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민교육현장 

우리는 민족 중흥의 역사석 사명을 띠고 이 땅에 태어났다. 

조상의 빛난 열을 오늘에 되살려， 안으로 자주 독립의 자세 

를 확럽하고， 밖으로 안류 공영에 이바지할 혜다. 이에，우리 

의 나아갈 바를 밝혀 교육의 지표로 삼는다. 

성실한 마음파 튼튼한 옴으로， 학문파 기술을 배우고 익히 

며， 타고난 저마다의 소질을 계발하고， 우리의 처지를 약진 

의 발판으로 삼아， 창조의 힘파 개척의 정신을 기른다. 공익 

파 질서를 앞세우며， 능률파 실질을 숭상하고， 경애와 신의에 

뿌리 박은 상부상조의 천통을 이 어 받아， 명 랑하고 따듯한 협 

동정신을 북돋운다. 

우리의 창의와 협력을 바탕으로 나라가 발전하며， 나라의 

융성이 냐의 발천의 근본임을 깨달아， 자유와 권리에 따르는 

잭임파 의무를 다하며， 스스로 국가건설에 참여하고 봉사하 

는 국만정신을 드높인다. 

반공 민주 정신에 투철한 애국 애족이 우리의 삶의 갈이며， 

자유 세계에 이상을 실현하는 기반이다. 걸이 후손에 물려줄 

영광된 통일 조국의 앞날을 내다보며， 신-념과긍지를 지난 근 

연한 국민으로서， 만족의 슬기를 모아 줄기찬 노력으로， 새 

역사를 창조하자. 

1968년 1 2 월 5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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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治 경흩 

1918 年 5 月 : 地質調훌所훌足 

1946 年 4 月 : 地質짧物冊究所 

1962 年 6 月 : 固立地質調훌所 (改編)

1973 年 1 月 : 固立地質앓物冊究所 

(鉉業冊究所吸J!X)

1976 年 5 月 : 財댐法人 資源開쫓冊究所 

1978 年 2 月 : 工業試輪院銀業技術部 吸J!X

2. 機 能

가. 陸地 몇 海域의 地質調훌， 

地下資源 探흉에 開한 冊究

냐. 地下資源開짧活用 및 保安

技術에 開한 冊究開쫓 

다. 固內外 資源情報 및 動向

冊究와 固際資源技術協力



第 1 章結合報告

엽깅家 *훌훔의 急速한 {申張으로 因하여 용종業構 

造가 多少의 조정은 있을지 라도 重化字工業 主

導型으로 移行됨에 따라 에너지 및 原料資源、의 

품要가 急增되고 있어 資源의 王要性이 加一I협 

흡懶되고 있는 쫓情이다. 

이 러한 時代的 要求와 興옆에 副파하가 월하 

여 資源開짧冊究所는 옳足한 以來 lîJf究事業의 

쩌美化와 ØJ率化를 期하기 앓하여 C후힘j整備를 

뼈行하는 한펀 運홈 全般에 갤친 綠合的이 고 敵

身的 努力으로 冊究目標 達成어l 注力하여 왔마. 

1978 年度는 핍立工業試嚴院 앓業:IX術1m를 

吸JjX하여 資源의 探흉， 開짧， 活用 벚 動l向分

析等 地下資源 全般에 걸쳐 立때的인 一貴冊究

플 찮行할 수 있는 機能을 갖추게 되었고， 800 

E薦의 ADB借款協定이 昨年 12 月에 縮結되 

어 宿願이 되 었 던 最新 훌備確保가 可能하게되 

어 ’ 78 年은 보람찬 한해 였 다고 생각한다 . 

• 78 年度에 펌所는 冊究開쫓의 얘案化를 基

本目標로 設定하고 其 具밟的 쫓훌훌 方案으로， 첫 

째 冊究開쩔能力 홉積을 앓한 홈級 技術A力 確

保와 所員의 資質向上， 둘쩌 施設훌備의 現代

化， 셋 째 技術開쫓의 基盤構棄에 力회을 두었 

다. 

冊究所 設立펌時푸터 積極的으로 推進하고있 

는 冊究開쫓 能力의 홉積을 잃하여 • 78 年度에 

는 在外科풍者 3 名을 홉致하였으며 ’ 79年度에 

는 敎名의 在外科풍者즐 홉致하 71 잃하여 現tE

交涉아 進行中에 있마. 

所員의 資質向上을 앓하여 • 78 年度에는 11 

名을 海外에 ìJR遺하여 先進技術 협得을 앓한 冊

修에 박차를 加하고 있으며 한켠 2 名의 傳士와 

所長 玄 炳 九

4 名의 技術士를 배출하였고， 30~名의 外部

技術人力을 確保하여 現tE 所員은 280용名에 

이 르고 있마. 

施設裝備의 現代化를 앓하여 ’ 78 年 12 月 22 

日 꿇細훨開쫓銀行파 800 方뼈의 借款協定을 

練結하여 探훌， 開짧 活用 및 基鍵冊究分野의 

最홈훌備 평入이 可能케 되 었고 훌備活用을 鳥

한 要員깅iI練으로 '81 年度까지 約 30 옳名의 海

外派遺 및 18 名의 海外專門家 招請을 推進中

에 있다 . 

• 78 年度에는 보마 #系的이고 意愈的안 探

훌를 찮行하여 끊川系 우라늄을 바롯하여 훌￥ 

珍地域의 重石.1t浦地域의 벤토내이트 및 長

興， 平昌地域의 짧 • 꿇앓等 相월量의 훌t量을 

確保 하였으며 石벚資源은 ’ 78 年度부터 深$

t윷 調훌에 훌手하였다. 

冊究所의 固有事業인 업騙地質調훌는 • 78 

年末現在 全固士의 67 %( 5 Jj웹福)을 完了

하였고， 휩土利用地質調훌 의 一f뚫으로 2 個所

의 原子力쫓電所 數地調훌를 몇施하였다. 

한펀 海洋資源調훌는 大陸뼈 資料解析을 몇 

施하는 한펀 治뿜地質調훌로 大量의 骨材賣源

을 確保하였마. 

앓니 |開쫓 冊究事業으로는 없田琮合開옳合理 

化， 擬械採벚法파 훌i山保安liJf究等을 西抽， 日

本 技術짧力 事業으로 推進하였 마. 

資源活用 빠究로는 未윈l用 大量 願存資源파 

æt 確保된 앓똥에 대 하여 開짧性 冊究를 逢行
하였으며 資源짧力을 앓하여 梅外資源調훌 支

援파 先進E퇴의 敎個 冊究機開파 뼈妹結緣을하 

는 한펀 各種 固際용議 청加 等으로 外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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開聯機開과 *표밝를 했化하였 마. 

그밖에 固別資源、짧寬， 週刊資源↑좁報짧fiJ 및 

資源、動向分折等을 通하여 政府 및 開聯 業홉 

에 많은 資料를 提供하였 다. 

, 78 年度 業務逢行을 2월하여 總予算 24憶 4 

千fR75원이 投A되 었으며 各 主要 事業의 몇績 

을 要約하면 다음파 갈다. 

1 우라늄훌源調훌 

石油， 石없等 에너지資源의 有限性으로 因하 

여 tIt界各固은 化石어l 너지의 代替에너지로 原

子力짧電所 建設을 活짧히 進行中에 있다. 

우리 내라의 長期 電源開쫓 計題l에 依하 연 

2.000年代 까지 는 40 fR基의 原子力 쫓電所를 

建設할 計훌j으로 되 어 있 다. 

現在 古里 1 뭉機는 移動中에 있고 古里 2, 3, 

4 뭉機와 月城 1 뭉機가 '~O年初에 埈工予定으 

로 現在 建設中에 있마-

또한 後鏡機 짧電所建設 候補地 調흉가 敎個

地域에서 活쫓허 進行되고 있마. 

40 fR基가 建設될 때 여 가에 所要되는 核檢

料만도 775옳다3이 所要되 는 것 으로 推定하고 

있으묘로 이 막대한 量의 需要를 充뭘하지 *용 

하여 휩內外에 서 核懶料確保策이 時쏠、한 課題

라 아니할 수 없마. 

뀔冊究所는 짧足以來 固內우라늄 밟$存뺑域인 

iX川系에서 重서R探훌를 몇施하였다 . 

. , 78年度에는 塊山， 鏡山에 地質調훌， 物理探

훌로 精훌 30 뼈 職훌 166 뼈를 몇施하였으며 下
'$월ti* 確認파 理嚴量， 品位 算定을 鳥하여 48 

個孔의 試홈헛試雄 (7.507 m) 를 쫓施하였 마. 

’ 78 年度에 새로 確保완 鉉量은 7,100,000 ~ 

(u 3 0 8 : O. 04 %)이 며 現在까지 g川系에서 總

確保된 鉉量은 20，350，OOO~으로 ‘끊川系 以外

에도 lk.域探훌 結果 加平， 三밟地域에서 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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늄 뾰存可能性을 追跳하고 있어 앞으로 1m空

探훌， 車뼈放射能 探훌 및 地化字 探훌等의 

lk.域探훌와 精密調훌 가 要望된마. 

한펀 確保된 우라늄資修、의 開캉~tt冊究로 塊

山地域에서 試驗t!L.i힐 800 m를 쳤굶進하였으며 

우라늄 精鍾 및 石벚며43<. t흉備試驗을 完 r하 

여 ’ 79年度에는 工業化를 鳥한 pilot試驗을 쫓 

施하게 되었마 

2 慶尙系훌源調훌 

資源難 時代에 처빠하기 鳥하여 '76年度 부 

터 慶댐系 深$ 地I홉{성에 뼈存 可能한 새로운 

資源에 대하여 地質調훌， 物理探흉， 地化좋探 

좁 等으로 組織的인 探흉가 織結 案施되고 있 

으며 앞으로 4얹5個年內에 調훌가 完了될 것 

이다. 

’ 78 年度는 堆積覆境 料明， 有機댈素 및 벚 

化水素等의 含量폼細 및 重刀分布~ 作成等

파 地質調훌 벚 地化좋調훌 7~ 품州 ， tf흉南地域 

( 650뼈)을 x'1象으로 施行되었아. 

物理探훌는 堆積岩의 I협훔 몇 地質構造를 把

握하기 앓하여 품州地域에 重力 및 彈性波探

훌 (67L ’{ßj)를 適用하였으며， 우라늄資源、 뼈存 

뼈態를 確認하기 鳥하여 陳}II，호;豊地域(1，000 

L-km) 等에 대한 車뼈放射能 짧훌를 쫓施하는 

한펀 慶尙系 地l협의 l협序와 堆積覆境 M明을 

청하여 1,916 m 의 試驗試維를 한 結果 精密

地質 柱~~깅의 作成파 더불어 地質系統이 確

立되 었으며 物理探훌로 重力 및 磁力分布S깅等 

을 作成 하므로서 慶尙益地 쫓達의 定立파 花

뺑 몇 뾰子化石을 짧 見하여 I룸序 및 堆積覆境

M明에 基6훌資料를 提供하였 다. 

3 월t物훌源調훌 

每年 需要가 急增하고있는 重化좋工業의 原

料앓 特허 戰略鉉物調훌는 主로 太白山 및 慶

F협훌t化뽑 內에서 地質調훌 (lk.域 1 ，065 뼈， 精훌 



205 뼈)와 物理探훌 CI 65 L-I얘)가 이루어 졌고 

地化字探훌 (1 60 L-k머 )는 全南長興 , 홈興一p3에 

대하여 몇施하였다. 

非金居」銀物資應、으로 佛石 및 벤토냐이트 調

훌는 람浦， 九龍浦 및 下西地域 (71 뼈)에 몇 

施하였으며 下部 鉉#으l 規模를 確認하기 앓하 

여 試驗試維 7,283 m를 美施하였다. 

確保된 金屬없物은 활珍(;I，Z田 및 鏡山) 地

域에 重石앓 2， 300， OOO~ (W0 3 : 0.3 - 0.6 %), 

長興파 平昌地域의 앓， 뾰짧 860，OOO~( Pb+ 

Zn :5~12%)이고 非金屬웰揚로는 남浦地域에 

서 벤토나이트 l，500，OOO~을 쫓見하였다‘ 

4 :fi jj늦훌源짧훌 

딩3內 에너지資源의 主宗안 石벚資源은 全固

.:t要없田에 대한 精密地質調훌를 完了하여 可採

理훌훌量을 -總 6 憶 3 千 4 百Jj면으로 調整하였 다. 

1978年부터 深部探벚調훌를 湖南벚田파 

忠南벚田에 몇施하여 地質構造와 벚I쩔 짧達파 

의 相互開係等을 M明하였다. 

벚田 試隊試鍵도 湖南벚田파 忠南벚田에 4 

個孔 (1，631 m)를 몇施한 結果 4 個孔 共허 홉 

벚(福 1. 2~14.5m) 됨으로써 深部벚에 대한 

빚l홉짧達 tt態 및 構造가 쐐明되었 마. 

5 댐福地質調훌 

全휩土에 대한 資源探훌 및 固土利用 開짧 

等의 基本資料가 되는 5 Jj分之 1 의 地質댐作成 

을 鳥한 E깅福地質調흉는 全E퇴혐象面積 98,477 

뼈( 350 板) 中 '78年末 65，980뼈를 調훌完 了

하여 67%의 進많을 보이고 있으며 6 吹 5 個

年 期間內에는 全固의 1/50,000 댐福地質調 

흉를 完r할 據定이마. 

’ 78年度에는 直합調훌로서 論山， 皮州，牙山，

平昌 , 天安等 5個입 I偏파 用않調훌로 大田 , 江

景， 米院， 軍威， 新寧， 大要等 總 11 個 g福

(2， 912 뼈)을 完r하였다. 

6 固土￥1)用뼈質調훌 

工業댐地 地盤에 대한 파用地質調훌는 牙山

地域에 85 뼈와 大버地域에 160 뼈， 그러고水 

資源、調훌로는 大田地域에 104뼈를 쫓施하여 

þî5用地質g 및 水理地質명를 作成中이 마. 

原子力쫓電所 建設數地調좁는 用投事業으로 

桂馬里地域파 富邱地域에서 몇施하였마. 

7 海洋賣源調훌 

約 30)]뼈에 達하는 J1:關한 大陸椰 梅域에서 

各種資廳의 敵存이 像想、되 어 外E협探훌승*土에 

條하여 7個월t /X로 分離하여 파거 수년간 採

i훌를 쫓施하였마. 

이 들이 提供한 探흉資料를 解析하여 大陸뼈 

의 地質構造 및 地質tt態等을 把握 하였 으며 

'77年度까지 는 2， 3， 4， 6， 7앓E 에 처한 準精

密解析을 完了하였으며 ’ 78 年度에는 第 5 鉉

/x (42， 390 뼈)에 처한 準精密解析을 몇施하였 

아. 

治近海底調흉는 木浦 및 新安一뿜의 홉흉域에 

悔底地質調훌 4， 175 뼈와 梅上 物理探훌 7,500 

뼈를 몇施한 結果 않ltJ、 500754.파 骨材資源

3,000 써의 ~存이 確짧되 었 마. 

8 앓山技術 開훌~1i: 

t용월i이 深部化 펑 에 따라 合理的이 고 結、合

的인 벚田開짧 模索파 採벚 機械化 및 앓山% 

害據防， 作業짧境 改善등은 가장 時急한 主要課

題의 하냐이다. 

'78 年初 펌所 에 吸JjX된 鉉業技術部에 依

하여 ’ 78 年度에는 三양벚田 經合開짧 計홉l에 

開한 基鍵資料 훨集 및 模型製作파 西뺑 및 스 

펴l 안， 日本파 技術協力으로 採벚機械化 適用

檢討 및 앓山保安裝備 性能試險과 ~害據防

冊究를 쫓施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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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章 1978 年度 予 算

事 業 名 細部事業 f흉 算 觀 備 考

1. 地 下 資 醒、 調 훌 878,167,000 

가. 우라늄資源、調훌 344,220,000 

냐. 慶尙系 " 134,384,000 

다. 앓 物 " 226,360,000 

라. 石 t용 " 99,866,000 

마. 명 福 地 質 調 좁 43,707,000 

바. 固土利用地質調훌 29,630,000 

2. 海洋資源調 i흥 74,829,000 

3. 앓山技術開쫓冊究 20,654,000 

4. 支援冊究 및 管理 126,500,000 

5. 運 혐 管 理 259,934,000 

가. 行 政 支 援 70,828,000 

냐. 共 j휩 *훌 費 189,106,000 

6. 人 件 ‘ 費 815,003,000 

7. 固 定 資 흩폼 255.100.000 

8. 受託事業費 12,500,000 

ιEil‘ .計 2,442,687,00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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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章 調훌冊究活動 

第 1 節 地下資源調훌 

1. 우라늄資源調훌 

核檢料資源確保를 *용한 努力은 前年度에이어 ~U초하여 調홉， 探훌 및 開짧효영t4. 調좁에이르는 뼈 

넓은 分野에걸쳐 1冊究所의 優先事業의 하나로 進行되었마. 

銀量增加， 新規鉉化地域의 E훌j 新規월tR2 의 훌出tk態에 처한 理解增加， 探훌技術開짧 ~知혔i 

R2에 x:t한 開짧性， 및 토륨빠、鷹훌tR2 等에 開한 調좁 및 冊究가 計훌j 에 따라 逢行되 었 다 

iJ( J !I系의 훌tR2 에 團하여는 大田南쪽 秋富Tunnel 以西地域。| ’ 78年調훌 計월~!K域。|였고 ’ 77 年度에 

이어 米院， 뭉풀遊里훌tR2에 x:t한 追加試雄 및 德if里훨tR2 및 그 以北延長에 x:t한 終結調흉 및 追加

試훌훌等 이 몇施되 었 다. 

Jk域調훌로는 ’ 77 年度의 江陸껄田地域에 이어 三밟西部벚田의 없存試維岩雖에 처한 調훌 楊

平地域 衣岩層群 많岩l협-部地域에대한 [ζ域地質調훌 빛 ’ 77 年度에 쫓見펀 徵候地에 쳐한 뼈; 

훌 및 一次試雖를 몇施하였 냐. 

物理探훌는 끊川系地域 및 錫平 中原里地域에 처한 各種探흉方홉에 依한 精密調훌를 앓行하였 

고 車輔 및 廠略探훌는 衣岩j펌群 分布地域에 처해 몇施되 었다. 아울러 各試鍵孔에 x:t한 r - 俠lf1

을 등용施하였다. 

우라늄雄山 開짧쫓뀔性調흉는 ’ 77 年度에 이어 德呼里 A地域의 中部 및 北部없#에 처한 흉꾀 

進調3훌를 施工하였 다. 

토륨빠‘훌tR2調훌는 擔律江支流인 숲城江下流地域에 x:t하여 精密調훌 및 ’ 79 年度精密調흉 몇施 

여부를 훤l뻐키위한 숲城江 中流地域에 x:t한 職훌를 앓行하였다-

各細部事業別 처象地域 및 事業量은 다음과 같마. 

細部事業 事業量 (k때) x:t 象 地 域 備 考

地質調흉 440 

끊川系 試 雖

휩않 i훌 55 大田南部 銀山地域 大田，銀山 : 2， 600m (J 7 孔)

*좁 훌 15 大田南部，鏡山地域，德야里， 米院 陽 平 484m(7孔)

곁훌遊里 米院，童遊里 983m(왜.J 

德 과 : 3,440 m( 1댐J 

計 : 7，507m(48뻐 

Jk 域

職 i흥 370 錫平地域，三많벚田地域 



物理探훌 1,1 24.5 

精 훌 14.5 

찮川系 樓山， 德야， 鏡山， 福훌 (大田南部) 電磁波探훌， 磁力探훌， 

米院， 훌遊里 放射能探훌 , træk etch 

radon注

P . C 地域 楊平， 유영산， 中原山 r - 檢層

§ ~ 훌 1,110 淸平， 固水， 春)11， 加平， 童頭里 車뼈探훌 

內if ， 供}II ， 陽德院E낌福 

開쫓性冊究 733 

tJt道探용i 800 德ifA 훌H후 X - Cut 505 m 

Drift : 248 m 

Rase 47m 

η1 양훌tI*調훌 150 

觀 훌 100(49 銀(;g) 숲城江中流 286m( 51 孔)

*홉 훌 50 (28앓/R) 숲城江下流 787m( 120 孔)

計 1,073m( 171 孔)

앉川系 地層分布地域의 調흉xt象地域은 三個地域으로 各各調흉段階別로 g分된다. 大田南部鏡

Ll.f地域은 過去부터 有뿔地域으로 알려진곳으로 搬훌에 該펌하는 1: 10.000 縮R의 地質調훌에서 

부터 여 러 가지 調훌方홉은 함用適用하여 有望地域올 縮小g劃하여 1 : 5000 縮R에 依한 *홉密훌짧 

훌를 거 쳐 深部塵~li훌훌잃을 鳥한 試雖에 이르는 -連의 調훌를 쫓施하였 다. 

童遊里， 米院·地域에 xt한 調훌는 地表地質 및 없探調훌가 ’ 77 年度에 이루어지고 試雖를 몇施 

하였으냐 계속下部의 延長훌뼈을 理解하기 앓한 追加試雖를 몇施하였다. 

德if里훌tI*에 xt하여는 中間 3 年間의 休息期가 있기는 하였으냐 72 年부터 繼結되어옹 調훌 

로서 ’ 78 年度에는 地表 1ì"eo::h , 追加試雖 및 抗道 握進에 依한 下部鉉況 몇 훌뼈의 確짧等으로 

앓띠開쫓直前까지 의 모든 段階의 調훌를 完r하였 다. 

없、岩型훌tI*眼存을 期待하며 始作되 었 든 三隆西部없田地뿜의 짧存試雖岩雖에 xt한 調훌는 r

線옳度를 뻐j定하여 異常뽑의 平安系層序上의 層準을 確定하고 異常層準의 地表露出地域에 xt한 

地表調훌를 몇施하였 다. 

楊平北部 衣岩層群인 珪岩 및 片麻岩으로된 쫓成堆積層에 쳐한 調훌는 童頭里~.몹西南홈협의 효 

地~út:岩層分布地域을 xt象으로 1 : 1α000 地質뼈를 作成하였으며 本 ￥며뼈珪岩層東端에 位置

한 中原山없化뿜에 처한 調훌에는 여러가지 方注의 物理探훌 및 地化풍探훌法올 適用하였다. 特

記할것은 처음으로 træk etch 注을 試隊適用하였다. 

德if里 웰:1* 開쫓性 調훌를 위하여 뻐層抗 및 X- Cut 抗을 굴착하였고 探鉉計훌l樹立홉料를 얼 

기위하여 鉉홉의 物理的性 및 上下짧의 출혈度를 없tl定하였마. 

토륨양훌tI*調i훌는 empire 試雖에 依하여 짧度를 確認하고 室內짜理用룹料를 採取하연서 進行

되었는데 深度別 重않 및 各構成鉉物의 品位分布 및 뼈向을 把握키위하여 짧度別로 즐혹훌훌試料를 

? 
ι
 



採取 分析하였다. 

地域別 事業成果는 다음과 같다. 

地 域 E 랜 치 (m) 試 雖 (m) 훌t 量 ( 1000T) 

鏡 비 316(20' 2,600 (1 7) 5280 ( 0. 04)3 

德 i'F A 1, 520 (11) 3,440 (16) 590 (Q. 04) 

米院，童遊里 983 (8) 1. 230 (0. 03) 

$용 平 (2 ) 484 (7) 

計 7,507 (48) 7.100 (0. 039 ) 

1. 트랜치地쳐數 2. 試雖孔敎 3. % U3 0 8 

78 年度 主事業쳐象이 던 秋富 Thnnel 以西地域은 地表調흉와 21 個所의 트랜치結果에서 期待

했던것보다 試雖成果가 훨씬좋았으며 앞으로 深部確認으로 鉉量은 많이 增加할 것이다. 

德i'FA- 地域鉉똥調흉는 一但 78年末로 終結되었으며 앞으로 開좋에 隨伴된 銀山調훌가 進行되 

어야 한다. ’ 72年以E ’ 78年末까지의 모든資料 HJJ 地質， 物探， 地化字 트랜치， 試維 t1L內地質뼈플 綠

合하여 計算出된 鉉量은 8， 29α000 MT(0.04 % U3 0S ) 이다. 

標高別 앓量分布比率은 다음과 같다. 

標흡別 分布比率 備 考

150m'" 360 m 52 % 150 m 는 地方水準面標흡 

50m'" 150 m 37 % 

-70m'" 50m 11% 11 %該콜量은 大部分 0-50 m間에 있으나 

1 個試雖孔이 -70m 까지 도달 

德i'F里北部延長地域에는 小規模 Lens :f* 鉉뼈가 極히 廠歸的으로 쫓達하여 全#的으로 層의 

分布뼈向은 보이나 注意의 회象이 될만한것은 아니다. 

德i'F A地域의 試雖야，1홉地質調훌에 依하연 앓層의 品位는 水平壘直方向으로 쫓化가 甚하며 層

의 솟滅팽충이 反覆된다. 앞으로의 開쫓에 따른 조밀한 抗內試雄가 隨伴되어야 할것이다 

Lζ域調훌에셔는 三짧없田의 2 個試雖 core에서 放射能異常이 냐타녔는데 共히 춤洞統 累色組

*HÞ岩 또는 累色앙質셰일이다. 그리고 좀北몸 道士갑 入口의 홈행山統양岩에 數個의 平行細/w;

:f*累色 우라늄銀版이 確認되 었 마. 

樓平地域에서는 地表地質調훌 結果와 堆積物地化字探훌結果가 아주잘-致되어 이 方注이 ￠域

的 異常뽑 g훌j에 매우 有用히 適用될수 있다. 

中元山 및 유영산等地에서 銀化作用이 確認되었으며 前者地域에서는 7 個孔 486m 의 試雄를 

좋施하여 層:f*銀#임을 알게되었다. 大#로 二종의 層:f*銀化뽑 및 에~:f*훌tI*等으로 形成되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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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 라늄 합짜、 

38 

37 

36 

떠￠域슬 
35 

125 126 127 128 129 

”낀심;↑t下部(?)의 珪質쫓成岩에 隨伴된다는 펴에서 애우 興味로운 것이다 . 

車후벼放射探훌에서 11 個所의 放射能異常뽑를 짧見하였는데 大部分 Th 의 높운 含有에 起因된 

것이마。 

숲城江流域의 빠、鉉調훌에 依하면 下流의 精훌地域에서 原빠、中모나자이트 品位가 α14% 中流

의 搬좁地域에서 0.12 %로 애우높은 含量을 나타낸마 -般的으로 20 %以上의 鷹을 含有하고 

있는 것으로 보아 빠른 流速으로 因한 도태 작용의 結果일 것 이 다. 

많川系鉉많에 처하여는 鏡山地域에서 ’ 78 試雖地域의 深部試雖探앓으로 鉉量을 增加시켜야 할 

것이고 本鉉I협東部延長에 *냥한 調흉가 4'tU亮되어야 한마. 

錫平， 加平地域의 鉉똥은 比較的 드문 훌出로서 地質없많좋的인 훌뼈에 l1한 調흉冊究가 進行

되어야 한다. 

平安系地I휩 分布地域中 츄洞統 빠、岩中의 放射能異常 및 흡防山統 珪岩을 母岩으로 하는 細IDR

:tk훌出에 開한것 역시 注目하여야 할 것이마. 

〔앓뚱部률 金 훌 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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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 地質훌t，*調훌 

(1l 끊川系 짧훌 

ð( J!I系우라늄 地質調흉事業은 核檢料의 大量뿜要가 要求되는 1980 年代의 핍內 우라늄Jhlt存資 

源確保를 잃한 目的의 -環으로 그 調흉가 逢行되고 있다. 

本 調훌는 1976 年度 塊山德과里 R.C地域 調좁事業에 。l 어 옳홈開쫓 4 次 5 個年計훌j 第 2 次

年度에 織結된 우라늄 웰똥調훌 基本事業으로 끊川系 우라늄調훌화象面積 짧 450 뼈中 1977 年

度까지 130 뼈의 調훌가 完了된바 있으며 ’ 78 年 뀔該年度에는 70 쩌에 쳐한 調효가 逢行되어 

지금까지 都合 200 뼈의 調훌가 이루어 졌다. 

事業面積 70 뼈를 細分하면 觀훌 55 뼈， 精훌 15 뼈로 觀훌x't象面積은 今年度 主事業地域으로 

選定된 銀山地域 48 뼈外에 德야里北部地域 7 뼈가 包含되었으며 *춤훌完了地域은 鏡山地域 8k빼 

德i'f里北部地域 2 뼈， 德i'f里A地域 2 뼈， 米院·童遊里地域 3 뼈아다. 

한펀 前記 調i훌面積에 처한 地表地質調흉以外에도 우라늄富없주뷰를 形成한 것으로 보이는 -部

精훌地域에 처하여 給 7,023 m , 41 個孔의 試雖가 完r되었으며 이밖에 抗道探없으로서 德i'f里

A地域에 施I된 3 個探鉉抗道 1,130 m에 쳐한 抗內精密地質댐 作成 및 擬進作業期間中 홉腦을 

鳥한 指針을 提供하였다. 

各地域別로 이를 要約하면 다음과 같다. 

훨山地域 :本域은 韓度上으로 大略 東옳 127 0 17 ’ rv 127 0 27 ’北韓 36 0 11 ’ 36 0 12' 30"'" 36 c 

07 ’ - 360 08 ’ 30"에 該핍되며 行政g域上 忠南論山짧代강面水짧里， 道山里에서부터 始作되어 東

北方으로 鏡山郵珍山面否훔里， 훌훌山里， 斗호里 및 福훌面훌永里， 校村里， 木 벚里， 진도리 , 秋까 

더낼에 이르는 延長 約 16 hm , 福 3hm총에 包含되는 地域이다. 

調훌方法운 搬훌의 境遇 走向延長線上 400 '" 600 m間隔으로 直交追跳하되 월t1*흥홍達tt態에 

따랴 局部的으로 適宜 調整하연서 岩相分布를 잃主로 한 1 : 5,000 地質떼를 作成하였 다. 精흉는 

훌tEξ쩔達地域안을 縮小選定하여 亦是 走向延長線上 100 m內外의 間隔으로 直交追跳하되 다시 

鉉뼈의 Æ:向을 쫓아 그 分布 및 짧 達뼈態를 正確히 把握하지 鳥한 精密調훌를 좋施항과 同時에 

主要없化뿜에 처해서는 延長J:으로 100 m間隔마다 地表트랜치調훌를 試댐한바 있다. 

트랜치探웰은 없뻐走 I向에 直交하여 切土하였으며 월t1*上下盤岩石에 도달될때까지 試때하여 每

1 m 間隔마다 channel sampling 하였 다. 

調훌便宣上 地表에 좋達된 우라늄鉉#의 確認 및 品位의 相성性을 把握커 鳥하여 GEOMETR 

IC 삼製 f홉뿜用 Gamma Ray Scintillometer를 使用하였 마. 

한펀 本域에 地表트랜치 및 試雖探鉉이 좋施된바 前者의 物量은 絲延長 326 m , 21 個所이며 

E者의 境遇는 2,600 m , 17 個孔으로 이가운데 14 個孔에서 飯#가 看除되는 良好한 成果를 거 

두었다고 본다. 

上記 探銀物量은 大部分이 木벚里도장팔鉉많에 集中된바 이는 地表調훌結果 本域에서 이 地域

의 훌t*쫓達이 가장 有望規되었든 때문이며 結果的으로 集約的인 鉉量確保의 썼果를 얻었다 

도장골앓똥은 地表에서 延長 1,500 ~m가 健몇하게 쩔達되는바 트랜치結果에 依하면 월t1*의 

頁$몹을 最IJ、 2m에서 最大 21 m에 達하는 部分도 있으며 品位는 r - Ray Loggir땅換算位에 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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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연 最高가 U3 0. 0.056 %이다. 

試雖結果 횡tI*은 比較的 地表쫓達:1*態에 比해 下部에서 障大되는 碩向을 나타내며 鉉#의 最

大흉福이 44 짝m로 그 品位는 U3 O. 0.045 %에 이 른다. 

트랜치 및 試雖에 依만 r - Ray Logging 結果플 中心으로 하여 算出된 이 地域의 今年度 確

認裡嚴量은 528 7J ~ol 며 이에 쳐한 Logging 換算位의 重率平均品位는 U3 0. 0.040 %이나 此

ι- 도장골화똥의 深部 및 延長펴뼈IJ上으로 뾰大試雖를 試g한마연 相뀔量의 鉉量이 더 追加될수 

있을 것으로 期待된다. 

다만 附言하고저 하는것은 本 飯똥은 單科構造를 이루면서 延長이나 深度에 있어서 健쫓하게 

車-앓屬뼈으로 쫓達되고 있다는 쳐에서 *￥次 그 開쫓 및 生塵性에 큰 意義가 있을 것으로 思料

펀다. 

홉휴A地域 : 本域은 觸山우라늄銀똥地域의 核心地로서 1972 年度以來 가장 重쳐的으로 調흉 

와 探짧을 ~行하였기 때문에 많은 進展이 있었든 地域이다. 

’ 77 年度末까지 A地域에 施行된 試雖物量은 總 6,023 m , 44 個孔이며 뀔冊究所自밟探飯抗道 

物量은 앓 330 m였으나 ’ 78 年度에는 試雖 3,440 m , 16 個孔파 抗道 800 m로 그 物量이 增加

되 었 다. 이 처 럽 繼院펀 調훌事業으로 因하여 本域에 8조R台된 4 放 乃至 7 放의 짧훌훌的인 훌tU:증흉 

達 및 難解한 構造把握에 x'1하여 決定的인 解新과 結論을 얻 게 되 었 다. 

結論的으로 本域의 훌tE￥은 크게 보아 I롭뼈으로 짧達하냐 鉉#水平 乃至 훌直上으로 甚한 @종縮 

現象이 두드러지역 構造에 있어서는 比核的 車料現象이 支配的이다· 또한 銀I*쫓達뼈의 全홉짧 

度別 基準을 보연 i피g分되는 바 北部는 本域 地方準 C Local LeVl잉)인 海技 150 m以上에 局限

되냐 南部는 海技 75m準까지 짧達되었음이 確認되었다. 

今年度 調흉에서 確認펀 本域의 理藏量은 590,000 ~이며 이의 品位는 U3 0. 0.04 %인바 ’ 72 

年度以來 지 금까지 確짧된 A地域의 理훌훌量累計는 앓 8,290,000 ~으로 그 品 位는 U3 0. 0.04 % 

이다. 

홉첼里~t짧 : 本域은 德햄里A地域에 바로 北鷹하는 調훌地域으로 A地域鉉똥延長뿜에 該뀔되 

냐 地表地質調훌結果 全般的으로 우라늄웰똥훌達이 홉弱하여 試雖探銀화象이 되지 않는다. 

地表銀홉의 延長짧達달否 및 그 規模를 正確허 把握하기 앓하여 延長 짧 176 m , 8 個所에 該

뀔되는 트랜치探앓을 좋施하였으나 그 했果는 簡足스럽지 옷했냐. 

本域에서 玉城里새터말鉉U:， 다락채앓# 및 애냐며재鉉#等 3 個點빼가 쩔達되냐 그 規模가 

他銀똥에 比해 極히 작아서 期待하기 困難하다. 

써터말銀#는 延長이 70 옮m에 最大福은 約 11m이며 品位는 U3 üa 0.04 '" 0.05 %에 近없 

하다· 이밖에 다락쩌銀# 및 매냐마재銀U:는 延長이 不過 30'" 50 총m이고 그 福은 1"'5m 

로 品位는 局部的으로 U3 O. 0.05 %以土에 達하는 部分도 있으나 全般的으로 0.02'" 0.03 %풀 

度로 低下되기 때문에 더 이상의 探앓했果를 거두가 어렵다고 본다. 

龍遊里 • 米院地훌 : 本域의 우라늄鉉똥은 1977 年度 調훌事業에 依劃 짧 808 m , 4 個孔의 試

雖가 施行펀바 있어 그 結果 U3 O. 0.04 %의 理옳量 44 方朱%이 確保된바 있다. 

本域의 훌tU:는 램健里鉉U:. 행息里훌tU:， 積陰里훌t~후로 나누어 지 는바 이 들延長은 各各 3 Á>lI, 

3bm , 1. 5 짜이며 福운 地表에서 最小 1m에서 最大 5m에 이른다. 品位에 있어서는 龍遊里옳 

- 16 -



#가 比較的 良好한 品位률 이루는 反面 其他 2 個옳#는 U3 O. 0.02'" 0.03 %에 近似하다. 

今年度에 探銀된 試雖物量은 이들 훌L;f*의 延長規模에 比해 아주 未治한 試險試훌훌에 不過하였 

가 빼문에 今般 。1 :地域에 합하여 再次 追加試雖를 試휩한llt 앓況홍達이 보냐 훌횡한 ，렴硬里훌i 

休에는 5 個孔 642 m를， 훨陰里앓林 에는 3 個孔， 341 m를 좋施하였 다. 그 結果 8 個孔 다 훌 

M:된llt 龍遊里地域에 該콜되는 챔映里훌L;f*는 r - Ray Log，밍 I핑換算 位에 依한 平혐品位가 U3 0 Ø 

0.037 %이며 算出된 理옳量은 81 Jj';f이다. 

한펀 米院地域에 該올되는 뚫陰里훌L;t후는 U3 0. 0.022 %의 없量 42 Jj';f이 確짧되었마. 

품雄結果에 依하면 前者는 下部에셔 훌L;f*의 쫓훌아 比뤘的 훌훌쫓하게 持훌훌되는 것으로 험l뼈되 

며 福에 있어 서 도 훌福 3 m ", 5 m7t 꾸준히 維持된마- 감者의 境遇는 最大頁福이 11 총m로 農

大펀 훌뺨試雄孔도 았으냐 2 個孔에서 는 짧福이 1 m품度로 좁아;(1 며 全般的으로 低品位 樣相을 

띤다. 

此듭 이 地域에 처해셔는 特허 챔硬里훌H후에 처한 下部試雖探銀을 좀 더 觸密하게 重펴的으로 

다운마연 더 많윤 銀量交h果를 가져 올것으로 믿어진다. 

