 북서부 옥천변성대는 문주리층, 대향산규

암, 향산리돌로마이트, 계명산층이 분포하고 있으며 현

재까지 층서적 관계가 논란이 되고 있는 지역이다. 충

주지역에 분포하는 북서부 옥천변성대에 대한 층서적

연구결과(Ryu and Kim, 2009), 충주지역 북서부 옥천

변성대의 층서는 하부로부터 계명산층/문주리층, 대향

산규암, 향산리돌로마이트의 정합적 관계로 판단된다.

또한, 옥천대의 북동변인 주천 지역에 분포하는 송봉

층(소위 방림층군)은 선캠브리아 시대의 경기육괴 기반

암 위에 부정합관계로 분포하며, 조선누층군의 하부 지

층에 대비된다. 이것은 영남육괴와 조선누층군의 관계

가 옥천대 남동변에서 역시 부정합이라는 사실과 함께

옥천대 양쪽 경계부의 기반암이 최소한 고생대 초에는

하나였을 것임을 의미한다(Khim et al., 2010).

태백산분지 백운산향사대의 남익부를 따라 약 30 m

두께로 노출되어 있는 오오도비스 중기의 직운산셰일

층은 그동안 탄산염 대지환경에서 퇴적된 막골석회암

층를 피복하는 해침상의 셰일층으로 단순히 해석되어

져 왔으나, 직운산셰일층 대부분이 직운산셰일층 하부

구간에 나타나는 유기물질이 풍부한(>3wt.%) 흑회색

셰일로 구성된 약 240 cm 두께의 최대해침기 동안에

퇴적된 박층의 해성층 위를 피복하는 해퇴상의 셰일층

으로 해석될수 있음을 지시한다(Ryu et al., 2009). 또

한, 태백산분지 내 캠브리아기 중기 및 후기 퇴적층(예;

세송층)들의 지역 간 대비에 있어서 새로운 층서적 사

고의 틀로 사용될 수 있는 태백산분지 캠브리아기 세

송층의 퇴적상 분석결과도 있다(Joo and Ryu, 2012).

경상분지 남부의 함안-의령 일대에서 확인되는 서북

서 방향의 선상구조를 중심으로 반원상의 지형구조가

이 선상구조를 중심으로 남측지괴와 북측지괴에 각각

발달하고 있는데, 서북서 방향의 선상구조는 환상구조

가 생겨난 이후 좌향의 전단운동을 겪은 단층으로 해

석된다(Ryoo et al., 2008). 

추가령단층 이서에서만 경기육괴의 중생대 퇴적분지

가 발달하고 있어, 단층은 분지 형성에 기여하였거나,

형성 분지를 변형시킨 구조선으로 판단된다는 연구가

있으며(Choi et al., 2012), 또한 추가령단층대 내 신

갈단층과 왕숙천단층 단층점토에 대한 절대연대를 결

정하고, 한반도의 주요 지구조선인 추가령단층대에 대

한 직접적인 단층 재활동연대를 상세히 결정함으로써,

후기 백악기부터 제3기에 걸쳐 일어난 한반도 지구조

진화연구의 구체적인 연대정보를 제공했다(Chung et

al., 2014).

ESR 연대를 이용하여, 울산광역시 울주군 삼남면 일

대에 발달하는 양산단층대의 시간-공간적 활동 형태에

대해 연구하였으며(Yang and Lee, 2014), 또한 양산

단층에 대한 최초의 단층 재활동연대를 일라이트 폴리

타입 정량분석법, K-Ar 연대측정, 일라이트 혼합연대

해석법(IAA)법을 적용하여 단층 재활동 절대연대를 결

정하였으며, 양산단층대의 단층점토에 대한 추가적인

연대측정이 이루어질 경우 양산단층의 재활동 시간대를

구체화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Song et al., 2016).

3.4.4. 암석학 및 지구화학(응용지구화학, 탐사 포함)

창간호(1968년)부터 50권(2017년)까지 광산지질학회

지에 암석학 또는 지구화학(응용지구화학, 탐사 포함)

과 관련된 논문의 총수는 573편이다. 1970년대 초 암

석에 대한 주성분 분석이 당시의 국립지질조사소에서

어느 정도 확립되면서부터 국내에서 발표되는 암석학

적 또는 지화학적 논문에 암석의 주성분인 11종의 원

소함량이 기재되고, 이 함량의 변화 및 경향을 가지고

암석의 성인, 분화, 모암변질 또는 변성작용 등에 관한

해석을 시도하기 시작하였다. 국내 분석기술의 발전에

따라, 1970년대 중반부터 암석내 미량원소의 함량으로

암석의 성인 또는 광화작용과의 관련성을 연구하기 시

작하였다. 1980년대 초부터 연구원들이 외국의 대학이

나 연구소에 가서 희토류원소를 분석할 수 있었으므로

그 자료를 암석의 성인 또는 분화과정을 해석하는데

이용한 논문은 극히 일부였었지만(Hong, 1984), 1980

년대 말에는 많은 연구자들이 외국에 분석을 의뢰하거

나, 또 국내에서도 희토류원소를 분석할 수 있게 되면

서 암석의 성인과 분화를 해석하는 논문이 점점 증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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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고 있는 경향이다.

국내에 처음으로 암석연령을 도입하여 지구과학 분

야의 해석을 시도한 사람은 일본인 지질학자 우에다

노조무(Ueda Nozomu, 1969)였다. 그는 중국-한반도-

일본을 연결시켜 지구조 운동 및 지각발달 과정을 해

석하는데 남한에서 6개의 시료를 채취하여 Rb-Sr 및

K-Ar법으로 연대 측정한 자료를 사용하였다. 그후 외

국의 연구기관에 시료를 의뢰하거나 또는 외국의 연구

기관에 가서 동위원소를 분석하여 남한의 화강암에 대

한 K-Ar 광물연령을 발표하여 당시까지 막연히 중생

대 화강암이라고 일컬어지던 것이 크게 쥬라기 화강암

과 백악기 화강암으로 분류되기 시작하였다(Kim,

1971; Suh and Choo, 1971). 

광산지질학회지에는 처음으로 경남 언양지역의 화강

암 연구에 K-Ar 연령자료를 사용하여 연구하였으며

(Lee and Ueda, 1976), 1980년대 초부터 K-Ar 연령

측정자료는 화강암 또는 화산암 연구에 아주 빈번하게

이용되었고, 최근에는 화산암에 대한 고지자기 자료와

함께 화산암의 층서 확립에 이용되고 있는 논문이 발

표되고 있다. 또, 1984년에 국내에서도 K-Ar 연령측정

이 가능하게 되자 이를 이용한 화강암과 화산암 및 광

화작용의 시기에 대한 연구는 매우 활발하여 광산지질

학회지에도 매년 3-4편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그리고, 1980년 중반에는 40Ar-39Ar법을 이용하여 암

석의 생성연대를 연구한 논문(Kim, 1986)이 발표되기

시작하였으나, 국내에는 이 방법으로 연령 측정하는 기

관이 없으므로 이 분야의 논문은 아주 드문 편이다.

최근 선진국에서 매우 많은 논문이 발표회고 있는

Sm-Nd 연령측정자료는 우리 학회에서는 1990년대 초에

한 편의 논문(Kwon and Lan, 1991)이 발표된 바 있으

나, 국내의 여건이 아직 충분치 못하여 이 분야의 자료

도 활발하게 발표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그 외 암

석·광물연령측정 밥법은 여러 가지가 있지만 국내의 여

건이 선진제국과는 너무나도 차이가 있어 외국에 가서

시료를 분석하여 다수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는 실정이다.

국내에서 암석학에 안정동위원소 자료를 처음으로

이용한 논문이 나오기 시작한 것(Kim, 1980)은 1980

년대 초이다. 주로 광화작용과 관련을 지으면서 석회

질 퇴적암의 생성환경을 규명하는 것이었으며, 점점 화

성암, 변성암, 광화작용 그리고, 수리지질학 등에도 적

용되는 논문이 매년 10여 편씩 발표되고 있어 이 분야

의 연구가 매우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응용지구화학 분야는 종래에는 지구화학탐사 또는

탐광지구화학이라는 의미와 거의 동일시 되어왔다. 그

러나, 1983년 4월 영국 런던대학교 임페리얼대학에서

J.S. Webb 교수의 공적을 기념하여 개최된 “1980년대

의 응용지구화학” 심포지움에서나 1986년 창간된 국제

학술지 “응용지구화학”의 연구범위와 목적에서 나타난

바와 같이 현대적 의미의 응용지구화학은 광물 및 에

너지자원의 지구화학탐사 분야, 그리고, 환경지구화학

분야로 양분되고 있다. 이러한 의미에서 국내의 경우

응용지구화학 분야에서 발표된 초창기 논문은 “옥동서

벽 및 계산촌 도폭의 지화학적 연구”(Lee, 1969), “영국

콘월주의 St.Austell 화강암괴에 대한 지구화학적 연구’’

(Lee, 1970) 등이 있다. 또한, 국립지질조사소(현재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간행된 지질 광상에 윤상규의

‘‘지구화학탐사’’ 해설이 1966년에 소개된 바 있다. 이

미 1965년에 ‘‘과잉금속 이온이 표징식물에 미치는 영

향’’(Chung, 1965)이라는 식물지구화학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었으며, 대한광산학회의 1966년도 하기 광산지

질 세미나에 초빙된 D.K. Jordt가 ‘‘한국에 있어서의

지구화학탐광의 역할(Jordt, 1966)’’이라는 강연이 이루

어진 바 있다. 따라서 국내에서의 지구화학탐사 분야

에 대한 관심과 연구는 1960년대 중반부터 본격적으로

이루어졌다고 판단된다.

1970년대에 들어와 지구화학탐사 도폭조사보고서는

국립지질조사소 서효준 등의 “황강리도폭 지화학탐사

보고서(Seo et al., 1970)” 등이 발표되었다. 식물지구

화학 분야에서는 고농도 Ag하의 변형식물, 표징식물

시료채취에 대한 기초연구 등 금속광체에 대한 지구식

물화학탐사법이 발표되었으며(Chung, 1969, 1971,

1972, 1973), 금은 광체 주변에서의 Hg분산(Kim,

1973), 함금석영맥광상 주변 모암에서의 원소들의 일차

분산(Chon, 1997, 1978), 월악중석광상 주변 모암의

일차분산(Min et al., 1979) 등이 있다. 특히 해남지역

우항리층 흑색셰일의 유기지구화학적연구(Lee et al.,

1976; Lee and Lee, 1976; Lee and Yun, 1979) 등

은 비교적 국내에서 초기의 유기화학적 연구로서, 1980

년대 후기의 탄소근원암으로서의 규명을 위해 포항분

지 해성퇴적암류나 신제3기 연일층군의 유기지화학적

연구에까지 계속되었다(Song et al., 1987; Kim, 1990).

1980년대의 지구화학탐사 분야의 주요 연구로서는

충북 괴산지역 일대의 함우라늄 흑색세일 및 점판암의

지구화학적 특성에 대한 연구이며, 특히 우라늄 외의

V, Mo, Cd 등이 특히 부화되어 있고 고정탄소와의 밀

접한 상관성이 발표된 바 있다. 또한, 1980년대의 괄목

할만한 업적은 1983년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1/50,000

축적의 지구화학도(서벽리 호명도폭)가 한국동력자원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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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소의 지구화학탐사실 연구팀에 의해 발간된 것이다.

그 이외에도 지구화학탐사자료의 통계적 해석기법연구,

안산암류(물금 철 광산) 및 유문암류(부평 은 광산)의

암석지구화학, 금속광상의 자연수지구화학탐사, 사금광

상의 토양지구화학탐사 등이 발표되었고, 특히 지질매

체에서의 방사성원소들의 분산과 이동에 대한 연구

(Kim and Na, 1988) 등이 발표되었다.