[ 非金륨훌t，*를훌훌室 金正훌， 朴重홈， 훌훌훌훌， 金大業， 任훌훌哲] 

(2)교훌 地質 훌훌 

本 調훌는 現在 世界的으로 각광을 받고 있는 堆옮岩 起源의 우라늄 앓똥이 우리냐라에 分布

하고 있는 堆積岩 및 古期 쫓成堆積岩에 훌훌存되어 있는지 그 可能性을 模討하는데 目的이 있다. 

’ 77 年度 末에 調훌가 시작된 加平 地域 100 뼈와 ’ 78 年度 事業 地域으로 새로 선정된 三량 

뽕田 地域 270 싫， 도합 370쩌에 쳐한 調훌가 今年度에 수행되었다. 

加平 地域 調훌는 京훌훌i힌 加平都， 楊平엽ß -뽑 東흉 127 0 30’ - 1270 38’ 45"北韓 37 0 30’ -

37 0 35’ g域의 珪岩 및 片麻岩 分布地에 처하여 地表 地質 調훌 河똥 堆積物 分析， 土壞 試料

分析 및 試雖가 수행되었다 

地表 地質 調훌에서 많岩과 1:部 片麻岩의 境界部에 層tk..2...로 생각되는 그 ü의 화똥파 徒岩

의 上部 片縣岩 中에 흉在되는 박층의 옮岩層에 1 板의 없똥이 形成되어 있는 것이 確짧되었다. 

이들 置準에서 確認된 地表 뚫頭의 福은 0.5 m ", 4 m 延長은 2 m ", 15 m이며 品位는 最흡 1.24 

% U3 O. 까지 確짧되 었으냐 -般的으로 0.05 %'" 0.1 % U, O. 이 다. 

試雖는 7 個孔 486 m가 시행되었으며 그중 78-KP-4 , 78 -K P - 5 , 에서 各各 훨홉가 確짧 

되었t:f. 

河똥 堆積物 分析에서는 楊平郵 龍門面 中元里， 新店里， 延훌里 地域에서 우라늄 異tk뿜 7!- 形

成되었는데， 01 들 地域은 層序上으로 폴에 珪岩의 1:部이므로 本域에서의 우라늄 훌L;I*은 珪岩層

혹은 표岩의 土部 地層에 形成된 것으로 추정할수 있으며 이것윤 地表 地質 調흉 結果와 거의 ←→致

하는 것이다. 

三밟 챙田은 江原道 三밟都 道훌물， 長省몸， 黃뼈몸， 維善都 좀::11:몸 -뿜의 堆積岩 分布地로 

서 東흩 128 040’ - 129 005’，北韓 37 005’- 370 15’ g域中 270쩌에 대하여 調훌가 수행되었다. 

石챙公삼， 載業振興公삼， 資源開쫓冊究所에서 探챙을 目的으로 施行한 試雖코아中에서 보관 

상태 7!- III 교척 양호하고， 層序的으로 넓은 범위에 걸쳐있는 것을 선택하여 26 個孔 1(W3 m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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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 코아를 再調흉하였고， 部分的으로 野外調훌를 쫓施하였냐. 

코아 調훌는 透水性 敢化， 還元앓境과 관련이 있는 拉度， 分級度， 벚質物 黃錄E의 쫓達~態等 

을 판찰하였~， r -ray ScintillometerC結옮크7] 1.5" x 1.5" ) 를 사용하여 코아에 처한 自然放

射能을 뼈tl定하였마. 地表調훌는 역시 Sαntillometer를 사용하여 露頭의 放射能 뼈態를 確認하였 

다. 

調훌 結果로 試雖 쿄아上으로 sc - 182 뭉孔 245 - 246 m /x間의 累色 組함 압岩， Sc - 216 융孔 

734-736 m /x間의 累色 양質셰일에서 放射能 異常뽑가 確認되었다. 이들은 黃池몽에 位置하고 

있으며 츄洞統에 ~比된다· 地表 調훌에서는 좀北몰道土융 A口의 홈행山統 빠、岩에서 福 0.5 m 

延長 20 m의 우라늄銀 露頭가 確認되 었 다. 

加平 地域에서의 規模는 아직 밝혀지지 않았으나 우라늄 鉉똥이 存在하고 있음이 確認되었고， 

三짧 빚田에서도 우라늄 鉉많의 힘E빼가 포착되었다· 따라서 加平 地域에 ~한 계속척인 조사와， 

三隆 빚田에 혐한 보마 精密한 調훌가 要望된다. 

〔非金톰앓뚱調훌훌 金훌훌， 金좀承， 훌泰振〕 

2 ) 物훌훌훌 

本 事業은 우라늄鉉物을 含有한 岩石의 物理的特性을 힘j用하여 物理探훌를 몇施함으로써 우라 

늄훌ti* 의 짧達~態를 홉{뻐하며 새로운 放射能異常地域에 함한 했果的인 探훌方注을 li1f究함으로 

써 뿜內嚴存우라늄鉉物資源、을 確保:iI..져 하였 다. 

調훌地域中 精密探훌地域은 ~)II系分布地域인 忠北 樓山都 좁川面 德þj<里(樓山A地域) , 忠南

훌훌山都 福훌面-뿜 (鏡山地域) , 忠北 報鳳都 內北面 積陰里， 塊山옆$ 좁川面 ’굶硬里( 米院， 龍遊

里地域)와 Pre-Cambrian 分布地域인 京뚫道 錫.sp:郵 玉챙面 두명안里(유영산地域) 陽平都龍門

面 中原里(中原山地域) 이며 調훌面積은 約 14.5빼이마 · 

車홈 및 職l용探훌地域운 1/5 7.i명福의 機山， 淸平， 固水， 春川 , 加平， 홈홉률홉里， 內Þj<， 供)11 ，

屬德院에 該울되는 pre - Cam brian 分布地域이며 調훌面積은 約 1， 110 뼈이다. 

우라늄鉉物探훌에 適用된 物理探흉方法中 끊川系分布地域에 ~해서는 우라늄載物이 含빚層內 

에 職存되기 때문에 手先的으로 含양層의 延長性을 料明코져 電磁波探훌 ( Canada ， Geonic삼製 

EM-16 ) 를 앓行하였으며 이와 slt:行하여 放射能없tl定機 (日本， Alok a 社製， Scintillatiα1 Coun

ter) 에 依한 地表放射能꿇度를 없tl定합으로써 放射能異常뿜의 規模를 把握코져하였다. 以上과 같 

은 物理探흉結果와 地表地質調흉結果릎 土台로 深部의 우라늄鉉빼 確짧을 鳥한 試雖探훌가 行하 

여지연 各 試雖孔에 쳐해서 gamma- R망檢層을 쫓施하여 우라늄앓홉의 予想福， 換算品位等융 

算出함으로써 深部의 우라늄鉉빼쫓達~態를 좀 더 科풍的으로 폼{뻐하며 이들 結果를 試雖Core

의 地質柱~과 ~比檢討함으로써 우라늄앓육의 規模를 組織으로 把握코저하였 다. 

京짧 Pre - Cam brian 分布地域에 처해서는 現在까지 우라늄物理探흉에 쳐한 冊究가 좋施펀 

바 없기 혜운에 휴次의 Production Survey를 월하여 어 떤探훌方注을 適用하는 것이 가장 홍h率 

的이역 옳짧的인가를 確認하기 잃하여 a - nuclear meter , track etch radon , Spectrometer ，磁

力 및 電磁波探훌를 本域의 -部地域에 처해 몇施하였으며 4 - Channel Gamma - Ray Spectrom

eta 에 依한 車輔探훌를 本域 全般에 걸쳐 쫓施함으로써 本城에 分布하는 各岩層활에 성한 自然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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放射能꿇度의 쫓化를 없tl定함과 同時에 全像放射能꿇度 (Total cαmt) 에 마치는 Potassium , Ur 

animn , πlOf1um의 成分別 影響을 把握함으로써 本域에서의 우라늄銀용眼存可能地域을 選定하 

여 此後의 探훌를 월한 基없흉資料를 獲得코져하였 다 

이 와같은 方法에 依해 쫓施된 1978 年度의 우라늄없物資源物理探훌結果를 要約하면 

@ 塊山A地域 北部에 x:t한 電磁波探훌 및 地表放射能옳度없tl定結果 含우라늄l협이 :Jt部로 延長

됨이 훈H뻐되어 이의 確짧과 더불어 過去(78 年以前)에 本域에서 쫓施된 여러가지 探훌結果를結 

合하여 追加裡옳量確保를 鳥해 總 16 個孔에 혐한 試雄探훌가 쫓施되 었으며 앓mma-Ray 檢層結

果 8 個孔에서 放射能異常。l 確認되었다. 

@ 鏡山地域의 17 個孔 (2600 m) 에 처한 gamma- Ray 檢層結果는 3 個孔을 除外한 14 個孔

에서 深部의 우라늄鉉빼에 起因된 것으로 評個되는 放射能異常이 確認되 었으며 맹mma- Ray 輪

層結果에 依해 推定된 鉉#의 福은 5 個孔을 除外한 9 個孔에서 20 m (없福)以上을 나타내며異 

常이 確認된 全試雖孔은 部分的으로 륭륭한異常올 나타내는 g間도 있지 만 全般的으로 1000 CPS 

以t의 높은 放射能異常을 나타내었다. 이와같은 放射能異常의 꿇度， 福， 延長等올 考盧할때 本

域은 앉川系의 총他地域보다도 우라늄앓홉의 深흩8쫓達~態가 良好한 것으로 홈細되었다. 

@ 米院， 龍遊里地域 8 個孔 (982 m) 에 성한 gamma-Ray 檢l홉結果에 依하연 8 個孔 모두에 

서 放射能異常이 確짧되었고， 77 年度에 龍遊里地域에서 좋施된 2 個孔에 x:t한 檢層結果 2個孔

모두에서 放射能異常이 確認된 것을 考盧하면 龍遊里地域에서의 우라늄層 延長쫓達뼈態는 米院

地域보다 다소 良好한 것으로 評細되 었 다. 

@ 中原山 및 유영산地域에서 몇施한 우라늄앓없探훌方法의 有했性을 檢討하면 S pectrometer 

의 資料는 本域에서 下部層의 放射能特性을 잘 냐다내 주는 것으로 폼細되며 σæk etch tæon 

부터 下部우라늄鉉홉의 位置를 確짧하는 것은 대단히 힘든 일이며 올바른 解折을 워하여는 Ra

don gas 通路에 聯開펀 地下水 Level 等의 追加的인 情報가 要求되어야만하며 放射能에 依한 우 

라늄鉉홉의 直接的인 探훌外에도 뼈層 또는 破뿜훔와 같은 構造線에 x:t한 探훌가 放射能探흉의 

資料解析에 必要하며 이를 앓하여는 磁力探훌보냐는 電磁波探훌가 했果的임이 응￥{뻐되었다. 

@ 京옳 Pre - C없nbrian分布地域 全般에 걸쳐 좋施판 車뼈放射能探훌 및 홈l용探흉結果에 依하 

연 本域의 大部分의 岩層은 岩l홉別로 루렷한 放射能옳度의 쫓化를 나타내지않고 (160 ，....， 240CP 

S) 다만 衣岩層群에 屬하는 東山層의 交代쫓質岩만이 다소 높은 放射能꿇度 (240 ,...., 320CPS ) 

를 냐타내었다. 이러한 岩層別 放射能꿇度를 考慮하여 手先的으로 全빼放射能옳度가 自然放射能

꿇度보다 높으며 Potassium , U ranium Thorium의 各 成分別 옳度가 相성的으로 높은異常을 냐타내 

는 地펴을 異常뿜·로 選足한 結果 짧 11 個所의 放射能異常地t‘、이 抽出되었다 이를 放射힘g異常地쳐의 

分布~態를 考察하면 龍門山片厭岩層群內의 칼-크片岩層에서 1 個所， 瑞山層활內의 片岩에서 2 

個所 火成岩類인 閒錄岩에서 1 個所， 衣岩層群內의 東山層에서 7 個所가 分布된다. 이들 放射能

異常地펴에 처한 放射能의 成分別 影響을 考察하연 大部分。1 Thorium 成分에 依한 것으로 훈F個 

되냐 局部的으로 나타냐는 우라늄成分의 꿇度쫓化를 考慮할 예 本 異常地펴들에 x".t해서는 此後

보다 精密한 探훌가 몇施되어 本 放射能異常들의 原因이 料明되어야 할 것으로 홈細되었다· 

〔陸上物理훌훌훌 具홉몇， 具뿔本， 閔뿔홉， 成훌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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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 團훌性훌훌 

本事業은 德t￥里-圓에 쫓見된 A地域 우라늄 銀똥을 섬象으로 1ì.mneling Prospecting 을 쫓 

施하여 웰#의 좋!*를 파악하고 地下橫造調흉와 同時 抽出試險用 옳石試料를 供給토록 하였 다-

1977 年度의 中大田地域 抗道探銀에 이어 1978 年度에는 깨우산 부수골 地域을 中心으로 J:;t 
道探옳을施行하였냐. 

깨우산 地域에는 本玩口로푸터 뻐層을 따라 184 m를 握進하고 여지서부더 279m의 σæs .t)t 

道릎 훌íJ本에 直角方向으로 握훌하여 7 個團의 훨休를 쫓見하였으냐 이중 4 個層은 抗內에서 Ga

mmer Ray intensities 가 200CPS-500CPS 에 이르렀고 3 個層은 200CPS以下가 되었다. 

부수골의 sea Level 200 m 위치에서 250 m의 cross 抗을 굴착하여 3 個層이 쫓見되고 그중 

2 個層은 各各 7m福으로 200 CPS- 500 CPS 의 홈層이였으냐 1 個層은 200CPS以下의 1m 

이내의 層으로 쫓見되었다. 

同玩道探훌i 結果 中大田地域에 6 個層이 相울히 堅좋하게 짧達되어있는 反面 中大田地域의 連

앓線1:.어l 位置한 개우산과 부수골에 이르는 A地域 北部에는 予想보다 抗道上에셔 層福아 줄어 

들고 있음아 짧見된다. 

各層別로 抗內에 서 2m 間隔으로 試料를 採取하고 品位 뼈tl定을 하였으며 抗內地質tt끊을 記

錄하였다. 

試雖 및 地質調훌 結果와의 比較檢討 資料가 抗內에서 훨集되고 앓倫의 物理的性質과 上下盤의 

꿇度를 뼈tl定하여 採鉉計훌l 樹立에 必要한 基嚴資料를 수집 하였 마. 

同地域의 우라늄 鉉똥은 2 個層이 平行으로 짧達되고 있으며 層에 따라 팽축하며 連結되고있 

다. 

本 銀I*들은 層뼈으로 짧達하고 比較的 홈層인 관계로 大量生훌 01 可能한 Long Hole Blasting 

mining System 이 可能할것으로 予없tl 된다. 

〔關훌훌훌훌훌 金 仁 起〕

4) 토리움 양훨똥훌훌훌 
토려움은 核然料 혐替鉉物로서 대단히 重要한 比重을 차지하고 있으며 토려움 資源은 Monaz-

ite어l 含有되어 있고 양없味에 없存되어 있는 鉉物이냐· 

重양앓똥은 第四紀 2中積層에 JlH읍된 á'Þi훌훌i똥을 말한다. 

우리냐라에서 塵出되고있는 有用鉉物(重양)은 대략 양金 Monazite , Zircon , Ilmenite , Ma

gnetite , Garnet 等이며 이들짧뺑은 합鷹鉉똥(압鉉層) 에서 훌出되고 있다· 

78 年度 重없銀똥調훌는 全南地g 술城江流域이며 精훌 50 뼈 ( 28 鉉!R) 觀흉 100 뼈 (49 銀1&:)

調훌를 完r하였다. 

調훌目 的은 重압앓 嚴存가능 地域에 대 한 地表地質 몇 試훌훌調훌플 몇施하여 品位 및 理훌훌量을 

正確히 確짧하고 重飯物 홉源確保 및 휴次의 開쫓에 基R홉資料로서 寄달하는데 그 텀的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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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精 훌 ( 50 뼈) 

調좁地域은 行政E域上 숲南 昇州君~ 松光面， 住깜面 및 강域엽~ 石갑ITiî， 木좀뼈面， 竹갑벼J -;볍 

에 위치하고 있다 

짧g로는 괴옥地籍 81, 91. 101.102.111.112.113.114.123.124.133.141, 142, 143. 144.145. 

146, 149. 150 융(1 9 값!R) , 同福地籍 4, 5, 6, 7. 8, 9, 10, 1 9, 20 뭉 (9 없!R)로서 28 월t !R에 해당 

펀F-t 

基本댐는 縮R 1/25.000'" 1 /50,000 을 使用하여 地表地質 및 試雖調훌를 실시 하였으며 그 

結果는 마음과 같다. 

調훌地域一휴j-의 地質은 時代未詳의 片理가 잘 짧達되어 있는 花團岩質片廠岩 (Granitic gneiss) 

과 에타텍탁片隊岩 (Metatetic gneiss) 이 광범위하게 숲城江을 中心으로 양측에 쫓達되어 있으며 

-部 住岩面 廣川里에 片岩 (schist inclusion) 이 노출되 어 있 다. 

試雖結果 重뻐〉鉉똥을 形成하게 된 母岩 (根源岩) 은 上려한 岩石中 Grani tic gneiss 와 Metate

ctic gneiss 이 主가 될것으로 생 각된다. 

絲 120 孔 試維를 완료하였으며 때趙I룸의 平均深度는 6.58 m이고 原빠中 重빠、의 平均品位는 

1.90 %이마. 

重li'J、中 앓物別 品位는 Mon쪼ite 7.36 % Zircon 3.69 % Ilmenite 9.01 % Magnetite 4.30 

% Garnet 11.92%01 마. 

훨i物別 t里藏量은 Monazite 189.496 ton Zircon 95,091 ton Ilmenite 231,772 ton Magneti 

te 110,627 ton Garnet 306,877 ton 을 確認하였 마. 

(2) 훌 훌 ( 100 뼈) 

調훌地域은 숲城江上流에 속하며 숲城都 盧 ì1PJ ill:ï 長興洞을 最上流로하여 昇州郵 松光面 洛水

里까지 總延長 110 hm에 해당된다. 

鉉g로는 塊山地籍 76， 77.78， 8α 86, 88, 89, 90 융 (8 銀!R) 福內地籍 11, 12, 21, 22, 31, 32, 

33, 42, 43, 44, 45, 52, 54, 55.56 57.58, 59.60, 61, 62, 67.68, 69, 70, 71 륨 ( 26 앓!R) 숲城地籍 

51, 52, 61, 62, 72, 82, 83, 92, 93. 103, 113, 123, 132, 133, 143 융 (15 짧!R) 로서 總 49 없g이 다. 

基本~는 縮R 1: 25,000'" 1 : 50，000 플 使用하여 地表地質 및 試雖調훌를 하였으며 주動式 

의 Empier 試雖機에 의 하여 總 51 孔 試雖를 하였 마. 

調i훌結果 平·均深度는 5.6 m이고 總延長 深度는 286 m 이다. 

本地域의 地質은 白뿔紀의 深成岩類인 累雲母花關岩과 時代未詳의 古期片岩類에 속할것으로보 

이는 混成片岩 및 片岩， 짧:f7\쫓옮片麻岩， 花뾰岩質片厭岩으로 大別된마. 

重{(J、짧똥을 形成하게된 根源岩은 上記한 岩石이 主가 될것으로 생각된다. 

原양中 重압의 平均品位는 1.68 %이 며 重양中 앓物別 品位는 Monazite 7.15 % Zirl∞n 4.23 

% Ilmenite 8. 92 % Magnetite 4.63 % Garnet 9.64 %이 다. 

理훌훌量은 앞으로 精密試雖가 끝난후 塵出될것이다. 

〔非金屬훌ti*調훌훌 李 正 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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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짧物資源調훌 

近間 우리나라 重化풍I業의 急速한 뼈長과 더불어 야의 原料資源으로서의 金屬 및 非金屬훌t 

物資源의 需要는 날로 漸增되어 가고 있다. 따라서 울 冊究所에서는 1976 年 機構改編 以朱로 

固內眼存鉉物資源의 確保를 흙하여 鉉物資源調훌는 쩌H운的인 重쳐事業으로 逢行하여 왔다. 또 

한 날로 짧展하는 先進固의 最新技術 협得과 探훌훌備 現代化에 盡力하여 왔다. 

1978 年 飯物資源調훌는 銀밟眼存이. 期待되는 未開쫓地域에 x:t하여 鋼， 앓， 효효용8 및 重石 等

의 金屬銀物과 佛石， 벤토나이트 및 嚴性白土 等의 非金屬鉉物을 主x:t象으로 하여 調흉를 案施

하였 마. ~.몹全域에 걸친 銀化뿜를 x:t象으로 앞으로의 精密調훌 쳐象地域 選定을 잃한 Jb.域調훌 

와 옳洛性이 期待되는 特足地域에 x:t한 一次的인 觀略探훌와 二次的안 精密探흉가 쫓施되었다. 

훌i物資源調훌처象地域은 77 年度 事業地域의 계속척인 事業地域과 文敵調흉 資料에 依하여 

選定되 었으며 그 쳐象地域은 다음과 같다. 

金屬훌i物調훌처象地域 

CD 휩珍地域 웰化뽑 

@ 太白山 鉉化뿜中 平昌西南部地域

@ 慶南 鉉化뿜 慶山명福 

@ 慶南 및 全南 南海뿜과 東海뿜南部 )뿜 

@ 홈興， 長興地域

@ 其他 收풍 17 융地域 

非金屬훌i物調흉처象地域 

@ 延日地域 三紀l홉分布地域 

@ 京뚫 加平地域(淸平 43 뭉) 等이 다. 

이들 調훌x:t象地域에 x:t하여 地質훌tI*調훌， 物理探훌 및 地化￥探훌를 몇施하고， 獲得된 資

料를 室內에서 앓合分析한 後 鉉倫뼈存이 有望時 되연 試雖探훌를 쫓施하여 銀石의 品位와 

t里嚴量을 算出하였 다. 

l: ~1己 調훌x:t象地域中에서 調훌結果 훌t~후眼存이 期待되는 6 個地域에 처하여 優先的으로 試

훌훌探훌를 쫓施하였다· 그 結果 騎珍鉉化뿜內의 ~田地域과 鏡山地域에서는 各其 W0 3 0.3 '" 

0.6 % 2,136,000 ~과 21 0,000 ~의 重石鉉을 確保하는 큰 成果를 거두었으며， 王避鉉山地域

에서는 잃， 꿇짧， 錫을 처象으로 5 個孔을 試雖한 結果 모두 훌服되었는데 現在 詳細한 品

ÜJ. 및 理顧量은 算出中에 있다. 77 年度에 精密調훌가 完了된， 平昌銀山地域에서는 Ag515g/T 

pb 11.8 %, Zn 16 %의 166，400~을 確保하였고， 全南長興地域에서 Pb + Zn : 5 '" 7 %, Cu : 

0.3 '" 0.5 % 約 700,000 ~을 確保하였다· 延日地域의 三紀l홉分布地域에서는 試雖結果 推定銀

量 佛石 193 Jj톤， 벤토나이트 150 Jj돈이 算出되었다. 

이들 地域에 쳐한 試雖結果를 要約하연 다음 表와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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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_.~. __ . -- •------- --_._ -. 
地域名 試維物量 훌i 量 ( ';lof) 앓;種 및 品位 備 考

>>z rn 地 域 9 個孔 1770.6m 2,136,000 WO, 0.3 ~ 0.6 % 

金 鏡 山地 域 3 個孔 300 m 210.000 WO, 0.3 ~ 0.6 % 
-••- • ““ 

협 
王趣里地域 5 個孔 834 m 185.000 Pb +Zn: 7.34 

훌i 

t- - .. _- • 
物 平昌없山地域 3個孔 450 m 166,400 

Ag : 515 G/ T , Pb : 
11.8% Zn:16.0% 

長 興 地 域 8個孔 1,042 m 700,000 Pb+ Zn: 5~ 7 % 
Cu: 0.3 ~ 0.5 % 

非 延 日 地 域 推定鉉量

金 下西大成벤토 6個孔 525 m 생e 石 :1,930,000 @짧 石

훌物屬i 냐이트鉉 많 벤토나이트:1， 500， 000 벤토나。 l 트 

이外에 鳥~地域 2 個孔 ( 310 m ) ， 연화봉地域 4 個孔 (460 m) 에 x't한 試훌훌結果 各其 低品

位앓像 및 S뼈rn뽑가 確認되 었 마-

tj;物~훌 

38 

~I : tj; ft.~;. 、 I~ κ릇릇~’‘~\ 37 

:t;t캘훌훌地域 
(U NDP) 

) 

聊록t럼6 
썽 I :非金뭘 

35 

125 126 129 128 1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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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펀， 뚫川댐福 17 륭에 該뀔하는 上院갑里 格尙銀LLl地域의 調흉結果에 쳐해서는 試雖探훌를 

考慮中에 있다. 慶南 및 全南 南海뿜， 東簡뿜南部 -뿜에 ~한 짧岩鋼훨tEt: 分布를 確認할 텀的 

으로 UN 에서 末韓한 짧岩鋼없많의 t납界的 專門家인 Dr , Sillitoe와의 合同調훌 結果 9 個所의 精

密調흉地域을 選定하였으며 이中 三東몰리브덴鉉山地域과 九龍앓山西部地域(화천지역)은 1979 

年度에 調훌를 좋施할 予定이며， 慶南 월i化w의 慶山g깅福에 처한 rt:域調훌는 石英-온조니岩 接

願部에 達成없;山 類휠의 용1tI* 眼存만을 確짧한데에 意義가 있었을 뿐 精좁쳐象 없똥은 되지 옷하 

였고 그외에 滋仁웹福 보국고말트없山地域은 次B 調흉처象地域으로 選定되었아· 以t파 같이 

앙!福金域을 처象으로 쫓施한 Jb.域調훌結果는 셈次의 많훌地域 選定의 基鍵資料가 될 것이며， 試

雄探좁 및 精密調훌가 推薦된 地域들에 처한 裡顧量 確保 및 探훌結果가 注目된아. 

〔探훌훌B長 具 훨 훌〕 

1 ) 地質 ·웰뚱調훌 

가)平昌西南部地域 

78 年度 太터山앓化뿜調훌는 Eζ域없化뿜調훌와 平昌西南部地域 戰훌 • 精훌 및 77 年度職훌 • 

精훌地域中 짧 • 훨짧 眼存 可能地 試維探훌로 나누어 서 進行되 었 다. 

ß域앓化뿜調흉는 그 ~象地로 1/575 빼林웹福과 提"I~福을 뾰하여， 없福 全域에 걸친 銀

化뿜쫓達 樣tt을 調좁 檢討하여 今後의 精密調좁地域을 選定하고 經홉性이 期待되는 特定地域에 

쳐한 精密調훌를 좋施하고， 그 開쩔 {뻐{直性을 確認， 銀山開쫓의 基鍵資料를 提供함으로서 資源

確保에 寄달함에 그 텀的이 있다-

* “‘’ 

(1) 빼林떠福~域훨化뽑調훌 

本 調훌는 뼈林E깅福內 400 뼈에 쳐하여 몇施하였마.~福內에 쫓達하는 金屬鉉皮의 移行짧山 

은 ÞJ論， I日採抽跳과 露뼈에 냐타난 鉉況 總 22 個所에 처한 資料를 훨集하여 1/25,000 地質 • 

鉉똥分布명플 作成하였 마. 

빼林댐福內 登錄된 鉉E는 짧 • 團없混合용ttz. 35 個， 重石훌t tz. 5 個， 錄훌ttz. 9 個， 輝水앓훌i 

tz. 2 個， 滿蘭훌t tz. 3 個， 石FJ(石훌t tz. 30 個， 많石횡t tz. 21 個， 螢石없tz. 5 個이고 其他 非金屬

훌t tz. 가 8 個가 되어서 都合 118 個 鉉E가 登錄되어 있다. 

本域에 分布하는 銀똥은 古期片麻岩類中에는 主로 Il* tt 의 製健充與銀똥으로 金， 銀， 鋼， 짧 

西짧의 混合銀이 大部分이고 朝蘇系 累l룸中의 石%岩을 母岩으로 하는 짧 • 효짧 交代鉉똥이 쫓 

達하고 있다. 

本 調좁地域 南￥部에는 5"-' 7 종의 Pegmatitic Quartz Vein 이 分布하며 이들의 福음 5~ 

50 m , 延長 1,000 ~ 2,500 m이고， 分布結果 品位는 Si02 95.2 ~ 99.1 %, Al P3 0.23 ~ 3.22 

%, Fe2 0 3 0.12 ~ 0.58 %로 低品位 &石鉉으로 緣行할 수 있다. 

뼈林댐福 7 융鉉g內에는 많質빠、岩內에 堆짧起源의 鐵範皮이 짧達하냐 規模가 작고 品位가 

낮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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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提川댐福 월i域鎬化帶調훌 

本 調좁는 엽室의 太B山없化뿜 調훌의 -環으로 提}II~福 400 뼈에 x':t하여 J1;.域基없흉調훌를 

좋施하여 E깅福內에 쫓達하는 金屬없똥에 처한 成因과 훌出%態를 把握하여 精密探흉地域을 選

定하고 地域內의 옳t8n풍達tt態를 究明하는데 目的을 두고 몇施되었다. 

調효는 많存飯山과 登옳웠t lR 으l 資料을 참고로하여 地表地質調훌， 露頭調흉 및 .(Jt內調효로서 $)1: 

W의 成因， 겉홍出形態를 把握하도록 하였고， 精密探훌 地域에 처해서는 物理探훌를 쫓施하여 深

部의 M;f*~풍達놓否를 把握하도록 하였 다 

調훌E域은 忠淸北道 提川휩ß 提川몸 鳳陽面， 8雲面， 훌훌域面， 演風머I의 大部分과 水니 IDω， 松題

面의 西端， 中原郵 山R面， 東良面의 東￥部 ， f품陽휠ß 7ffi城面， 梅浦面의 西端을 차지 한다-

本域에는 先캠브리아紀의 朴達홉휩쫓成岩과 끊川系 累層群 銀爛 Lli떠E岩l협 大石FJ(岩統의 石FJ(岩統

이 分布하고 있으며 앉川系l홉을 貴入한 角閒岩아 小規模 짧達한다. 

이밖에 白훨紀로 思料꾀는 花뾰岩이 넓게 分布하고 있다. 

本域의 훨i많은 大部分이 大石%岩統의 石%岩이나 돌로마이트I몹을 굉:![~.으로하여， 黑雲母花빼岩 

이나 짧岩춤花關岩 周邊에 배 E~ 하는 24 個의 熱水交代 및 接觸交代없W이 쫓達하고 있다 

月옮里， 黃石里， 城內里， 校里， 平洞里 및 結梅地域에는 石%岩과 돌로마이트l험을 母岩으로하 

여 磁앓石， 짧， 距짧 . 金， 銀을 王로하고 少量의 輝水앓石， 重石， 黃鋼石， 磁流錄石 lìm: íi比훌훌石을 

_ H조R台하는 앓tW으로서 大部分이 小規模의 銀똥이다. 
/.-.• --;、
/앙--:;건‘比較的 有望한 探훌x'1象 용iJ;W은 셔庫里地域의 石벚岩}셔에 배 태하는 走向 N 55 Ow j맺料 48 。

쉰숱늪’I7 v ‘: 윗짧'w o l 며 延長 1 m , •田 1. 5 m , 磁蘇石 露頭地域， 結梅地域의 N 45 Ow JJ向으로 延長 25 m 福

i • 10m의 망간露뼈와 露뼈에서 南쪽으로 15 m 떨어 진곳에 2m 福으로 잃， 黃錄앓을 主로하며 金，

銀을 含有하는 麻化服을 따라 23 m 抽進한 짧尙鉉山이 있으며 펴地域에 처해서는 훌tf* 深部의 

없況을 把握하지 월하여 物理探훌를 쫓施하였다. 

月題里地域에 처해서는 SP. EM , 磁探을 몇施하였으나， 微g륭한 物探 Anomaly 를 냐타낸 

다- 結梅地域에 처해서는 露頭를 中心으로 SP , I P, EM 探훌를 몇施하였는데 모두 좋은 結果

릎 냐타내고 있어 本 地域에 x':t해서는 地表地質調훌， 용용.ijj調좁 ， 抗內調흉 및 物理探훌結果를 *운 

合檢討하여 試維즘t~을 세울 予定。l 마-

(3) 平昌西南짧地域 地質훌t，*調훌 

本地域은 1977 年度 寧越댐福 rt.域짧化뿜調훌結果 앓， 효앓웰똥 眼存 ïlJ能地로서 빠좁*좁훌 

가 추천된 地域인데， 酒良面을 中心으로한 調흉面옳 53 뼈에 처하여 1 /10， 000 地質， 훌tW~깅， 

그중 표척지 역은 1/2000 地質때를 作成하고 7 個의 重要 玩힘에 처해서는 1 /500 ,...., 1 / 1000 

야內地質입를 作成하였 마. 精좁地域中 뼈果鉉山地域에서는 }빼福 0.6 ，....， 1m , 延長 150 m의 훌}， 펜 

싫， 鋼의 효홍뼈에 처해 電磁探， SP 探훌를 쫓施한 結-果 異常·쁨가 確認되 었 다 

本露頭와 物探異常뿜에 依하여 앓빼의 延長과 深$~홍達tt況을 6훌훌징키 잃하여 4 個孔 620 m의 

試雄探훌를 몇施하였 마. 

試훌훌探i흘結果 4 個孔 供히 本혔tf*의 延長과 下部가 훌빼되었으나 石FJ(岩內의 융웅~iJt化作用에 

依한 低品位앓이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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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平릅西옮地域 흘혹훌훌훌훌 

平昌西部地域 試雖探훌는 1977 年度 ‘金屬鉉똥調훌室의 基本事業인 太白山飯化뿜 平昌西部地

域 地質， 훌tEf:調훌結果 용(:}， 료효용다훌tEf:J!fit存 可能地로 平昌銀山地域， 鳥~地域 및 연화봉 地域等

3 個所가 추천된바 있어， 이들 3 個所에 처한 9 個孔 1,209.7 m의 試維探훌를 쫓施하였다. 

試雄探훌結果 平昌鉉山地域에서는 2 個孔에서 홈品位 앓 • 뾰앓飯#가 훌빼되 었고， 鳥미￡地域에 

서는 低品位앓#가， 연화봉地域에서는 Skarn뿜만이 確짧되었을 뿐아마· 

平昌鉉山地域 2 個孔 試雖結果 確認된 銀!Ji:횡tU:의 鉉況은 마음表와 같다. 

jþJ:，룹 延長 深度 口C口1 位
훌tU:名 比重 JJ1~ 量 備 考

(m) (m) (m) 
Ag g/t Pb (%) Zn (%J 試훌훌孔Nu 

銀!Ji:청tU: 2.0 104 200 4.0 166,400 ~ 515 11.8 16.0 778-2 

778 -3 

〔金톰훌tt￥調훌室 朴흩훌， 뭘敏秀，金文樹，金훌永‘朴箕和〕 

나) 활珍地域 웰化홈調훌 

1978 年度 활珍地域 鉉化뿜調훌는 그 x'1象地로서 1/5)] 짧珍， 三fT里 펴명福을 뾰하여，~ 

福全域에 걸친 銀化뽑 짧達樣tk.을 調훌換討하여 앞으로의 精密調훌 必要地域을 選定提示함과 아 

울러 옳홈性이 期待되는 特定地域의 앓밟짧達樣tk.과 銀況을 把握하여， 그 開쫓{面{直性을 確認함 

으로서 앓山開쫓의 基&훌資料를 提供하고 이로서 資源確保에 寄당합이 本 調훌事業의 目的이었다· 

調흉x'1象地域은 慶北 휠珍都 西面 ~田里 -뿜·의 5 뼈와 황피리 -뿜의 3 배 外에 훨珍面 大

興里 鏡山-뿜의 3 뼈 3 個所의 11 매를 精훌x'1象地域으로 選定， 쫓施하였으며， 그외 三fT里

g福과 밟珍 2 個 E경福內 20~훌t !R 53 뼈를 職훌地域으로 調훌하였다· 

그라 고 上記 2 個 g福을 x'1象으로한 f1;.域앓化뽑 調훌面積은 400 배이 었 다. 

調훌方法운 地質鉉똥調훌와 物探調훌외에 試雖探훌로 E分되는데， 地質鉉Ef:調훌는 1 次로 g경 

*몹別 1/5]] 地質없에 依한 岩石分布뼈況과 짧鉉Ef:調훌資料 및 뼈片的안 銀똥露頭等을 中心으 

f 銀똥睡存짧達 可能地域을 x'1象으로 f1;.域地質훌tEf:調훌를 몇施하였고， 이중에서 J!fit存有望地域

웅 選定해서 *좁훌地域으로 定한후， 이 精훌地域에 처해서 는 岩石分布뼈況과 種類 및 岩層相효間 

의 開係를 M明함과 아울러 없Ef:쫓達樣tk. 및 없況을 確認하고저 1/2000 地質g와 1/500 抗內

地質뼈를 作成하고 아울러 露頭짧達뼈과 玩內調훌資料에 根搬한 鉉많의 數와 規模를 把握하고， 

隨伴鉉物의 種類와 훌tk.에 따라 1 次的안 鉉똥의 品位를 確認해서 稍密探훌 開짧展望을 輪討토 

록하였다. 

그리고 웰똥에 따라서는 深部의 灣頭亂# 眼存짧達tk.을 類推하고저 物探도 試~하였었다. 

上記한 바의 諸調훌方法 結果에 依하여 試維쳐象鉉많을 選定해서 1/1000 批大g面을 作成，

試雄計훌j을 樹立하여 ~田地域에 9 個孔 1,770.6 m , 鏡山地域에 3 個孔 300 m , 왕피 리 갑內洞 

地域에 5 個孔 834 m 總計 17 個孔 2.904.6 m를 3 個地域에 施I하였 다. 이 같은 調훌方法을 

通하여 探훌처象 용tU:의 地下深部 짧達웰況과 延長， 福， 品位等을 確짧，X'1象웠tU:別 平均品位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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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얻顧量을 算 ttl함으로서 開꿇{뻐{直性을 m示하였 다. 

上記한 바의 各 調좁地域에서의 成果를 E己述하면 마음과 같마. 

CD 三규里g福 62 융 重石없뚱 
本 地域內의 岩石分布는 껴川花圖片隊岩과 이에 렌즈狀으로 缺在되어 있는 角해石片깜外에 

이들을 後뼈에 貴入한 엎基性岩除으로 構成되어 있다 . 