1990년대에 들어와서도 여전히 광화작용 관련 화강

암질암의 암석지구화학적 연구, 희유금속 페그마타이트

의 지구화학적 특성 연구 논문들이 발표되고 있다. 그

동안 금속광상의 탐사와 관련한 지구화학분야 논문들

이 주종을 이루었으나, 비금속광상, 특히 고알루미나

광상과 천열수성 금은광상의 탐사를 목적으로 암석지

구화학 분야의 논문이 발표되고 있다. 또한, 응용지구

화학분야 중 지구화학탐사에 관한 논문이 대부분이었

던 1970/1980년대에 비하여 환경지구화학 분야의 연구

결과들이 발표되고 있음이 1990년대에 들어와서의 특

징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경향은 역시 세계적 추세

와 경향에 따른다고 할 수 있는데, 즉 그동안 자원탐

사에 종사하던 지구화학자들의 관심이 비슷한 기법을

응용할 수 있는 지표환경 문제로 관심이 바뀌고 있는

경향과 비슷하다. 따라서, 1970년대에 발족된 국제 탐광

지구과학협희(Association of Exploration Geochemists)

에도 최근 환경지구화학분과위원회가 새로이 설치된 바

있으며, 국제 탐광지구과학 심포지움에서도 환경지구과

학 주제가 항상 주요 관심사로 등장하고 있다. 국내의

환경지구화학 분야의 연구결과로서 흥미로운 점은 함

우라늄흑색세일 분포지역에서의 토양오염과 농작물에

서의 유독원소들의 함량, 그리고 가축과 인간의 건강

질병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관한 연구이다. 즉, 자연

지질환경에서의 가능한 지질전염병학(geoepidemiology)

연구의 예로서 Cd, Mo 및 Se의 독성영향이 발표된

바 있다(Chon and Jung, 1991; Kim and Thornton,

1993). 2000년대에 들어서면서, 1990년대 중반부터 가

행되던 금속광산들이 대부분 폐광됨에 따라폐광산 주

변의 토양 퇴적물오염이 환경지구화학의 주요주제로 부

상하였다.

폐금속광산 주변 광미, 토양, 하상퇴적물, 농작물 및

지역주민들의 손톱시료를 채취하여 독성 중금속들의 오

염수준을 파악하고, 이들 원소들의 분산특성을 규명하

여 독성원소들의 인체흡수도 평가를 통해 인간의 건강

에 미친 영향을 종합적으로 고찰하는 연구가 진행되었

으며(Lee et al., 2000), 광산수계에 분포하는 갱내수,

지표수 및 지하수를 대상으로 물리화학적특성과 환경

동위원소 분석을 통해 폐광산 수계의 수질오염과 복원

대책을 제시하는 연구도 진행되었다(Lee et al., 2001).

1960년대부터 중화학공업단지로 지정되어온 여천공

단 주변 토양의 중금속함량을 측정하여 토양오염정도

를 파악하고 중금속원소들의 분산양상을 규명하였으며

(Yun et al., 2000), 광주시 운정동위생매립장 주변의

환경지구화학적 특성연구를 통해서 지하수와 하천수 오

염특성은 건기인 겨울철시료에 비하여 우기인 여름철

시료에서 더 높게 나타나고 있음을 확인하였고, 지하

수와 하천수에 대한 요인분석결과, 침출수중의 함량이

높게 나타나는 원소들의 명료한 수반관계를 확인하여

이들을 매립장 주변 수계의 오염지시자로 제시하였다

(Oh et al., 2001). 

높은 함량의 비소로 오염된 지역으로부터 분리해 낸

토착미생물들이 비소 지구화학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

하였으며(Lee et al., 2001), 미생물은 자연조건에서

비소의 화학종 결정에 영향을 미치며 이러한 특성은

비소로 오염된 지역의 복구에 유용하게 사용되어 질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지하 심부 토양 및

퇴적물 내 토착 미생물의 활성화에 따른 중금속 거동

을 이해하기 위하여, 독성 중금속으로 오염된 국내 일

부 지역의 시료를 대상으로 혐기적 환경에서 유산염을

탄소원으로 투입한 후 중금속의 함량 변화를 관찰한

결과, 미생물이 투입된 시료의 경우 미생물이 투입되

지 않은 비교시료에 비하여 용존 카드뮴, 납, 아연이

효과적으로 제거되었음을 규명했다(Song et al., 2007).

폐금은광산 지역의 풍화된 광미의 용출실험을 통해

pH/Eh 환경변화에 따른 풍화광미내 비소의 용출가능

성을 타진한 연구결과(Ahn et al., 2003)를 필두로 오

염된 토양, 지하수 및 쌀의 인체노출에 따른 비소의

위해성 평가(Lee and Chon, 2005), 광미에서 비소의

고정 메커니즘과 용출특성(Kang and Lee, 2005)등 관

련 연구를 통해 함비소광물의 산화와 관련된 유독성과

환경에 미치는 영향의 예측, 예방 및 복원에 대한 토

대된 것으로 사료된다. 

광화작용 관련 암석지구화학적 연구로는 선캠브리아

기 경기육괴의 화강편마암내에 발달된 단열대(NE,

NW)를 따라 충진한 중열수 석영맥광상인 삼광광상의

모암변질과 원소분산(Yoo et al., 2009)이 있으며, 모암

변질시 이득원소(부화원소)를 규명하여 금-은광상의 탐

사에 지시원소로서 활용을 제안했다. 또한, 경상분지

서남부에 분포하는 진동화강암의 지화학특성연구를 통

해서 중생대 백악기 이자나기판의 섭입과 관련되어 관

입한 대륙주변부 환경에서 생성되었음을 제시했다(We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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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t al., 2006). 그리고, 한반도 경기편마암 육괴내 서산

층군과 시흥층군의 대표적인 변성암 시료에 대하여

CHIME 절대연령 측정을 실시하여, 경기육괴 서산층

군과 시흥층군의 변성암의 변성연대는 중국의 다비-수

루 충돌대의 변성연대보다 오래되며 이는 남중국과 북

중국 지괴의 충돌이 중국대륙에서 보다 한반도 지역에

서 선행되었을 가능성을 시사했다(Kim et al., 2008).

2010년대에 들어서면서, 폐광산 주변의 토양 퇴적물

오염 연구는 줄어든 반면 특히 폐석면광산 오염도 평

가에 대한 연구가 시작되었다. 그리고, 지구미생물학

(geomicrobiology)과 비소에 의한 환경위해성평가 및

복원에 대한 연구는 꾸준히 지속되었다. 2000년대 중

반부터 시작된 해외자원개발관련 조사/탐사와 관련하

여 지구화학탐사 연구가 수행되었고, 제주도가 2010년

유네스코가 지정한 세계지질유산이 되면서 관련 연구

가 활발했다.

우리나라는 현재까지 폐석면광산의 정확한 수도 파

악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며, 알려진 폐석면 광산의

대부분이 적절한 복구나 관리가 이루어지지 않아 심각

한 환경오염원으로 작용하고 있다. 이와 관련하여 자

연발생석면의 산출특성(Song et al., 2013; Kim et

al., 2014)이 연구된 바 있고 석면이 발암물질로 지정

되면서 물리화학적 처리를 통하여 석면광물을 비섬유

형으로 변형시키거나 또는 상전이시 킴으로 광물 종을

변화시켜 무해화하는 연구가 진행되고 있다(Jeong et

al., 2014, 2016). 