써川花關片麻岩은 三fT里댐福 ::I t￥部의 大部分을 려 하고서 g홍達分布한다-

本 花범片麻岩은 三fT里g福 西北隔에서 는 票里統을 貴入接觸하며 北메 中央部에서는 遠南統

을 貴入하고 있마. 

本 岩의 分布는 J1;.大해서 그안에는 春陽花뾰岩과 供훔츄花뾰岩에 xi比 될수있는 동당雲 Bi花}휩 

岩 및 復雲母1E fl렴岩이 小規模的으로 間間히 貴入되어 있다. 

本 써川花뾰片麻岩에는 葉片tt構造와 片理가 잘 옆훌된 것으로， 주위에 接願하고 있는 쫓成堆 

積岩의 片理 또는 l뭘理에 大뼈로 平行한 走向뼈1M를 보인다. 

따라서 大밟的인 本 l현의 走向은 東西方向이고 댐힘는 北으로 50 。內外이다. 

그라 고 本 써川花뾰片隊岩운 肉眼的으로 眼球tt構造 (Augen Structure) , ~ltt構造 (Por -

phyroblas tic structure ) , 納狀構造 (Banded or streaked fabric ) 等을 냐타 내는데 特히 今般

調훌地域에서는 8良球tt 또는 鎬tt構造가 支配的이다. 

本 地域에 있어 角閒石片岩은 」二記 껴川花關片麻岩의 葉理에 거의 平行하게 뿜tt인 렌즈#로 

서 4 個아에 局部的으로 쫓達分布하는데 角閒石이 主構成銀物로서 細拉質의 밟雲母-角없j石-長 

石-石英片岩으로 간주된다-

特記事項은 重石飯#의 上盤母岩이 上記 角閒石片岩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쳐이다. 

本 地域에 眼存쩔達하는 重石鉉味은 含重石페그마타이트 石英빠으로서 써川花關片隊岩파 角|저 

石片岩과의 接뱀뾰뽑에 治해서 母岩의 葉理에 거의 平行하게 降貼되어 있까. 

地表에서의 露頭延長짧達은 약 1. 1 hm이며 福은 5'" 15 m에 이르는데 곳에 따라서는 肉眼으로 

도 累重石의 拉子를 觀察할 수 있다. 

1:記 重石앓#의 地方高 (Local le vel ) 以上部位의 훌t-l*는 3個 主 t교뼈를 開設하여 開쫓，採 

鉉되고 있어 抗內 精密調흉로서 鉉況을 把握할 수 있었음에， 今般 精훌의 主眼貞은 本 훌t*의 

앞으로의 開짧옳洛性을 휘뼈提示하고저， 最下位抗道를 基準해서 그 深部에 있어서의 훌ttf.:용u운 

짧達달否를 確認하는데 主力하여， 9 個孔 1.770.6 m 의 試雖探흉을 쫓施하였다. 

그 結果 ， 地表에서의 페그마타이트 石英빠 露뼈쫓達延長 1.1 km，좋 700 0 1 터만이 含重石鉉빼이며 

나머지 部分은 홉鉉뿜인 것으로 確認되었다. 그리고 銀#쫓達深度는 中央大切抗을 基準하여 東

$에서는 最長深部쩔達아 地表로부터 350 여이터에 이르냐 西部로 갈수록 얄아져서 120 여이터 

임이 把握되었다. 

앓福은 10 '" 20 여이터에 達하며， 品位는 W03 : 0.3'" 0.6 %程度로서 算出된 앓量은 2,136, 

OOO~이었다. 

@ 蘭珍 92 뭉 重石훌t* 

本 域의 岩石分布는 遠南統과 이를 貴入한 花뾰片麻岩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 地域에 쫓達分布하는 遠南統의 岩相은 角閒石 - 料長石 片麻岩과 累雲母片麻岩 및 片岩으로 

낀
 



1Ë~협片蘇岩 서， 大때的인 走向은 N 70 oE 에 {생*‘}는 50 O~ 80 0NW 이마. 이를 後期에 貴入한 

은 細拉質이며 -般的으로 白똘母를 少量 含有하는 優터質 花뼈片縣캄유로 쫓옮等拉質 石理를 

갖는다. 

좁쌀알만한 母岩의 헐뀔옆에 平行하게 뼈存쫓達하는데， 組拉質인 石Wij永內에 含重石 石~!!*은 

累重石 *1子틀야 散布tI\.으로 IlH台되어 있마. 

!폐솟熾部는 

深이의 J:~ê 重건값뼈는 이제까지 4'-:*용的인 抗따探없을 試당해 보지도 않은 처녀광임으로서 

핍3갖흩達tI\.과 規俠， 品位 , 걷휠 l앓量等을 確짧하고저 3 個孔 300 m 의 試雄探없을 쫓施하였 마. 

그 結果 없냐는 地&짧뼈 표長t의 中心部에서는 深度쫓達。 I 100 여 m는 

젓폰達하다 깃滅되어 벼라고마는 짧達狀임을確認할 수 있었다. 따라서 上~c

25 m원度이냐 200 여 마 터 인 렌즈狀으로서 中心部의 삶;福은 地表표강 liil 延長짧達은 

- 5 1i L l’l!많이 마. 

i피端에서는 

試훌훌探훌 

~料에 依하여 本 重石없#으l 앞으로의 抗펴 探， 찮없성象 초g域은 延長이 100 m , 深度 70 m , 

福 14 m程度인 것으로 思料되며 , 品位는 W03 : 0.3 ~ 0.6 %로서 算出된 없量은 210,000 ~이 

되나 

50 여 m 

냐. 

~'i 騎珍 146 뭉 및 三JT里 6 륨 Pb 一 Zn - Sn 없많 

本 域의 地質은 遠南統의 東71<갑l힘과 펙軍石FJ(}홉外에 이 와 不整合開係에 있는 票里統이 

하고 있으며 이를 貴入한 꺼川花때片麻감， f分岩， 巨옮質花뾰岩이 짧達分布하고 있다. 

各 地f띠들의 大#的인 走向 및 f밟科는 本 域의 西南{則 東水용附近에서는 N60 0 E ~ EW , 50 0 

分꺼j 

t윌~構造를 

한펀 本 域의 西部에서는 比較的 큰 規模로 써川花뼈片麻岩이 票里統의 地l룹을 貴入하고 

며 ， 0內 if펴地域에서는 片理에 治해서 M:tI\.으로 貴入， 支麻을 이루고 있다. 

E옮質花關岩 岩빼은 大部分 떻里統 地l험內에 넓게 不規則的으로 貴入하고 있을뿐아니라 特히 

써川花뾰片麻岩파의 接願部에서는 含錫石 E옮質花關岩삐으로 쫓達分布하여 錫용t똥을 이루고 있 1 

있으 

60 0
", 85 0 NE 로 쫓하는 援慢한 '" 80 0 NW 이냐 束北쪽 g內뼈에서는 N60 0 EW , 

나타낸다. 

含鋼-용심 꿇 治해서 貴入된 Shear -zone 에 

마. 

그리고 갑內洞에서는 票里統의 주:&岩質岩石의 

짧 石英빠에 의해서 앓 - 효!iié월L똥을 形成하고 있다. 

錫훌tJ5f:: : 월tJ5f::은 써川花뾰片麻岩파 票里統의 주放岩質岩과의 接觸部에 實入한 含錫石 E옮質花 

뾰岩 용tJ5f::으로 IIH台되어 

現在까지 確짧된 앓t~는 옵E퇴.ttt: 附近에서만도 5'" 6 종가 되는데 大部分 母岩의 片理에 

있다. 

平行

0.3 m의 것에서부터 最大 15 m에 達하냐 平均 1.5 '" 2 m 이 的인 짧達을 하고 있으며 , 그福은 

5"' lO m 內外의 小規模 렌즈狀 또는 파01 프뼈으로 홉암特的이다 고延長은 

홉R鏡’ 特히 混成쥐}·에 貴入한 巨옮質花밟岩M:內에서는 거의 홉鉉뽑를 形成하냐 千放岩質岩內에 

그延 的으로 貴入된 빠에서는 白雲母를 뿔짧히 混;tE할뿐아니라 錫도 좁없뽑를 形成하고 있는데 

5"'10m를 념지 않는다. 長은 

: 0.39 "'0.62 % 이 마. 

앞으로 本 錫없많 探}jÁ作業은 좁흉j;，밤가 混成뽑보다는 千放岩質岩에 貴入완 닫옮質花關岩 內에 

% 

ω
 

Sn 今般 10 個 採採월、 :t1i: iil內에서 採JfR한 16 個 試料에서 의 平均品位는 



빼$存하는 樣~임을 參考하여， 混成뽑를 피해 千校岩質岩內으| 巨옮質花뾰岩빠을 처象으로 잡아야 

할 것으로 思料된다. 뿐만아니라 地表에서의 長孔試雖보다는 短孔試雖로서 平行支빠과 #홉JiJiß，;: 

의 ~훌i에 主力함。)ØJ果的얼 것으로 본다. 

갑內힘 Pb - Zn - Sn 銀똥 : 갑內뼈에 局限해서 顧存훌達하고 있는 Pb - Zn - Sn 없똥은 없 

存 探짧抗따로서 쫓達~ol 0) 0) 어느폼度 確짧되어 있는 많知앓休와 今般 합훌結果 銀況이 lElI깊 

펀 港흩홉훌ttt의 2 個銀味으로 이 루어 져 있 다. 

Ja知훌ttt는 千tt岩質岩과 角閒石片岩의 片理에 治해서 몇온 이에 힘交하는 Shear- Zone 을 

따라 貴入된 含鋼， 짧， 꿇짧 石英빠에 의해서 母岩이 없梁交代되어 不規에한 훌tl3으로 lít存되어 

있냐. 

훌i石은 主로 方짧훌t ， 閒꿇앓없， 黃鋼앓， 磁뼈훌훌h ， 짧1it훌훌t ， 磁錫石 (StamÏ te ?) 으로 構

成되어 있는데， 特히 中央抗에서는 母岩:>) 상당히 角훌化되어 있고 &縮뼈i옮的안 石英합이 JlH台

하며 , 주tt岩質岩을 월i뿔交代하여 富앓파가 形成되어 있 다. 

現在까지 確짧된 主要銀#는 中央抗과 東五抗鉉#로서， 今般 調훌結果 算出된 없量은 185,000 

%이며 品位는 Pb + Zn = 13.79'" 1. 73 %이냐 平均品位는 Pb + Zn = 7.34 %이 다. 

#훌JiA용rlt후는 上記한 바의 많였]훌rltt 下盤 南쪽으로 약 100 '" 200 여 마더 떨어 져서 거의 平行쫓 

達을 하고 있는 처녀鉉#로서， 地表 3 뼈所에 局限하여 嚴化힘 露頭만이 觀複되는데， 母岩은 前

記한 없知鉉빼와 同一한 地質쭉件。|마. 

今般 精蒼結果에 의해 ￡홍定완 용tI*嚴存 可能地域에 처하여 物探을 좋施하여 얻은 異常펌; 解折

資料를 쫓考해서 5 個孔 834 m의 試雖探좁을 몇施한바 있다. 

그 結果， 唯-하게 DH 78-5 융孔에서만 Pb - Zn 없홉를 홉빠確認했을뿐 냐머지 4 個孔에서 

는 磁流銀웰， 黃용*훌t ， ~값 iit銀훌rl ， 磁銀銀으로서 構成된 짧化物 鉉化뿜안 것으로 把握되 었 다 

H/l 地쫓露뼈앓況과 試雖， 物探異常쁨의 3 個 精훌資料을 相開지어 볼때， 本 港뼈웰밟는 Ja영l 

훌ttt와 平行짧達을 하고 있는 Simple - Sulfid~ ore Body 인 것으로 思料되며， DH 78-5 융孔 

에서 훌빠된 Pb - Zn 鉉빼는 小規模의 렌즈상으로 局部的쫓達을 하고 있는 Pb - Zn 鉉똥인 것 

으로 @￥析된다. 

훌i t本 規 模
試 雖 {蘭

延 長 深度 *몹 口E口I 位 섣휠 磁 量

1, 2, 3, 4, 5, 
120 m W03 9 個孔

~ 田 地域 :i: 170 m 10"'20 2,136,000 ~ 9 뭉 6個孔
"'350m m 0.3 ", 0.6 % 1,770.6 m 

휠 13 

鏡山地域 + 100 m :i: 70 m :i: 14 
W03 21αOOO~ 3 個孔 1. 2 뭉孔 

0.3'" 0.6 % 300 m 훌훌 13 

왕 고| è] 머 60 30 5 
Pb + Zn 사 광시업추진흥 ’ 7공I 

Pb - Zn ~ 190 105 1.4 185,000 ~ 년도 650 m 7.34 % 
’ 72 년도 C 70"'100 60"'145 0.7"'0.8 460m 

〔金톰활'*할훌훌훌 金훌뚫， 金홈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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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慶南웰化홈흩훌훌 

’ 78 年度 慶南鉉 it뽑 調훌는 2 個의 Project 를 가지 고 調훌를 몇施하였 다. 하냐는 地化좋探 

훌室과 合同으로 南梅뿜파 東海뿜南部 -뿜에 쫓達하는 花뾰岩質 Stock 와 이 에 接하는 週필 母

岩들과의 接願쫓質相을 짧究하여 이들 地域內에 짧達하고 있는 짧캉鋼鉉똥을 確認하는 것이고， 

다른 하냐는 慶山댐福 全#의 廣域앓化뿜 基鍵調흉。| 마. 南梅뿜과 東悔뿜南$-뽑의 班岩銀훌t* 

調훌는 UN 에 서 來韓한 Dr SiIlitoe 와 함께 찮行하였 으여 調훌한 34 個 花뾰 岩質 stock 中

精密調훌地域으로 選定된것은 9 個所이며， 이중 三東 Mo 銀버-4 九龍鋼鉉山 西部地域에 성해서 

는 ’ 79 年度 울室 基本事業으로 調훌를 몇施할 予定이다. ’ 78 年度 慶山g福 廣域앓化뿜調훌는 

1/5α000 명福 全빼에 쫓達하는 銀*의 뼈存樣相과 諸般 용tJj~￥的안 資料를 훨集하여 載化뿜 

探훌의 基鍵資料를 提供하며 特定地域의 훌H후쫓達 鉉況을 把握하여 開쫓 {뻐{直性을 힘j뻐하여 용i 

山開짧의 基鍵홉料를 提供하는데 텀的이 있었 마 調흉地域은 大邱市를 포함한 1 市 4 都 2 물 11 

개面이며 面積은 416 뼈아마. 調좁는 없存鉉山과 78 年 3 月 現在 出願， 登錄된 資料를 토대로 

하여 露題現況과 玩內調좁 그리고 地表쫓質뿜를 中心으로 1 : 25,000 地形뼈를 使用하여 地質，

없똥 分布댐를 作成하였으며 흥냥飯山과 정대鉉山 部近에 l1해서는 1 : 10， 000 의 *홉密地質E경를 

作成하였 다. 調훌의 基本方針은 댐福內의 석영 - 몬조니岩을 運鉉岩으로 安山岩內의 Brecciation 

에 의해 形成된 達城鉉山 type 의 없똥이 석영 -온조니岩 contact 週필에 쫓達하고 있는지의 有

無와 安山岩과 佛핍츄花뼈岩類의 接敏숍B週피의 짧化훌i物의 쫓質相을 6훌훌횡하는데 있었 마. 훌i化뿜 

基없흩調훌 結果 다음과 같은 成果를 거두었다.(!) 本域의 地質은 慶尙系에 속하는 堆積岩類와 火

山岩類 그리고 火成岩類로 三大分된다.@ 本域에서 現在 援行中인 웰山은 全無하다.@達城銀 

山과 인접한 慧仁~.뭄에 쫓達하는 보국 Co 鉉山을 제외하고는 석영 -온조니암을 運훌i岩으로 

하여 쫓達하는 銀*은 없 다. 다만 慶山 84 융에 서 는 Fault 를 따른 10cm 福의 Pyrite vein 이 

냐타날 뿐이 마.@ 本域의 웰똥의 特徵的안 構造는 NS 내지 는 N 10 ~ 20 0 W의 주조션을 따 

륜 10 ~ 30 cm 規模의 fissure filling type 이며 mica' 가 우세 한 Spec버arite 가 多量 흩出된 

마. 훌i똥을 IIH台하는 母岩은 大部分 安山岩質이며 ~仁圖內에서는 magnetite 의 出現을 볼수았 

다. 本域에서 나타냐는 銀石鉉物은 'v\b lfrap; ite , Sphalerit, Molybdenite , Chalcopyrite, 없lena. 

Sphalerite Magnetite,Specularite, ,Hematite 둥이며 JI;};石훌i物로는 Pyrite Calcite , Epidote , Qu

artz 이다. 達城鉉山을 제외한 大部分의 앓山들은 소규모 Vein type 들로서 移行성象이 되지않 

는다.@ 정 대없山이 位置하는 慶山 115, 116, 117. 125, 126, 127, 135, 136, 137 융 훌tlX.ì뿜뀔에 

서는 花빼班岩을 運앓岩으로 하는 安山岩質岩이 部分的으로 交#作用을 보여주냐 이는 安山岩의 

Propyli tiza tion 에 의해 形成된 Pyrite 가 部分的으로 농컵되어 냐타날뿐 全像的으로는 Barr~n 

Zone 으로 解析되었 다.@ 흉남鉉山이 位置하는 慶山 4, 5, 6, 7, 14, 15, 16, 17 뭉 훌t lX.ì圍i객에서는 

經仁h펠 의 層理面에 짧達하는 Strike 5lip FauJt 사。|를 充與한 50~70 cm 福의 magnetite 가 

延長 30 m꿇度 쫓達하냐 品位가 23~30 % Fe 로서 隊行l1象이 되 지 않으며 소규모 fissure 를 

따라統化값物이 짧達하나 亦是 經훔性이 희박하다. (金톰훨많훌훌훌훌 徐 .îE 律}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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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非金톰훨"*調훌 

78 年度 非金居鉉똥調훌는 慶尙系地域의 三紀屬分布地域內의 佛石， 벤토나이트 및 홉횟性白土 

에 처한 調좁를 施行하였 다.77 年에는 上記地域에 혐한 짧똥의 分布 몇 훌出狀態를 調훌하였 

으며 그結果를 가초로 今年調훌計劃을 수렵하였다. 

本 調훌의 텀 的은 最近 重化좋工業의 캉흉達에 따릎 上記 鉉種의 훌激한 需要增大를 처搬키 월 

한 資源確保에 있다. 

調훌쳐象地域은 慶尙北道 迎日郵 九龍浦몸에서 長髮에 이르지까지이며 주로 1/5 만 九龍浦뼈 

福 地域內의 85 뼈아다. 

調흉方注은 地表地質調훌를 1/5 천 지 형 도를 使用하여 施行하였으며， 採取펀 試料는 월i物同定 

을위하여 x-線回折分析 및 示差熱分析 試險을 하였으며 化字成分分析， 양이온교환능 (C. E. C) 

PH , 팽율도， 校度빼定 및 相성 結度를 求하는등의 室內試驗을 했마. 

또 調훌結果 나타난 地質字的안 降R台l롭準 및 銀많의 흩出~態等을 究明하였으며， 下部앓때의 

쫓達이 기 대 되 는 銀味은 試雖調훌를 立行하여 섣휠廣量을 確保하였 다. 

調훌結果를 要約하면 마음과 같다. 

1) 調훌地域內의 佛石， 벤토냐。l트 및 嚴性白土의 降始層準은 三紀層의 下部層群인 陽:lt層

群中 빼台里擬FJ(岩，1::.部含행 l홉 및 1::.$玄武岩質擬FJ(岩이 主이다 이들鉉밟는 모두 앓FJ(岩層內 

에 흉在되여 있다. 이들은 대부분 응회암의 同-層準을따라 堆積뀔時의 堆積形態에 따라 飯혜의 

規模가 달라진다. 

2) 大部分 銀많은 佛石과 顧性白土내지는 벤토냐아트와 효層을 이루며 훌出되냐， 佛石이나 

벤토냐이트가 抽立된 鉉#로 훌出되는 수도있다· 佛石은 Clinoptilolite 와 Morde대te 가 주이고 

벤토냐아트 및 嚴性B土는 Montmonillonite 가 主構成짧物。l 마. 佛石은 벤토냐이트나 률용性白 

土에 比해 C. E.C 가 높은핀으로 60 me / 1 00 gr 에서 최고 140 me/ 100 gr 정도도 있마. 

벤토냐。l 트는 PH 가 대부분 8. 5 內外。|여 嚴性白土는 6 內外이다. 慶大하는 벤토냐이트는 最

홈自#容積의 6 倍까지 되냐 대부분 2-3 倍 降大판다. 相:t1tI;度없tl定結果 比較的 낮은펀。I 냐 부 

분척으로 상당히 높은 것도 있마. 

3) 下部쫓達이 기대되는 下西大成벤토냐이트銀味에 성한 짧 6 個孔 525 m의 試雖를 한 結果

確짧된 推定鉉量은 佛石 193 만톤 및 벤토나이 트 150 만톤이 다. 

4 ) 現在까지는 上記앓種이 露天採握에 依해 찮앓되었지만 앞으로는 地下開홍이 따라야 될것 

으로 보인다. 수렵된 年次的언 調훌計劃에 따라 三紀l홉 分布地域內의 非金협銀똥調흉를 추진 

하연 뎌많은 앓量確保가 可能하리라 본마. (非金톰활똥調훌훌 金훌훌， 文훌§훌， 柳長훌， 金容旭〕

3) 物理훌훌 

훌i物資꿇、 物理探훌는 없빼의 眼存有無 및 흩흙性 놓否를 判뼈하는 것 을 目 的으로， 金屬鉉物은 

重化字工業의 原料資源인 鋼， 앓， 뾰앓，1 錫 等을， 非金屬鉉物은 累짧을 主x:t象鉉物로 하여 探좁 

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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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훌地域 ￡훌~운 主로 옳屬훌tl3￥調훌室의 *홉密 훌tl3￥훌훌훌 結果 推薦판 地域이며， 地化풍探흉室 

에서 地化字探i훌를 쫓施했던 長興 및 高興地域에 x1하여도 探훌하였*. 探i훌 x1象 地域은 13 個

地域으로 各 地域의 探i흘方法 맞 面積 等을 要約하연 마음과 같다. 

地 域 名 훌i 種 f훌훌 1J ii 뽑흉面뚫 L -Km) 

慶::It 훨珍옆B 西面 용內洞 王避 짧山 
VLF-EM.M 

(縣힘 6 뭉) 
鋼 AG. S. P 27.69 

50 mx 10 m 

뿔::It 훨짧B 활珍面 大興里 (활珍 81 륭) 앓， 亞짧， 錫 20 mx 10 m 3.~5 

乃至 4O mx 1O m 

&강::It 奉化빼 小川面 너 뱅 이 (長省 76 융) 짧， 距용다 
VLF-EM, S.P 

4.92 
50 m x 10 m 

VLF - EM, 
뚫::It 淸道휩B 雲門面 훔t洞 (‘흉仁 2, 11 및 12 륭) 켈펀용8 MAG , S. P 15.0 

50 m X 10 m 

VLF -EM: 
江原 寧越옆~ ~힐흉面 아침 치 i펀훌훌i 山

銀，짧，꿇짧 25mx 10 m 18.1 
(寧越 124 륭) s. P: fj) 1π x 10m 

VLF -EM. 

江l링 후昌都 平昌面 入彈里 (平몹 100 뭉) 짧， 뾰용다 MAG , S.P 6.28 
25 m X 10 m 

VLF -EM, 

江原 平昌部 平昌面 가정골 (寧越 92 뭉) 앓， 뾰앓， 휩폐 MAG , S.P 9.17 
25 m X 10 m 

VLF -EM, 
J忠北 提川都 金城面 월굴리 (提川 67 융) 훌， 앓， 멜용다 MAG , S.P 4.5 

50 mx 10 m 

VLF -EM, 

忠北 月陽엽~'*城面 t元갑里 (뿔J I! 17 륭) 짧， 꿇용심 MAG , IP 9.55 
50 m X 10 m 

VLF -EM , 

忠北 中l빙짧 나IR벼i 永德里 ctc풍 17 륨) 짧， 距용감 S.P , IP 5.5 
50 mx 10 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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地 域 名 훌i 種 探훌方法 (L- Km) 

! 全南 흉興짧 浦項面 鳳林里 (흡興 116 융) 짧， 꿇용G， 鋼
VLF -EM, S.P 
50 m X 10 m 21. 5 

VLF-EM 
全南 長興都 安良面 堂岩里(長興 10 융) 紹，西짧， 鋼

20 m x 20m 24.96 

VLF -EM, 
京鐵 加平都 外西面 수리 재 (淸平 43 뭉) 累iê S.P 12.0 

50m x 10 m 

I. P 探훌는 dip이e - dipole 法을 利用하여， 電流電極 間隔은 50 m , 最大 探훌深度는 150 

m로， 上元g里地域에는 5 個뼈線， 永德里地域에서는 3 個 빼線을 探훌하였다. VLF - EM , M 

AG , S.P 探훌는 上記 뼈表에서 밝힌 間隔으로 格子鋼 探훌를 쫓施하였으며， 予想 훌t~의 走向

方向을 基線， 이에 直交하는 方向을 없~線으로 하였다. VLF-EM 探흉는 予想 없뼈의 走向。l

南北에 가까운 것은 훌洲 NWQ , 東西에 가까운 것은 日本 NDT 送信局에서 훌信하는 저주파 

를 힘j用하였다. 

各 地域의 探훌 結果는 다음과 같다. 

王避鉉山地域 : 物理探훌 結果 東西方向의 2 個 物探異常을 確짧하였 다. 이 中 南部에 存在 하 

는 異常은 그 延長이 約 1-로서， 이를 xt象으로 5 個孔 834 m를 試雖한 結果， 各 孔에서 福

10 m 內外의 磁짧훌石 홉훌훌*石， 磁훌石， 鋼， 짧 몇 西용8 훌t~가 쫓見되 었 다. 本 용IÎ.:~에 錫의 嚴

存有無 및 옳훔性 달否는 分析結果에 따라 ￥tl明될 것 이 다. 마른 하냐의 物探異常은 股存 야i합 

附近에서 小規模로 짧見되며 本 試훌훌探훌에서는 除外되었다. 

大興里地域 : 옳#에 起因될 것으로 思料되는 3 個의 物探異常이 쫓見되며， 延長은 各各 280 

m , 120 m , 120 m程度이 다. 精密調훌에 依해 正確한 異常의 原因 料明 및 옳홈性 당否가 判

明되어야 할 것이다. 

훔1:洞地域 : 南:lt方向의 走向을 갖는 延長 250 m程度의 2 個 物探異常。l 짧見되어 , 精密調

흉에 依한 原因 **明이 要求된다· 本 域에 많 알려진 銀#는 物探異常의 規模가 너무 작아 *홍 

홈性이 積흩흉할 것으로 思料된다. 

i펀훌훌i山地域 : 7 個의 物探異常이 쫓見되냐， 이 中 2 個가 銀#와 開聯된 것으로 휩j明되었다. 

2 個의 異常中 하냐를 xt象으로 4 個孔 620 m 의 試雖를 한 結果 各 孔에서 1. 94 m , 2.25 m , 

3.40 까， 53.90 m의 銀化뿜를 쫓見하였다. 上記 銀化뿜의 分析 結果에따라 흉훔性 有無가 휘j明 

될 것이다· 銀#와 開聯되는 또 하냐의 物探異常은 現在 酒良鉉山에서 採銀中인 옳#에 起因된 

異常으로， 本 試雖探i홀에서는 除外되 었 다. 다른 5 個의 없探異常은 밟質 ShaIe 및 構造앓에 起

因된 異常으로 옳홉性이 없는 것으로 思料된다. 

入輝里地域 : 많存 玩道 附近 훌훌頭上에서 훌t~와 開聯되는 것으로 思料되는 延長 60 m의 小規

模 電磁異常이 짧見되 냐， 흉짧性이 휴u훌할 것으로 思料펀다. 

가정골地域 :延長 200 m 폴度의 物探異常이 2 個 쫓見되는데，1:記 異常 位置에서 Skar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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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똥認펌으로 E. M 異常이 및 

뿜:가 確짧되었마. *춤密調홉에 依한 正確한 原因 쐐明이 要11(된다. 

1:元갑里地域:露頭의 走向方向을 따라， 延長 150 m 의 I. P 

이 의 原因 w明을 합한 試雖探훌를 推薦한다. 

훌tf*上 

地域

젖혼達이 

永德里地域 : 本 域의 物理探훌는 1979 年度 精密探흉률 웹한 職l용探훌로 몇施되 었 다. 

部에서 微弱한 I. P 異常 및 E.M 異常이 쫓見되고， 앓tw.字的으로도 훌tf* 顧存이 유망한 

으로 思料되어 1979 年度 精훌 予定地로 推薦된다. 

흠興地域:本 域은 77 年度의 年次的 事業地域으로서， ~li흩훌싫된 훌tf* 周굉$와 露頭

E.M 探훌를 5월施하였 다. 物探異常파 地化探異常을 원合 檢討하여 , 3 個孔전혀 없는 田짧t에 

450 m를 試雖을 좋施하였으냐， ~훌8￥性있는 용tf*는 確認치 옷하였 다. 

加平地域 : 露頭의 延長 方向을 따라 延長 100 m , 延長

。1- o~ .Q. 

"" M " 

있는 

350 m의 EM異常 3 個와 

100 m의 S.P 異常 1 個가 쫓見되어， 3 個孔 310 m를 試雖하였으냐， 累앓이 훌股되지 

으로 深部 짧達 狀態를 期待하기 어 렵 다. 

너맹이 및 월굴리地域 : 物探異常의 規模가 작을 뿐 아니라， 그 렇효度도 작음으로 흉훔性 

훌tf*를 期待하기 어 렵 다. 

250 m , 

李훌11， 李킹훌훌， 房훌烈， 훌小杰〕 〔陸上物理훌훌훌 

地化掌훌훌 4. 

東포함하는 內陸地方을 慶尙北道의 

1)1k域地化字調훌 

@X'1象地域 : 慶尙南:lti홉 및 

南海뿜地方 

@ 目的 :火成岩 특히 嚴性火成岩(花빼岩質岩) 및 火山岩內의 

-뿜로서 全羅南道

R P 
塊tt磁化훌ttξ ， Breccia 

및 짧岩훌tJ;*: JBSIf台 可能姓에 혐한 調훌퍼f究 

@ 結-果 : 再調훌가 要몇되는 地域은 마음과 같다. 

훌t，* 

.Q.二i!.... ., 
CD 花뾰岩地域 : 

경 남지 역 : 三東， 늘앗골， 화천， 

경북지 역 :훔上洞， 

전남지역 :突山

@火미岩地域: 

경남지역 :화천 

정북지 역 : 정상동， 화산동 

전남지 역 : 장홍， 화장리， 突山 둥 

2)精密地化풍調훌 

@X'1象地域 : 全羅南道 長興짧 安良面 堂岩里 ~뿜로서 , 南部第二地域， 南部第三地域， 南西地

몇施하여 

있다-

土짧 

域，北西地域等

@ 目的 :基底 片縣岩內에 찢홈達된 Bræcia pipe 웰똥에 함한地化풍 및 試雖調훌를 

異常뿜의 原因과 훌tw.의 JIJIt存tt態 및 鉉量을 把握하여 資原을 確保하는데 그 目 的이 

@ 調훌方法 : 地表地質， 월tw.調훌와 뾰行하여 岩石 및 土樓地化字探흉를 쫓施하였으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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試料는 20 mx 20 m의 格子狀으로 採取하여 Cu , Pb , Zn 을 指示元素로 室內에서 分析

짜理하였마· 地化字調훌에서 確認된 異常펌·中 地表뚫頭의 쫓達tt態가 良好한 地域에 ~하 

여 서 는 試雄調훌를 좋施하였 다. 

@ 結果 : 地化字調흉 結果 本域의 異常뿜는 

南部第二地域 : Pb , Zn 異常셈，. 1 個所

南部第三地域 Pb , Zn 異常펌 2 個所

南西地域 CU , Pb , Zn 異常쁨 1 個所

北西地域 CU , Pb , Zn 異常쁨 l個所

Pb 異常뽑 I 個所와 5 個所의 地化풍異常쁨을 確홉하였으며， 前年度 調훌地域인 北部地域 地

化좋 짧흙뽑 2 個所와 北西地域 異常뽑 l 個所에 혐한 8 個孔 1, 042 m의 試雖調흉를 ~施한 

結果 約 700,000 ~ (Pb + Zn . 5'" 7 %, Cu : 0.3"'0.5 %)의 훌t量을 確保하였 다· 

〔地化쏠훌훌훌 金$훌， I훌IJ.I흩， 李훌훌， 훌훌훌〕 

3. 慶尙系賣源調훌 

慶尙系資源調훌는 慶尙益地 쫓達史 **明의 開鍵인 堆積物， 動植物의 性格 **明， 地質構造의 

￥tl別等 基훌冊究를 앓始하여 地球化풍 및 物理探훌法을 適用시 킨 多方面의 接近方注을 톨g使한 

冊究로서 每年 -般地質室， 에너지室， 地化좋探흉室 및 陸t物理探훌室등의 各室에셔 合同으로 

이를 훌行하고 있다. 

慶州， 永}II ， 大邱， 훌館， 품州， 陳}I! , 義城， 英陽 벚 海南-뿜 地域이 調흉 1Jf究되었고 梅南，

南梅， 훌山， 慶州東빼， 짧德 等 西南， 南悔뿜 및 東梅뿜에 뻐한 E期中生代 分布地와 永同， 훌훌 

安， 績州 및 훌훌川， 公}에 等의 略投地上에 分布된이들 地層들에 쳤한 冊究는 앞으로 월u춤되어야 

할 것이다""" 

層序 古生物렇的안 1Jf究에서는 堆積4꺼의 起源 및 運없， 分地it降의 tt態， 岩相， 堆積構造，堆，

積相 및 動植物， 特히 :ffi혐 等이 JIU&되어 全般的안 堆積뭘境 **明과 聯開시켰고 

地化풍에서는 梅南 벚 품州地域에서의 岩石地化풍的 方注의 適用으로 有機챙素 벚 행化水素 

量의 쫓化 및 比較에 力펴을 두었으며 

物理探훌에서는 4 -成分 (K .. U. π1. Thtal ) 車홉放射能 探훌를 約 900- 道路網을 通해 

서 몇施하여 4 個所에서 異常빠를 確짧하였다. 또한 품州地域에서는 深部地質構造 把握을 위한 

뎌지탈記錄 反射法 彈性波 調훌를 6.2- 몇施하였고 梅南地域의 ’ 79 年度를 위한 予備路훌를 

옳行하였다. 

품州調흉에서 地層은 거의 單힘構造를 가지는 5 개의 서로 다른 平均 P 波 速度를 얻 t을 수 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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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 地表調훌 결과와 -꿇하며 앞으로의 慶尙삶地 性格 把握에 資料를 提供했냐고 할 수 았다. 

〔地質짧톨 : 훌 m 훌훌〕 
1. 地質룰훌훌 

가)海南地域 

용훨尙系資源調훌가 76 年부터 試行된 이래 海南地域에서 짧達되는 累色셰일협은 慶尙累層휠￥ 

맞 아에 성比되는 地l험中에서 有-한 含油質物l협이다. 따라서 悔南地域(以下本域)의 含有質뺑 

層과 이에 엉엉聯되는 地域의 地質을 究明함으로서 含有質物I혐의 웹序 古生物 l1t積f뿔境， 地質構造

및 地史를 밝히고 이를 根據로 本域의 油質物 뼈存어l 처한 具빼的안 探훌方案을 講究하고자 한 

마. 

本域은 海南， 木浦， 珍島 -쁨를 包含하는 450뼈中 -次的(78 年度分)으로 梅南郵 黃山面

門內面 全域과 花源며i의 南部域 및 珍島都 빼內面， 古部뼈의 -部域을 古有하는 250 뼈 (右水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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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긴福地域中 山二￥島를 除外한 地域) 에 達한다. 

本 調흉는 野外地質調훌時 1 : 25000 地形g를 使用한 route map 作成과 牛項里을 中心으 

로 뾰溫里 新成里 海뿜에서 露頭쫓達이 優勢한 含累셰 일l룸을 主혐象으로 地質柱tk~ ( 1: 100 ) 

를 作成하였 다· 또한 岩石풍的 冊究를 鳥하여 試料採取， 尊片製作 ( 300 여 개) 室內鏡下觀察 및 

化字成分分析을 試댐하였다. 이로서 本域에 짧達하는 諸地l협의 l홉序쳐比， 堆積풍的 冊究， 地質

構造把握과 火山짧居岩과 火山岩의 岩石풍的 冊究로 火山活動이 堆積益地에 이천 影響을 考察

하였다. 

本域에서 構成되는 地質單位는 地質時代로 보아 4 大分된마. mJ 1) 先白훨紀 基盤岩類와 。l

를 不整合으로 덮고있는 2 ) 白훨紀後期成層岩類와 이들을 貴入하고 있는 3 ) 白뿔紀末域은 

그 以後의 貴入岩類 및 4) 第四系이마. 

1 ) 基盤岩類는 本域 西北觸인 花峰里 地域에 露出되어 있으며 先캄브라아紀의 堆積起源의 쫓 

成岩類와 古生代 平安系의 -部로 여겨지는 累잃片岩類로서 쥬라기末의 大숲쫓동L으로 甚한 地했 

運動을 받은 構造쫓化가 나타냐며 이들은 白뿔紀 成層岩類의 基底를 이룬다. 

2 ) 白훨紀後期成層岩類는 1 ) 을 뼈料不整合으로 덮는 地層들로 主로 火山뽑l협岩類와 짧岩 

類로 構成되었고 水成起源의 堆積岩을 快在하고 있다. 火山起源岩類는 成分別로 二大分펀마. 즉 

本域 西北部 (花源面 -뿜)와 西南部(珍島 -뿜)에는 安山岩質岩類가 優勢하고 中央部 (海南짧 

黃山面 門內面 都內面)에는 流救岩質岩類가 大部分 分布한다. 이러한 團係는 火山뿜居岩累層 

과 이에 흉在되어 있는 짧岩類(安山岩類와 流救岩類)사이에도 成分t 잘 符合되고 있다. 

水成起源、의 堆積岩類로는 火山岩質짧岩， 疑FJ(岩質빠、岩， 累色셰 일， 暗%色실트암 ifj:.色살트암， ~료 

FJ(岩， Chert 等으로 構成된다. 이들은 黃山面 ;}t溫里에서 牛項里에 이르는 梅뿜露頭에서 잘 觀

察되는데 l롭序上 下部層이 露出되는 ;}t溫里地域에서 亦色살트암이 顆著히 缺在되며 이는 本域

의 地l홈혐比1:. 注目할 만하다. 

牛項里地域은 뾰溫里地域에서보다 上位層이 쫓達하고 있으며 ifj:.色l협은 없고 累色셰일이 많이 

缺a되는 擬FJ(岩累層이 짧達하며 累色셰 일內에는 油質物 (￥固U:tk) 이 含有되어 있다. 1961 年

340 m深度의 重直試雖를 牛項里에서 몇施한 結果 上， 中部에는 累色셰 일이 優勢하게 X훗a하는 

反面에 302 m下位部에서 亦色실트암。l 계속 快在됨이 알려져 있다(이대성 1964 ) 이러한 l몹 

序는 짧頭에서 냐타난 結果와 -致되며 또한 *色실트암이 효圖里뿐만아니라 花源面-뿜의 安

山岩質擬FJ(岩l홉內에서 많이 族在되고 았으므로 두 地域間의 地l롭처比가 可能하다고 본다. 

本域의 成層岩類는 下部의 安山岩質岩類와 上部의 流救岩質岩類로 냐뉘어 지 고 含累色셰 일 擬

FJ(岩은 層序 및 成分1:.1:.部의 流救岩質岩類에 屬한다. 

過去 調훌者中 木野ilI엽 (1 929 ) 는 下部의 安山岩質岩類를 嘴流흉岩I홉으로， 上部의 流救岩質岩

類를 嘴tm嚴性岩으로 하하였으며 上記한 펴l협의 開係에 성하여 不整合일 可能性을 示埈한 바 있 

으나， 그렬만한 託搬는 없으며 오히 려 下部層에서 냐타냐는 *色層과 上部l협에 屬하는 含ifj:.色셰 

일 擬FJ(岩層파는 ;}t溫里露頭에서 整合的인 開係를 보인마. 

本 調i홀에서는 便宜上 下部를 安山岩質岩層， 土部를 流救岩質岩l좁으로 하였으며 流救岩質岩

l협의 基底部에 쫓達되는 含累色셰일의 堆積l협을 含累色셰일擬FJ(岩屆員으로 物、하였다. 

上記한 成層岩類는 慶尙累層群의 上部인 械川l협群에 처比되는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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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後期貴入岩類로서는 閒綠岩， 花뱀岩， 石英많岩 및 服岩으로서 白훨紀末 혹은 그 以後에 

貴入한 것으로 보인다. 

特히 本域의 :11:;$, 日星山 附近에서는 花뾰岩과 閒綠岩의 貴入뼈를 볼수 있으며 周굉의 安山岩

質岩은 熱쫓成되 어 있다. 

本域의 地質系統은 다음과 같다. 

때積層 ] 第四系

.---..J 不整合.-...."

佛휩i놓實入岩類 

--貴 入 --

慶

b%救岩質岩l협 l 輪 l 尙

|含累色셰 일擬%岩l휩員 I I )11 

-整 合 層 | 系

安山岩質岩層 | 群

‘不整合----

先慶尙훌盤岩類 

安山岩質岩l험은 安山岩質擬FJ(岩， 安山岩， 火山짧岩， 훌훌FJ(質lí'Þ岩， 暗FJ(色쌀트암， 亦色썰트암等 

으로 多樣하게 構成되어 있다. 本層의 下限은 古期基盤岩과 그를 不整合으로 덮는 安山岩質 石質疑

FJ(岩으로 規定된다. 主로 火山짧I협岩으로 構成된 上向細함相輪며 堆積岩이 優勢하게 쫓達하고 

있으며 暗%色썰트암과 亦色쌀트암은 上向細함相의 最上位에 놓안다· 이들은 양行河川 堆積層

에서 냐타나고 있으며 쌀트암은 낌置益地의 훌物로 解析된다· 輪며堆積이 루렷한 것으로서 草洞

地域에서 20 며가 념으며 이들 없岩사。l 에 石質 및 結옮質疑R岩類가 자주 흉在되고 間間허 훔 

仁~의 安띠岩좀層 (10 m정도) 이 끼어 있다. 

이러한 事쫓로 火山活動과 同時에 멤)11 JJf'堆積益地가 形成되었음을 알 수 있다. 

上記한 爾며堆積相은 ~溫里 地域에서도 잘 觀察되며 (Ji;色썰트암의 快在比率도 有似하다. 

流救岩質岩層은 顧性火山와I몹岩과 이에 俠:tE되는 流救岩等으로 構成되며 下部뿜에는 累色셰 

일을 많이 按在하고 있다. 本層은 下部에서 組함앓%岩이 優勢한 反面 t部로 갈수록 細拉質의 

本質많I몹片을 가진 疑R岩類가 뚫勢하며 流救岩의 흉在도 優勢한 便이다. 流救岩內에는 典型的

안 球顆~組織을 保存한 것이 여러곳에서 냐타냐며 疑FJ(岩과 섞여서 나타나지도 한다. 珍島옆g 

업g內面 竹田里 悔뿜에서는 뭘 10 m의 頁珠岩이 하E救岩內에 層~으로 냐타난다. 

本屬下部의 含累色셰 일앓FJ(岩l협部는 擬FJ(岩과 累色셰 일의 효l좁뽑로서 牛項里， 新成里， 木三에 

이르는 黃山面北部 海뿜에 잘 쫓達되며 여러 層準에서 油質物을 含有하고 있다. 油質物은 黃山

面 南部海뿜인 聲山里地域과 門內面의 i피뿜파 珍島::11:;$梅뿜에서 도 쫓훌하며 珍島 竹田里 냐룻터 

에서도 確짧되었다. 

本層員파 下位l협의 境界는 ~溫里海뿜露頭에서 나타냐는 岩色의 경찰化와 累色셰 일의 ~在 如否

에 依하여 設定하였다. 本l좁員의 累色셰얼中 牛項里地域에서 油質物이 쫓見되었으므로 含油質

物層으로 林한 바 있마 本 含油質物l좁은(以下 本層) 牛項里를 ll] 콧하여 뾰溫里， 新星里 -뿜 

- 38 -



에 훌훌頭쫓達이 f톨秀하며 以上 三個地域에서 調i흘된 事項은 다음과 같다· 

(1) 뾰圖里없tl線에서 냐타냐는 本l룸은 135 m로서 下部에는 累色~暗%色셰 일薰l룸 (10 m) 이 間

間히 火山岩質짧岩과 組함擬FJ(岩內에 흉.tE되며 上部에는 累色셰얼層이 優勢하다. 이는 特徵있는 

蟲敏石R岩 (20 cm) 과 더불어 牛項里， 新成里에서도 잘 連結된다. 

(2) 下部는 효溫里地域에셔 西便의 牛項里， 新成累로 감에따라 점점 累色셰일의 훔가 커지며 

鷹岩 및 양岩의 量이 減小하는 뼈向을 가진다. 

(3) 油徵은 上部뿜에서 나타냐고 있으며 特히 鍵l롭인 蟲敏石%岩直下位의 累色셰 일內에서 잘 냐 

타냐고 있으며 또한 〔농tracoda 가 많 이 들어 있고 延長性아 良好하다. 

(4) 新成里地域에서 나타냐는 本l협下部뿜는 많이 提동L되어 있으며 이는 堆積뀔時에 얼어 안 火

山양l협物의 갑작스런 流入에 起因되고 있다. 

(5) 여러層準에서 나타냐는 堆積同時性 뼈層 및 部分碩料不整合으로 보아 堆積올時 일어난 火

山活動으로 효地의 요용이 甚하였으며 ’ Convolute bedding 等은 地옳에 依한 現象으로 보 

인다 . 

以上 열거된 含油質物l롬은 聲山里 및 右水합地域에서는 牛項里 -뿜와는 岩相의 差異 및 셰일 

의 頻度가 弱하므로 이는 同-}홉의 相쫓化인지 아니연 I혐準을 달리하는지는 더 冊究되어야 한 

다. 

本域에서 짧達되는 廠I협으로서는 日星山南部의 古掌里， 長春里를 지 냐는 E-W 線으로서 :ft 

部域(花願面)은 下位層안 安山岩質岩層으로 構成되고 南部域은 上位l혐안 流救岩質岩層이 接하 

고 있으며 홍差는 500 m :t 효 推定된다. 本域의 짧曲構造로서는 農慢한 鏡曲이 右水합과 聲띠 

里 附近에서 나타나냐 未弱하다 이는 物理探훌를 通한 地下構造解析 및 累色셰 일層의 地下짧達 

~態를 規明하기 흙하여 試鍵作業이 必要하다고 본냐. 試雖地京으로서는 黃山面 小丁里附近。l

現在로서는 適切한 곳으로 보인다. 

또한 本域의 含油質物層의 延長쫓達~態를 알기 휩하여 木浦 및 珍島-뿜와 附屬島興을 包含

한 地域에 처해서 批大調훌할 必要7t 있으역 西南海域 大陸빼에서의 探좁와 開聯시 켜서 考察할 

必要가 있다. 〔에 너지 훌훌쩔훌훌 훌훌音훌.. 陸홈秀] 

나)플때地域 

慶尙系地1험에 처한 鉉物資源調훌가 要望된다. 銀物資源、調훌에 앞서， 諸地l휩의 堆積物， 層序，

堆積覆境 및 益地쫓達에 開한 調좁， 冊究가 이루워 져야 한다. 따라서 1977 年度에 第-段階로 

新寧-永} 11 , 陳川一南듭 및 품州-鎭東없tl線을 選定하여 精密柱:tl\용j를 作成하고 各地域의 基本l협 

序를 定立하였 마. 1978年度에는 第二段階로 뿔州地域에서 뼈線調흉結果를 土台로한 地域調훌가 

쫓施되었 다. 地域調훌에서는 各車位層 (Unit bed) 들의 則쫓化와 各地l몹의 堆積相， 堆積f뿔境의 

쫓化等을 알아내는데 注力하였냐. 

調훌地域은 400뼈로서 慶尙南道 山淸郵 月城面， 품陽都 嗚石面， 大pf面， 奈洞面， 井村面， 文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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山뻐， 뿔城머j ，班城面， 二짧城面， 츄奉面， 때川휠ß 租洞삐， 昆陽面j ， 西浦뻐， 龍見面 및 南海

홈ß 雪川[fu의 各}짧에 該퍼한다. 이 地域은 1977 年度 調흉測線周뼈로서 洛東l험에서 부터 鎭東

l험下部까지를 包含하며 뿔州I홈의 南쪽으로의 쫓達tk態를 調흉키 鳥하여 뿔州市와 南海島사이의 

地域을 包含하였다. 

野外調훌는 王要I댄準에 처한 精密柱tk~作成 ( 1 100 ) 에 依한 重直l혐序의 등디載 및 解析과 

構成岩石의 種類， 組織， 車位l협의 形態 및 iffi括構造의 觀察을 包含하였 마. 아울러 岩E試料의 

採取와 iffi積構造等의 줬훌影도 따行하였 다. 

室써몇嚴으로는 岩石鐘片에 쳐한 顧微鏡下觀察로 構成없物拉의 種類， 形態， 起源 및 組織과 

純成fr:用을 觀察하였마. 또한 前記事項資料들에 依한 堆짧岩石字的 解析도 試g하였다. 透7k率

뼈D定은 代表的 빠、岩들에만 몇施하였다. 

地l협의 分類는 岩石l협序 ( Lithostratigraphy ) 에 基準한 章基弘民의 것에 따랐다. 章基弘은 

慶尙系地l홈을 先火山活動l期의 新洞層群， 火山活動期의 河陽層群 및 火山活動全盛期의 倫川l협群 

으로 三大分하였다. 그러냐 新洞l험群과 河陽l협群의 七個I홉으로의 細分은 岩色， 堆積物의 힘度， 

重直l현序에 꿇準한 것이다. 따라서 火山活動의 最下限인 河陽l홉群의 最下限과 精色l혐의 始作을 

下限으로 하는 棒용I롭의 下뼈을 同-하게 보는데는 問題쳐이 있마 

慶尙累l휩群의 地l휩들은 火山活動 以外에도 서로 抽立的으로 일어나거나 쫓化한 뒀候 및 地形

的 要素들에 依해 그들의 諸般性質이 定해진다. 

첫째로 火山活動은 直接的으로는 堆積物의 成分， 組織씌l 影響을 01 치고 間接的으로는 單位層

의 形態 및 畢直l협序의 ~成에도 作用하였 다 옳Jf ìl리l휩群의 堆積物이 結옮質基盤으로 부터 供給된 

非火山起源i1f積物로안 構成된 반면 ruI陽l혐群의 堆積物은 火山起源堆積物과 非火山起源堆-품-物을 

모두 含有한다. 火山起源堆積物은 pyrocIastics 와 epiclastics 로 構成된다. 械川層群의 地I좁을 

운 顧性 내지 中性 火山岩類 즉 流救岩 빛 安山岩流와， 同一成分의 擬FJ(岩類를 主構成岩으로 하 

며 기 다 셰 일， 빠、岩 및 鷹岩도 缺;fE한다. 

둘째로 월候가 精色堆積物의 生成原因。l 마 · 微쩌H한 顧化數飯物함들인 精色堆積物은 t료岩， 썰 

트스톤等 細拉堆積岩相에만 含有펀다. 이들 拉子들은 熱펌·性뒀候下의 土壞에서 生成， 供給된 것 

으로 解析펀다. 精色細함堆積岩相은 非精色組拉堆혐岩相과 효l협을 이루기도 한다. 없、岩은 大部

分이 河道堆積物로서 精色堆-積物을 含有치 않는다. 新洞l험群은 非精色洛東層， 精色 뚫山洞層 및 

非精色 뿔fflJ협으로 細分된다· 품州l휩은 主로 湖成의 累色還元性堆積物로서 構成되 지 는 하였으냐 

局限펀 閒趙湖內에서의 堆積임으로 품州層 堆積짧l間全#를 還元環境으로 볼 수는 없다. 펙陽l협 

群은 精色의 훌갑層， 新羅짧岩層 벚 威安l협과 非精色의 鎭東層으로 構成된다. 精色層들이 ‘폐成 

堆積物로 構成된 반연 題東l협은 湖成堆積物로 構成되 며 堆積環t옳은 뿔fflJ휩의 그것과 類@.하다. 

셋 째 로 堆積物供給地와 堆積地의 地形은 i1f積-環境의 物理的 要素들을 支配한다. 物理的 要素

들， 즉 堆積物의 組織， 堆積構造， 車位福의 形態 및 重直l룸序는 엔成과 湖成뚫境을 立하E한다 멤成 

環境은 다시 河道， Æ藍原 및 ‘A盛湖로 細分된마. 엔I道堆積物은 則方堆積에 의한 것으로 t向細밟， 最

下$의 흡敏構造， lag 堆積物， intracIasts 및 科層理等으로 特徵 지워진다. 띤置原과 Æ~옮湖堆積物은 

上方堆積에 依한 것으로 siIt 와 mud 의 thin -jamination , worm bUITO‘ring 構造， 乾짧， n

pplemark 等의 堆積構造를 갖는아. 特히 精色펌岩中에는 낌置原 表面에서 形成된 caliche n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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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ule 및 石FX.'tí엠準이 特徵的으로 나타난다. 湖샘堆힘物은 수mml봉의 엘트스돈이나 쩌HTv:0、 ~J'.~ 

뱀을 흉H:하는 없色셰 일로 構成된다· 많ß셰 일中에는 desiccation crack , ripple mark 가 젖혼違 

하고 옐트스톤과 li'J、캄 ψ 에는 料葉理가 쩔達하기도 한다. 

特히 띈州地域에서의 f안州 I년은 nearshore lacustrine lffi함物로서 累色셰 일내에 수mm멀의 河ili

빠、감을 1*H:한마. 이μ、岩은 河ili가 湖水로 流入하면서 三角洲를 形成할때 lffi삶된 것으로 alJ :li 

ftt積으로 sheet :tk이다. 이밖에 河퍼들 사이에 湖底에서 小規模의 l옳獨流에 삶해 J1t값펀 細:&1i'Þ、

岩I힘들도 흉在된마. 

前;i~ 諸資料는 慶尙累I힘群의 l1t積이 점진척으로 沈降하는 }셔陸삶地에 相힘的으로 隆起하는 地

域으로 부터의 셰-삶物供給으로 이루워 졌음을 보여준다. 이러한 先앓尙짜盤으로 부터의 非火니 l 

起뼈、堆끓物의 供給이， 河陽l현群 初WJ부터는 供給地內의 火山活펠l으로 火tfl起源111'括物도 包含케 

되었다. 

洛東댐의 最下部는 起代이 甚한 地形위에 쌓인 Valley fiII ing 堆힘-物로 부터 샘fF한다. 따라서 

며地 (풍갑) 에는 巨끓뽕을 包含하는 鷹들이 堆힘되 었 다. 점 차로 aggradation 에 없하여 tlli힘原이 

生成되 고 braided river • meandering river 의 順으로 地形의 成熟많가 增加하였 마.glZ熟度의 

t뽑加는 江의 上流로 부터 下流로 가연서도 얼어났요며， 結局에는 湖핍로 流入하였마. 이러한 堆

積環境의 쫓化와 그에 따릎 堆積相쫓化는 l협序t에도 듭g錄되 었 다- 畢直l협序t의 相쫓化， 즉 1it 

積環境쫓化는 河川파 湖水의 境界인 湖뿜線의 移動l에 甚因한마. 洛東l펴下部는 braided river iffi 

積物이나 점차로 meandeing river堆랩짧境으로 되며 이러한 環境은 뚫Ll I 해햄全期間에 걸쳐서 

계속되었마. 뿜州l협은 治近湖底짧境이냐 뚫갑l협은 다시 폐成뚫境이다. ~흉갑햄中部부터는 火山

岩짧을 包含하는 火山뻐屆性堆積物을 供給받았마. Volcanic terrane 의 形成과 그에 따른 tIl:& 

火山짧l엽性fttt힐物의 供給은 낌藍原의 생配를 t뽑大시 켰으며 그의 湖챔쪽으로의 prograætion을 일 

으켰다. 이혜의 堆積環境은 braided ri ver 와 meandening river 가 때때로 살아냐는 것이었마·그 

結果 낌藍原堆積은 湖힘쪽으로 progradation 이 일어 냐고 훌갑I협이 뽑써I셈上位어1 [휠接堆함되 었 다. 

新羅짧岩l협도 bra ided ri ver 와 meandening ri ver 에 該띔되며 成安I염과의 境界에서는 meande

ing river 의 輪맹堆짧。| 점차 消熾되고， 威安I협 즉 上方堆積없만으로된 낌置原， 따藍湖 堆옮 

物로 된다 威安l좁堆積時期에 들어와서 租함火山와볍性堆積物의 供給은 점차 減小된다· 따라서 

地形的， 堆積岩石字的 成熟度가 품州l협堆積時로 되돌아 갔으며 湖핍가 抗大되었다. 이때 湖휩性 

의 훌훌東層。l 堆積되었다. 

慶尙累層群의 層序를 밝허가 월한 試雖가 昌寧都 南읍몸에서 몇施되 었 다 今般試雖結果로 陳

}II -南듭사이에선 三個의 南北方向뼈l휩들에 依해 燦양l좁， 新羅짧岩l협， 威安l혐이 四個씩 反復分

布하며 試雖孔에서 確짧펀 품써l휩운 西便의 품州I좁 分布地에서 약 18 1rm，東쪽에 位置하고 있다. 

이 로써 품州層과 그 上位의 諸地l협들의 뼈科方向으로의 짧達狀態가 밝혀지 게 되 었으며 마調 洛

東갑益의 不H:可能性이 커졌으며 慶尙삶地의 全#解析에 進-步하게 되었다. 앞으로 활山等 東

海뿜一뽑의 慶尙累層群調훌가 f先的으로 必要하게 되 었 다. 

〔메 너지 賣꿇調훌훌 崔現日， 뭘在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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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物理探훌 

이 事業은 慶尙系地域 및 일부 團聯地域올 처象으로 1978 年에 쫓施한 物理探훌 ìi1f究로서 , 우 

라늄앓똥 흉’훌， 石빚l휩 調흉를 위 한 物理探훌法의 æ;用， 深部地質構造 把握을 內容으로 하고있 

마. 

가)우라늄훨뚱 探훌 

이는 우라늄짜U*ol 알려져 있지않은 慶尙系地域 및 그 周낄部에 대한 4 成分 (K , U , Th , 

TotaI ) 車뼈放射能探좁로서 , .1.δ路鋼을 따른 없u짧의 絲延長은 約 900 짜에 달한다. 

4 -成分에 걸쳐 빼定된 計數順가 基準{直의 2 倍가 넘는 局所的 異常은 慶南 密陽(安山岩地域)

慶北 浦項 (石英組벼i岩北域) , 좁松 (慶尙l협群과 花뾰岩의 境界를 이루는 뼈I협) , 尙州 ( 花뾰片隊 

岩系地域) 등 4 個所에서 짧見되었다. 이들에 대한 原因規明은 1979 年 精密調훌를 통하여 밝힐 

예정이다 ， 

長期的으로 보아 감望한 探효地域은 花關片廠岩系， 石英組面岩， 石英짧岩이 分布하는 3 個

地域으로 웹j明되었마. 이들 地域에서 測定된 放射能計數 平均{直는 ~ffu地域에 比해서 높았다. 

이번 探흉는 우라늄없皮의 直接짧見보다 探훌 有望地域 뚫定에 더큰 意義가 있었다고 하겠다. 

나)15옳層 調훌률 위한 物理훌훌法 훌用liIf究 

地質字의 方法 및 試雖를 동원한 探벚方注。l외에 物理探훌에 依한 接近方注의 試명로서， 慶:ft

聞慶짧 魔城面 鳳嗚없없地뽑 세곳에서 머지탈記錄 反射注彈性波 探훌를 몇施하였다. 

t용R협의 짧達。l 거의 水平인 1 個所에서만 極히 微륭륭한 反射信뭉를 얻올 수 있었고 *他의 곳 

에선 結果가 좋지 않았다. 100 Hz rov 800 Hz 뿜域의 反射信융를 장을 수 있는 特珠한 受震器

와 다지 탈 생플링간격 송rov ...，융 msec 가 可能한 記훌훌훌置등을 힘l用한 흡分解能 反射法彈性波探훌 

(high resolution seismic reflection s따vey) 를 5월施하면 좀뎌 냐은 記앓을 얻 을 수도 있겠으 

나， 複雜한 地質構造， 험 준한 地形， 服福 5m 아 내 의 껄層응을 특징으로 하는 韓固빚田의 不힘l 

한 探훌달件으로 미 루어 볼 때 , 짧j짧l的안 方案이 되지 는 않을 것 이 다 따라서 radar proting 의 

파用등 其他의 接近方注도 아울러 冊究를 進行함이 바람직 하다. 

다)홉部地훌훌造 把훌 

深部地質構造 把握을 위한 다지탈記錄反射法 彈性波探훌를 慶南 뿔州， 全南 梅南 두콧에서 쫓 

施하였다. 

(a) 音州 地域: 뚫南 품陽郵 품城面， 慶尙系 威安層 分布地域안에 設定한 延長 6.2 hm 에 이르 

는 빼線에 따라 좋施한 反射法彈性波探훌에서 다음과 같은 情報를 얻었다. 

調훌地域에서 慶해層群의 構造는， 地質調훌冊究에서 予뼈l한대로， 東南測으로 10 orov 15。 碩料

하는 單삶構造로서 基盤岩까지 의 深度는 水準面을 基準으로 5 hmrov 5.6 10m 이 다· 各 地層別 層훔 

와 平均 P 波 速度는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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慶尙系堆積 l롭 g 分 平均 P 波速度 層 R를 

威安 l홉 4, 200 m /sec • 0.7 '" 1. 4 k쩌 

新羅(짧岩 ) 1협 5, 300 0.3 '" 0.4 

*쫓 g層 5, 700 0.7 '" 0.8 

• 
新洞 l협 群

품州l휩 6.200 1. 7"' 1. 9 

’훨山東層， 洛東l혈 7, 200 1. 2"' 1. 5 

훌 는 水準面은 地l협 上部面으로 한것 임 . 

윗 휩表에서 l협別 平均速度가 堆積岩으로서는 相뀔히 높은 것을 알 수 있다· 이는 아시아地 

域에서는 보기 힘든 ~貴한 例로 地質字的인 重要한 意味를 갖는마. 이 地域에서 힘〉岩의 孔險쫓 

達이 極히 微륭륭하다는 地質調훌冊究 結果와 符合하는 興味있는 事쫓아다. 

이밖에， 이번 調좁冊究를 成功的으로 마치므로서， ~휠內技術陣으로서는 最-初로， 디지 탈記錄에 

의한 反射法彈性波探흉技術를 習得한 사실 역시 장래를 위해 意義있는 일이라 생각한다. 

(b) 海南地域 : 全南 海南都 黃山面 少丁里에서 몇施한 다지 탈記錄 反射注 및 屆折注彈性波探

훌는， 1979 年의 案調흉를 위한 適正探훌종件決定 予備調흉이다. 이 地域彈性波探훌의 最~目

標는 含오일 • 세 일l휩을 포함한 堆積層。1 1fí料構造， 혹은 向科構造인가를 판영하는 일이 다. 

特記할 일은 뼈線南端 가까운 곳의 測定記錄紙上， 0.3 '" 0.6 sec 時쳐에서 첫번째 反射信융를 

잡았을뿐 그 이 후에 선 反射記錄을 볼 수 없 었 다· 아 직 뎌 지 달 • 프로세 싱 (digital prooessing 

結果를 모르므로 確좋한 結論을 내렬 수 없으냐， 위의 사살이 맞마띤 이는 두가지 쳐에서 重要

한 意味를 갖는다. 첫쩨 이 地域의 地質構造는 向料일 可能性이 높다는 것이고， 둘째 훌￡盤岩까 

지 의 深度가 試雖地域에서는 최소한 600 m ", 1,200 m 에 不過하지 때문에 옳費가 많이드는 디지 

탈記錄 反射홉轉性波探훌 대신에 屆折法에 依한 揮性波探흉를 할 수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19 

79 年度에는 屆析注彈性波探훌를 먼저 案施하고 結果를 보아 反射注彈性波探흉에 대 한 具#的

인 計훌j을 樹立할 에정이다陸소物理훌훌훌 훌g훌行， 金相吉， 훌훌훌〕 

3) 地化좋훌훌 

本調훌는 慶尙系資源、調흉의 -環으로 全南 梅南옆ß-뽑 및 廳南 품州地域을 쳐象으로 하였으 

며 調훌面積은 짧南地城 250 뼈， 뿔州地域 400뼈等 總 650 뼈에 達한다. KY - 77 에는 慶尙

益地를 橫뻐하는 3 個 測線 (永111 ， 陳川 및 품써얘tl線)을 設定하여 慶尙系 堆積岩層 全般에 걸친 

有機地化字的 調훌 및 冊究플 좋施하였 다. (調훌뻐究報告 第 4 융 參照)

本調훌의 目的은 本 펴地域에 分布하는 堆積岩l휩의 地化풍的 堆積뿔境 規明과 後期 貴入岩類

에 依한 Maturation 程度의 성比 및 根源、岩으로서 그 意義를 究明하는 데 있다. 

調훌 및 冊究는 野外에서 JL.域的으로 地化풍探훌를 案施하는데는 여러가지 直接

方法이 있으나 급번 調흉에서는 前年파 같이 岩石地化풍的 方法을 主로 適用하였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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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外調좁는 海南地域에서는 海뿜을 따라 뚫·出이 良好한 累色셰 일l휩인 소위 牛項里l룸을 j::X'1 

象으로 하였으며 特히 셰일l험 l험理에 科交하는 앓健內에 充벚되어 있는 ￥固#뼈의 油質物의 化

字性에 開하여 보다 重쳐的인 調훌 및 wf究를 몇施하였 다. 품州地域에서는 많調훌結果에 基鍵를 

두어 뽑州 l협에 開해 重쳐調훌하였으며， 精密柱t*:~에 의거 有機벚素 및 벚化水素含量의 쫓化開係， 

同-J협準內의 維的含量쫓化에 유의하였 다. 

分析은 野外에서 採取한 岩石試料 中 總 284 個의 셰일을 選定하여 몇施하였다. 分析方法은 

Soxhlet 와 Li밍lÌd - Chromatography 過程을 거 쳐 總油出有機物과 Paraffin , Naphthene , Ar

omatic 等 행化水素類 및 O - N-S 化合物 等을 測定하였으며 벚素， 水素 빛 좋素 等의 元素

分析은 C - H- N Corder 에 依한 乾式方注에 의해 몇施하였다. 

上a닌와 같은 野外 및 室內冊究의 結果 및 成果를 地域別로 要約하연 다음과 같다. 

海南地域 : 有機벚素含量은 最低 0.15 %에서 最흡 2.2 %에 이르며 大部分( 84 %) 0.5 r-..J 1.6 

%에 該뀔 한다. 빚化水素含量은 全試料의 34 %가 150 ppm 未簡이며， 22 %程度가 150 r-..J 500 

ppm 이며 500 ppm 以上의 高含量이 ￥數가 넘는 56 %이다· 石油化度는 대체로 0.003 r-..J 0.25 

間에 分散分布하나 總試料의 75 %가 0.1 以上에 密集된다. 特히 I험理의 짧達이 比較的 良好한 

牛項里地域에서는 이들 셰일l협이 거의 均-한 嚴化還元度 下에서 堆積되었음을 알 수있다. 

픔빼빼域 : 全般的으로 顧化쫓件이 優勢한 뭘境下에서 堆積펀 精色l혐에 比해 還元뿔境下에서 쌓 

인 非精色I롭 (洛東， 뿔1애 및 짧東I협) 이 빚化水素 및 有機빚柔含量이 높다. 全I롭 中 품州I좁아 平

均벚火水素 및 有機벚素含量이 높은 펀이 냐 그 값은 各各 46 ppm , 0.65 %程度로 아주 낮다. 

품州l협은 l렵位에 開係없 이 比較的 -定한 含量分布를 보이 나 上， 下位에 比해 中位가 약간 높은 

뼈向이 있으며， 품州-뽑에서 走向方向으로 南쪽으로 내 려 갈수록 諸含量이 減少하긴하나 그 

差는 願著하지 않다. 最홈含量은 벚化水素 100 ppm 有機없素 1.62 %일 뿐 全#的으로 매우微 

量이다. 石油化度 역시 平均 0.0061 로서 大部分 0.002 에서 0.01 間에 密集하는 낮은 碩向이다. 

地化좋的안 結果로서는， 뿔州地域은 有機物의 含量이 애우 微量으로 評{뻐標準{直에 훨씬 未達

되는 바， 根源岩으로는 適合하지 옷함을 提示한다. 

梅南地域은 諸含量 및 石油化度 面에 있어 根源岩評{뻐쳐象으로 可하며 옥포， 진도 및 도서지 

방까지 調훌地域을 批大시 쳐 보다 #系的인 地質調훌와 地化풍探훌가 要望된다. 

〔地化좋探훌훌 金根훌， 提文烈， 尹훌훌秀， 쭈性天〕 

4 ) 堆홈f톨境 liJf究

慶尙益地의 l협序古生物풍的 몇 堆積f뭘境冊究는 益쳐Þ.짧達史의 규명과 堆積層의 性格， 효地의 

규모， 堆積l휩의 地下짧達t*:況 및 地質構造에 x'1한 윤곽을 얻게 함으로서 堆積起廳、의 없æ을 探

흉하는데 옳鍵的언 資料를 提供한다는 데 어l 큰 意義가 있다. 

調흉E域은 慶南， 山淸都 院읍에서 품州， 뼈川 및 馬山地域에 이르며 必要에 따라 g域을 Æ 
意로 조정하였다. 

密陽小益地 地域의 調흉結果 마읍과 같은 一般的인 結論을 얻을 수 있었다. 

i)南릅地域(없福)까져는 적어도 흉;읍l협 以下의 新洞l홉群 地l룸들의 起源地는 西測이며 東쪽으 

로 運搬堆積되었다. 이는 岩相파 {벚料의 쫓化로 認定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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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ï) 各 地I혐의 연속은 뼈힘方向으로 연속척이며 層흡도 뼈料方向으로 크게 쫓化하지 않는 事

몇로 부터 新洞層群이 堆積될 예 本 小益地 地域의 後造山性 침 강이 持結的이 었 다. 따라서 뿔州 

層은 密陽小효地의 유천層群의 火成岩類 分布가 始作되는 馬山地域까지 의 延長이 期待될 수 있 

을 것이다. 

iii) 密陽小益地 地域에서는 洛東갑益의 設定보다는 新洞層群에 이어서 阿陽層群이 연속적으로 

같은 沈降地에 堆積되는 典型的인 益地:f*을 보안다. 

혔候를 指示하는 岩色이 하산동層과 함께 훌양， 신라역 암， 함안層에서 냐다냐는데 그 사。l 

의 %色 乃至 暗FJ(色 地層들의 堆積올時의 지후가 크게 다른 것은 아니었다고 생각된마. 

慶댐益地는 微規的인 岩石， 岩色 및 構造， 수직層序， 橫的岩相쫓化에 x'1한 細密한 觀察을 通

한 資料훨集과 뎌불어 巨規的인 造構造운동 火山活動 等을 11] 롯한 지 각쫓動史的인 고찰이 追加

되어야 올바른 益地解析이 可能하다- 이를 위하여는 f先 組織的이고 繼統的안 수직層序 몇 岩相

에 판한 판찰과 가재가 先行되어야 한다는 必要에 따라 測線調흉를 몇施하였고 모든 小規模의 

堆積相을 可能한한 가재하였다. 1: 200 柱뼈댐가 이러한 目的을 월하여 作成꾀었으며 走向方

向에 따른 地層들의 岩相쫓化를 追跳하였 다 

文옳~ij1f究를 通해서 外固의 非海成 또는 홉海性 堆積益地의 解析結果를 慶尙益地와 比較檢討하 

였으며 野外에서 판찰되는 古生物字的 모든 資料를 餘合整理하여 뀔훌境解析에 補充하였 다. 

가)新뭘層활의 堆홈 

멀양小益地 地域이 堆積益地로서의 要件을 갖춘뒤 西쪽 산록지로 부더 침식펀 쇄설울이 流入

되기 始作하였다· 最初의·堆積地 및 起源地의 地形은 매우 不規則하였음。l 院듭層의 層훔의 地

域的안 差異도 짐작할 수 있다. 이러한 쇄설물의 起源地냐 最小限 流路가 通過했을 現在의 小白

머쫓成岩 地域은 堆혐益地의 침 강운동과는 相성的으로 급격 한 융가 가 있어 多量의 堆積物의 流入

이 可能하였 다· 그러 냐 現在 院듭層의 멤流의 最上流냐 1:.流의 大部分은 판찰 不能이 며 이 ,,] 상 

당히 統-된 大益地에 다다른 braided rv meandering river 뼈의 堆홉層으로 思料된다. 현 院

읍層보다 層序的으로 先時代언 地層의 存在는 小白山융기뿜냐 그 以西地域에서 짧見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先院듭地層들은 小規模의 山間堆積益地의 堆積層。l 었으나 現在는 그 뿌리部分 

만이 침식을 免하고 있을 것이 予愚된다. 

院릅層의 岩相의 쫓化는 1:.部로 갈수록 뚜렷이 함度와 堆옮層의 홈가 홉해지는 것으로 보아 

根廳地로 부터 서서허 벌어져 가면서 양行하는 河流附近의 堆뚫層임을 시사한다· 特허 k흘힘험 

의 岩相파 룹검렐層은 。l 를 옳力하게 윗 받침 해셔 長時間에 걸친 堆積物의 流A이 湖水냐 海水와같 

은 大規模 水塊에는 아직 뀔l達하지 않윤 岩相을 보여준마· 이때 堆積地는 끊임없이 뚫出과堆積 

物의 被覆되는 법람원과 이를 끊임없이 水平으로 뾰行 移動하는 本流 및 支流河道에 依한 침뱅 

이 反複되어 現在 典型的안 힘成輪행層을 보여주게 되었다. 법람원 堆積物은 組함質이고뚫出이 

될 예는 顧化환경에 의해 *色토양과 石FJ(分온 CaIiche 를 形成하게 되었다. 

품州層은 馬洞相보다 뎌 堆積益地의 中心部에 이르는 堆꿇相이 特色이나 아직은 깊은 湖水에 

이르거냐 뎌쿠냐 悔洋과의 接觸의 증거는 微훨하다. 품ffi層 中t部에는 응회암절 양岩等의 박층 

이 包含되는 것으로 보아 火山活動이 간헐적으로 있었음을 示浚하지 만 像갑層에 들어서야 11] 로 

서 大規模의 火山活動의 증거가 보인다· 품州層은 部分的인 뻐R地뭘境이냐 얄은 湖水의 11Ê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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相이 支配的이며 下部보다는 上部가 뎌 湖成相을 보인다. 

나) 河陽層활의 堆홉 

像갑I엽 에 이 르러 起源地에서 훨씬 벌어진 것으로 보임에도 不빼하고 岩相이 비록 細함이냐 없、 

岩이 우세해지 며 간간이 含火山燦質 좀層이 흉a되어 起源地의 火山活動과 이에따른 地形의 큰 

쫓化을 추측케 한다. 그러냐 아직도 짧水환경이며 폐成輪행가 局部的으로 판찰된다. 

新羅짧岩屆은 이러한 火山活動을 수반한 지원지의 큰 쫓化의 절정지이며 침식대상이 크고 넓 

어져서 이는 堆積物의 供給을 극대로 하여 長거리를 매慶度가 比較的 좋은 火山岩鷹과 基質을 。l

루는 組함質 火山가원/堆짧物의 大量流入을 招末하였다. 따라서 밀양小益地 地域에 연속적으로 

그 追옮이 매우 良와한 新羅짧岩層은 不整合面도 아니고 益地內의 갑작스런 造陸운동의 結果도 

아닌 가 원지 의 火山活動에 수반펀 地形의 큰 쫓化에 依한 것으로 思料된다 

막대한 火山岩뼈와 지반암을 삭박시컨 新羅鷹岩層의 時폐를 지냐서 低平化펀 起源地로 부터 

遠뚫離로 운반되는 비교적 細함質 堆혐物 ~l 광법위한 威安堆積地에 홉水相의 威安層을 堆積시켰 

다. 다시 말하연 엠川 의 下流堆積相과 湖水堆積相이 混合된 품州相과는 달리 燦g層은 좀더 FI

ood lake 相아 우세하다가 堆積物의 갑작스런 供給批大로 야가된 新羅짧岩좀層 時代를 지냐 威

安層은 完全한 Flood Iake 相이 支配하는 짧境에 이르렀다. 