광양 광산 폐석더미에 많은 양으로 방치되어 있는

황철석으로부터 유용금속을 보다 효과적으로 용출시켜

내기 위해서 42oC에서 미생물 용출실험을 실시한 결과,

Fe 이온은 미생물학적 용출량이 화학적 용출량에 비하

여 3.4배 이상 높게 용출되었고, Zn 이온은 화학적 용

출량보다 미생물학적 용출량이 2배 이상 높게 용출되었

다(Park et al., 2010). 앞으로 보다 더 높은 온도로 미

생물 용출실험을 실시한다면 보다 많은 유용금속이온이

용출될 것으로 기대된다. 폐광산에서 배출되는 산성광

산배수가 하천수 및 지하수에 유출되면서 발생되는 환

경 오염들을 막기 위해 생물학적 자연정화 처리 방법인

연속적 알칼리도 생성 시스템의 효율을 증대 시키는

방안에 관한 연구(Choi et al., 2017)에서는 연속적 알

칼리도 생성 시스템에 발광 다이오드를 접목하여 유기물

층의 황산염 환원 박테리아 활성을 증진시키고, 온도가

낮은 겨울철에도 발광 다이오드의 발열 효과를 이용하

여 활성 온도를 유지 할 수 있는 방안을 제안했다.

키르기스스탄 촌아슈 지역 화강섬록암질암 및 사질

원 퇴적암의 지화학적 특징을 연구한 결과, 동 광화작

용은 철 광화작용 이후 섬록암의 카리 변질작용과 규

화작용 및 탄산염화 작용을 수반하면서 섬록암 복합체

및 변성 및 퇴적암 층군에 망상 또는 산포상의 열수

세맥군으로 배태됨을 알수 있었으며(Kim et al.,

2011), 베트남 북부 네안성 뀌차우에서 토양지구화학탐

사를 수행하여, 광체의 연장방향으로 추정되는 희토류 부

존 유망 지역을 잠정적으로 선정했다(Heo et al., 2012).

제주도의 지질과 화산활동에 대한 연구가 제주도 세

계지질유산 선정(2010)과 더불어 증가했다. 가파도와

마라도를 구성하는 용암류에 대한 40Ar-39Ar 절대연대

자료를 포함한 암석학적 특징과 화산활동을 고찰한 연

구결과(Koh and Park, 2010)와 제주도 형성 초기 용

암 분출 기록를 연구한 결과, 산방산, 각수바위 등 현

재 지표에 노출되어 돔상 지형을 이루는 일부 지역을

제외하면, 초기 용암류는 지표 하에서 서귀포층에 협

재하거나 피복하고 있음을 나타내며, 이는 제주도 형

성 초기 용암 분출이 간헐적이며 국지적이었고, 주변

에서 수성화산활동 및 퇴적작용이 동시에 진행되었음

을 지시한다(Koh and Park, 2010). 

3.4.5.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지구물리학과 이의 응용분야인 지구물리탐사에 대한

학술 활동은 국내외적으로 그 역사가 비교적 짧다. 세

계에서 가장 큰 지구물리 학회인 AGU(American

Geophysical Union)는 1919년에, 지구물리탐사 학회인

SEG(Society of Exploration Geophysicists)는 1935

년데, 그리고 일본의 물리탐사 학회는 1948년에 발족

되었다.

국내의 경우는 그 역사가 더욱 일천하여 지구물리

및 지구물리탐사에 대한 학술활동을 하고 있는 학회

중 대한지질학회가 1947년에 첫 번째로 창립되었고,

1964년 8월에 첫 학회지가 발간되어 “연천 및 포항지

구의 현무암에 대한 고자기연구”(Kim, 1964)가 최초

의 지구물리학 분야의 연구논문으로 수록되었다. 그 후

대한광산학회(현재의 자원공학회의 전신임)가 1962년

에 창립되었고 1964년 5월에 첫 학회지가 발간되어

“2차원 경사층에서의 복합 반사”(Hyun, 1964)와 “울산

지구의 지하수 전기탐사”(Lee and Suh, 1964) 두 편

의 지구물리탐사분야 연구 논문이 수록되었다.

본 학회는 1968년 3월에 창립되어 그 해 11월에

광산지질 창간호를 발행하였으며, 여기에 “충적층의 투

수성과 지하수의 전기탐사에 관하여”(Jin, 1968)가 지

구물리탐사 분야의 논문이 최초로 수록되었으며, 그 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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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년 12월말까지 총 284편의 지구물리 및 물리탐사

에 대한 연구논문이 발표되었다. 이들 논문을 전문분

야별로 세분하고 그 내용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중력 및 중력탐사분야 : 중력모델 연구, 중력자