(-앞地賣홈훌훌 IHÐ훌홉， 白光훨， 훌弼흘， 李浩永〕

4. :fï벚資源調훌 

가.~部探행地質調훌 

1978 年에는 忠南챙田에 x':t한 深部探빚地質調훌를 案施하여 開쫓地域에서는 現 援行水準 以下

의 벚層 쫓達tt態를 규영하고 未開쫓地域에서는 現 開훌빚層의 연장을 추적 確認、혔다. 

今홉調훌에서는 地層을 細分하여 추척함으로써 含벚地層의 分布 및 l협準이 보다 확실히 되었 

다 이들 資源들은 深部 開쫓 및 探없에 가여할 것으로 가대된다. 

빚田試훌윷試훌훌는 1977 年度에 調좁한 湖南챙田과 1978 年度 調훌地域인 忠南밟田의 地質構造

및 협序， 벚層의 쫓達 等을 確짧하지 위해 41顧， 1， 181m를 몇施하였다· 이들 試雖孔에서는 모 

두 훌없되었는 바 이는 開쫓에 도움이 될 것으로 가대된다. 

忠南옳田 뿔住里뼈llÏ 

今짧調훌는 地表地質파 抗內地質調훌를 웰行하여 地表와 抗內地質을 比較 相효連結하여 深部

의 없層쫓達 및 地質構造를 규명하고 地表에서 地層올 細分하여 추적함으로써 地質構造 및 含밟 

댐의 부손상태가 영확하게 되었다. 이들 資料는 探없 맞 長期開쩔계획의 초석이 될 것이다. 

今짧調훌地域은 行政E域t으로는 보령군 마산연， 부여군 외산면에 위치한다. 調훌面積은 26 

個 없/R(抗內 58,000 m) 로 北部 영 보地g는 東距파用地質콘설탄트， 中部 및 東部는 大韓파用 

地質珠式승*土 南部는 울所에서 調흉하였 다. 

- 46 -



石밟資홉 
主要밟田分布~ 

38 

삼척 

37 

:石벚홈源調훌g域 
聞흩밟田 

。대션 ’ | 報없밟田 
36 

全~t.~용田 

。션주 

35 

125 126 127 128 129 

本 調훌時 地表調훌에서는 1 : 5，000地形댐를 route map 으로 使用하였고， 1 : 10,000 地形엄 

에 정려하였으며 웰內調훌도 縮R 1 : 500 으로 하였다· 

本域의 地質은 쫓成岩類와 堆積岩類 및 이들을 實入한 빠岩類로 構成되어 있다. 

堆積岩類는 下部로 부터 險뿔山層， 造똥里層， 白雲춤層， 聖住里댐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 

地層에 배태된 없層의 연장과 地層을 성比하지 위하여 地험을 分뽑하였다. 특히 jrlU휩山햄은 下

$líφ岩뽑， 下部셰 얼뿜， 上部압岩뿜， 上部셰 일뿜 및 含長石角짧빠、岩뽑로 分뿜하였 다. 

造훌里層은 大빼로 下部효層뿜 (짧岩과 셰 일) 와 上部짧岩뽑로 分뿜펀다. 下部효層뿜는 5"'8 

며의 堆홈뚫웹 (Cyclothem )을 가지며 堆積相은 上向細함( finir땅 Upward) 인데， 地域에 따라 

각 輪훨의 t部가 삭박되고 다음 輪앨의 基低가 쌓아는 예가 많이 觀察되는바， 이 런 地域에서는 

양層이 族在되지 않는 경우가 많다. 

白雲츄層은 大밟로 下部互層뿜(짧岩과 셰일)와 1:.$셰일펌로 分뿜될 수 있는데 下部표뱀펌는 

5"'7 回의 堆함輪훨를 갖고 있으며 이들 各 輪뼈의 iií혐相은 t向細拉 (fining- Upward) 이다 

뿔住里層은 組함&、岩 또는 含짧組함li'Þ岩， a훌岩 等으로 構成된다. 

本域의 地質分布를 지 배하는 主要 格曲 및 뼈層들은 N 300
", 400E方向을 갖고 빼面이 西뼈하 

η
 
l 

A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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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系들과 本域에서 아주 마약하게 나다냐는 EW 系， 이들이 간성하여 생 긴 간섭뽑曲 等이 있다. 

本域의 뽑曲 벚 뱅i웹들은 다음과 같다 

(1) 聖住里 向心뽑曲 (復向힘) 

1. 聖住里 小背삶 L. 玉馬니 l 小向科 C. 욱방 小向科 2.. 뿔住山 小向참 

O. 聖住山 小背/힘 닝. 白雲 小背힘 λ 白雲 小向科

(2) 太豊背삶 

1. 大豊 小向힘 L. 大豊 小背料 c. á琴里 向料 2.. 白琴里 背料

(3) 白雲츄背料 (4) 熊川向科 (5) 挑花障背料 (6) 玉馬山뼈層 (7) 源豊뼈層 

本域의 양l좁은 險뿔山탬에 7"'11 放， 造똥里層에 1"'3 放， 白雲츄l몹에 6"'9 板 族在되어 

있다. 

服옮山層의 챙層은 下部앉岩뿜에 1 板 下部셰일추뷰에 2 放， 上部셰얼뽑에 2"'3 板， 含長石角

鷹빠、岩뿜에 5"'7 故 快在되어있마. 이들 諸양層들 中 l!較的 없層쫓達파 連結性이 良好한 t윷 

層은 *ft.휠山層의 下部빠、岩펌의 t용層， 下部셰 일뿜의 챙層， 含長石角鷹양岩뽑 t部 2&의 t윷層 

과 B雲총웹의 最下빚層， 上部셰일펴·의 E윷層들이다. 

이들 탱l협들은 地域， 構造 및 堆積E윷境에 따라 쫓化가 있는 바 이는 堆積t의 요인과 構造的언 

요인으로 思料된다. 보다 쿠체 적으로 說明하연 險옮山層 含長石角짧없岩뿜 中部의 벚層은 白雲

츄向힘의 輪部와 玉東地域에만 부존되며 白雲춤層의 下部 벚層들은 聖住里 複向料 :11:部에서 만이 

富化되어 있마. 

또 빼뿜山l험의 짧맺l협들은 挑花價背科즐 中心하여 西훌훌部는 챙層쫓達이 良好하고， 또 探없 및 

開쫓아 활발한데 反해 東훌훌部는 探없 및 開짧아 되어 있지 않다. 이러한 事몇들은 地層을 細分

하여 추적함으로서 同一含행햄에서의 地域 및 構造에 따른 빚혐의 쫓化가 규영되었고，特히 挑n

i뿔背料의 東훌훌部에서는 지 금까지 含벚層의 부존휩準이 不明하였지 예문에 探챙。l 되지 않았는바， 

이번 調훌結果에 依해 探벚하연 이 地域에서의 벚況이 규명될 것으로 思料된다. 

本域의 없層들은 地質構造의 영향을 받아 複짧曲地뽑에서는 빚홉 1 m 內外로 富化되며 車힘 

構造인 곳에서는 0.5 m內外로 홉嚴化되어 있다. 

造풍里層의 챙層은 연속성 。l 不良한바 이는 Braiæd deposit 또는 meandering deposit 에서 

의 Cut and fil1ing 에 依한 것으로 思料된다. 

本域에서의 深部開쩔은 없層의 흡弱으로 문제가 된다. 그러냐 聖住里 復向料에 依해 富化된 

地域에서는 全벚層이 富化될 것으로 예상되는 바 이의 深部開짧은 필수적이라 思料펀다. 이들 

챙層들을 開짧하는데는 2 가지 方案이 았다. 례] 現在隊行하고 있는 映南없鷹의 料抗과 聖林뱉廳 

의 힘抗을 利用하여 深部로 계속 採嚴하는 方案과 石밟公#土훌t lX內에서 料抗을 新設하여 白雲츄 

댐， 造풍里l협 ， i댔뿜山l험上部 벚힘들을 開짧하는 方案이 있는바 이는 없E 問題 採嚴뿜的언 問

題 等의 연쿠가 있어야 할것이다. 

또한 白雲춤背料部에서도 富앓아 形成되는바， 이의 開쫓에는 出水의 問題가 있으냐 ‘댔뿔山層 

의 J::.t윷 I협들은 축부를 따라 ~部로 開짧함이 좋을 것이 다. 

il뿜山層 下部양岩펌의 벚層은 대보빚嚴에서 富嚴을 形成하고 인접嚴山안 보성빚鷹에서는 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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훌이다. 그러냐 보다 南쪽으로 探밟하여 地域的인 富훌언지 全#的으로 良好한 뚫層안지를 규영 

혜야할 것이다. 

本域의 매장량은 마음과 같다. 

확정얘장량 8，35α 000 톤 

추정매장량 15,952. 000 톤 

예상매장량 23,553, 000 톤 

총매장량 78,509, 000 톤 

총가채량 18,692. 000 톤 

2) 훌田 휠톨훌훌훌훌 

1977 年度 훌훌훌地域인 湖南밟田地域어1 3 個孔， 1978 年度 調훌地域 中 大豊地g어11 1個孔을 

쫓施하였다. 

試雖目的은 深部地質構造 및 밟層의 훌훌뼈態， 層序릎 확인하고자 하였으며 特히 湖南양座의 

78- H-2 융孔은 언정부에 가존 試훌훌몇績이 있으냐 뽕度 마달로 혜석하여 試工하였다. 

試雄結果 훌행 tt況 및 확인매장량은 마음과 같다 • 

..:g- 벤 학 딴 사 항 확 인 매 장 량 111 Jl. 

78- H -1 (호냥) Coal and 
36. 70 '" 42. 70 

(300 m) Coaly Shale 

Coal ar떠 

66.00 '" 80.50 
Coaly Shale 

205.20'" 207.00 386,000 (확정) Coal 

78-H-2 (호남) 
357.50 '" 358. 70 

(481 m) 
172.000 (예상) Coal 

78- H - 3 (호냥) Coal ar띠 

266.0 '" 270.00 
(400 m) Coaly Shale 

289.3 '" 292.8 306,000 (추정) Coal 

78-C -1 (풍낭) 
21 1.05 '" 212.3 30,000 (추정) Coal 

(450 m) 

〔메너지흩홉훌훌훌 *홍海놈， 崔現日， 홉훌111， 훌훌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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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 명土훤l用地質힐훌훌 

固土힘l用地質調훌는 ￡、用地質調훌分野와 水資훌調훌分野로 크게 냐누어진마. 78 年에는 훌結 

事業인 牙山地域調훌 (파用地質) 外로 大田地域에 펴分野의 調훌를 合同으로 授入하여 調훌의 총b 

率化를 企하고져 했다· 파用地質과 水資源調흉에 있어셔는 그의 g훌l設定에 있어서 若1二의 差異

가 있다할지 라도 全般的인 基本地質調흉등에 時間과 A力을 절약할수 있다는 利펴으로， 파i調훌 

플 同-12i域에 ~^키로 했다. 

파用地質調훌는 大田地域 1l 0bi와 牙山地域 80 Ali에 성한 基本事業 調훌와 韓電 受fE 用投

事業을 몇施했 다. 水資源調훌는 大田地域에 쳐한 110 빠 의 水文地質調훌를 基本으로 장고 그外 

로 江華島 溫水里 鉉훌 調훌를 앓行하였으며 그외 受託事業으로 簡城溫果調훌를 民間A의 用投

으로 完了하였다. 

1) 파用地훌훌훌 

本 事業은 大田地域과 牙山地域의 Jò、用地質調훌를 基本事業으로 쫓施한 外 1 件의 外部受託事

業을 쫓施하였다. 

圖土 힘l用의 極大化를 期하가 앓하여는 固土計훌l에 必要한 地球料풍的안 基廣資料調흉가 수행 

되어야 한다. 

本 事業의 目的은 固土힘l用에 必要한 地球科풍的 基k훌資料 제공을 앓한 1 : 25,000 파用地質 

휩 作成에 있다. 양用地質뼈는 地表表層物質 몇 地下岩石分布쫓化 및 이들의 工좋的性質 및 쫓 

化， 地質構造， 地形， 水資흉分布， 훌훌設資tf等어l 開한 諸資料릎 짧面化하는 것으로 이 에는 土壞

의 그[렇的分類， 岩石의分布， 地質뼈， 地質構造， 힘面뼈~， 岩石의風化度， 骨材分布等이 뼈示판 

다. 

본 파用地質웹福作成은 三段階로 냐누어 調좁冊究가 進行되었다. 

第-段階 훌훌훌로는 調흉地域에 開聯펀 많調효文廠 및 資料의 훨集파 縮R 1: 15,000 의 tn:空

흉흉￥IJ훌훌에 依하여 地質， 地形， 챔面安定性， 혐面*월힘， 風化程度， 植生分布等을 予察하였 다. 

第二段階 調훌는 野外調훌와 室內冊究로서 調훌Øf究方法을 要約하연 다음과 같다. 

野外調효에는 地表地質調훌， 地形調훌， 料面安定性調훌， 骨材資源分布調훌， 風化度調흉， 土壞

調훌， 室內試險을 월한 試料찮取1:월빼E::縮꿇度試흩횟 및 標準貴入試훌윷等의 現場試옳， 揮性波探훌 

와 電뒀比휩￡抗探훌等의 뺑理探훌와 試훌윷試雖를 包含하며 훗內冊究에는 岩石力풍試隊， 土質力풍 

試險，tn:空융頁￥Ij誌 및 명化와 岩石銀物훌定이 包含된다. 

第三段階調훌는 第-段階와 第二段階의 調흉結果를 짧、合하여 파用地質멍 및 說明書를 作成한 

냐. 

各 調흉地域에서 쫓施한 具#的 調훌內容파 室內試홈헛內容을 記~하연 다음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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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 大田地훌 l6用삐R훌훌훌 

本 地域 lb用地質調i훌는 2 年間 휠u종事業으로서 1978 年 初에 훌手하여 1979 年에 完r될 予

定이며 홉市뾰張과 冊究단지 建設에 따른 諸般 f틸境地質풍的 및 lb用地質좋的 賣料를 提供하여 

固土를 合理的이 역 料풍的으로 힘l用하는 데 主眼펴을 두고 調훌 冊究를 몇施 進行中에 있다. 

調훌地域운 大田市의 北西部 -部와 大德都 懷德面， 新훌훌律몸， 없洞面， 九則面， 偏城물의 -

짧를 包含하는 約 110 섭의 地域으로서 地理的座훌는 36 0 20’ 00" N'" 36 0 25’ 15"N , 127。

20’ 20" E '" 1270 28’ 00" E 이 다. 

調훌方注운 野外調훌와 室內冊究를 영행 몇施하였으며 野外調훌로는 地表地質調훌， 地形調훌， 

建設材料源分布調훌， 室內試옳을 월한 岩石 및 土壞， 骨材試料採取응을 수행하였고， 室內冊究로 

는 없空흉頁힘j훌훌 벚 土壞의 物理的性質을 알기 위 한 함度分布， 比重， 뿔性限界，~性限界等의 試

險과 岩石의 物理的깜質 을 알기 위 한 比重， 吸水率빼EE縮꿇度試險 및 顧微鏡觀察을 몇施하 

였다. 

本 地域의 調i훌結果는 아래와 같다. 

@ 本 域의 地質윤 時代未詳의 쫓成堆積岩類와 이를 貴入하고 있는 深成岩類와 빠岩類로 構

成되어있마-

쫓成堆積岩類는 마謂 똥川系에 속하는 岩層으로서 크게 片岩類와 닮岩類로 나누어지 여 f몫成岩 

類는 複雲母花밟岩파 片~花뽑岩으로 分類할 수 있다. 

빠岩類는 嚴性岩봐과 활基性岩隊으로서 前記한 岩石들을 貴入한다. 

@ 本域의 地形은 미황가 比較的 흉懷한 便으로서 협面의 順料分類結果에 依하면 全

t本面뚫의 約 83%가 15。以下의 뚫順없를 보여주고 있으며 30。以t의 陰隊한 地形은 2.75% 

에 不過하마. 

水系의 쫓達은 良好한 便이 며 調흉地域의 平均水系密度 (average dramage density) 는 約

1.77 이고 主엔川안 鏡江을 境界로 以東地域은 水系密度가 1.36 으로 낮은 便이 며 以西地域은 1. 

95 로서 흡密度水系를 보여준냐. 

이 려 한 現~은 本域의 地質分布와 密接한 開係가 있는것으로 생 각판다. 

@ 本域의 主要한 建設材料흉은 採石場， 土取場 벚 骨材採取場으로서 本훌훌훌를 通하여 4 個

바의 採石場파 1 個所의 土取場 및 6 個所의 骨材採取場이 힘l用 可能한 것으로 밝혀졌다. 

@ 本域에 分布하는 土壞은 大部分이 없質로서 統-分類注에 依한 土性은 SM-SC 이다. 

土性 亦是 本域에 分布하는 地質과 密接한 開係가 있는 바 本域의 主要 岩石인 複좋母花關岩 

의 風化結果에 基困하는 것 임을 알 수 있다. 

@ 本域의 主要岩石인 複雲母花뾰岩을 처象으로 施行한 岩石의 -빼EE縮꿇度는 最低 475 kg / 

cm 2 로서 대채로 建棄用 石材로서의 힘l用은 無難한 便01 다. 

今般調흉는 2 年間 월u종事業中 -次年度調훌로서 地質 및 地形， 建設材料源分布調훌에 重셔i율 

두고 施行되었으며 파用地質좋的 調훌는 二次年度연 1979 年에 本格的으로 施行할 計훨l 이며 이 

를 鳥하여 試險試雖 맞 없理探훌 (電뒀探훌 및 彈性波探흉) 를 ~行하여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麻用地훌훌훌훌 尹홉奎， 훌日훌， 金允훌， 훌뼈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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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牙山빼훌훌用뺑훌훌훌 

本 調흉地域의 位置는 1260 47 ’ 23"E ", 1270 00’ OO"E , 36 0 54' 30" N'" 370 02’ 30" N이 

며 行政g域으로는 京뿔道 平澤都 包升面， 玄德面， 育北面 一뽑에 속하는 地域이다. 

本 훌훌훌는 1977 年度 調훌面뚫 160 앙에 이어 1978 年度에 80닝가 추가 쫓施되었마.(忠淸北 

道 置律都 I상첼面 新平面-뽑) 

本 地域의 岩石은 대 부분 Precambrion mètamorphzc complex 에 속하는 쫓性岩類와 部分

的으로 츄라가 에 貴A한 花뾰岩이 stock 뼈으로 本 地域 東南뿔에 分布한냐. 

大部分의 쫓成岩類는 석희질分을 包含하며 심한 風化作用을 받았고 이들은 대깨 堆積構造를 

보이고 았다. 

調훌는 農業技術院 土壞웹 (1 : 25,000) 를 利用하여 地表表層物質언 土壞을 룹料採取하여 tv: 
度分折， 比重，~性限界， 뿔性限界試흉을 좋施하였 고， 自然試料에 쳐한 -빼fE縮試흉，fE密試흉 

三빼fE縮試훌等의 室內試險이 몇施中에 았다. 또한 土壞의 工풍的 分類 (U,S. C, S) 를 롯施하 

였다. 

本 調효 地域의 많은 面積을 포항하고 있는 海洋堆積物質(所謂탤) 의 水平的 水直的 훨흩造의 

쫓化를 알가 흉하여 1977 年에 ( 1977 年度 22 個孔 500 m) 01 어 1978 年度에 15 個孔 300 m 

에 함한 시 추調흉 및 Ducbcor웅 Peretrometer Test 를 E용施하였 다. 

本 調훌地域에서 採取펀 試料 414 펴中 127 펴에 쳤한 室內試용01 完r되 었 다. 現在까지 의 

調훌結果 土壞分類는(統-分類홉에 依함) 살트質모래 (SM) , 정토質모래 (SC) , 우가철정토(C 

L) 이며 土壞의 比重은 2.48 '" 2.78 의 법위를 가진다. i!용性限界는 23'" 55 %의 넓은 分布를 

갖는다. 대책로 30%以t의 被性限界를 갖고 있으며 뿔性指數 (pI)는 7%以t이다. 地表物質

은 大部分 分級度가 不量한 (SiIt '" Clay ) 細함質이 다-

本 地域의 料面뼈짧는 15 %以內의 낮은 혐청를 보여주고 있으며 準平原의 주릉지 대를 이루고 

있는 것이 特徵이다. 

固土훼用 파用地質명 (1 : 25，000)는 -般地質명 ((농ner외 Geelogic Map) , 홈협分類웹 (SI

ope Class Map ) 월面不安定地域分布웹 (Slope Unstability 뼈p ), 表層物質分布휩 (Surfical 

MateriaI Distribution Map) , 建꿇材料源 分布휩 (Consfruction Mater떠J Disfribution Map), 

강密度없 (Dr，퍼nage Deusity Map) 및 岩石의 振抗性fìì:I (Rock Resistance Map) 等 쫓Ut로 

냐뉘어 쫓용뀐l되어 질 것이 마. 

J6用地質뼈는 固土를 科풍的으로 힘l用하고 保全하는 더l 多方面으로 活用되어 질 것으로 期待

된다. 

主活用分野는 

@ 士木建設分野 : 댐建設， 道路工事， 導水路工事， 터 넬工事， T뚫事業， 火力짧電所建設， 建

設材料흉의確保等-

@ 農林分野 : 土地힘j用，1i'Þ防I事， 造林等

@ 水資源分野 : 基짧岩 地下水開쫓， ~btt水開쫓， 짧水調節等 

@ 그c業基地造成分野 : 構造物設置地貞에서의 支待力， 切土 및 盛士部分에서의 地質~態把握，

立地종件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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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生活뚫境分野 :tþ i;t 나 土壞홉敏과 같은 地質~뽑予 IYJ等으로 要約할 수 있다. 

다) 受託훌業 

CIl 桂馬里 • 富邱地域 原子力쫓電所 數地 細숍B地質調훌 用投事業

韓固電力珠式웅tf 에서 의뢰한 桂馬里， 富邱地域에 처한 原子刀쫓電所數地 細部 地質調훌를 

鳥하여 美固 D ’ APPOLONIA 用않승삼와 地表地質調흉， 物理探훌， 梅洋物理探흉， 試雖調훌를 

몇施하였마. 

2) 水賣源調훌 

本 水資源 調흉는 地下水源을 主x'1象으로하는 水理地質調훌와 圖果 - 鉉果 包含 調훌의 2 個

分野로 나누워철수 있마. 78 年度에는 大田 甲川 下流流域에 쳤한 水理地質調좁를 基本으로 장 

고 江華島 遍水里 없용를 追加 몇施하였다. 그 外로 偏城溫果에 혐한 外部 受託 調좁를 77 年度

末煩에 始作하여 78 年 4 月에 終結시켰다. 

가)水理地質調옳 

大田市의 北部 平野地뿜와 大德郵의 數個面을 包含하는 甲川 下流 流域에 x'1한 水理地質調흉 

가 2 個年의 計훌l으로 78 年에 始作되었다. 

本 調좁는 流域內의 地下水 敵存~態 및 流動現況， 뿜水l협의 規模 및性格， 그리고 水質等을 

M明함과 同時에 地表水와의 開係를 따져 水資源을 明確히 품{뻐하려는데 그 目的이 있다 용힐業 

의 急激한 짧展과 삼용 開짧에 따라 그 需要가 急t뽑하게 될 水資源의 確保는 매우 時急하게 要

求되어질 것인 바， 몰健에도 水量 確保가 期待되는 地下水源의 確保는 ll] 록 量的으로 약간 갱; 

勢일지 라도 地表水 못지 않게 重要性이 認定되어질 것이다. 

78 年度에는 大田市西部 月햄洞에서부터 大德都 九則面 松江里부근 까지의 甲川流域과 。l 에 

流入되는 偏城)11， 竹川， 챙洞)11， 동화川 및 法洞川등의 支流 流域을 포옹하는 110뼈를 쳐象으 

로， 이 流域의 뿜水層 地質 把握과 우울 調좁에 依한 地下水位， 水溫， 水比{i:導度 ， i￥度 把握등 

으로 地下水圖存의 職況調훌를 끝냈마. 한펀 46 個所의 水質分析으로 水理地質的 解析과· 水質

分布를 밝혔다. 79 年에는 地下水의 계속척인 觀測， 뿜水l휩試驗 河川流量 뼈tl定에 依한 水때支檢 

討등으로 經、合的 結論을 내 릴 것 이 다. 

本域의 地質은 複雲母花關岩 및 片~花뾰岩등의 花뾰岩質岩石아 거의 大部分을 차지하며 片麻

岩과 服岩이 小規模로 分布한다· 이와 같은 花關岩의 分布는 저이한 風化뿜地形을 形成하고 있 

는 地域아 넓게 分布하여 깊은 準뿜水眉( Siwi -aquitar )를 형성하고 있다· 甲川을中心한 流

路의 풍갑과 支流의 小풍짝어l 따라 末固結層인 第四紀l협의 分布가 相뀔한 넓 이로 分布한다. 

主뿜水層은 甲川 및 支流의 똥갑에 堆積된 때積l룸을 들수 있으며 그 中에서도 멤川流水의 1m 

路에 堆積된 멤道 堆積層 (River ChanneI Thposit) 이 가장 良했하다. 甲川 의 河道堆積層은 現

河많을 中心하여 200'" 400 m의 뿜을 갖는 것이 一般的 뼈向이며， 特히 大田의 홉原洞， 三川洞

-뿜는 現河똥의 南部에 IÅ域的인 멤道堆積l흡을 形成하고 있다. 이들 河道堆積層은 主로 3"'5 

cm 의 graveI과 租없로 되어 있어 地下水의 主流動가 되어 있냐. 地表가까이에는 河道의 쫓動 

에 의하여 生成펀 |日河똥의 흔척이 簡域 上쏠里부근을 ll] 롯하여 敎個짜에서 確認되어진다. 河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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堆積휩을 벗어난 河갑의 꾀部地뿜에는 流水에 依하여 운반되어 온 fine 한 物質과 山麗에서 내 

려온 운반錫質이 混合 堆힘펀 소위 難펌71</협 C aquiclude ) 이라 할 수 있는 l험이 部分的으로 分

布된마. 

小풍-&01 甲川 河갑으로 직접 나오는 部分에는 옳狀地 型態의 堆積層이 甲川 本流 流域에 分

布한다- 이는 주변부의 平地보다 1 ，....， 2m정도의 標홉差를 가지 냐 그 형 태는 比較的 平휠한 양 

상을 띄역 組없、或은 뼈?짧層으로 되어 뿜;水tt態는 냐쁘지 않아· 이들 때積層의 심도는 甲川 本流

의 中心뽑에서 8 ,...., 10 m를 보이며 큰 支流에서는 5m未構을 보인다. 

花뾰岩의 風化뽑는 댐城둠 中心一뿜로 부터 빚洞面上流로 血範하게 分布하며 20 ,...., 40 m 심 

도의 우풀이 여가 저지 많이 꿇井되어 있다. 風化뽑는 이 流域에 있어서 相울한 뽑水l휩으로 간 

주되어진다， 

330 個에 달하는 農業用， 工業用 및 -般家홈用 우울에 처한 水深， 深度， 水溫 水比~導度를 

調흉하여 地下水 tt態를 M明~져했마. 

地下水位의 分布는 10 月末에 서 11 月 에 걸친 乾期의 地下水位深度 分布에 依하면 風化쁨 地

뽑인 偏城펀 南部 흉地깜는 거의 10 m를 보여 보통의 題水機에 依한 錫水에 있어서 限界쳐에 

도달되어져 가고 있다· 甲川 流域의 平野 地뽑에서는 0. 5 ,...., 3 m정도로 地下水位 深度가 양은 

地뿜가 透水性이 不良한 地뿜로 敎個짜에서 確認되어진다. 水位等흡線에 依한 地下水流動뼈態규 

명은 없tl量이 行해진 以後에 쫓施될 것이다. 

地下水의 水質에 開係되 는 水比fi:챙度 CSpecific conductivity) 의 地域的 分布를 보 연， 우선 

河川水는 上流에서 100 μ v/OtII以下이냐 甲川에서는 100 ,...., 200 μv/ OtII의 뱅위를， 그라고 大田

川 合流 以後는 500 Ñ 700 μ v/OtII를 보인다般的으로 때積層의 地下水도 甲川 上部쪽에서는 

200'" 300 μ v/OtII 下部쪽으로 가연 300 ,...., 500 μv/OtII 까지 보여 大田市에서 흘러나오는 훌水의 

영향이 극심하게 냐타냐고 있다. 小뚫g의 上流는 -般的으로 100μv/OtII 이하로 水質은 良했하 

다. 大#로 水質의 不良을 A월的 펀짧아 j中積層의 양鷹層을 通하여 엽게 地下水홉로 스며드는 

結果로 볼수 있다. 深度가 갚은 風化뿜는 100 ,...., 200μv/OtII以土도 펀짧을 받지 않고 있는 것으 

로 보인마. 水比&導度의 分布상태로 大田川피과 九則面 童山부근의 甲川파에서 地下水가 河川

水에 依하여 심하게 f동集되고 있음을 알수 있다. 

46 個所에 성한 水質分析에 依하여 地下水 뼈態를 地化풍的으로 備折쿄져했다. 大部分의 水質

을 Carbonate hardness 에 屬하여 뼈 .. + K+< Ca -tl + Mg++, Il CO; + C03-- > Cl- + SO.-

의 형태를 보인다. 이는 地F水의 年令이 比較的 짧다는 것을 말하는 하냐의 증거가 된다 1""" 

2 個所의 水質分析結果가 Na+ + K+ > Ca+++ Mgη HC(견 + CO3->Cl- + SO‘-- 의 Car

bonate alkali 에 가까워지 고 있는것이 있는데 이는 溫果 附近의 심부 風化뽑 地下水로 다른 것 

과 完全히 g分되 어 진다. 

46 個의 水質分析 結果에 依하여 農度別 分布뼈를 作成해 보면 地域的 性格이 투렷이 냐타난 

다. 이 結果에 依하연 地質的 差異에 따른 水質쫓化 보다도 오히려 폼짧에 依한 差異가 투렷이 

냐타난다. 風化뽑냐 山麗 뼈옳層의 民間 우울에서는 -般{直보다 5 ，....， 6 倍以t 高홉度를 보이며 

이는 透水性이 꿇하여 f당뿔이 쌓이는 結果이다· 때積層의 )\家密度 地뿜에서 一般的안 값보다 

3"""4 倍以.l:을 보인다· 또 大田市의 癡水가 영향을 주는 甲川 下流에서는 이에 따른 옳度의 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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加가 全般的으로 미 치고 있다. 

以上의 調좁빠究 結果로 샘水l험과 地下水眼存狀態 빛 水質的인 職況이 把握되었다. 다음 年度

에는 地下水의 流動 뼈態 빛 速度 뽑水l협의 水理的 姓格 C Hsdra ul character ) 을 규명 하여 地下

水의 眼存量을 推定하려하며 各멤川의 流量 뼈定을 通하여 地下水에 依하여 補꿇되는 地表水의 

量의 값의 安全하게 利用될수 있는 地表水의 量이 된마. 그러고 降雨등 水文的 現象 쫓化에 

따른 地下水의 쫓動응을 M明하여 이 流域의 水資源을 훈fL{뻐하고져 한다. 

나) 江華島 遍水里 훌i훌調훌 

江華島 吉詳面 溫水里에는 12. 5 0C의 水溫을 갖는 행果水가 約 40 rri' / 日 의 團出量으로 쏟고 

있다· 이에 혐한 住民의 開心。l 뾰청과 어떤 聞聯이 있을 것이라는데로 쏠려 과거 10 용年間 論

議가 계속되어 왔었마. 1969年에 이에 쳐한 職略的 調좁로 溫果徵候는 별로 포착하지 옷했으냐 

76 년에 들어서서 住民들에 依하여 180 m 試雖까지 行해졌었다. 이와 같은 뼈況下에서 이 簡果

의 溫果徵홈與否를 다시금 明確히 해둘 必要가 있어 78 年 12 月에 -次的인 調흉을 등용施하였 

마. 

附近의 地質은 Pre- Ca mbrian 의 片麻岩層으로 이 햄은 累좋母 片廠岩， 結옮質 石FJ(岩 및 珪

岩둥이 효l협으로 되 어 있 다. 特허 結옮質 石FJ(岩은 地下水에 依하여 溶敏된 部分이 確認되 었으 

며， 행果도 이에 開聯되어 질 것으로 보인다. 

1. 2 m 深度의 圖度뼈~定을 좋施하여 。l 地域의 地熱異常을 포착고져했 냐。 約 300 점 에 성한 地

溫얘~定 結果에 依하면 最흡 11. 3 0C 最底 8.5 0C의 分布을 보이며 훈i溫뽑의 分布가 散쫓的으로 나 

타냐고 있다.HjJ 一定한 地熱異常의 pattem 은 確짧되지 않았다. 補助的 뼈l定으로 熱과 化字

的性質에 起因될수 있는 自然電位差 빼定등으로 構造的 異常뽑를 포착코져했으냐 別다른 成果

는 없었다. 

地化字的 벚 水理地質的언 方法으로 異常뿜를 찾고져 各 우울 및 생에 대한 水溫 심도 水比노 

향 및 水質分折을 쫓施한 바 水圖은 심도가 깊은 것 C4"'5 m ) 에서 11"'12 0C의 分布를 보이 

고 맡은 것은 9.5'" 11 Oc를 보였다. 水質上에서도 다륜생 (簡果)과 水質組成上에서 差異가 없 

이 Ca rbonate hardness 에 屆하여 뺑황이 어면 特性을 갖고 있다고 하기에는 無理다· 

76 年에 施行된 180 m의 試雖孔에 대한 옮度分布를 빼定한 結果 130 m (그以上 不可)에서 15. 

6"(;를 보이며 增圖率은 1.9 OC/ 100 m로 極히 룡륭한 펀이다. 이는 下部에도 結옮質 石빚岩。l 

많아 이에 흉흉達한 空間이 地下水의 流通을 원활히 하기 때문에 溫度差가 적은 것으로 보인다. 

以上의 結果로 溫良徵候 포착이 어 렵 다는 -次 結論을 내 렸 마. 

다) 受託 훌훌 

f굶城溫果인 偏城율로 鳳嗚里 198'" 8 홉地 -뿜에 처한 圖果可能與否 調훌를 受託받아 4 月 까 

지 調훌 完r하였다. 

本 地E는 甲川에 依하여 形成된 넓은 2中積層의 中央에 位置하여 양짧탬이 두멍 게 쌓여 있는 

地뿜이다. 

地遍뻐l定은 1.2 m 심도와 0.6 m 심도의 두 뽕度에 xt한 없~定으로 各 深度에 xt한 地溫分布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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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 0.6 m 차이 에 나타냐는 溫度差 RJ1 增溫率 分布를 檢討하였다. 이 地域은 前述한 바와 같이 

두터운 때積l롭과 |日河똥地뿜의 地下水 流動으로 因하여 溫度差異가 극히 微細하여 1.2 m 심도의 

地圖分布에 있어서 -般的인 背景의 값과 異常뿜 中心의 差異는 不過 1B Oc에 머물고 있다. 그 

러 나 異常뽑의 分布 Pattern 이 明確히 東西로 뻗고 그 中에 서 도 가장 中心뽑라고 여 겨지 는 E域

이 포착되었다 한펀 t뽑溫率아 가장 높은 中心뿜도 거의 -致되는 경향을 보였다. 

그外로 溫옳構造를 찾기 앓해 自然放射能分布와 딩然電位差分布를 把握하여 그의 中心異常뿜 

를 ~面化하였 다. 이 와 같은 여 러 가지 의 異常分布뿜가 -致되 는 E域을 가장 有理한 곳으로 간 

주하였냐· 이러한 各 測定 結果의 中心異常뽑가 狼自的인 方向으로 나가는 g域을 除한，RJ1 모두 

가 거의 -致 중복되는 g域을 축소한 결과，그 법위는 50 m정도의 福을 갖는 東西方向의 것으로 

나타났다· 아 結果에 依하여 試隊試雄 候補地 3 個所를 選定하여 報告書를 提出하였 다. 

。l 調훌 結果에 依하여 試驗試雖를 한 結果 第-候補地는 100m심도에서 溫良服이 포착되었 

다 擺城-뽑가 보통 300 m의 심도를 갖는데， 比하어 100 m에서 40 0C以上의 溫果服이 포착되 

었다 함은 거의 服의 中心뽑을 지냐고 있다고 보여진다. 앞으로 이에 처한 試雄孔의 圖度 分布

는 水理的 資料를 훨集할 計劃이 다파用地훌調훌훌 **.iEi훌] 

6. 웹騙地質調훌 

g깅*뭄 地質 調훌는 98， 799뼈 面積의 南韓을 縮R 1 : 5α000地形뼈로 350 放 E劃펀 舊뼈福 을 

基本없로 하여 地質좋的 諸般資料를 結、合하여 地質휩 및 地質 說明書를 作成하는 것이다. 調흉 

方法은 野外 地質 調훌와 이 에 隨伴된 室內 冊究로 g分된다. 野外 調흉는 縮R 1 : 25,000 地形

g를 使用하여 主로 地表 훌홉훌로서 地質 分布， 地質 開係， 地質 構造，Þê;;用 地質 等을 觀뻐l하여 

記載하고 岩石， 化石， 銀石 等의 試料를 採取하는 것 이 다. 室內 冊究는 採取판 試料로 부터 岩

石 冊究， 層序 冊究， 構造 分析， 化石 冊究， 鉉石 分折 等을 通하여 野外 觀뻐l펀 賣料를 補完하 

는 것이다. 

없福 地質 調훌의 目 的은 地下 資源開짧， 固土 開짧 및 韓固 地質 系統 確立을 앓한 基嚴 홉 

料를 提供하는데 있마. 이 資料는 探훌 및 開짧 앓行에 開聯된 調훌 作業 및 冊究 過程에서 A力

및 훌備의 集約的이고 ØJ率的인 運用에 寄달 할 수 있다. 

78 年度 댐福 地質調훌室은 1977 年度에 調훌 完r된 끊川， 鏡山， 楊平， 용듭， 東菜 , 月內

等 5 個 댐福을 쫓刊하였다. 調훌 뼈福에 있어서 論山， 많朱는 新規로서 一次年數l ￥面積。l

몇施되었고， 牙山， 天安， 平昌， 寧越 等은 全面積이 完了되어， 1976 年度 뀔時 未훈뀐IJ 23個 뼈 

福中 15 個 댐福을 냥지게 되었다. 米院， 大田， 江景， 軍威， 大要， 新寧 等은 二次年度分으로 

全굶옳이 完了되었다· 이것으로서 1978 年度에는 6 放 購 1，664 뼈를 쫓施하여 짧 181 板
66，005 뼈로 되어 南陣 짧面積 98.799뼈 (從前에는 98，477 뼈로 計算)에 처하여 66.8%의 進

度率을 나타냈마. 

- 56 -



E원뚫!t!1칩허업 f훈 및 퇴 土利用地質調흉 

0 eli:1 ‘옵地質調훌 

% 경업훌'jjO了 

• ’ 79 짧흉 

G잊 뿜 t힘l用地質調훌 

O 파用， 水휩홈調훌 

ε， 地흙， 뼈쳤調흉 

1978 年度 基本事業은 論山， 않朱 等 2 個 없福，再調흉는 牙나/. 天安， 平昌， 寧越， 等 3 個댐 

福， 그리고 用않에 米院， 大田， 江景， 軍威， 大要， 훌싼寧 等 6 個 없*룹이었다. 경훌本 2 個 명福은 

中間報告書를 提出하였 고 再調훌와 用짧은 最終 報告書를 作成하였 다. 各 E깅福別 職l홈 地質 (가) 

과 調훌 成果 (나) 는 마음과 같다. 

1. 홈山&경홈 

(가) 東옳 1270 00’ '" 15’ 北韓 36 0 10’ '" 20’ 內의 地域으로서 忠南 論山옆ß-뿜에 位置한다· 

이 地域은 先캠브리아紀의 片麻岩類와 中生代의 岩層으로 되어있냐. 01 들의 地質 系統은 先캠브 

라 아紀 片際岩類는 眼球~ 片隊岩， 混成 片麻岩， 홉城山 片岩으로 되 어 있고 中生代는 ￡옆~짧雲 
母 花關岩， 累雲母 花關岩， 複雲母 花關岩， 堆積岩類.11*岩類 그리고 第四紀 /中積l홈으로 構成

되어 있냐. 

(나) CD 짧뼈 花關岩이 石材로서 힘j用되고 있다· 其外에 金이 흩出되 었으냐 癡鉉되었 다· 양金 

은 過去에 盛行한 적이 있으냐 現在는 거의 中止되었다· 

@ 京鍵 片蘇岩 複合빼의 南西部 地域冊究에 重要한 資料를 提示하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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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찮朱댐홈 

(가) 東옳 127 0 30 ’'" 45 ’ 北짧 36 0 00’ "'10 ’ 內의 地域으로서 忠南 鏡山部， 忠北永同都

및 全:it l흥朱짧 -뿜에 位置한마· 이 地域은 先캠브리아紀의 片麻岩類， 中生代 岩l협 및 第四紀

/中積l훨으로 되어 있냐· 이들의 地質 系統은 先캠브리아紀의 많岩， 累色 주放岩， 雲母 片岩， 石FJ(

岩 等으로 이루어지는 底度 쫓成岩類， 累雲母 鎬:1*片麻岩 및 花뾰岩質 片麻岩， 쥬라紀의 累雲母

花뾰岩， 터를흩紀의 짧岩， 安山 훨岩， 紅色 長石 花뾰岩， 石英 짧岩，:0英빼 그리 고 第四紀의 /中

積層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나)(!) 有用 웰物은 石R石， 珪石 等이 있으며 石材와 骨材의 基本 資料 提供.

@ 花뾰岩質 片隊岩은 累雲母 훌홉:1* 片隊岩을 貴入하였다· 底度 쫓成岩類는 累雲母 鎬:1* 片

障岩內에 [ζ域 쫓成의 훌有錫인 地質풍的 힘E據 提示하였 마. 

3. 牙山떠홉 

(가) 東흉 126 0 45 ’ '" 127엄0’ 北韓 36 0 50’ '" 37 0 00 ’ 로 E劃되는 地域으로 忠南 牙山都， 居

律郵 및 京짧道 平澤都 -뽑에 位置한다· 이 地域은 先캠브리아紀의 片降岩類와 中生代 火成岩類로 이 

루어 져 있 다· 이들의 地質 系統은 先캠브라 아紀의 瑞山層群， 鎬뼈 片厭岩， 混成 片麻岩 f앞:1* 

쫓옮 片~岩， 等과 中生代 및 時代 未詳의 複雲母 片:1* 花關岩， 累雲母 花關岩， 組함質 花

뾰岩， 玄홉岩， 岩M:類 및 第四紀 /中積層으로 되어 있다. 

(나) (!) 平澤都 -뽑에 힘良이 多量 嚴存되어 있고 購:1* 累짧은 小量 圖存되어 低質벚 및 累

용8 資源에 ~한 홉料提供. 

@ 南陽， 牙비， 梅山里， 密頭里 一주뷰에 防뼈提가 構棄되어 農훌#地가 確保판 바있는데 홍훌律과 

호암 간을 連結하면 큰 成果가 있을것이다. 

@ 京짧 片앓岩 複合빼 系統 6쉴立에 重要한 賣料를 提示하였 다. 

4. 天安 댐홈 

(가) 東흉 1270 00’ '" 15’ :i t옳 36 0 40’ '" 50’ 로 E홉j되는 地域으로서 忠南 牙山짧， 天原都

몇 薰양都 -짧에 位置한다. 이 地域은 先캠브리 아紀의 片隊岩類， 中生代 火成岩類 몇 第四紀로 

되어있다- 이들의 地質 系統은 先캠브랴아紀의 鎬뼈 累雲母 片麻岩， 및 花關片度岩， 쥬라紀 

의 角閒石 片麻~ 花뼈岩， ~피雲母 花뾰岩， 累雲母 花뾰岩， 및 훨~ 花뱀岩， 白훨紀의 t훌基 i 

性 岩빠 및 홉횟性 岩M:， 第四紀의 t中積層 等으로 構成되어 았다. 

(나)(!) 本域에서는 金， 石%石， 增石 等이 過去에 移行되 었으냐 現在는 浪행만 남아있마. 細

拉 乃至 中함質 累雲母 花簡岩이 곳곳에서 石材로 採握되고 있다. 

@ 先캠브라아紀의 花뾰岩質 片縣岩은 鎬~ 累雲母 片麻岩을 貴入하였다. 

@ 片隊岩類는 瑞山휩群보다는 京農 片麻岩 復合#와 同-한 時期로 폴것을 主張하였다. 

5. 平릅， 훌웰 협홈 

(가) 東훌 1280 15’ 104" '" 30’ 104" 北繹 37 0 10’ '" 30’ 內의 地域으로서 江源道 平昌都 및 

寧越옆B 一뿜에 位置한다. 이 地域은 先캠브라 아紀 쫓成岩類， 古生代 安味里層활과 平昌層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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中生代 火成岩類 및 第四紀 ì$積 f웹 等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의 地質系統은 先캠브라아紀의 

方林l험群과 花뾰 片#텀， 캠 브라 아紀의 :fi山웹 , 橫峰層 및 豊村 石EJ(캄l휩 等의 安味里l휩群， 오 

오도ll] 스紀의 三方山層， 入월1里l휩 및 降善 石EJ(岩層 等의 平昌I협群， 中生代의 花|휩岩 및 岩빠， 

第四紀의 供積l현 및 j中積層 等으로 되 어 있다. 

(나)CD 有用 鉉物로는 方앓石， 閒뾰짧石， 짧石， 珪石， 金， 銀 等이 꿇出된다 前記 三者는 

主로 方林l협의 짧좋母 片岩內 結옮質 石EJ(岩과 平昌層群의 石EJ(岩層中의 交代 銀똥이며 珪石，

金， 銀 等은 隊行 {面{直는 적은 것으로 보인다. 

@ 石%岩層의 分布 規模를 把握 하였 다. 

@ 先캠브리아紀의 方林l훨群과 1t뱀岩質 片麻岩의 開係는 漸委되고 이것은 花關岩化 作用의 

錢有物로 地質풍的 資料를 提示하였다. 

6. 米院 웹홈 

(가) 調흉地域은 東흩 1270 30’'" 45’ 北緣 360 30’'" 40’로 g劃되는 곳으로서 忠北 淸原빼 

및 報思t:jl-뿜·에 位휩한다. 本域의 地質系統은 캠브라아紀의 米東山6월， 大香山샘 맺 쫓훌 q용山햄 

과 끊川層활안 花田里層， 九童山層， #료院里層， 文周里圖 및 黃江里댐이 分布한다. 이들 쫓成堆 

옮岩類플 淸州 짧~花뾰岩， 累좋母 花뾰岩， 石英 많岩과 嚴性 및 힐基性 岩빠이 貴入하고 第四

紀 때積협이 있다. 

(나)CD 本地域 內에서 塵出되는 앓種은 無煙벚， 우라늄과 石材로 大理石파 스레이트가 았다. 

現在 大理石이 3 곳에서 스레이트가 2 꽂에서 採握中 01 며 우라늄도 隊行中에 있다. 

@ 찮川層群의 훌훌植地에 성한 詳細한 資料을 提供하였 다. 

1 大田휩홈 

(가) 調훌地域은 東옳 127 0 15’ '" 30’, 北繹 36 0 10’ '" 20’ 로 E劃되 는 곳으로서 忠南 大田市

를 III 롯하여 大德짧， 論山都 및 鏡山郞 -{뷰에 位置한다. 이 地域의 地質운 時代未詳의 쫓成堆 

￥홉岩類， 中生代의 火成岩類 및 第四紀 f中積웹으로 되어있마. 경올成堆짧岩類는 香山里層과 馬田里

層으로 펀 古生代 以前 l휩과 이 를 開係未詳으로 덮은 食里層， 大德里햄， 黃江里層 等의 時代未

詳의 많川系로 되어 있다. 그외 에는 時代未詳의 쫓成 i 많線岩質岩과 01를 實入한 中生代 火成岩類

로 構成되어있다. 

(나)CD 過去에는 銀， 鋼， 金， 銀等이 꿇出되었으냐 現在는 大部分 中뻐되었고 壽휴훌훌i버에서 

童鋼石， 黃銀石， 方앓石 等이 塵出된마. 非金屬훌t*으로서는 無煙뾰이 援行中이다. 이러한 含빚 

뽑內에는 우라늄銀똥이 包含되어 있어 애우 主目된다. 

@ zxJiI系의 分布 範閒를 把握하여 地質系統을 세 우는데 基優資料를 提供하였 다. 

8. 江훌 웹톰 

(가) 調흉地域운 東흉 127 0 00’ '" 15’ :lt옳 36 0 00 ’ "'10’ 內에 E홉j되 는 곳으로서 全北 益

山짧과 完州都 그려고 忠南 끓山都 等의 -뿜에 位置한다. 이 地域의 地質윤 古生代의 끊川휩鍵 

과 平安系， 中生代의 大술 花뾰岩과 佛휩춤 花뽑岩으로 되어 있다. 이들의 地質系統은 다음과 갇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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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도비스紀 乃至 캠브리아紀로 보이는 야川l협群은 大香山珪岩， 文周里l협， 용里l휩， 馬田里l험 

等으로 되어있냐. 飛鳳I험은 페름紀에 屆l할것으로 보이며 이들을 中生代 花범岩類가 貴入하였마. 

(나)CD 本域에서는 石%石이 採握되고 있다. 結板岩內에 快在펀 無煙벚이 移行되고있다.t!;→ 

板岩은 慶石材로서 利用되고 있다. 細함 花뾰岩은 石材로서 採鋼되고 있다. 

@ 本地域의 ð:)ilJ협群의 分布는 끊川 l펌群의 南部地域에서 構造 輪Ff-1 매우 重要한 곳으로 基

6훌 資*4을 提供하였 냐. 

9. 軍威 웹훔 

(가) 調훌地域은 東옳 1280 30 ’ '" 45 ’, 北繹 36 0 10 ’ '" 36 0 20’ 로 g뽑l되는 곳으로서 慶北 義

城都， 軍威部 -뽑아다. 本域은 主로 白뿔紀의 慶尙系에 屬하는 新洞I휩群과 河陽l휩群 等 堆짧岩 

햄과 輪川 火山岩層群과 佛固춤 貴入岩群 等의 火成岩類， 그라고 第四紀 껴l옮-層으로 되어있다. 新

洞l협群은 洛東層， 露山洞l협 및 품州層 等으로 河陽層群은 -直l휩， 後平洞層의 뿔尾洞 멤 벼， 셔â.:f￥ 

層， 옴갑댐， 春山I롭 및 新陽洞l흡으로 되어있다. 倫川 火山岩層群은 이 堆폼岩I룹을 不整合으로 被

覆하고 佛園극놓 實入岩群에 依하여 貴入되 었냐. 

(나)CD 大邱 附近의 地l협과 英陽 小益地의 地層들을 처比시켰다. 

@ 우리냐라 白훨紀 堆積岩l혐의 새로운 分系 系統案을 提示하였다. 

10. 大훌 휩홉 

(가) 調좁地域은 東옳 1280 30’'" 45 ’ ~t;輝 36 000 ’ "'10’ 로 E劃되는 곳으로서 慶北 軍威都，

흉갑I롭，達城都 一뿜이다· 이 地域은 王로 터를흩紀의 慶尙層群으로 構成되어 있다. 이들의 地質系

統은 連花洞層 ， 뚫山洞l휩， 東明層直l홉 等의 洛東꿇層群， 後平洞層， 點와層， 威安웹， 훌훌FJ( 

岩屆， ￥夜月 l휩 等의 新羅뾰層群，그라고 ;\公山 花關岩， 珪長岩， 顧性 벚 中性 岩빠 等의 佛E퇴츄 

火成岩類 및 第四紀 j中積層 等으로 設定되었다. 

(나)CD 農尙I좁群의 新洞I홉群，/'iiJ陽層群， 倫川層群의 g分이 모호함을 主張하였다. 

@ 運;ffi洞層과 點양層 사이 에서 下部 白훨紀의 植物 및 動物化石 敎種을 記載하여 層序 樹立

에 資料를 提示하였다. 

1 1. 新훌 댐홉 

(가) 調훌地域은 東흩 1280 45 ’ '" 1290 00 ’ 北韓 360 00 ’ '" 1 0’ 사이에 g劃되는 곳으로 慶北

軍威都， 永川都 -뿜에 位置한다. 이 地域의 地質은 主로 白훨紀의 堆積岩l협과 火成岩類로 構成

되어 있다. 이들의 地質系統은 威安l휩， ￥夜月 l협， 慧仁l몹， 해救 石英安山岩， 流救岩質 角짧岩， 流

救짧岩 또는 石英짧岩， 安山岩質岩類， f용岩類， 班編岩， 花關岩類， 岩빼類 및 第四紀 /中積層 等으 

로 되어았다. 

(나)CD 한티개어려앓山에서 方짧石이 꿇出된다. 않 岩은 建筆用 石材로서 採石되고 있다. 

@ 慶尙層群의 義城 小益地와 輪川 小益地와의 開係를 解析하는 重要한 資料를 提供하였 다. 

〔웹홉地훌를뭘훌훌 훌훌홉， 洪홉윷， 훌泰禹， 崔*훌훌톨， 훌在河， 총炳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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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2 節 海洋훨物賣源를명훌 

1978 年度의 基本事業은 海洋앓物資훌훌훌훌 맞 海洋地質調훌事業으로 g分 한마. 

海洋뼈質事業 

1. 大陸뼈海低地質基本圖作成 

2. 木浦홉第四紀海低資흉調훌 

3. 11훌홈훌활훌k資훌용調훌 

海洋物理探훌事業 

1. 大陸뼈物理探훌資料解折 

2. 힘近海底없理探훌 

3. 木浦홉海J:物理探훌 

第 3 個 事業으로 쫓施되어 大陸椰內의 悔底深짧地質 규명으로 石油 몇 天然까스 資源의 lit存

몇 균모， 상태를 파악 하였으며 大陸椰梅底地質基本뼈를 作成하여 이 에 따른 地質構造의 파악으 

로 이 에 수반되 는 海底짧物 즉 梅底重양없物 맞 훌훌&~等의 g훌存 및 흥激한 固土開짧事業에 따른 

수요 增加로 날로 結홈되어 가는 骨材資源의 確保 및 海洋開쫓에 必要한 基本資料를 確保하였다. 

1. 海洋地質調훌 

1978 年度 基本事業으로， 첫헤 海底地質基本圖作成事業의 알환안 흑산군도알대 어l 셔의 *홉底 

地形 몇 해져퇴적물의 특성조사와， 둘쩨 홉海底에 부흔이 예상되는 第四紀 쇄설생광물자원을 확 

보하가 위해 전남 옥포항 부근파 tI)금도 자은도일대에 대한 혜양지켈초사와 첸냥선얀군 증도 벚 

양해도와 우안군 망운연 일대의 해벤에 대한 샤광자원조사를 살시하였는데 이를 설영하면 다음 

과감다. 

가) 西홉南흩$훌띠훌￥훌-홈海훌t훌홈物훌훌iIf~ 

률웰흉홈흉域은 북위 34 -30' '" 35' 00' • 동경 1250 10' '" 126" 00' 으로 。l 海域의 동부에 는 전 남 

산안군의 대소 여려 島映가 散흔E하고 았으며 세만에는 壘미面 훌I島 7)- 位置하고 있는데 이들 島홉 

의 地質은 先캠브라 0)-紀의 쫓成岩類와 백악가의 중성， 산성화강앙류， 화강암 벚 화강반암등으로 

주성된마. 해저지형은 大#的으로 東에세 西로 가연서 완만한 정샤를 보。l 는데 대혹산도 北쪽과 

西쪽에서 수성이 제일 갚어 90 여 m oJ) 이르고 조사해역을 중간에서 東西로 가르는 線이 50m 等

똥線이 되고 그 東은 50m 以홉 그 西는 以훌。l 된마. 

野外調훌의 方뾰은 뀔所의 調i훌線 ‘探海융 ” 에 依해 7 월 맺 소형션박을 사용하여 5 웰 맺 9 

"'10 월 사이에 연속측심， 되척물조사， 가초해양관측등을 살시하였다. 이예 船位뼈~定은 Rayd-

ist Radio Location Syst밍n 과 Sextant 에 의하였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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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여 1'- Yl 없! 

o 太야뼈懶 

IV 戀 :뻐받홈훌 

~ :K'파梅뼈훌 

설내살험은 가계척 분석， 광풀적훈석 맺 화학척분석을 살시하였마. 이 켈과 해저지형도(1/25 

0, 000 )에 해저퇴적울의 分布명( 1/25α000 )를性質別로 作成하였는데 平均함度를 지준으호 

作成한 分布~態는 大훌山島플 정쳐l 로 동쪽은 大$分 fine 내지 V하y fine silt , medium silt 몇 

very fiæ sand 가 뽑#으로 分布하냐 西쪽은 약간 복장한 양상을 보얀 마. 

또 Folk 에 의한 삼각형 도표에 의한 분류는 Sand , Ml피， Muddy Sand. Sandy Mud. Sæ피y 

Silt • Si1t Clayey Sand 의 順으로 分布한다. 

또 堆積物의 分級度는 얼부해역을 除外하고 거의 全海域。l 애우 不良한 값을 보인마. ( O[ 의값 

2.0 cþ '" 4.0 cþ) 

이외에 組훌훌標準{直를 f하여 各 堆積뺑의 平均fY:度， 標準編差， 줌度、 및 옷度를 永하여 堆積

짧境을 Iiff究하였으며 Passega 의 CM 뼈表로 本悔域의 堆짧物의 運賣方注을 堆)E한 結果 조 

사해역 복동부 鳥島南 ;ll:;tþ堆의 堆積物은 Graded Susper뻐on 에 依해 운반되고 南東部의 堆積횡 

은 主로 Pelagic Suspension으로 운반완마-

堆積物의 有機없素의 含量은 平均 0.32%인데 堆積物의 Clay 의 含量파 比例함이 특정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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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木홉흩SilÏ 第四e 흩훌훌훌훌훌 

션남 신안군의 홈양島-時下島-뽑 및 자은도와 Il]금도 西部 鳥島를 中心으로 .:ft東-南西方向

으로 걸 게 쫓達하는 소위 鳥島南tþ堆를 대 상으로 주로 쇄 설 성광물자원(細骨材) 을 확보하가 위 

해 悔洋地質調훌가 쫓施되었 다. 

룹料의 홉取는 Dietz La Fo며型파 S.K 型 試料採取器에 依하였으며 衝底地形調훌를 앓하여 

는 Rathem 삼製 천혜용 정밀음향측싱가에 依혜 연속측정을 설시하였다. 

이 結果 홈tþ島-時下島間 海域의 海底地形은 얘우 복장하여 암태도-당사도 및 증산도- 장산 

도서부에 30m 以深의 水路가 存在하냐 全般的으로 水훌이 20m內外의 홉海底라 할수 있고 下

納德島를 中心으로 걸게 南北으로 또 時下島 주위에 양堆가 쫓達하고 있마. 

調훌海域內의 堆홈物中 Sand 는 大#로 水深이 얄은 양堆에만 局限되어 分布하며 전반적으로 

細함-中함質 sru피 아1f 居양島주변， 下納德島 tþ堆의 南部 벚 時下島南部에 서 는 Gravelly Sand 

와 같은 比較的 組함質의 Sand 가 分布된다. 

또 鳥島南tþ堆에는 主로 細함質의 S없Kl 가 南西-.:ft東方向으로 걸게 뿜뼈分布하는데 分級度는 

0 1 의 값이 0.3 ø", 0.5 ø 로서 매우 良好하다. 

本海城에서 Sar피의平혐뼈(Mz ) 와 分級度(01 ) 와의 開係는 反比例하며 종度와 分級度와의 團係

는 正의 相開團係를 냐다낸마. 엉P 分級度 7t 良好하연 훈度의 값은 正(+)의 값을，分級度가 不良

혜 ~]연 줌度의 값은 負(-)의 값을 갖는더l 줌度의 값이 負의 값을 가지는 堆홈物이 分布되는 海

훌은 홈양島 및 時下島-뿜와 r納德島tþ堆의 南部로서 島훌의 地質파 연관성을 갖는마. 

당O2"의 含量은 平혐 80 %內外로 옳#로서의 가치는 없으냐 細骨材로서 使用可能한 骨材資흉 

은 홈tþ島， r納홉島 벚 時下島 南$에 分布되며 이들의 매장량은 約 4 천 8 백만 m3 로 추정된마. 

骨材의 分布 地中 홈양島 주변이 그 함度에 있어서 제일 유망시 판마. 

다Hfi흩헬훌훌훌훌l훌 

全南 훌安훌~-뽑의 홈흩홈파 新安흥6뼈海島와 뽑島의 *흉혐(海뿜li'Þ !íJ 어l 分布하는 梅置&을 ~象

으로 홉훌를 살시 하였 마. 

룹料는 手動式 룹養옳(Har피 Auge r Drill )를 。l 용혜 서 훌度 1.5m車位로 援取하였 으며 짧 試

훌훌孔의 했는 102 깨 이며 품料의 했는 모두 190 깨 였냐. 이 中에서 地域別로 代表가 될수 있는 

103 깨 의 試料를 훌뾰혜 서 함度分折， 化풍分折 몇 앓物훌定을 실시 하였 다. 

당O2 의 平청含量은 務安一帶홉홈에 서 約 81 %'" 92 %, lIJI海島海햄훌에 서 約 77 %'" 82 %, 뽑 島

海홈에서 約 80 %'" 93 %의 쫓化를 보여준마. 

SiO~ 含量은 堆積物의 組織과 관계있는 것으로 냐타났다. 務安-뽑 맺 뼈海島*흉흉훌뼈는 主로租 

tt質 모래로 흙成되어 았고 뽑島海홈양는 細tt質모래로 構成되어 았다. 대채로 平협함度가 租함 

質로 됨 에 짜라 Si02 의 含量이 증가 되 는 것 으로 냐타났는데 ， 0] 는 組함質의 堆積物함子가 主로 

E英으로 되어 있기 예문인 것으로 思料된마. 

또한 Si02 의 含量은 門홈度가 良好해 칠수록 증가되며 뽑島海홈에서는 分級이 良와혜 철수록 

SiÜz 含量이 증가되는 것으로 냐타낮냐. 며훌훌度와 分級度와의 관계에서는 門應度가 良好혜 질수 

록 分級이 良好해지는 뼈向이 았다. 

뽑島海뽑에서 며홈度가 :lt에서 南으로 올수록 良好해지는 뼈向이 있는데， 이는 南쪽 堆홉物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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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t쪽 堆훌횡보마 堆홈物의 成薰度가 良tf하마는 것을 보여주는 것으로서 堆積빼01 :lt에서 南으 

로 훌훌h되었음을 示뿔한마고 할 수 있마. 

*훌度에 따른 SiOz 含量은 뼈梅島와 홉島梅홈에 셔 훌度가 갚어 켈수록 증가하는 것으로 냐다알 

으며 ￥흉安一뽑홈흉홈훌어l 셔는 일정한 홉向을 보여주지 않았냐. 

地域에 따라 이 련 堆積物의 組*홉쫓{t와 옳양의 品位(SiOz 含量) 쫓化는 主로 堆홈物의 根뚫岩 
과 堆積作用의 ;<~이에서 가안되는 것으로 思料펀마. 

本 훌훌효地域의 *흉흉훌iÞ~양 켈휠훌量온 約 10,500,000 톤으로 훌出되었마. 

[홈洋혜h훌훌훌훌 훌훌友， 총홉표， 훌표훌 휘‘훌<<) 

z 海洋物理훌훌 

가) 大훌빼빼훌훌*11￥折 

1978 年度 物探賣料.~￥析은 第5 훌t/X에서 좋施되였마. 本훌t/X는 홈州道를 包含하는韓￥島南훌B 

{則에 存在하며 :lt훌 3(1' 30’ 과 北쏠 34 0 ，(~이 몇 東훌 126。 와 東흉 127 0 30’ 사이 에 包含되 는 #훌 
域으로셔 짧面積은 42,390 km2 에 훌한약-

外固石빼응삼(1농xæco)에 서 쫓옳한 音波探훌賣料를 解顆하여 海底훌훌R地下흙造에 團한 地質

情훌훌를 훌得하고 石油 몇 天然까스 等。l 짧存할 수 있는 有뿔地域에 ;.t，j한 試훌훌位置를 훌定하였 
마. 

本훌t/X는 3 個의 第 3 紀堆홈益地와 1 個의 中央陸起짧로 構成되여 있으며， 南짧의 堆훌훌효地는 

훌훌反射基盤01 3.5 초 中央隆起部의 西{則에 았고 堆積삶地에션 2. 6 초 北짧 堆홉효地에션 훌훌 

反射基盤。1 2.8 초에 훌한마· 石빼 몇 天然까스 賣흉을 期待할 수 있 는 地質構造에 셔 짧 7 個 의 

품훌候補地를 션정하였마. 

나)휩近훌훌훌훌훌훌 

훌월훌海域은 東훌훌 1250 10’ ~힘뿜 :lt짧 340 30’ '" 350 00’ 으로서 面홈 45,ooOknr 에 처하여 東

西 8 個 Line 을 設定하여 466L-km어l 걸쳐 홉波探훌 몇 없力f훌훌를 쫓施하였마-

本調훌에는 「探梅뭉j 가 使用되었으며 位置뼈l定:은 Raydist를 利用하여 電波位置뼈l定을 하였으며 

2 個의 陸j二基地을 임자도와 우。l 도에 設置하였 아. 

짧훌結果 本굶훌훌梅域의 堆積屬은 島映 附近을 除外하고는 全般的으로 넬라 海底地形의 가복에 

a}라 不規뼈g的으로 分布하며 l 層홉는 最大 60m 정도。l 며 Aooustic 1mκ펴anæ 에 依하여 g 

分되어 지는 A.B層 맞 훌훌훌反射盤뿜(Acousti: Basement)로 g分하였마. 

A層은 最近에 形成완 堆積層으로 훌波探훌에 서 水平的안 反앙을 보이고 있으며 全調훌地域어} 

켈쳐 넬라 分布하고 있으며 그 層홈는 10'" 30 M 아마. 

A層의 下짧를 이루고 았는 B層은 復維한 堆積構造을 가지고 있으며 A層과 갈01 層홈을 보여 

준다. 

基盤岩의 構成岩石은 附近梅뿜。l 냐 島興에 서 냐 캅이 白훨紀의 률횟性火山岩얼 可能性。l 크마. 

調훌地域의 特이 한 現象은 中央J:$에 서 南東쪽으로 연 장 30km 最大福 13km 最小福 4km 

에 。l 르는 地域에 흡彼의 fi:播不能地域(Acoosti없lly Oæured Area)으로 냐타났으며 이는 堆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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層內에 Gas 가 존재 함으로서 흡波의 進行을 방해(흡波吸JjX)하는 現象이 아난가 추측되어지며이 

는 海上試維와 佛行 되어야만 규영되어 질수 있을 것이다. 

또한 이 梅域에 처한 磁力探흉는 Proton Marine Magnetometer 에 依하여 몇施되 었으며 調훌 

悔域 全般에 걸쳐 혔磁場이 넓게 分布하며 平均磁力꿇度는 全磁力{直가 49，200 r 이 며 llß分的으로 

孤立된 異相쁨가(最大 50,535 r 最IJ、 48,200 r) 가 NE 方向으로 나타냐는데 이들 異相뿜는 韓

걱스島의 全般的인 地質構造方向파 -致하는 것으로서 이 는 地質構造에 依하여 냐타냐는 異相뿜로 

보여진마. 

다) 木浦;흩海上物理探훌 

花源￥島， 長山島， 箕住島 및 뼈海島로 둘러싸인 木浦濟(時牙海)에 대하여 骨材資源등 第四紀

鉉物資源에 대한 調훌 및 悔底地l혈을 규영하기 워하여 훌波探훌 및 사이드 스캔 소냐에 의한 堆

積物 分꺼j를 調훌하였 마. 

그 결과 홉의 F륨部에서는 조류의 유속이 강하여 現生堆積層은 存在하지 않으며 局部的으로 해 

수연 연화에 의하여 해수에 잡지게 되었던 堆積l훨의 일부가 잔존하고 있마고 보여지는 堆積l협이 

보인다. 

홈의 北部에서는 現生堆積l휩이 최고 25m , 펑균 15m 의 層첼를 갖으며 水路의 주변에 대상으 

로 分布하고 있마. 

悔底의 가 반암의 노두는 추암도 주변， 화원반도 주변 옥포구 및 역 성 주연에 分布하고 있 마. 

木浦灣 內에 모래의 分布海域는 걸이 12km 최대폭 4km 최소폭 500m 로서 연적 약 25km2 

이 마海洋物理探훌훌 홉圭張， 金哲民， 朴官淳， 申元樞， 朴根;쓸〕 

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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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3 節 앓山技術開훌冊究 

1. 벚田開훌슴理化冊究 

1978 年 2 月에 S용施펀 펌所 機構改編의 -f.뭘으로 新設된 뀔 鉉山開짧部 開흉調훌室에서는 A 

員 및 予算이 制限된 당件下에 下￥期부터 三향찮田開훌現況 굶훌훌事業에 훌手하게 되었 마. 

本 事業은 三방벚田이 全휩벚田中 可採理옳量의 比重이 45 %(앓可앓理옳量 .6 憶 3 千75 면中 

287 百方면)， 生훌比重은 約 68 % (1，800 方면中 1，23075따)을 古하고 있는 가장 重要한 벚田 

인 까닭에 深部開쫓을 앓한 本빚田의 앓合開쫓 計훌j調훌冊究에 앞서 年間 220 方면을 生훌規模 

로 하는 뿜찌最大規模를 가진 大韓石벚公참 짧下 長省鷹業所를 111 옷하여 道훌， 威白健業所와 民

혐빚훌훌으로선 16075면/年 規模의 東原챙座 및 12075면/年의 三밟빚座와 其他 30~ 民뿔벚 

훌이 隊行되고 있으역 年間 1075띤 以上의 全볍 37 個 벚앓中 21 個 빚훌이 本없田에 屬하며 全

E협없@훌從業員 50,661 名中 約 375朱名이 本없田에 vt事하고있는 固찌最大없田아 마. 

또한 없層嚴存훌達~況.이냐 벚質 맺 開쫓여건도 他벚田에 比較되지 못할 程度로 良好한 것으 

로 폼個펀마. 

本 벚田中 長省， 道풍鷹業所는 1935 年벚부터 開쫓아 않作된 것으로 大部分의 벚硬은 1950 年

中짧期以後부터 開쫓아 加速化되고 其間의 開쫓아 꾸준히 進展되어 왔던바 홈E의 大小와 t용層 

젖훌達Jit存~況 맞 生훌規模와 現tE移行짧度어l 는 憐接밟廣間에 甚한 差異가 짧生하였마. 

뼈종MfL 口을 基準으로 올때 江ðri.E용嚴이 610m , 道풍 430m , 長省 450m下部에서 移行하고 있 

고 平均的으로는 265m 以下에서 作業中에 있는바 每年 30m 下部로 곧 援行作業場이 深$化

되고 있다. 

따라서 同-없層을 廣g境界附近의 어느한벚嚴은 上部에서 어느한벚廣은 下部에서 採廳作業

을 하고 있는 境遇도 있어 安全操業을 앓한 벚嚴保安뼈에서 는 벚嚴相互間 긴밀 한 協助와 ljtP애생 

等 짤料交按'01 要몇되 는 狀況이 되 겠 아. 

또한 本벚田의 開짧骨格은 600km를 념는 各種規格의 水平抗道와 용HfL 48km 5 個벚앓에 7 

個堅抗， 짧延長 4，500m로 構成되 고 있어 혜히次運振庫離가 멀어지 고 運搬系統이 복잡화되 고 있으며 

深部化로 因한 抗內의 홉溫 多훌훌B훌境아 極허 홈化되고 있어 生흩휠能率의 低下와 生훌費의 빼야t협뼈 

向에 있으므로 획지적인 改善策없이는 今後의 증산을 到底허 期待할수 없을뿐 아니라， 技能A力

의 離職파 確保難等이 겹쳐서 現 生훌規模의 維持도 지극히 어려운 쫓情에 놓여있다. 

따라서 通웠， 排水， 採벚方式의 改善 乃至 機械化와 其他 合理的인 開쫓方式等 本 地域의 벚層 

職存쫓件에 1흉合한 몇했性있는 合理的 처策이 講究되어야 할 時急한 課題로 指適되겠으며 

小規模훌tlX 어l 처한 個別的 開쫓授資와 料抗骨格에 依한 開쫓짧度에는 限界가 있는것으로 本 빚田 

內 大部分의 없鷹의 現 援行位置와 年間 深度增加率을 빼案할 예 大單位 開쫓地域別로 設定한 堅

抗을 主骨格으로한 짧$開짧밟制는 改編이 不可避한 것 으로 展望된다. 

봉~:tfL開짧에는 約 7 年이란 期間과 70 ~ 100 憶원의 &資가 所要되는 大單位化 앓g調整 옳 

合開쫓에 가장 適合한 堅玩規模와 ül置選定 및 適iE生훌規模를 維持하가 鳥한 有開施設投賣와 

開옳方案 樹立이 79 年度事業으로 옳行될것이다· 今年度에는 이에 必要한 基鍵調좁를 쫓施한 

것으로 本 벚田의 地形， 地下벚I롭 等홈線， 現 開쩔骨格파 主援行深度 및 生꿇規模을 包含한 開

짧現ðt을 1 : 25,000 縮R으로 模型製作하였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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三향供田의 開쩔이 해作된 後 至今까지 50 옮年間 出맺된 量(約 1 憶 6 +~Jj ，l!') 보마 월등 

히 많은 敵存 ~J採量 287 펴刀 fJ:i.을 성象으로 推進되는 짧合的開쫓計훌j 調출마究플 징한 훌顧훨*l 

로서 또한 本빚田의 石벚生훌을 一定한 水準으로 維持하가 월한 딛規的。l 고 未來指向的인 政짧 

定立을 월한 資料 7} 될것을 確信하고 이어l 意義 7} 있는 것으로 思料하는 바다. 

〔훨山뿜훌훌謂훌훌 下:iE:圭， 洪훌相， 李훌男 } 

2 深흩ß~꽁E울 휩훌훌훌化 h퓨究를 鳥한 벚필훌技術 基優調훌 

E획內石벚짧lJ ol 뼈次 深部化됨에 따라 참起되 는 地EE의 勳D. 첼熟의 t昇 等으로 採밟幕場 총件 

이 훌化일로에 있어 敎年內에 現 tE:來式 採없方式으로는 深部開쫓아 도저히 不可能할 뿐만 아니 

라 국내 에너지 資源의 開짧아 절실한 境時京에 있어 固內石뚫훌훌니j은 아직도 렸動集約的 生훌休 

jfifJ 에서 탈피치 옷한 반연 앓山%害率은 他固에 tI]하여 유감스럽게도 높은 水準에 있는바 이를 타 

개함에 무엇보마도 先進技術을 팽入하여 採행의 機械化를 꾀하지 않을수 없는 살정이마. 

이 에 따라 울室은 深部採빚 機械化冊究事業을 내 걸고 우선 E되內石향嚴띠에 적 절한 新採벚옳을 

開짧코자 ̂] 난해 는 카냐마의 水力採벚技術을 배 롯하여 스페 안의 Hydrnulic Sliding Roof Bar 採

벚뾰， 西抽의 무인 採없홉 등에 관한 ↑춤짧와 資料를 훨集하였고 現tE도 繼훌훌 推進中에 았으며 採

빚技術외에 支保 運搬등의 機械化도 推進中에 있냐. 先進技術을 펼入하여 固內없鷹에서 훌￡홈윷하 

기에 앞서 E되內有쫓u용훌훌의 제반 現況을 광뱀워 하게 遇출하여 창고 資*4를 提供쿄자 1978. 8. 1 

,..., 1978. 12.23 까지 장성탄광외 4 個 벚훌훌을 調훌하였마. 