료 처리 및 해석, 중력측정 및 지질구조와 광상탐사에

대한 연구논문 42편

(2) 지자기 및 자력탐사분야 : 지구자기 이론, 자력

자료 처리, 자력측정 및 지질구조 해석에 대한 연구논

문 20편

(3) 고지자기분야 : 고지자기와 지구조 운동, 암석자

기, 고고지자기, 고지자기 측정기기에 대한 연구논문 42편

(4) 전기 및 전기탐사분야 : 전기비저항 탐사 및 자

료처리, 유도분극법탐사 및 자료처리, 자연전위탐사에

대한 연구논문 41편

(5) 전자유도 및 전자파 탐사분야 : 전자유도 모델

연구, 전자파 탐사 및 자료처리에 대한 연구논문 10편

(6) 지진 및 탄성파탐사분야 : 지진기록계, 지진파 전

파, 지각구조, 지진활동, 내진 등의 지진연구, 탄성파

탐사 및 자료처리에 대한 연구논문 55편

(7) 지열 및 지열탐사분야 : 지열모델 연구, 지열탐

사에 대한 연구논문 18편

(8) 원격탐사: 사면안정분석, 선구조분석, 동해해수면 주

기특성, 광물자원탐사, 갯벌퇴적상에 대한 연구논문 13편

(9) 레이다탐사: 시추공레이더모델링, 고고학탐사, 광

미탐지 및 AMD 유동경로 모니터링, 지반침하, geo-

tourism에 대한 연구논문 4편

(10) 라이다: 해안지형 모니터링에 대한 연구논문 1편

(11) 물리검층분야 : 석탄층 물리검층, γ-γ 검층에 의

한 지층구조에 대한 연구논문 8편

(12) 지구물리 자료처리분야 : Abel-Fourier와 Digital

linear filter 법의 비교, 최대 엔트로피스 스펙트럼분석

을 위한 Burg 알고리즘등 연구 논문 23편

(13) 지오토모그라피분야 : 지오토모그라피 탐사기술

에 대한 해설 논문 1편

(14) 물성분야 : 석탄의 물성에 대한 연구논문 1편

(15) 발파분야 : 암석발파 기술에 대한 연구논문 1편

(16) 특허분석: 물리탐사 요소기술 1편

또한 상기한 전문분야별로 1968-2017년 사이에 발

표된 총 281편의 논문을 연도별 논문편수로 도표화하

면 Table 5와 같다. 표에서 뚜렷하게 나타나는 점은 본

학회가 창립된 1968년부터 1979년까지 발표된 논문편

수가 12편에 불과하나, 1980년부터 1989년까지 발표된

논문편수가 57편, 1990년부터 1999년까지 발표된 논문

편수가 103편으로 발표논문 편수가 급격히 증가하였으

며 2000년~2009년 76편, 2010년~2017년 36편으로

감소추세에 있다(Table 1).

지난 50년 간 발표 논문 수가 가장 많은 분야는 55

편(19.6%)의 지진 및 탄성파탐사 분야이며, 중력 및

중력탐사 분야, 고지자기 분야가 각각 42편(15.0%), 전

기 및 전기탐사분야가 41편(14.6%), 지구물리자료처리

분야가 23편(8.2%), 지자기 및 자력탐사분야가 20편

(7.1%), 지열 및 지열탐사 분야가 18편(6.4%), 원격탐

사 분야가 13편(4.6%), 전자파탐사 분야가 10편

(3.6%), 물리검층 분야가 8편(2.8%), 레이다탐사분야가

4편(1.4%), 라이다, 지오토모그라피, 물성연구, 발파 및

특허분석 분야가 각각 1편(0.4%)이다. 이는 분야별 전

문인력의 수와도 관계될 뿐만 아니라 우리나라에서 가

장 많이 필요로 하는 활동 분야를 나타내는 것으로 볼

수 있겠다. 이러한 추세가 당분간은 계속될 것으로 사

료된다. 1994년 이전의 경우, 논문 발표자의 대부분이

대학교에 소속되어 있으며, 연구소와 업계에 소속된 발

표자는 불과 몇 명에 불과했으나, 1994년 이후 연구소

와 업계의 발표자가 늘어나면서 학연산 공동연구가 활

성화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일이다.

3.4.6. 응용지질(지하수, 환경지질, 지질공학 포함)

응용지질 분야의 논문은 50년 동안 총 214편이 발

간되었으며 이를 시기적으로 분류하면 1968년~1979

년 13편, 1980년~1989년 8편, 1990년~1999년 24편,

2000년~2009년 86편, 2010년~2017년 83편이다

(Table 6). 1968년~1979년 기간의 13편 논문 중 약

70%가 지하수 분야였으며, 이 중 유역별 지하수조사가

3편, 국내 지하수자원 기초조사연구와 지하수개발 가능

성 및 개발방안에 관한 논문이 6편으로서 게재 논문의

주류를 이룬다. 이러 사실은 우리나라의 지하수조사 및

개발 역사와 아주 밀접한 관계를 가지고 있으며, 학회

에서 이에 적극적으로 대처했음을 잘 보여주고 있다.

1980년대에 발표된 응용지질 분야 논문은 1970년대에

비해 다소 저조한 8편이었으며, 그 중 7편이 지질공학

적인 특성조사로 이루어져 있다. 이를 다시 분류하면,

지하유류저장소 입지선정조사, 지하철노선의 지공학적인

연구, 지질재해 관련 논문 각 1편, 방사능 폐기물 처분

에 관련된 연구와 순수 지공학적인 특성 조사 4편이다.

1990년대에는 1994년 학회지명이「자원환경지질」로

변경되면서 응용지질 분야의 논문이 총 24편으로 증가

되었다. 1990년대에는 암석의 지질공학적 특성, 단층대

내 면 및 선구조 도식화, 고준위폐기물 처분장 부지관

련, 사면안정성 및 산사태와 관련된 지질공학적 특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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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6. Contents in the articles within the field of applied geology from 1968 to 2017

Period Classification
No. 

article

1968

~1979

1.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Groundwater survey by basin 3

10

Basic research survey 1

Development potential of groundwater 2

Analog model 2

2. Engineering geological characters of rock 1

3. Prehistoric culture survey(submerged 

districts) 
1

1980

~1989

1. Engineering geological survey

Selection of location for underground oil storage cavern 1

8

Subway route 1

Selection of location for radioactive waste 1

Engineer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3

Geohazard in the area dominated with volcanic rocks 1

2. Groundwater flow model 1

1990

~1999

1. Engineering geological survey

Engineer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7

24

Schematization of planar and linear structure in fault zone 1

Selection of location for radioactive waste 2

Gas response model in landfill site 1

Slope stability 1

Landslide 1

2.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Groundwater survey by basin 1

Basic research survey 2

3. Conservation of groundwater & 

contamination estimation
6

4. Groundwater flow model 2

2000

~2009

1. Engineering geological survey

Ground subsidence 5

86

Engineer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8

Landslide 11

Slope stability 11

Soil runoff 1

Environmental site assessment 1

2.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Groundwater survey by basin 10

Basic research survey 4

Groundwater flow model 6

3. Conservation of groundwater & 

contamination estimation

Seawater intrusion 1

Groundwater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9

4. Safety test of cultural assets 13

5. HLW treatment 4

6. CCS Underground research 2

2010

~2017

1. Engineering geological survey

Landslide 8

83

Engineering geological characteristics of rock 6

Slope stability 5

2. Hydrogeology and groundwater

Groundwater survey by basin 14

Basic research survey 4

Development potential of groundwater 5

3. Conservation of groundwater & 

contamination estimation

Contamination vulnerability assessment 8

Conservation, freshwater injection, restoration 4

4. Safety test of cultural assets 9

5. HLW treatment Stability evaluation 3

6. CCS Underground storage 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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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사 및 연구가 전체 논문의 50%(12편)를 차지했으며,

지질공학적 특성 조사/연구 중에서 특히 국내산 대리

석의 지질공학적 특징, 풍화현상에 수반되는 화강암의

물성변화 등 암석의 지질공학적 특성 연구가 대부분을

차지했다. 1990년대에는 경제개발에 따른 무분별한 지

하수자원의 개발과 각종 혐오시설의 주먹구구식 신설

이 인근 지하수자원에 심각한 오염현상을 유발했기 때

문으로 사료된다. 