이 벤 調흉를 통해 서 本抗파 深度t뽑加率이 年間 25"'" 50m 썩 되 고 있 어 地熱은 漸次 上昇되 며 

現採벚法안 앓뼈料昇 Caving法파 Sublevel Caving훌은 共히 探取率의 저하는 물론 2 ,..., 3 차의 

再採뽑아 불 가피 하고 따라서 벚質도 2 차 採握分은 1 차 採뾰分의 87.7 % 3 차 찮提分은 78.7% 

로 뼈次 低下되고 있다. 

%害 또한 100 Jj면당 8. 5 명으로 外휩(英固 -0.5 명)에 비해 7 倍냐 높아 採밟注 改善의 시급 

성을 일째워 주고 있아. 

뎌쿠냐 보수율은 60 %,..., 100 %에 달하여 漸次 深部化될時 抗木代用 支保材의 開쫓도 서둘러 

야 겠마. 

특히 금반 調훌된 援行水準의 상세한 벚層現況 資料가 韓 • 抽 技術協力에 依한 新採벚注 開짧 

事業 推進에 큰 도움이 되리라 믿으며 뎌욱 調흉벚廣 대상을 확대하고 마tI]한 內容도 補充할 뿐 

만아니 라 機械化를 잃한 諸般資料調훌에 척 극 推進할 計훌j 아 마. 

〔앓山關훌技術室 金仁起， 훌大훌， 金仁均〕

3. 훨山핏害予防技術開훌冊究 

가)웰 ·빼技術홉力에 依한 활山핏홈予防冊훌훌훌 

1975. 1. 商工部 工業試輪院뭘時 科技如를 通하여 提議되어 同年 9 月에 뺑速빼 技術陳 2 名

(Schróder. Heyn) 이 來韓하여 휩內벚鷹파 保安指導所等을 돌아보고 鉉山保安에 開한 問題A 및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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x:t策을 線密허 調좁하여 1977 年 鉉山%펀予防안業 옳金으로 DM 946 千플 無慣援助카로 韓 • 

뺑 技術없定을 練結하였 다. 77.9 짧 ilj~뿜予防파業 및 新찮벚法 改善可能性에 開한 現地調

훌次 3 人의 技術陣 (Schroder. Marzi • Leyin) 이 來韓 ’해因後 됩깅內1:要벚購의 保安rt態와 採야 

現況을 펴候하여 作成한 ‘ 鉉山 %害予防 및 찮벚法 改善可能性 調훌報告書’ 를 펌室에 서 많허 쫓 

刊配깨j( 78. 10)한바 있으며， 이 報告書에서 我E합의 鉉니I~홉予防에 開한 權告와 ßX州에서 使用되 

는 採빚法 및 採벚裝備들의 紹介와 더불어 우리 나라 없健의 당件F에 서 適用할수 있는지 의 可能

姓에 처해 서 많은 提言을 하므로서 벚嚴業界에 도움을 준바 있으며 78. 10. 11 W. B. K 로푸試驗 

冊究所의 앓山j重搬機械 및 信륨훌備專門家인 Dr. Asernann 파 電뒀機器專門家안 M-. Heyn 0] 米

韓하여 報告書에서 提言한 없山%害予防에 xj하여 쫓質的인 도움을 주기 위하여 Rope Tester. 電

웠保護훌置 性能試驗器等 40 朱져의 保安훌備를 無慣供달하고 黃뼈保安指펼所 및 江原빚購， 長省

體業所等에서 몇驗쫓협을 通한 에미1.+를 4 週間 쫓施하였으며 黃池 및 서울에서 짧山管理者와 

짧當王를 2월한 結、合써l 마 나를 開{崔하여 保安에 처한 認識을 鼓吹시 켰으며， 西狼의 保安技術 및 保

安훌備活用에 依한 鉉山%害予防 처策에 많은 도웅을 주었마 以上의 셰이나 및 固內主要벚없을 

共同調좁한바 없山%害予防쳐策을 紹介하여 보연 아래와 같다. 

(1) 技術者 및 技能工訓練

現場機電專門分野의 技術陣 및 技能陣의 水準을 向上시 켜야 되 며 *色쳐人員의 確保가 時急하다 

하겠다. 이를 鳥해서는 韓固의 現場經騎이 豊富한 管理者級을 西抽에 派遺시켜 西3뾰技術을 fi;受

敎育토록 하여야 되며， 短期敎育을 청한 標準模型等 規聽、寬에 依한 몇質的안 敎育이 必要하마고 

했調되었마. 

(2) 重要部屬品의 現場 安숲:tE庫量 確保 및 훌備가 充分하여야 된마. 

銀山 f홍理工場에는 너무많은 故障品(電動機 等)이 쌓여있고 훌置設置個所는 保護裝置가 久如되 

었고 部屬品未備등으로 因한 藍規惜置가 頻緊하여 機器故障 및 人命휩傷을 許多히 招米시키고 있 

마하겠다. 옳합者는 安全파 運합이 J.l IJ個가 아닌데도 J.l IJ個로 生竟하는듯하며 段階的으로 올애 적 

은 돈의 投훌J던避로 長期的으로는 커마란 휩失을 보여주게 된마 하겠다. 先進各固의 機電機器에 

대한 情報가 없는듯 現施設옳準이 適ε~] 못하고 t납界各固의 機器를 使用하고 있어 제대로의 部

l옳品을 求하지 못하고 있다. 特히 安全裝置의 部品이 없어 톰슬規惜置하고 있음은 極히 危陰한 짜 

事로서 하냐으1 System化로 經、合하도록 政府次元에서 主펼하거냐 벚健協용等을 通하여 共同購買

토록하여 部品의 安全:tE庫量의 確保와 保護흉置等을 澈底허 管理해 야 할 것 이 思料된마. 

(3) 專門冊究所의 技能補행 

堅抗， 料抗의 樓最機類， 로푸캠프링의 행度試驗 및 保護훌置의 性能試驗等은 잘 뢰Ii練된 技術

파 特珠 Tester 技能이 確保되어야 한마. 이와같은 技能의 確保는 試驗期間이 걸고 技術者

의 敎育짧l間이 長期化되으로 各없山自#가 이런 試驗을 試E깅하기에는 莫大한 費用이 所要된마 

하겠마. 따라서 如斯한 試驗은 統合펀 檢훌機開을 벚田地域J.lIJ 密集地주뷰에 設置하여 有能한 技術

者와 各種 試驗器具를 確保시켜서 適切하고도 必要한 試驗을 桓常 쫓施하게 됨으로써 훨;미%害 

予防을 보마 科字的인 根빠下에 %害予防처策을 成就할 수 있는 것이라 하겠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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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 훨홈防止를 鳥한 ” 用 • 훌水*質檢훌方j去 및 씬理技術開훌fùf3i:훌業 ” 

鉉山開쫓을 鳥한 專門冊究機開으로서 펌 冊究所가 없:tJ l~향予{핫i처짜엄業을 i쫓行， 本 'J~業의 -

뚫으로 웰害(屬水)防止를 鳥한 用廢水水質檢훌方法 및 如理技術開짧lïJfJt블 서음( 78. 4 )으로 試

g깅展開하게 되 었는바 이는 78. 7. 1 字로 從來 公쁨防止法이 環境保:':Ë法으로 改杓'. 公꺼i 짧행되고 

79. 1. 1 字부터는 햄刀히 法이 施行되어 公害排出홈에 처해서 보마 嚴格한 規制惜置를 加한마는 

데 根뼈하였으며 d흉期的으로 때맞추워 自然保護運動에 *냥한 凡휩民的인 Campaign이 벨어지고 있 

어 웰山保安을 確保하는 보다 더높은 次元에서 H흉急허 마루워져야 하는데 애우 重要한 意味가 있 

아고 힘j뻐되어진 [;.~o 따라서 本事業의 積極的안 展開에 앞서 手先되어야 할 것은 처음으로 

企~되는 만큼 先進技術導入을 첫째로하여 여러 文敵을 뺏討，f*系化한 用廢水水質換훌方法 

의 補給을 把하였고 마음으로 現地調훌를 몇施해서 없山의 水質펀짧源、 現況把握파 아울러 適

切한 빠理技術開짧冊究補給을 둘 째 로 삼았 마. 本 Series ( 1 ) 에 서 다루어 진 主要內容을 要約 紹

介하여 보연 下記와 같다. 

(1) 用慶水로 因깐 없害쫓生의 觀念， 影響 및 被害뼈況等을 알 피고 뾰害防止를 鳥한 用廢水水

質檢훌方法으로 사람에 혐한 健康被害 및 有害物質等의 環境保全法上 公害防止測定項目等 各뼈ú 

定項텀別 水質換훌方法을 비 롯하여 測定計器에 x'1한 觀略的인 紹介를 重쳐的으로 마루었마. 

(2) 그러 냐 이 와갈은 水質換훌方法은 試料採取後에 굉 장허 않아질 試料를 運搬하여 ~驗室的 안 

分析에 依存하게 되는 것이으로 各成分別 異色의 事前如理t i!흉搬， 保管， 維持 및 分析期日의 長

期化等 많은 애로가 짧生되 는 애우 煩雜한 方法들이 라 하겠다. 

(3) 따라서 最近 開쩔된 現場 直設式 分折器로 簡便하게 測定할 수 있는 없購入펀 뀔 E자究所 所

魔品인 美固 Hich chemical CO. 製 DR-EL/la 型 絲合水質分析器를 ￥Ij用하연 보마 많은 成分

을 現場에서 郞時로 測定하여 훨t害防止를 鳥한 各앓山의 用慶水水質現t兄調흉를 크게 成就시 킬수 

있다고 본다. 

(4) 前述한바와 같이 Series ( 1 ) 에서 는 本分折器로 몇地 現況調좁를 몇施해 보지 옷하여 ~害

(屬水)防止를 鳥한 如理技術開쩔까지는 한꺼번에 被睡하지 못한것이 애우 有應이라 하겠마. 하지 

안 本分析器에마 좀더 補행시켜야할 必須項텀빼定用 標準試藥 確保와 더불어 如他 測定計器를 

補完하는대로 79 年度에 時急히 鉉山附近 慶水合流地쳐파 水質폼않源 代表 鉉니 l 을 選定 季節的

인 ~~조現i兄調훌을 쫓施한 然後에 Series ( n )로 全圖없山의 없害(慶水)防止 現況파 함께 適切한 

빠理技術開~lïJf究分을 79 年度 冊報에 게재 補給할 予定임을 밝혀두고자 한마. 

(5) Series ( 1 )을 通한 問題펴의 導出은 마음파 갈은 젓이라 하겠마. 

첫째 ;各鉉山別 各種 用廢水의 性格， 利用施設， 管理維持 特히 慶水짜理施設의 많存施設 活用~

況 및 그 빠理技術~ì兄等의 把握이 急先務라 하겠마. 

둘째 ; 諸般 用慶水水質換훌方注 및 $다理技術開쫓의 先進技術導入 普及이 끊速하게 이루워져서 各

없山에서 適切하게 活用化되어 f뿔境改善에 힘써야 하겠마. 

셋째 ; 빼定計뼈j 및 뻐理施設物의 혔率的이고 옳洛的인 各種훌備 또는 裝置設備의 幹施 紹介가 

純혐 必要하며 이 들의 確保를 鳥한 휩家的인 次元에 서 諸支援策이 講究되 어 져 야 하겠 다. 

-69-



넷째 ; f뭘境保숫法 規힘j에만 適用， 앞으로 없니l測이 받게될 本法으l 嚴한 規制惜 l휠로부터 保짧될 

수 있는 現行 앓Li l 保安法의 앓땀防J I-. 水휩編을 新設하여 없너l保安法으로 鉉니!廢水로 因한 

앓용防止의 法的인 保護策이 時急밟-求된마 하겠마. 

〔保安技術훌 柳時永， 李春홉〕 

4. 웰山保安機器性能調훌冊究 

1978 年 2 月에 쫓施된 울所의 機構改編의 일환으로 新設된 뀔 保安機器冊究室에서는 A員 및 

予算이 制限된 여 건하에 保安機器性能調좁팡業。l 훌手되 었 마. 

명在 E퇴內벚健의 몇態를 살펴보연 平均援行深度가 -450m 에 達해 通월問題 및 各種 가스로 

因한 作業뿔境의 훌化 그리 j 앓니|施設物 및 保安훌備의 노휴화로 因한 性能짧揮가 01 비 하여 없 

山大型事故의 原困으로 지적되고 있마. 

77 年度 保安훌備性能調훌 結果에 따르연 抗內 可썼性 및 爆짧性 가스 檢定器類의 性能調훌時 

*상 檢i흥裝備中 38 %가 不良한 것으로 냐다냐 있다. 

뀔室에서는 이 러한 問題펴을 解決하지 않하여 保安機器性能調훌冊究와 韓日共同 liJf究事業을 

進行하였마. 

機器姓能調훌冊究事業에서는 主로 抗內가스 換定器類 및 救急裝備에 처한 性能試驗冊究가 몇 

施된바 그 內容을 檢討하여 보연 마음과 갈마. 

抗內가스훌 檢定옳 및 률훌素呼吸器性能試훌윷結果 

地 g 別 벚 R훌敎 保有台敎
樓흉台敎 (性能標準試廢)

{3그 格 不合格

三涉벚田 11 782 124 27 

聞慶벚田 5 61 56 5 

忠南벚田 3 34 6 4 

計 19 877 186 36 

計
備

151 保有台

61 25 % 
試흩윷 % 

10 16.2 % 

22 

考

中

能標準

果

不良

위 表에서 보는 바와 같이 全볍主要벚購(19 個훌훌없)파 4 個 保安出張所 몇 保安指導所를 순회 

하연서 精密度와 性能標準試輪을 몇施하였 마. 

標準試홈헛結果 16.2 %에 해당하는 36 台가 不良한 것으로 나타나 없山保安上 큰 問題펴으로 지 

척할 수 있마. 

앞으로 。l 러 한 問題펴에 쳐한 解決方案으로 精密標準換定으호 交訂補訂을 계 속하여 鉉니 l 大型

事故를 未然에 防止하여 없山%害를 최 소한으로 줄여 야 할 것 이 마. 

韓日共同冊究事業으로는 日本公害資源冊究所와 1980 年까지(3個年) 共同冊究事業에 x:t한 융 

훌훌를 보았으며， 日本鉉山保安 專門家 3 人이 來韓하여 韓휩의 鉉니l 保安現況파 問題힐 그라고 保

安救命器와 없山救護隊에 대해 2 며에 걸친 세 이 냐를 쫓施하였 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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또한 에탄가스 티빼뼈IJ定기록 장치외 10 J.';\ 을 무상도 업 숨￡驗에 임하j 있마. 금벤 本 꺼f究’J ~풋 

을 通해 

。 없미%암의 未然防止

。 性能標準試輪을 通한 保安옳備휩密度 確lr.

。 安全操業으로 生뚫性向上 

。 固內몇 I좁에 알맞는 裝備選R

。 先進핍의 技術移植에 좋은 계 가 가 되 었 다고 思料된다. 

特히 i뀔內벚嚴의 深部化로 因한 採향作業의 通뒀혐策파 作業環境改善을 鳥하여 各種 保安훌備 

類의 精密度確認파 機器의 性能을 保障할 수 있는 制度的이고 科字的인 技術改善冊究가 져l 속 행 

化되어야 할 것이마-

l
ι
‘
j
 ” ‘ ,t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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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節 資源活用

1. 홉짧製홉試훌윷 

t단界的인 趣勢에 비 추어 볼때 l業原料인 鉉物資뼈의 開짧은 깊은 開心펄이 맥 資源의 뼈存現i兄 

에 따라 그 냐라가 工業固으로 9t達할 수 있고 富꿇한 냐라가 될수 있는가 하는 評細의 흉準。1 된 

마고 하여도 過言은 아닐 젓이마. 

同 資源、의 利用은 理했되어 있는 없物資源의 그 自밟로서는 〔실에 뭐l 지못한 쿠슬J과 갇은 것으 

로써 開짧에 앞서 뼈存된 홉源、이 工業原料로서의 {뻐↑直性이 있으며 그를 美際로 選)]IJ 및 며J!:Z하여 

利用할 수 있는지의 달否즐 決定하는 것은 選앓 및 製鐘法이 아니고서는 판가름 하기.가 어려울 

것이마. 

輕， 重化풍]그業의 짧達파 더불어 점차적으로 原料의 需要는 增大하는 反面l 볍內에 理藏되어 있 

는 없物資源、은 反比例하여 척어 진마고 보아야 할 것이마. 

이의 처案으로서는 制限된 量이나며 핍內資源을 어떻게 했率的으로 빠理하여 資料供給의 極

大化를 꾀하느냐 하는것은 우리에게 주어진 필수불가결의 使命이다. 이를테연 쉽게 빠理하여 얻을 

수 있는 鉉物휩폈은 現 時a에서 볼때 어느정도 開짧을 하여 使用하였고 이 제는 選없製鐘 빠理 

하여 使用하기 곤란한 앓石만이 남아 있거나 現在까지 짜理하고 있마 하더라도 없많의 ti(態는 

점정 深度化 및 鐵化하고 홉훨tti(態로 흐르는 碩向이므로 이에 適用될 工程- 및 종件을 改善하는 

冊究의 必要性을 {足進시키고 있마. 더욱 I業技術의 쩔達歷史가?짧은 우리냐라는 이의 原料供給

歷史도 짧았던 만큼 우리 내라에 많이 理藏되어 있는 非金屬없物의 @뜨理方法은 지금까지는 마흡한 

펀이며 外固으로 부터 輸入하여 使用하고 있는 없物資源도 많은 펀아마. 이런 점들을 홉h훌하여 

未活用鉉物資源의 휩內原料生훌을 텀標로 우선 78 年度에 몇 가지 課題를 폈하여 冊究試險。l 推

進되 었 는바 이 들을 略述하연 마음파 갈마. 

1 ) 짧珍 地域 顧化된 짧， 효E짧， 鋼 混合麻化飯에 판한 冊究

2 ) 明響石으로부터 Alumina 製造試驗

3 ) 重꾀〉며JjJ、 및 *￥R￥性冊究 (술城江 下流地域)

4) 依賴 選훌i製鐘試톨헛 

1 ) 훨珍地域 훨化된 짧， 훌훌!}. .昆슴 짧化앓에 뱀한 冊究

戰略앓物 資源、으로 重要規되 는 船， 검Ht}. 鋼 混合磁化銀物이 各 地域에 따라 또는 同一地域이 

라도 그 生成過程파 外部로 부터의 顧化영향으로 各各 鉉石의 性質이 나르기 때문에 몇際 生훌操 

業회에서 많은 問題쳐들이 야기되어 正常的안 없山開옳을 보지 옷하고 풍부하지도’못한 잃， 훨앓 

鋼없이 死藏된 뼈態에 있는 없物이 있마. 

特허 義城， 育松， 蘭珍， 平昌 및 高興等 各 地域의 混合 統化鉉은 앓石性質上 選飯빠理가 問

題되고 있어 올所에서 試驗冊究를 몇施한바 一ßß 顧化된 짧化앓을 제외하고는 거의 몇~性있는 

生훌方法을 강우한바 있마. 

今般 試驗에서 는 짧珍地域의 醒化된 統化飯에 重펴을 둔 試驗으로써 現tE까지 檢討한 結果 첫 

째， 짧石中의 顧化된 鋼鉉은 쉽게 광액중에 이온화하여 閒갱효용단웰의 表面을 活性化하여 짧， 鋼銀

파 효jt}월i의 分離를 어 렵게 한마. Gaudin 等에 依하면 뾰앓鉉의 活性化 機構(mech때ism) 를 마 

η
 



읍의 (1)式으로 說明하고 있으며 (2)式의 平衝定敎에 꽃IJ達할때까지 뭘it}훨t의 活性化가 짧T한다고 

---+ 
ZnS +Cu++• CuS + Zn ‘+ .............................. (1) 

(Zn++ ) 

(Cu++ ) 
9 x 10 10 .•••••••••••••••••.•••••.•••••••••••••• (2) 

하였다. 이 렇게 Cu++ 이온에 依해 活性化된 多量의 西짧없은 앓， 휩혀鉉을 i영遊 回J/X할때 함께 浮

遊되므로 이들의 分離를 어 렵게 만든마. 

둘째， 짧 및 휩허없은 효겉짧훌i 에 lt하여 쉽게 그 表面이 쫓化되는 碩向이 높아 그 浮遊度 CFloatab

ility) 가 강소하여 쉽게 補J/X가 된다 하더라도 쉽게 그 補J/X力을 앓는 뼈向이 높다. 

셋째로 各 鉉物들이 *-ft密하게 構成되어 있마연 選힘的인 浮遊選없이 어 렵게 된다. 特허 本試料

는 -部의 方짧웰;이 嚴化되 었고 一部 小量의 白짧鉉等이 수반되 고 있으며 黃鋼鉉은 一部 表面。l

顧化된 젓도 있고 藍홉혀없、等이 함께 수반되며 銀物의 結옮構造上 - 65mesh 慶없拉度에서는 }j 

잃없의 單休分離가 可能하냐 70""" 80 %의 童鋼앓은 微뾰으로 훨짧없에 Inclusion 되어 있어 車

ît分離가 어렵마. 또한 一部 亞it}월i 및 鋼없이 微細拉으로 옳-蘇짧 및 服石鉉物파 結合하여 경제 

척인 慶鉉tt度 限界( - 65 ,...., - 100 mesh) 內에서는 期待할 만한 單像分離가 어 렵다. 

넷 째 로 本 試料는 慶飯時 服石等이 다른 地域試料에 比해 쉽 게 微物퓨되 는 碩向이 높아 이 들 

Slime 이 닮化鉉 浮選에 마 치 는 영향이 크므로 盧짧銀으로부터 짧， 鋼鉉， 優先浮選이 어 렵 게 된 

마. 그러므로 本 冊究試驗에서는 이러한 問題펴等을 고껴하여 했率的인 잃， 효l! it}. 優先1￥i옳方法 

을 開짧하고자 試驗冊究를 試E깅하였으며， 1978 年度 월윌에서는 義城地域의 嚴化된 짧， 뼈짧，鋼， 

混合짧化없에 xt한 冊究試驗에서 統化와 디스라임 (Sulphidizing and Deslime) 法을 適用하여 比

較的 良好한 試驗結果를 얻 을수 있 었 마. 

그러나 이때에는 짧， 갱얻짧， 鋼鉉의 車밟分離가 良好하였고， 統化훌i物으I Slime 化가 적 었으므 

로 上記方法에 依해 試驗하여 比較的 良好한 試輪結果를 얻을수 있었마. 그래서 蘭珍地域의 嚴化

된 統化鉉의 짜理에 있어서는 없滾農度를 조절하여 S'Hme 이 마치는 영향을 조절하고 선택적인 

優先浮選方法을 추구하였 마. 

試驗方法은 

「옳다， 銀精없기 
原鉉石-破양-中짧-慶銀 -1￥選- I .. .. .. I -t}햄 ”명으로 試驗工程을 수렵하여 各種

L 훨 앓 精 飯」

補J/X*，J. 뒀抱원J . 종件뿜U. PH. 農度 및 de의ime 等 比較檢討試險을 쫓施하였 마. 補J/X빼로는 各

種 Xanthate (2-3.2-4.2-5.2-6.2-11) AF-31 #. AP-242#. SFC 等을 比較使

用하였으며 試驗結果 -部 Xanthate 와 AF-31#. AP-242#等은 척합하지 않았으며 K.E. X 

및 S .F.C 等이 有혔하였고， 웠泡훔l로는 Pine Oil , MIBC , AF - 65 #, AF- 77 #等을 比較

해본 結果 AF- 65 #와 MIBC 를 混用하여 使用합이 보다 었果的이 라는 것이 힘j明되 었 다. 

종件웹j로는 청화소마， 훌훌훌距앓， 뾰黃顧소마 및 最近의 日本 Koryo co. 훌인 효짧鉉 견P힘j옮j 

인 D.Q.C의 效果等을 換討한 結果 웰被中으1 SIime 을 除去한 後 距짧없의 뼈制짧j를 첨 가할 境

遇 그 휩P옮u훔JØJ果는 현저 히 上昇하였 으며 試料는 효용8월t 柳制훔j로 좁化소마(NaCN) 와 黃홉횟료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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짧(Zng)‘)를 混用하는 경우보마 D.Q.C 을 使用하는 便이 良好하였마. 짧， 鋼화 浮選時 훌t~ 

의 PH 는 7.0. 8.0. 9.0. 10. 0 으로 몇施한 흉果 PH 8.5"-' 9.0 의 벙위가 良好하였으며 그 以上

으I PH 에서 는 }j앓짧의 쫓JjX率은 저하시킨마- 그리고 deslime 浮選했果는 앓， 효짧， 鋼， 優先

1￥i흉을 쫓施할 경우 애팡가준에 알맞는 짧稍飯파 뭘짧稍鉉 生꿇아 可能하였으냐 Slime 中에 ðtt 

失되 는 有用없物의 量이 적 지 않아 各 함없의 몇JjX率이 낮았마. 짧앓 優先浮選웹 Slime 을 除去

하여 얻 을수 있 는 했果는 앓없 租選時 銀波i盧度를 低遭度(12 % 固tf.:) 로 하므로써 보마 낳은 했 

果를 얻을 수 있었으며 Sl ime 으로 流失되는 짧， 갱E용8훌t이 回JjX되므로써 며JjX率 向上이 可能하고 

애 광지 준에 達하는 없物住慶이 ~1J能하다. 

。 l 상으l 方法을 힘合하여 最i훨쏘件으로 빠理할 경 우 本 앓石을 앓精앓 品{Î[ 57 종， 몇JjX率 76.4 

%. 그러 고 괴효앓빠j없 品t\'[ 47 %. 젖JjX率 83%까지 며JjX 可能하다. 

本 試驗方法을 適用할 境j뭘의 *￥ 8￥性을 推算[하여 보연 騎珍 및 -部 育松 地域의 약 300.000톤 

에 達하는 嚴化된 統化鉉을 빠理， 開쫓할 경 우 없짧品位율 1. 68 % Pb. 5.48 % Zn 로 볼때 57 

%Pb 의 앓精훨 8,4 00 톤. 47 %의 웰짧精鉉 26.000 톤 生塵이 可能할 것 이 다. 

2 ) 明훌E으로부터 알루미 나 製造試險

이 liJf究는 E합內 遊休資源인 明響石을 活用하여 外휩의 輪入에 依存하고 있는(金I홈製練用32，(ID 

% 計 39.224 ~ : 1977 境遇) 金I협製鏡用 및 耐火材料用의 알루마냐와 副훌物로 훌둥嚴加里等을 

製造하는데 主眼펴을 두었다‘ 

本 冊究에 使用된 試料는 全南 海南都에 所a한 줌山鉉業所塵 鉉石을 使用하였고 試料의 品位

는 表 1 파 갈이 分布되어 있었으며， 主要 隨伴앓物은 明響石 및 石英이었으며 間或 biαite. Ka

o\ ini te 等이 隨伴되 고 있 었 마. 

表 1 原鉉의 化캘組成 

「A싫4쫓組成 
1 % 

試嚴方注은 가장 값싼 溶媒인 黃嚴을 使用한 포타슐알럼 方法을 適用하였고， 每回 10kg 程度

를 훌入하여 빠理하였으며， 製造工꿇을 略述하연 마음파 같마. 

銀石을 租뿜한 마음에 700.C. 90 分間 假健하연， 홉~~훌出에 容易한 앓石을 얻을수 있고， 더욱 

廳銀었率의 向上에 도움을 줄수 있 마. ~윷썼용훌t의 化字組成은 表 2 와 같았마. 

表 2 웠燒없의 化캘組成 

Fe2 0 S I Si02 I othersαal 

0.72 1 35.261 1.87 100 

Specific gravit Weight 1∞s (%) 12.4 

- 74 -



이 와같이 假燒한 마음에 Bal l mill 을 使用하여 뾰-式歷없한 마읍 慶훨4中에 混入된 앓分파 {값化 

鉉物을 除去하지 앓하여 磁力遺別機로 錄分을 分離시 켰으며， 含有된 앓分除去率은 90% 私’度이 

었마. 

銀分을 除去한 試料를 黃顧健度 30 %. 월tii훌溫度 100 'C. l1H￥速度 250r.p.m. 짧;ii용@옆度 29 

%. 홉出時間 120 分， 총件下에 합出하면， 大部分의 알루마냐分(94 % 程度)이 혀·出되었으며 1폐 

陳을 分離하기 앓하여 遠心 分離機로 여 파시 컸마. 

품出된 j;- 알루마냐 貴彼中에는 不純物이 含有되고 있어 이를 分離하지 앓하여 黃醒1Ju里를 w, 
加하여 常溫으로 冷뻐하연 比較的 純杯한 포타슐알럼 (K2SO， Al2 (SO,) 1 24M 20 ) 이 옮出되고， 

不純物(냐트리웅， 소마， 銀分等)은 溶條으로 殘留하게 된마. 

옮出된 포타슐알럼分을 脫水한 後에 900"-' 950 'C 로 90 分間 채燒하연 熱分解되어 黃嚴加里와 

a - Al 20 3 (Cocundmn) 의 混合庫物을 얻 게 되 며.~량;된 黃分 가스는 흡IJ훌物로 黃嚴製造에 活用

될 젓이마. 

뽑燒된 훌物에서 黃嚴加里分을 除去하기 겸하여 앓波農度 25 %. 飯滾溫度 100 'C. 樓伴速度

250r.p.m.으로 水흡出시 키 연 黃顧加里가 除去된 tt짧物을 얻 게 된마. 

이 沈數物을 脫水 乾操하연 嚴 및 알카리에 難溶안 a -A1203 을 얻게 되고， 水에 可溶된 黃嚴

加里 溶波은 反復衛環 使用 乃至는 薰쫓乾操하연 黃嚴加里를 얻을수 있으며 훌物의 化풍組成은 

表 3 파 같았다. 

表 3 훌物의 化字組成

| 씨203 

99.1 ~ 
99 . .5 

κo I 윌 \1靈듀꿇~l others Total 

2 0.28 

0.5 

0.39 
below 

기|
|
1

」
-
-
-
-
-
-
-
-
-
-
-
-
」
 

• 

m 
m 

99.1 

類

市中購入鍵

製造흩홍物 Al2 0 3 

90.5 UI 0 

L••• 

表 3 에서 알수 있는 바와 같이 알루마냐 分은 試藥級파 X'1lt하여도 손색없는 製品을 얻을수 있 

었으며 黃嚴加里分은 農業用 輪入把料 50 %-K2 0 에 x'1比하여도 협色없는 製品을 얻을수 있었 

마. 

또한 殘置中에 含有된 알추마나分을(平均 4 "-' 5 % - Al P 3 ) 除去하기 寫하여 過혔j의 黃홈횟溶 

被 30 %를 使用하고 앓波溫度 100 'C. 擔伴速度 250r.p.m. 反따、時間 1 時間 옹안 再漫出하여 

여파 세척하연 98 %"-'Si02 品位로 거의 全量을 며JIX할수 있었마. 쫓 JIX率을 보연 알루이냐 89 

%. 黃嚴加里 81 % 程度의 回JIX率로 얻을수 있었다. 이와같은 工程이 確立됨에 따라 납석，고령 

토가 含有된 約 3 千 3 百E면의 E협{선遊休資뺨、인 明響石으로부터 多樣한 용도를 가진 알루마나의 

原料生훌이 予想、되 며 더 욱 副童物로 黃顧加里， 黃嚴!íU'Þ의 며 JIX 가 可能함이 確認되 었 마. 

이에 뒤이어 一貴作業試驗을 通하여 I場操業에서 야기될 諸般 問題를 짧觸함파 同時에 各種

Utilities 및 마른 問題쳐들을 把握하여 좀더 다각적인 연에서 *쭉훌性이 檢討되어야 할 것이 마. 

π
 
ω
 



3) 훌妙回뻐 및 i훌홉性 lðf究(~릎城江 下流地域)

77 年度의 m$:1C事業인 모래 中의 重없〉에 혔한 經용性冊究의 一環으로 78 年度에는 &↓、鉉調훌에 

이어 숲城江 下流地域에 처한 뻐)없試維 試料에 xj한 一般的으로 널리 活用 되어지고 있는 比重

및 磁力選웰 工程에 依하여 一段階 作業무로 重양를 며JjX하고 二段階 作業으로 比重選鉉， 磁力選

鉉 工程을 通한 各 有用웰物 精삶을 盧縮 며JjX함파 同時 各 精없훌物을 生훌 할 境遇에 xj備하 

여 옳흙的 뼈面에 서 冊究， 檢討 함으로서 追後 原料의 必要時 또는 土建工事에 모래 자갈을 採

取하여야 할 境遇 回JjX 不可한 ~態로 使用되기 前에 이들 原料없쩍의 回JjX가 要求될것을 쳐備 

하여 資料 確立을 하였 으며 이 試驗結果에 따라 園內 原料 調達計훌j파 地域別 生童量 等도 確認

原料의 自給 및 活用 指針이 될 것이마. 

原떠〉中 重삐)의 平均含有比는 1. 5 % 程度이고 各 有用鼓物의 含有比는 Magnetite 5.45 %. n m-

enite 15.32 %. Mooazit우 7.95 %. Zircon 3.50 %. Garnå 12.46 %로서 重꾀、中 有用鉉物의 含

有比는 44.68 %. 服石鉉物의 含有比는 55.32 % 0] 마. Empire 試推機를 使用하여 採取한 試料

中에서 室內試驗用 試料날 除外한 全 試料를 合하여 14 mesh Scr<않n으로 簡分하여 重양가 含有
되 어 있 지 않은 簡上꿇物은 除去하고 節下훌物만을 i횡抗試驗用 試料로 하였 으며 1t重i뚫鉉試驗에 

서 는 Humphrey 5piraI파 Table 佛用. Table 및 51버 ce 單抽으로 使用하여 짜理할 境遇의 工程

比較와 一次盧縮된 重빠、精없에 처하여 磁力選없法을 適用하여 各 훌物別로 Magnetite , IImenite 

Garnet • Mona찌te. Zircon 等을 며JjX하는 試輪을 行하였마. 比重i뽕없 試驗結果 品位에서는 Sluice 

플 使用할 境遇가 가장 낮은 結果를 보였으며 Table 車油 및 Humphrey 5piral 파 Table 을 11f用

하여 試驗한 홈果는 Table 에 依하 $뜨理工程이 두 工程 모두 을어가 있기 때문에 品位에서는 別差

異가 없었으나 며JjX率에 있어서는 Humphrey Spiral 과 Table 을 佛用하여 짜理하는 便이 Tab

le 單狼A로 @뜨理하는 것보다 良好한 便이었으며 Sluic e 에 있어서 며JjX率 역시 가장 낮았마. 試

驗을 通하여 볼때 -次盧縮 比重選없 工程으로 Humphrey 8piral 과 Table 을 佛用하여 回J/X하 

는 工程。| 가장 合理的일 것무로 思料되 며 如理， 며JjX된 重봐、精웰을 磁力選웰注을 適用하여 ~ 

理할 境遇 마음과 같은 品位 및 回때率로 生훌 可能하다. 

Products Head (~ Weight (%) Grade (%1 Recovery (%) 

Magnetite 0.08 0.0'11 91. 6 81.3 

IImenite 0.23 0.223 88. 4 85.7 

Monazite 0.12 0.096 76.1 60.9 

Zircon 0.05 0.036 92.6 66.7 

Garnå 0.19 0.159 90.7 75.9 

Total 0.67 0.585 87.6 76.5 

위 의 試驗結果플 土台로 日 8 時間 移動， 月 25 時間 操業時 時間띔 짜理量 쫓化에 따른 짧洛 

性을 檢討하여 본 結果는 마음파 감마. (附뿜施設 除外)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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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D 숲城江 下流地域에 分布하는 1.5 % ( 有用없物의 含有比 0.67 % ) 重따、를 Dredge로 짜理 

할 境遇는 240 t/ hr 以上 빠理하여야 흩훔的 開쫓細個가 있다. (자갈， 모래 除外)

@ 자갈 , 모래를 包含하여 生塵할 境遇에는 40t/ hr 짜理時에도 짧용性이 있으며 

@ 많存 i'Þ利採取 作業中인 Dredge 에 附쁨施設을 하여 重뼈)를 回J!X할 境遇에도 40t/hr 如理

時 옳홈性이 있마. 

@) Dnrlge 로 500 t/hr 如理時 原봐、中 혈빠、含有比가 1.22 %(有用鉉없의 含有比 0.54 %) 以

上 含有되어야 隆뽑性이 있다. 

試驗結果와 옳흙性 換討를 中心으로 重따、回J!X에 처한 혐策으로 마음파 같은 方法을 考慮하여 

야 할 것이마. 

@ 現.tE 양利採取 作業하지 않는 곳. 

重많 含有地域에 성한 훈P. f뻐調훌， 試驗後 흉洛性있는 地域에 성해서는 開쩔 指定 惜置가 십、 

要하다고 思料되 며 이 中 에 서 !i'J、￥IJ採取 몇施時는 重líj、回J!X 惜置를 佛行토록 하여 야 한마. 

@ 現在 빠、利採取 作業하는 곳. 

가.ií'Þ、利採取業者로 하여금 重많回J!X f뻐{直性이 있는 곳에 쳐하여는 重봐、回J!X 附뽑施設을 갖 

추도록 規定化하여 一次遭縮 選鉉하여 混合重힘)릎 며J!X토록 惜置한 後 Monazite 에 성해 서 는 E퇴 

家에 서 때買惜置하는 方法.

냐. 어느 繼開에서 混合重뼈〉 며J!X作業을 代行키 鳥하여 農縮 附뽑施設을 保有하고 採取業

者가 뻐〉利採取時 代行機開에서 農縮施設을 附設하여 짜理 며J!X함으로서 無慣으로 固家에서 며J!X 

備홉하는 方法.

끝으로 Monazite. 는 혐次의 核原料， 橋有金圍 原料로 固家的 長期 옮要 確保 견지 에 서 備훌을 

考慮해야 할 것이 며 其他 없物은 現在 外固에서 輪入하고 있는 量을 代替하고도 남을 것이므로 

。l 혔IJ~量의 빠理問題가 있마고 보며 이에 x:t한 쳐策으보 量的안 問題가 있가는 하내 海外市場

의 開招이 ι、要하며 固內 製造業 原料로의 活用策 講究 및 冊究試驗의 적극적인 推進 等에 依하 

여 E되家 有用資源 活用策의 -뚫으로 解決하여야 할 것이 마. 