2000년대에는 응용지질 분야의 논문이 86편이나 게

재되었으며, 이는 1990년대에 비해 약 4배의 논문 편

수에 해당된다. 이들 중 전통적인 지질공학적 특성조

사 연구 37편(43%), 수리지질 및 지하수 20편(23%)으

로서 약 66%를 차지하였다. 이외에도, 문화재 안전진

단 13편(15%), 지하수자원의 보전과 오염평가 10편

(12%), 고준위방사성폐기물 처리 4편(5%), 이산화탄소

지중저장 2편(2.3%) 등 새로운 응용지질의 연구 분야

가 부상하였다. 

수리지질 및 지하수분야 연구에서는 국가 지하수 관

측망의 장기 지하수위 변화 관측 자료로부터 얻은 함

양률 점 추정치들로부터 남한 내륙 지역 전체에 대한

함양률의 면적 추정치를 결정하기 위하여 각 수리지질

학적 변수들의 함양률에 대한 기여도를 평가한 연구

(Moon and Woo, 2002)가 있었고, 지하수-하천수 연계

연구를 통해 획득된 온도자료가 지하수 유동 모델링

시 수위자료와 함께 모델보정에 유용하게 이용될 수

있다는 연구(Kim et al., 2006)가 있었다. 이외에 충청

북도 청원지역, 제주도 대정 및 동부지역 등의 유역별

지하수조사 연구도 있었다.

지질학에서 문화재기술(Cultural Technology: CT)로

부각되는 문화재 보존 및 복원 관련해서, 2000년대에

응용지질의 한 영역으로 상당한 연구 논문이 게재되었

다. 국내에 분포하는 석조문화재에 대한 지질 및 암석

학적 특징과 풍화에 관한 연구는 1990년대 말부터 시

작되어 초기 단계였으나, 석조문화재를 구성하는 암석

의 지질공학적 특성을 규명하여 이를 정량화하고 석조

문화재의 보존 과학적 연구를 위한 문화재 안전진단에

대한 연구가 2000년대 들어서서 증가하게 되었다. 이

는 정부의 문화재 비파괴진단 연구사업 지정이 암석의

지질공학적 특성연구과 결합하여 시너지를 창출하는 분

야로 성장하였기 때문이다(Lee et al., 2003).

지하수 환경에 대한 국가적 필요성이 부각되면서, 지

하수 보전 및 오염조사에 대한 연구가 증가되었다. 지

하수 오염취약성이란 매질 자체의 고유 오염 취약성과

오염물질의 특성 또는 특정 인간활동 등에 따른 특정

오염취약성으로 분류되며, 세계적으로 각국의 대수층

수리적 특성 및 사회환경 여건에 따라 오염취약성 평

가기법들이 개발되어왔다(Kim, 2008). DRASTIC과 지

하수 수질에 의한 창원시 지하수 오염취약성 평가

(Hamm et al., 2004)는 창원시의 공단지역과 주거상업

지역의 지하수 오염취약성을 평가하여, 기존의

DRASTIC 평가요소뿐만 아니라 지하수 사용량과 지하

수공 분포 밀도와 같은 인위적인 요소도 함께 고려하

는 것이 필요하다고 했다. 

2010년부터 2017년 기간에는 이전 10년 간과 유사

한 연구 트렌드를 보이고 있으며, 총 83편의 논문이

게재되었다. 이들 중 전통적인 수리지질 및 지하수 분

야 23편(28%), 지질공학적 특성 조사/연구 19편(23%)

으로서 약 51%를 차지하고 있다. 이산화탄소 지중저

장은 17편(21%)으로서 이전 10년간의 2편과 비교할

때 약 10배가 늘어날만큼 그 비중이 커지고 있다. 관

련 논문들 중 동해 울릉분지 남서 주변부의 이산화탄

소 저장 용량 예비 평가(Kim et al., 2012) 연구에서

는 방대한 양의 2D/3D 탄성파 자료와 시추공 자료에

대한 분석결과를 토대로 국내 최초로 대륙붕 해양분지

내 퇴적환경에 대한 저장 효율 계수를 적용하여 동해

울릉분지 남서 주변부에 대한 이산화탄소 저장 능력을

개략적으로 평가하였다. 지하수자원의 보전과 오염평가

는 12편(15%), 문화재 안전진단 9편(11%), 고준위방사

성폐기물 처리 3편(3.6%)이 게재되었다. 

3.4.7. 석유·가스 에너지 

에너지 분야(석탄, 석유, 신재생)관련하여 자원환경

지질에 게재된 논문은 총 65편이다(Table 7). 1969년

~1979년 기간에 에너지 분야 관련된 논문은 총 7편이

며, 석탄관련 4편과 석유관련 3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관련 논문은 국내에 부존하고 있는 한성 및 장성탄

광 조사보고(2편), 석탄산업의 문제점과 대응책(1편) 및

함탄층내 chiastolite shale 개발이용에 대한 논문(1편)

이 있다. 그리고, 석유관련 논문은 서남해안지역 함유층

연구(1편), 포항제3기층과 일본 유전층과의 대비(1편)

과 석유조사관련 동위원소의 활용에 대한 소개(1편)로

구성되어있다. 

석탄은 국내에 비교적 풍부하게 산출되고 있으며, 에

너지 자원으로서 매우 중요한 자원이었으나, 최근 생

활환경의 변화와 산업구조의 변화에 따라 국내 석탄

산업이 침체되고 있다. 학회의 초창기에 실린 석탄에

관한 논문은 “석탄산업의 문제점과 대응책(Huh,

1969)”으로 에너지 공급계획에 관한 자원정책에 관한



270 허철호 · 김성용

논문이었다. 이어 “The Geology and Shaft Sinking at

Jangseong Anthracite Mine, Gangweon-Do, Republic

of Korea(Thomas, 1977)’’는 탄전지질 자체가 아니라

장성탄광 수항부근의 지질을 기재하였다. “한성탄광 조

사보고서(Kim, 77)”는 함탄층의 층서상 위치와 심부발

달 상황을 보고하였다. “함탄층내의 Chiastolite-shale

의 개발 이용에 관한 연구(Kim and Kim, 1975)”는

강릉탄전에 분포하는 Chaistolite가 평안계 사동통의 탄

질세일내에 발달한다는 산출상태와 aluminous shale이

화강암으로 인한 열변성 작용을 받아 Chiastolite를 형

성하는 것으로 보고하였다. 

1980년~1989년 기간에 에너지 분야 관련된 논문은

총 4편이며, 석탄관련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장성탄

광의 항내 출수와 생산량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Kim and Kim, 1980)”는 심부개발에 따른 채탄작업

에 있어서 항내출수량과 생산량과의 관계와 강우, 강

설량과 생산량과의 관계를 연구한 결과이다. 이때까지

는 석탄자원의 광량이나 개발에 관한 연구결과가 주로

학회지에 수록되었으나, “충남 탄전 무연탄의 특성

(Park et al., 1989)”이란 연구에서 처음으로 석탄암석학

적 연구가 수행되어 Vitrinite, Macrinite, Semifusinite,

Graphinite, Fusinite, Impregnite, Exinite 등 석탄의

구성물질의 조직성분 조성비가 탄전별로 밝혀지기 시

작하였으며, 탄화정도를 정량적으로 기재하였고, 탄질

평가의 지표와 공업적 및 화학적 성질에 대한 체계적

인 연구가 이 연구논문 발표를 전후해서 수행되기 시

작하였다. 이러한 연구는 이 분야에서의 새로운 연구

의 시작이었다. 이어 발표된 “국내탄의 석탄암석학적

Table 7. Contents in the articles within the field of energy from 1969 to 2017

Period Classification
No.

article

1969~1979

Coal

Problems and remedies of coal industry 1

7

Development and use of chiastolite shale in coal measure 1

Investigation report about Hanseong/Jangseong coal mine 2

Oil

Isotope application related to oil survey 1

Oil-bearing formation in southwest coast area 1

Comparison between Pohang Tertiary formation and Japanese oilfield 1

1980~1989 Coal

Relationship between mine water in Janseong coal mine and production 1

4Change of physical properties of coal by the quality of coal 1

Coal petrological characteistics of domestic coal 2

1990~1999
Coal

Comparison of coal between Jangseong coal mine and Chinal 1

4
CBM potential 1

Relationship between degree of coalification and texture 1

Oil Oilfield assessment 1

2000~2009

Oil

Gashydrate, patent trend 2

10

Basic research for oil survey in Jeju/Uleung basin 2

Analysis of the development trend for oil/gas in Azerbaijan/Peru 2

Modelling of hydrocarbon in Oregon state, USA 1

Renewable
Thermal ice storage 2

Technical trend in marine energy 1

2010~2017

Coal Prospects for CBM development 4

40

Oil

Overseas hydrocarbon reservoir 6

Domestic gas-bearing formation 3

Numerical modelling, dynamic model 3

Enhanced oil recovery 3

Shale gas estimation 3

Oil sand reservoir 2

Gas hydrate 2

Submarine oil survey, nonconventional tight gas etc 4

Renewable

Technical trend in biodiesel/ethanol, geothermal enerhy 6

Ground heat exchanger 1

Recovery of enhanced geothermal energy 1



학술지 자원환경지질 게재논문의 연구동향 분석연구 (1968-2017) 271

특성(Park et al., 1989)”이란 논문은 위와 유사한 국

내탄의 특성과 이들의 적정한 평가기준을 제시하였다.

1990년~1999년 기간에 에너지 분야 관련된 논문은

총 4편이며, 석탄관련 3편, 석유관련 1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탄관련으로 “장성 탄광 석탄과 수입 중국 석

탄의 자구화학적 및 물리적 특성(Chon and Kim,

1995)”이란 논문은 국내외 석탄의 공업분석, 발열량,

전유황 함량, 화학조성, 광물질조성을 비교연구했다. “석

탄화도의 지표와 석탄조직성분과의 관계(Park, 1999)”

이란 논문은 석탄조직성분 연구의 중요성을 제기한 연

구로 석탄화도를 나타내는 지표인 비트리나이트 반사

율, 스포리나이트 형광성과 석탄조직성분의 관계에 대

하여 일본의 고제3기 석탄에 포함되어 있는 조직성분

인 데그라디나이트의 특성과 유동성에 관한 내용을 담

고 있다. “국내 무연탄층에 함유된 메탄자원의 잠재력

과 그 이용가능성(Park, 1999)”은 국내 무연탄이 갖는

각종 지질조건과 물성특성이 석탄층 메탄자원 보유 및

개발을 위한 조건에 어느정도 부합되는지에 대한 개략

적으로 검토한 결과이다. 석유관련으로 “수정된

Kriging법을 응용한 다목적지구통계델의 개발 및 타당

성 검토(Kim et al., 1993)” 논문은 저류층의 불균질

한 특성을 규명하기 위한 유전평가기법을 제시했다.

2000년~2009년 기간에 에너지 분야 관련된 논문은

총 10편이며, 석유관련 7편과 신재생에너지 관련 3편

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관련으로 국내 제주와 울릉

분지 석유탐사 기초연구(2편), 미국 오레곤주 타이분지

탄화수소 모델링(1편)과 국외(아제르바이잔, 페루) 석유

가스개발동향 분석(2편), 가스하이드레이트 관련 기술

동향(2편)이 있으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 “강변여

과수와 천부 지하수를 이용하는 지하수 열펌프시스템

의 적정유량(Hahn et al., 2007)’’이란 논문은 지하수

를 위시한 천부지중열을 이용한 재생에너지 개발 이용

보급을 극대화하여 급변하는 국제 유가변동과 국제 환

경 규제에 대한 대처를 제시하고 있다. 이외 천부지열

냉난방시스템과 조류발전관련 특허기술동향이 각각 1

편 발표되었다.

2010년~2017년 기간에 에너지 분야 관련된 논문은

총 39편이며, 석유관련 26편, 신재생에너지 관련 9편,

석탄관련 4편으로 구성되어 있다. 석유관련으로 해외

탄화수소 저류층 연구(6편), 국내 함가스 퇴적층 연구

(3편), 석유생산 모델링(3편), 석유회수증기술(3편), 셰

일가스평가와 정보분석(3편), 오일샌드 저류층(2편), 가

스하이드레이트(2편), 해저석유탐사, 비전통 치밀가스,

비재래 에너지자원 동향(4편)이 게재되었으며, 신재생

에너지 관련으로는 바이오디젤, 바이오에탄올, 지열에

너지 동향(6편)과 지중열교환기와 심부지열회수관련 3

편이 있다. 석탄관련으로는 석탄층 메탄가스 저류층 생

산관련 논문 4편이 있다. 

3.4.8. 기타

1968년~1979년 기간에는 기타 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논문이 총 8편 게재되었다. “광산속어집고(Rew,

1968)”는 고서에 수록된 광산지질학용어를 소개했으며,

비철금속의 생산, 소비시세의 추이를 논한 논문(Moon,

1969, 1970)은 자원경제 분야관련 본 학학지에서 최초

로 게재된 논문이다. 대한광업진흥공사(현. 한국광물자

원공사) 자원조사부에서는 “자원심사와 광업개발촉진

(1971)”을 통해 대한광업진흥공사에서 수행하고 있는

탐사/탐광/채광사업에 대한 소개를 하였다. 1980년~

1989년 기간에는 기타 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논문이

총 4편 게재되었다. “EPMA의 지질학에의 응용(Sang,

1984)”은 지질학 전반에 걸친 전자현미분석기의 활용

에 대하여 기재했으며, “한국공업화 과정에서의 광물

자원의 수급구조변화와 경제성장에 있어서의 역학(Yun,

1985)”은 한국공업화 과정에서 철, 망간, 아연, 동, 텅

스텐, 석회암, 흑연 등 광물자원의 수급구조 변화를 분

석하여 경제성장과의 관련성을 제시했다. “Present

Status of Mineral Resources, Republic of Korea(Oh

and Park, 1988)”는 한국에는 330여 종의 광물이 기재

되었으며, 그 중 50여 종이 광물자원으로 산출되고 있다.

1990년~1999년 기간에는 기타 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논문이 총 3편 게재되었다. “광물자원 수요예측

모형으로서의 사용강도 방법 응용(Jeon, 1990)”는 경

험적인 사용강도 방법과 파생수요의 경제적이론을 초

월대수 수요 모델을 결합하여 광물자원 수요를 예측하

였고 사용강도방법으로서도 자원의 수요를 예측할수 있

음을 보여주었다. “광물 및 에너지 분야 경제예측 방

법으로서의 배움모형(Jeon, 1990)”은 기술진보 혹은

생산성 측정과 같은 기술모형에 오랫동안 사용되어진

배움모형의 광물 및 에너지 분야 경제 예측 방법으로

서의 유용성을 제시했다. “국내 광물자원의 수요-공급

의 구조변화(Oh, 1990)”는 1988년 전체 금속, 비금속

광물자원의 국내 자급도는 29%였고, 26종의 비금속광

물은 자급도가 66%로 높았으며 18종의 금속광물의 자

급도는 6.3%에 불과했음을 보고했다. 

2000년~2009년 기간에는 기타 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논문이 총 36편 게재되었다. 북한관련하여 북한

의 지질학 연구활동분석(Kim et al., 2002)과 북한의



272 허철호 · 김성용

광물자원개발과 남북간 자원협력방안(Kim et al.,

2005) 연구가 있으며, 해외 광물자원, 광업법 및 정책

관련 논문(12편), 지질자원 정책 관련 논문(10편), 자원

경제 관련 논문(11편), 과학수사지질학 소개(1편)등으

로 구성되어있다.

2010년~2017년 기간에는 기타 분야로 고려할 수

있는 논문이 총 35편 게재되었다. “광물자원 조사 및

광상분야 연구 추이 분석 :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수행

과제를 중심으로(Kim et al., 2014)”등 지질자원 정책

관련 논문이 20편 게재되었으며, “자연재해위험지구 정

비사업의 투자효과분석(Heo et al., 2013)”등 자원경

제 관련 논문이 8편 게재되었다.

4. 결 론

이 연구는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에

수록된 논문을 대상으로 전반적인 연구동향을 종합적

이고 체계적으로 살펴봄으로써 현재까지의 연구성과를

점검하고 앞으로의 발전과제를 탐색하기 위한 목적으

로 수행되었다. 이를 위해 연구분야를 준거로 마련하

여 분석에 적용하였다.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

지질)」은 1968년 창간호를 시작으로 2017년 12월 50

권 6호까지 총 1,886편의 논문이 수록되어있다. 본 자

료는 연구분야 준거외에도 10년을 단위로 하는 시대별,

학회지명 변경시점별, 10권을 단위로 하는 권호별로 나

누어 연구동향을 분석하였고 개별 연구분야별로 연구

동향을 논의하였다.

「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의 게재 학술논문은 지

질과학 전 분야를 포괄하고 있으나 그 가운데 가장 활

발하게 연구되고 있는 분야가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

야’이다. 암석학 및 지구화학분야는 1970년대에는

16.9% 수준으로 지질 및 지질구조 분야(18.6%)와 비

등한 수준이었으나 이후 꾸준히 증가하여 1990년대에

는 약 40%를 상회하는 수준으로 높은 비중을 차지하

게 되었다. 이에 비해 ‘금속광상’분야는 창간 초기부터

1980년대에는 비교적 높은 비중을 차지했으나 1990년

대부터 줄어들어 대조를 보인다. 이러한 현상은 국내

경제개발을 위해 지하자원 탐사와 개발이 절실히 요구

되던 때에 금속, 비금속 및 연료광상 등 국내 부존자

원에 대한 활발한 탐사와 개발로 국가의 고도 경제성

장에 크게 기여했으나, 1990년대에 들어와 국가경제의

꾸준한 고도성장으로 인해 상대적으로 국내 광업분야

의 국제 경쟁력이 저하됨과 동시에 환경분야에 대한

관심이 고조됨에 따라 기안한 것으로 사료된다. 

본 연구는 학술지「자원환경지질(舊, 광산지질)」의

50년 역사를 종합적으로 재조명하기위해 수록된 논문

들을 양적으로 분석하고 이를 토대로 향후 발전과제를

탐색해 봄으로써 총체적 모습을 파악하기 위한 단초를

제공했다는데 의의가 있다. 향후 본 자료의 결과를 바

탕으로 각론별로 질적접근을 통한 보다 심층적인 연구

동향 분석을 실시함으로써 연구흐름의 질이나 성과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이루어질 필요가 있다.

사 사

본 논문은 2018년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주요사업

(18-3117)의 재원으로 수행된 연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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