4. 依續 훌훨훨훌試훌 

工業原料인 앓物資源의 뿜要는 점차적으로 增加하고 있어 이의 뿜要를 충족시키기 鳥하여는 정 

정 品ÜL 가 낮아지는 原앓을 選없製鍾法을 適用 ￠뜨理하여야 하는 어려움을 겪어야 하거나 深部採

없으로 변화하는 原鉉에 適用할 技術的인 問題쳐들을 現場에서는 항상 갖고 있는 셈이마. 이런 

問題쳐들을 解決하여 現場에 適用히 고자 依賴되 는 選없製鐘試驗에 는 그 그;程 및 操業쫓件을 규 

명확렵하여 재고하므로써 資源開쫓에 원활을 가하고 신규로 開짧하고저 하는 選鉉 및 製鍾場에 

는 빠理法을 試驗檢討하여 資料 提供하므로써 開쩔의 適合性파 좀더 좋은 方法의 開짧性 提示가 

되어져 왔마. 이러한 諸 問題쳐들을 감안하여 금년에도 70 여건의 依賴試驗 g標를 예정으로 推

進하여 온 結果 127 件의 試騎을 완료하였으며 그 試驗內容파 가여한 펴을 생략하여 가재하연 

아래 표 1, 2 및 별표 1 파 갈마 

試驗別分類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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表-1 試훌훌別 分類

試흩윷名 
훌先F￥ 比重 흉合F￥ 짧力 좁化 選 t용 一實作 公同 分함 重iÞ~훌 

計
遊훌훌t ￡훌 훌i 遊훌훌i ￡훌 훌k 製 훌훌 試 훌윷 業룹흩윷 試 훌윷 試 흩윷 縮試훌횟 

件 훌k 13 15 7 7 4 5 6 1 61 8 127 

表 - 2 試險 에 쳐한 가 여 도 

훌훌i場建設 상융소보 휘수연， 석영 벚 장석 : 400 T/D 증설 

영보 연， 아연， 동광 : 50T/D 증설 

금장， 연. 아연， 동광 : 100 T/D 증설 

부덕 광산 중석광 : 40 T/D 시설 

태국 Hong Hicæ 석광 : 400 T/D 시 설 

신복 광산 흑연광 : 50T/D 시 설중 

工程 및 操業改善 말레지아 금은광외 :11 개 광산 

工場建設資料 및 릅￥{뼈 필라핀석연외: 15 개광산 
指針 ~ 

技術혜|練 및 셰 "1 냐 

약 23 名의 풍生에게는 夏期 및 *期放좋을 利用하여 뚱校에서 理論敎育을 받은 것을 몇技를 

익혀주므로써 理훌파 몇技를 검한 산 敎育이 되게 하였으며 現場에서 操業을 하거냐 또 새로운 

工程에 익숙치 못한 徒業員올 의탁받아 各種 試隊을 通하여 資質向t을 하여주므로써 ￡훌훌&t支術 

을 普及하여 주었으며 10 월달에는 業界， 풍界 벚 몇홈者等 60 여명에 처하여 쩨마냐를 개최하 

므로써 相互 技術情報의 교환 벚 固內의 새로운 選앓製훌훌技術向1:을 뼈짧하였다. 

〔훌훌t훌 .明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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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복광산 탄 

질혹운모 연 

암중합알루 

이나 광울에 
대한 선광 시 
험 

뉴----

부경광산 혹 

연광에 대한 

선광시험 

말레이지아산 

금은광 청화 

제련 시험 

상주 인회석 

광에 대한 선 

왕시험 

함 아연 녹영 

석 선팡시험 

산 지 

전북 완주궁 비봉연 

소농리 신북광산 

(상혜 61 호j 

강원도 영주궁 성산 

연 오봉리 부정광업 

::tι‘-

말레 이 지 아 Lu:kyhìll 

Minìng Co. 

경북 문경굳 점촌융 

공명 4 리 

상주 인광산 

충낭 공주굳 반포연 

볕표 률 훌t 훨 빼 홉 .. .홉 "1:( 톨 約)

시 험 결 과 마 팡 
주수반팡물 원 광풍위 (StJ 

움 위 (%) 실 수 율 (%) (mest) 

단질혹운모 연암， 홍 원광A1 2 0s : 29.2 , S : 0.97 알후 01 나 정팡 Al 20 g : 26.1 - 6.5 

주석， 남정색， 공정석 Sì02 : 48.3 , Fe : 7.74 A120 g : 55.9 

단질물， 혹운모， 견운 흥주석둥알루01나광 

모， 녹니석， 각섬석， A120 g : 6 1.7 

자류철， 유화물， 석영 연암둥 백석광Al 20g : 21. 0 

잎상혹연을 포항한 토 F. C : 41. 0 , Ash : 54.3 혹연정광F.C : 81.1 F.C : 76.2 -6.5 (일차 

상실 흑연광，정토질암 V.M: 4.20 20 분 

석영， 박해석， 산화철 재마팡 

휘안광， 유비철광， 섭 pb : 0.1. Zn: 0.86 잔사중 금은 함량 Au : 34.9 

아연광，황동팡 Fe : 7.94 , Cu: 0.45 Au: 94.33g/t Ag : 38.9 

S : 7.6 , As: 5.25 Ag: 52 g/t 

Sb : 8.67. Au: 1449g/t 

Ag: 85 g/t 

인회석팡， 견운모， 백 P206 : 20.4. Cao : 21. 8 잎회석 정팡 P20 6 : 30.9 -48 

운모， 장석 , 셔영 , 산 Mgo : 6.23. A~ 0 8 : 31.4 달 06 : 31. 4 

화철， 망간광 Mn : 0.82 , S : 0.01 

섬아연광， 녹영석， 장 Zn : 8.85 Al20 S : 10.2 아연정광Zn : 61. 5 Zn : 92.5 -65 

셔， 석영 Sì~ : 28.0 

F농 : 6.03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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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원단좌 무연 ! 강원도 정선궁 샤음 
단에 대한 선광 리 동원단좌 사북광 

시험 업소 

삼율소보광산 함 경북 울진군 펑해연 

동휘수연， 석영 상율리 상율소보광산 

및 장석광에 대 

한 선광시험 

봉영광산 혹연 경북 문경군 마성연 

질 우연단에 대 외어리 

한 선광시험 봉영광산 

화성 및 정립광 강원도 영주굽 강동 

산 탄질 혈압중 연 전동진리 화성광 

함 알루마냐 광 산， 강원도 영주군 

울에 대한 일판 강동연 입곡리 정립 

선광시험 광산 

옥령광산 중석 강원도 명창궁 평창 

광에 대한 선광 연 욱령광산 

시험 

무연탄， 단질셰일， 액 

석 

휘수연광， 황동광， 황 

철광， 산화철 석영，장 

석， 운모， 견운모， 녹 

니석， 각섭석 

토상흑연을 소량 수반 

한 혹연질 우연단i석영 

장석， 운모， 각섭석， 

황철광， 황동광， 자류 

철광， 산화철 

항 알루미냐 탄질혈암 

공정석， 단질울， 백운 

모， 견운모， 석영， 납 

석， 자류철， 산화철， 

유화울 

회중석 • W03 와 Mo을 

합유한 Powel1ite , 황 

철광， 유벼철광， 자류 

철광， 앙간광 

• - -1----1 
원 단 : 4,400 Kcal 정 단 : 4,984Kcal 정 단 : 79.1 

f---

MoS2 1. 79 K20: 3.60 휘수연정광 MoS 2 92.1 -65 

NlizO: 2.50 MoS 2 91.6 Cu: 26.5 

Fe : 2.16 동정광Cu : 17.2 

Cu : 0.26 

F.C : 77. 9 P : 0.01 정탄 Ash : 10 Ash : 60"-'70 % +7 

H20: 0.1 

V.M: 3.6 

Ash : 18.4 

Su1 phur : 0.55 
•----• - -1 

화성→Al2 03 : 28.1 정 럽 Coares 정광 정 럼 Coares 정광 . 65 

Fe 1.61 Al 20 3 52.2 Al 20 3 : 16.3 

Si Üz 1. 61 정 립 Fine 정광 정 립 Fine 정광 

S : 6.45 A1 20 3 : 29.7 Al 20 3 3.2 

정 럼 • A1 20 3 31. 0 화성 Coa res 정광 화성 Coares 정광 

Fe : 1. 71 Al 20 g : 33.3 Al 20 g : 13.6 

Si02 : 47.9 

S : 5.98 

Wo 3 2.10 P : 0.09 중석 정 광W03 : 57.2 W03 76.8 -65 

S : 0.05 Mn : 0.80 

As : 0.04 

Mo : 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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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보개발 연，아 

1 연 혼합팡에 대 
한 선팡시험 

강화철， 티단철 

광에 대한 선팡 

시험 

광덕광산 잎상 

혹연광에 대한 

일판작업 선팡 

시험 

금장광산 연，아 

연 동광에 대한 

현장 선광 수탁 

시험 

유봉팡산 二6l t 。:

왕에 대한 선팡 

시험 

명대팡산 합금 

윤 연망에 대한 

선팡시험 

충욕 영동궁 

영동광산 90 호 

경기도 강화굳 

충남 아산군 송악연 

강당리 팡먹팡산 

경북 울진군 온정연 

선구리 금장팡산 

경북 영천굳 금호융 

붕죽동 유봉팡산 

강원도 양주굳 남연 

영대팡산 

밥연광， 성아연광， 황 I pb : 6.6 Zn : 1. 5 

동광， 황철광， 유비 철 Cu: 0.03 Au : 4.0g/t 

왕， 석영， 장석， 운모 Ag : 93.3 g/t 

자철팡， 티 단철광， 척 I Fe 44.9 P20 S 없융 

철광， 각섬석， 녹니석 A1 2 0 a : 2.82 

1102 : 14.6 

운오연앙， 입상혹연，씌 I F. C: 5.72 S : 0.05 

석영， 장석， 훈오， ^J i V. M : 5.24 

화철 Fe : 4.42 

Ash : 90.5 

동，아연， 밖연팡， 항 pb : 4.6 Zn : 35.5 

철광 Cu : 9.69 Fe : 13.0 

금， 은， 자철광， 산화 I Au : 205g/t 

철， 황철팡， 황동광， Ag : 63g/t 

1 박연광， 섬아연팡， 석 

영， 정토， 녹니석， 녹 | 
영석， 석영연암 

함금윤 연광， 밖연팡， Pb : 31. 3 Zn : 2.67 

향동망， 섭아연광， 유 As : 0.36 Au: 8.0 

닝l 철광， 자휴철광， 황 Ag : 241g/t g/t 

----‘· “ ---“ 
연정팡pb : 61.4 Pb : 85.4 - 100 

아연정 팡Zn : 45.7 Zn : 52.5 

한사중금항량 :1.~ Au청출율 : 97.3 

깐사충윤함량 : 2)]g;t Ag청출율 : 76.61 
뉴 

철정 광F‘ e : 63.4 Fe : 65.4 - 65 

티한철정광 터단철정팡 : 70.4 

Fe : 33.7 

Ti02 : 40.8 

캡:f~) I 혹연정 팡 F. C: 92.2 F. C: 92.0 

흥정팡 Cu : 25 Cu : 80 

아연정왕 Zn : 46 Zn : 89.5 

금은정팡 Au : 78.9 

Au : 3190 g/t Ag : 74.8 

Ag : 952 g/t 

연정광 Pb : 72.8 Pb : 81.9 -100 

--- -‘--- _.~-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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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규석에 대한 선 

석연에 대 한 선 

| 광시험 

| 럭키힐광산 휘 

안광에 대한 선 

광시험 

자인 120. 130 

호 산 대한선광 

시험 

쌍선광산 중석 

광에 대 한 선광 

시험 

안홍 석연광어! 

대한 선광시험 

철광， 석영， 장석， 견 | 

운모， 백 운모， 각성석 1 

충북 제천군 봉양연 규석， 장석， 산화철， | Si0 2 98.7 Igl∞s : 0.18 

1 운모 I FeP3 : 0.13 

SK: 34 

| Aμ : 0.47 

경북 울진군 울진연 ( 각섭석， 방해석， 석영 1 석 연 : 89.0 

산화철， 유비철 

말레지아 사라와크 안티모니광， 휘안광 I Cao : 43.0. As : 0.20 

럭키힐 광산 유비철광， 밖연광， 계 Sb : 4.50. Cu : 0.21 

판석， 석영， 장석. 밥 Zn 흔적， Pb : 0.59 

해석，운모 Au : 3.5g/ t. Ag : 8g/ t 

경북 청도군 청도융 밖연광， 성아연광， 황 Pb : 3.43. Zn : 9.29 

쇠실 동광， 황철광， 유비철 Cu : 0.31. Fe : 8.37 

광， 석영， 각섭석， 장 Au : Tr. Ag : 7 g/t 

석 

경북울진군서연장 회중석， 유비철광，자 W0 3 : 0.47. Mo:ND 

전리 쌍전광산 류철광， 자철광 ， 석영， Fe : 0.96. S: 0.17 

장석， 운모， 각성석， CaFe : 0.96 

휘석 

충남 서산궁근흥연 각섭석질석연， 녹니석， 고품위광석연 : 73.8 

정죽리 안홍석연광 각섭석 저 품위광석연 : 44.1 

산 

규석 정광 Si~ : 89.4 

Si02 : 99.6 

~ 

석 연 : 95.0 석연: 33.0 -170+200 

i ‘ ‘ 

휘안광 정광 Sb : 83.7 - 65 

Sb : 52.2 

연정광 Pb : 71.4 Pb : 81. 0 - 100 

아연정광 Zn : 86.2 

Zn : 50.3 

」

중석정광 W0 3 70 - 80 

W0 3 70 

고품우l 광석 연 : 100 고품위 광석 연 74.5 - 35 거 
저품위광석연 : 100 저품위광석연: 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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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동 규석광에 

대한 선광시험 

옥령광산 금은 

광 청화제련시험 

부덕광산 중석 

광에 대한 선광 

시험 

밖어진 규사광 

에 대한 선광시 

험 

필리핀산 석연 

광에 대한 선광 

시험 

자은도 해변사 

에 대한 선광시 

험 

용원산 인상혹 

연광에 대한 선 

광시험 

강원도 영 월군 상동연 규앙 견운모 백운모 I ~:O: : .9~.: 
상동 규석광산 1 혹운모， 장석， 정토AlZ0 3 2.40 

산화철 Fe20 3 0.24 

강원도 펑창군 옥령광 밖해석， 석영， 장석， Fe 12.1 As 0.16 

산 황철광，자류철광， 유 CaO: 29 S : 7.19 

비청광 Au : 30g/!: Ag : 80 g/t 

경기도 웅진궁 덕전연 회중석，망간중석， 황 Wo 3 0.41 '"v 0.42 

송봉리 산 234 부덕광 철광， 밖연광， 성아연 MoSz : N. D. Bi : N. D 

엽소 광， 황동광， 유비 철광 I Zn : 0.47. Pb : 0.08 

자류철광， 석영， 장석 Au n. Cu : 0.08 

백운모 I Sn: N.D. Ag : 46g/t 

Si02 : 84. CaO: 0.23 

정낭 울산시 석영， 장석， 운모， 산 S i02 : 91.1 '"v 92.4 

화철 AJ20 3 : 4.2 '"v 4.7 

Fez 0 3 0.12 '"V 0.08 

필리핀 온석연， 사운암 석 연 : 32.0 

전남 신안군 자은연 백 석영， 장석， 운모， 휘 Si02 : 85.7 '"v 87.7 

산리 신선부락(세운광 석， 각섭석， 산화철 Alz0 3 : 7.46 

엽사) CaO: 흔척 • MgO: 흔척 

충북중원군신니연용 혹연， 갈철광， 석류석， F.C: 10.3 Ash: 81. 5 

원리 석영， 장석， 정토질물 V.M: 8.2 

• •----r-• 

석영정광 SiOz 42.4 - 65 

Si02 : 99.5 

잔사중 금， 은 합량 Au : 97. 7 -100 

Au : 0.7 g / t Ag : 70 

Ag : 24g/ t 
- ._-

중석정광 W0 3 8 . . 8 - 48 

W03 70.2 Si~ : 37.52 

석영정광 

Si~ : 99.5 

--…‘---
규사정광 Si~ : 62.3 -48 

Si~ : 95.0 (중량>1 1) 

정 팡 100.0 정팡 14.5 

정광 2 : 90.0 정팡 2 : 34.7 - 48) 

규사정광 SiOz : 67 (중량바) 

Si02 : 93.7 

혹연정광 F.C: 70 - 65 ( 30 

F.C : 8 1.6 분 ，，~마광) 



00 
A 

규석에 대한 선 

광시험 

상율소보광산，모 

리브앵동， 석영 

및 장석광에 대 

한 선팡시험 

상부광산 항금 

은， 연 아연，동 

왕에 대한 선광 

시험 

태국 Hong Hir-

an 석광에 대함 

선광시험 

능주퓨석에 대 

한 선팡시 험 

충북 제천굳 봉양연 규석망， 장석， 산화철 Si Oz : 98.7 

FeZ0 3 : 0.1 3 

SK : 34 

Alz03 : 0.47 

Iglæs : 0.18 

경북 울진굳 명해연 휘수연팡， 황철광， 항 McS2 : 0.63 , CU : 0.05 

상율리 삼율소보팡 동팡， 산화철， 석영， Pb : 혼척， Fe : 1.41 

산 장석， 운모， 녹니석， Si02 : 66.4 , Alz08 : 13.3 

각성석 KzÜ: 4.4 5, Na20: 2.57 

경북 봉화굳 소천연 금， 윤， 밖연팡， 섭아 Au : 0.5 g/t, Ag : 4 g/1: 

현동 삼부광산 연광， 철성아연광， 함 Pb : 0.02, Zn : 2.8 

동팡， 자류철광， 유비 I Cu : 2.9 

철광" 황철팡， 석 영 , 

장셔， 운오， 밖해셔， 

녹니석， 녹영석 

태 국 Hong Hìran 광 석석， 회중석， 유님 l 철 Sn : 1. 67, Mo: N.D 

산 팡， 황철광， 항동광， As : 1. 31, Cu : 0.11 

석영， 밖해석 , 전기석 B : 0.03 , Sb : τT 

운모， 정로질광물 Pb : N .D , P : 0.17 

S : 0.04 , Zn : 0.1 

Wo s 0.08 

전남 광주화순궁 춘 규석， 장석， 견운오， Si02 : 94.6 

양연 용주리 산화철， 유비철 Fez 0 3 : 0.34 

AIzOs : 2.95 

SiOz : 83 (중량비) \ - 48 규셔정팡 

SiOz : 99.7 

- - - 뉴- -- -- -
휴수연정팡 MoS z 89 

MoSz A9 Cu : 67 

동정팡 Cu: 12.3 

흥청광 Cu : 16 Cu: 88.3 - 65 

아연정광 Zn : 77.7 

Zn : 46.60 

석정팡 Sn : 60 Sn : 77 

• 

규석정팡 Si Üz : 84 - 65 

SiOz : 97 



00 
C꺼 

부역광산 중석 { 경기도 웅진군 덕전 망간중석， 회중석， 황 i W0 3 : 0.4 5 Bi: N. D 1 중석정광 
광에대한 일관 ( 연송봉리산 234 부 1 철광，밖연광， 섭아연 I MoSz : N. D Pb : 0.08 I W0 3 70.7 

작업 선광시험 l 덕광산 1 광， 유바철광， 자류철 I Zn : 0.47 W : 0.08 

광， 석영 , 장석， 백운 I Sn : N.D CaO: 0.23 

모 SiOz : 84 Au: Tr 
Ag : 46 g/t 

W03 87.5 



2. 分析試驗

1 ) 우라늄 필速分析을 鳥한 分析方法冊究

i묘速 正確한 우라늄 分折의 機器化를 鳥하여 이 에 必要한 分析훌備(우라늄 盧光分析器)를 開훌 

製作하였고， 이 製作된 裝備를 利用한 分析方注을 冊究確立하였다. 

製作된 機器의 原理는 우라늄 휠光의 여 기 Source 로서 365nm 波長의 UV를 放出하는 Bla-

ck ray lamp 를 使用하였을얘 찢융生하는 555nm 附近의 우라늄 童光을 光電子 증배판 (Photo m

ultiplier) 으로 樓出 증폭한후Digital 계측부로 光度를 測定함으로서 우라늄 含量을 求할수 있다. 

우라늄 짧光分析法의 確立을 2월한 冊究로서 試料의 分解 및 調製 過程파 우라늄 꿇光光度에 미 

치는 防害 ion 들의 영향에 처한 檢討 및 防害 ion 의 除去를 鳥한 溶媒 抽出法 응을 효行하여 좋 

은 結果를 얻었마. 

試料의 分解는 試料의 種類에 따라 고려할 수 있으며 끊川系 試料의 경우 試料를 FJ(化시 킨 마 

음 가성소마로서 溶顧빠理한 후 질산산성으로 溶條을 만들어 Aluminum nitrate salting 溶條분 

위 가에서 E thy 1 acetate 로 抽出한 후 45.5 % Na 2 COS 와 45.5 % K 2∞3 그리 고 9 % NaF 의 

混合溶敵웰j로 낮은 溫度(650.C) 에서 20 分間 溶敵 成멜하여 우라늄 휠光 分析器로 우라늄 짧光 

光度를 없tl定한마. 이 方法은 우라늄 分析方法中 가장 感度 가 좋은 方法으로서 放害 ion으로는 Cr 

Mn , Co , Ni , Ag , La, Pt , Au , Pb , Ce , Pr , Nd 등이 큰 防害었果를 냐타내고 Fe , Zn , Cu ,Sn 

π1 등이 약하냐마 防좀했果를 내 여 우라늄 짧光 강도를 弱化시 키 므로 分析結果에 誤差를 가져 올 

수 있다. 

廠ecomme | u-F1uorimen 
Sample No ndatio p. I Mean Value 

Value (U308 %) 1 (U,O. %) 

IAEA S- 7 0.527 0.526 

1 AEA S- 8 0.141 0.143 

IAEA S- 12 0. 014 0.0 147 

IAEA S- 13 0.039 0.0386 
••----•{ 

N : Number ci determinatioo 

X : Arithmetic mean or average 

d : Deviation of analyticaI result from X 

/칭공 S : Standard deviation = ‘/ ..1::.←τ 
n - 1 

N 

10 

10 

10 

10 

1008 V : Relative deviaton or coefficient of variation = •• 
X 

"----← →一←

S V 

::t: O.01121 ::t: 2:13 

::t: 0.003973 ::t: 2.78 

::t: 0.001109 ::t: 7.5 

::t: 0.00187 ::t: 2.97 

이러한 理由애문에 試料짜理過程에서 一般的인 @方害 ion 은 절산산성의 Salting solution ( Al (N 

0), )中에서 Ethyl acetate 로 抽出함으로서 除去되고 Monazite 등파 같은 稱土類 銀物中의 fdj害

成分들은 化캘的인 前짜理過程에서 쉽게 除去시킬수 있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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θF究補完하 

우라늄 童光 分析方法의 正確度를 檢討하기 .월하여 IAEA 로 ‘「터 「입 한 57.58.512.813 등의 

標準試料플 使用 하연나. :::t듀結果로 본 相혐誤쫓는 表 1 파 같으역 우라늄 含量 0.039 %(8 12 ) 에서 

i: 2.7 sb 정도로 그간 所씨 依賴試料 300 件 自#分析빠究 約 2.000 件 의 쫓驗을 몇施하였마- 그러 

나 上記方法 i쫓行에도 使用되는 試藥 빛 器具등 약간의 問題/많은 있으나 앞으로 織純

여 짧展시켜 냐갈 것이마. 金§훌훌〕 沈相樓，成훌훌i홉， 〔分析훌 

;ζ ., 
2) 원자홈광법에 의한 규산염광물 및 암석중의 칼슐， 마그네슐 및 철의 정량 

규산영광물 및 암석 줌의 칼슐， 마그너l 슐 및 

로 이용해 왔으나 이 들 분석에는 용융분해 또는 탈수파정을 거쳐야 하는등 상당한 시 간을 요하는 관 

철의 정 량은 종래 계 통분 석 에 의한 습식분석 법 을 

Model Spectrophotometer Abs<rption 계 로 보마 신속하고 정 확한 결 파를 얻 기 위하여 Atomic 

303 ( Perkin - Elmer ) 을 활용하는 분석 법을 시 도하였 으여 여 기 에 따르는 조건을 시 험 검 토하였다. 

우선 각종산 및 흔산에 대한 영향을 상세히 실험하여 본 바 HF -HCIO‘로 분해하여 일정한 영산 

을 첨 가 한후 재분해 하가로 했으며 규산영광물에 존재할 수 있는 Na. K. Mn. C r • Ti 맺 Sr 등에 대 

하여는 영향을 받지 않았으내 Al에 의해서만은 흡광도가 계속 떨어지는 심한 영향을 받았기 때운에 

이것을 제거하기 위하여 La 와 Sr 을각각 첨가함으로써 안정된 결과를 얻을수 있었마. 분석방법 

은시료를 - 150 엣쉬이하로분쇄하여 105'C 土 5 'C 에서 2 시간이상 전조시킨후 데시케타중에서 

방냉하여 0.1 '" O. 3 gr 을 취하여 백금접시에 옮겨서 약간의 울로 적셔 파염소산 0.5 '" 1. 0 ml를 

하여 잘 혼합한후 불산 15 '" 20 ml 를 가하여 열판상에서 2 "， 3 회 반복하여 분해시칸 후 

고하여 농영산 7 ml 를 정확히 가하여 가열 분해한마. 

분해시킨 용액을 100ml 용량 플라스크에 넣고 

운후 잘 혼합하여 원자흉광분석기의 조건을 Tablel 파 감이하여 흉광도를 측정하였다. 

증딸건 

.;%，._ 2 ..L 그 

7도"→「二L 표션까지 10 % La 3 ml 를 가하여 

Setting 
,--••- ---

Elements Ca Mg 
FUeV 

Range Vis UV 

Wavelength (nm ) 424 285 248 

Slit (mm) 1.0 3.0 0.3 

Lamp Current (mA) 18 18 26 

Filter OUT OUT OUT 

Flow Rate 
Fuel (C2H2) 6.0 6.0 7.0 

O잉dmt (Air) 5.0 5.5 5.5 

1 Instrument Table 

한펀 100ml 용량 플라스크에 La을 0. 3% 가 되 도록 넣고 Ca (100ppm). Mg (100ppm). 

( 100 ppm) 의 표준용액을 각감 0.5. 1.0. 2.0. 4.0. 6.0. 8: 0. 1O.0ml 를 취한 후 농영산 7ml를 첨가 

하여 Ca. Mg 및 Fe의 농도가 0.5. 1. 0. 2.0. 4.0. 6.0. 8.0. 1O. 0ppm 이 되 도록 표준용액을 

흉광도를 측정한 바 Fig 1파 갈이 일정한 직션의 검 량션을 얻 었마. 

검량션을 이용하여 임의의 시료 규석， 장석， 고령토， 해연사 및 암석 등을 습식분석으로 얻 은 

Fe 

만들어 

닝
 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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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 치와 비교한 결파 잘 일치하였으며 또한 마국 표준국시료 No. lA. No. 99 및 No. 102 와 비교 

한 바 Table 2, Table 3, Table 4 와 같이 만족한 결과를 얻 었 마 

Table 2. Com없rative ræults of Standard Sample / MOO 

(NBS: Argillaceous limestone) Ab‘。rbonce
-• • - --T ••• 

Test NBS I NgO Fe203 
Sample l (%) Remarks No. (%) 

- - • •t- 1000 Fe 203 

CoO 

1 No. lA 2.21 

2 " 2.23 1.64 

3 ι/ 2.14 1. 63 

4 " 2.19 1.62 
1001 

5 " 2.19 1.63 

Average 2.19 1. 63 4 6 B 10 
-• ppm 

NBS Va1ue 2.19 1.63 Fig 1 : Ca1 ibraton curve for Cao, 
MgO, and Fe2 0 3, by AA.S 

Test 
No. 

2 
3 
4 
5 

Average 
NBS V，려ue 

’Test 
No. 

2 

3 

4 

5 

Average 

NBS Value 

Table 3. Comparati ve res버ts of Standard samIXe 

(NBS :S여a - Feldspar) 

NBS CaO M(%gO) Fe(%20)3 sample (%) 
• -- • 

No. 99 0.34 0.05 0.07 

" 0.35 0.05 0.08 

" 0.37 0.05 0.07 
ι7 0.33 0.05 0.07 
ι7 0.36 0.05 0.07 

0.35 0.05 0.07 
0.36 0.05 0.07 

Table 4. C<JTl parative results of Standard sample 

( NB S : Siliæ Brick) 

NBS CaO MgO Fe 20 3 
sample (%) (%) (%) 

No. 102 2.29 0.20 0.66 

ι7 2.27 0.21 0.65 

ι7 2.29 0.21 0.66 

ι7 2.28 0.21 0.6& 

ι7 2.29 0.20 0.65 
뉴→←←→ • 

2.28 0.21 0.66 

2.29 0.21 0.6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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켈론적으로 검량법위는 용액의 농도로서 o ~ lO ppm 이 며 미 국표순국시 료플 사용하여 본 붓석 

법파 바교분석해본 결파 2%전후의 함량융 기준으로 할때 상대 오차 ::!::1.l% 맹위내에서 

된 결파블 신속하고 정확하게 얻음으로써 본 분석 망엽을 규산영광물 및 암석에 적용할 수 

마. 〔分析室 흩B월톨@ 崔相根， 姜銀求〕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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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節 資源協力

오늘날의 퇴際閔係는 政治.~흙， 文化 모든 分野에 있。l 相 fi. 緊密한 開係、를 갖고， 끊임없이 

쫓化하는 世界 속에서 부딪 치는 各種 問題의 解決m을 모색하고 있아. 

特히 휩修問題는 資짜、保有휩에 쳐한 지 안날의 손쉬운 進出달件이 i':l' ðffiK族王義라는 資{原띠 의 

딩竟으로 비롯된 장벽으로 困하여 점차 어려움을 겪게 됨에 따라 그 어느 때 보다도 엽깅際없力을 

t뽑進시키고 同時에 r춤-報의 iB速 J *~1合的인 짜理가 앞- ai? 되 고 있다~. 

우리 내라의 경 우 重化字I業 原料資끼~i을 90%以上 따外에 *存하고 있 기 얘 문에 官民이 모두 

tJl~l.'-혐i入을 合心해서 推進하고 있 는 것 은 바람식한 일이마 월所에서도 이러한 固內의 要請에 

부응하여 現地표|연을 通한 '?iil.찌調흉-와 fHl띤外交에 -助를 하자는 方針下에 78 年度에 안도너l 시 

아， 盧洲， 南阿共-和떠， 니 저l 르， 라이 베리 아의 5 個휩을 품問하여 我휩파 相성固간의 交易可能

性 및 技術J<:bÍt等을 타진하여 좋은 結果를 얻은 바 있마. 

이와 더 불어 地球科풍分野의 쫓展을 도모하고 先進휩의 f좁報를 보마 빨리 흉수하기 烏하여 뼈 

妹結-線 ~F業도 추진 싸여 3 Î，固固 4 個機開파 뼈妹結緣을 맺 었 마‘ 이 러한 事業은 앞으로도 계 속해 

나갈 予定으로 目標를 10 個固 13 個機閔으로 장고 年次的으로 진행시키려고 한마. 

또한 오늘날의 世界는 情報時代라고 해도 過言이 아닐 程度로 各種 情報플 iB速하게 A手해 

야만 모든 業務를· 원활하게 時期에 맞게 처리할 수가 있마는 것은 질 알고 있는 것이냐 아직 

資源에 團한 限 이 러한 情報를 원合的으로 薦集， 홉積 및 分析을 通해 配付해 주는 #制가 未備

되어 있는 뼈態이 마. 이를 마소나마 解決커 鳥해서 영所는 資源휩料銀行<*힘j를 確立시 키는 것을 

長뼈 目 標로 삼고 基本的안 資料의 生塵을 試생함파 同時에 l助力資源혐策委員용의 위 임 으로 週刊

으로 f좁報誌를 짧刊하여 開聯機開에 이를 配布하고 있다. 同時에 {뻐格 및 需給動向에 M해서도 

資料를 모아서 tki兄室을 j뿔혐한 바도 있 마. 

終、合的으로 볼때 資源開캉혼을 2월해 서 는 技術파 財源、 및 進出을 2월한 各種 ↑춤짧가 必要한 바 78 

年度에 펌所에서 이들 3 要素中 2 가지에 처해 比較的 좋은 成果를 얻었마고 말할 수 있다. 

1. 海外實源調훌 

78 年度에는 우라늄， 石벚， 石FJ(石을 中心으로 邊洲， 니 제르， 南阿共和휩， 안도너l 시아 및 라 

이 베리 아의 5 個園에 6 며 調훌댐을 派遺하여.~存tki兄， 開쫓 몇 輪入可能性을 調훌하고 아울 

러 資源휩파의 技術없力에 혐해서도 타진을 하여 我園의 進出可能 당否와 앞으로의 開係 改善

을 잃해 努力하였마. 

同事業은 主로 資源分野에 있어서 相쳐휩파의 協力內容을 앓主로 하고 몇際的인 地質調훌와앓 

/31(調흉는 人力파 資金不足으로 좋施를 옷하였 마 。 

78 年度 調훌內容 

調훌事業 j 期 間

뼈存資源開쫓調훌 1 週 間

우라늄調훌 I 4. 9 '" 4. 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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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네시아 

힘阿共和[패 

인도네시아 

니 제 르 

Karanboroug μ Ek fï 매업 좁 

짧 煙 l것 PJN 얘 t見況 f빼f쪼 

fj;꺼!q냄 i쪼 

우라늄 a멈흉 

各 調좁 {성容 및 成果는 마음파 같다. 

1 ) 라이 베 리 아 a홉存훌源開훌現j兄調훌 

2. 1 8 ~ 2. 28 

7. 4~ 7.2G 

11. 18~ 11. 26 1 

12. 6 ~ 12. 19 ' 

/↓、→ JfH .t:i< 

j;、 애1 t:'~ 

~ /화 ‘ 이ι‘ 
~ /f!; f 

라이베리아의 짜111 및 土地問칩， 長 '(f Ijjj r;:]낀과 }j)‘κ 빠1.'::01 liij ，j:k 만바 꾀 /14 .j:H~f껴 얘」간 I， 'jl 사 

회Ii練生招請힘Ii練 중소 探좁機器提供等의 호:援要 J，'J을 맏고 웹떠 iF'x: I(J‘와 MfJUj(꾀하 /1 도 U써&사였 Ll 

이와같은 要請 J펌項으로 마루어 볼때 아프리카 짧벼은 파化’깎工*에 必맙한 셨찌인 ~-2~-IT ， 까 

간， 인회석 ， 石벚， 蘇없응 코띨트 I業用 마이아온 F 등이 풍부하게 빠샤되어 있으나， 상‘t i少씨 

등의 악조건파 핍內 합本 및 技쩌不足으로 fi까~{淡좀 /J셔 f 이 4、.i1i한 것↑!’j 에 있에 :fl(N S' I \'r.J끼에서 

아프리 카의 資d힘、 確保를 겸하여 는 

(1) 技術協力을 통한 資따!閔係휩料와 ↑피報훨集 

(2) 해 당국의 地下합맴、|영係의 技術페|練生 f심 0'’， 

(3) 小規模 探좁機器 및 :'RiJ뽑f몽供 

(4) 앓山開쩔에 必꽃한 l휘， 間接施않 投資차판 t是供

2) 호주 우라늄 調훌 

호주는 自 l죄 l효界 힘‘故 9 1 우라늄 Ð:까 {짜꺼 떠이므로 우리냐라 f)jt T jJ JE펴用 우라늄의 취1 싼 ;li ? 

依存하여야 할 것으로 전망되므로 輪入하 71 위한 先決조건인 합-邊 쌍우 協定을 죠속 추선하 

는 것이 要몇되 며 æt 存$11、 111 은 長뼈찢約을 희망하고 있는바 Panconti nental. Ranger. Queensl and 잇 

VVestern ~ining 파 계속 정 촉하에 윗約推않을 하는것이 바람직하 c: ~ _ι ‘펀、料된마 . 

또한 擾洲에는 追加 뿔짧휩의 Iìú: ~강 l '.J í휩↑生아 크므로 共|혀 IJ감쩔輪入을 찌하여 j쉰/J1J해 ft 샤 t.~민 

된마. 

3 ) 인도네시 아 자 바島 중부 Karangb oroog :fj Ek. :fj없뚱 調훌 

Karangbccoug 산령 은 막대한 1,]:5" 1 CaO 54 % 0 ] 상 9 1 1힘品fi'[ 1íÐ< 1'; 으￡ 밟l싸도1 . I~_ .-L 상우 1 HI: 

!휩이 石Ek質 .LÎ'.~ EJ(깐으로 형 성 5 ] 어 Cila다10 iflj jzl 에 서 따、없 맺 他t也域에 서 /J、굶 9] liHíÞ、플 공 ;규f 니 

으연 Ka없ran명1핑glx따)fOU앵g 산。야k에 Portl and Ccment 王場 건링이 댐*↓ “11 에서 볼때 뼈 J바라 ι 만만된 r]-. 

4 ) 남아共和固 및 스와지 랜드 王固 無煙벚 開쫓f월i兄 調훌 

악매한 量의 無煙벚 理j짧t也域으 ’!’ 꾀 n 1nU'맨찌강~:ì.로 짧왔用으푼 開쩔輪tll .'T ]i'- 있으 니 fJC 'fl 

고회분단은 市場性이 없어 木 fJ김쩔뼈能이 며 이 러한 質의 j써은 바호 韓 /.tSI-"] ，~뺏 iλ따으 iL h-i~힘인 섯 

이며 이러한 벚의 長짧l安定파給윤 씨한 참。!플 대상 -1-들이 희망하 ι 있 I ~ . 

5 ) 인도네시아 賣源調훌 

인도너l 시 아 石때J -" ] 剛入 I '.J能性을 調흉와 아국 {Ì?;!.t감 fl : 開쫓따出 IIJ能tt .:} .lJlilí￥<i~ "1 î'i ilJ;t 1씬싸 

機閒파의 技術짧力을 강i 해 ’￡施한 調훌%’i果 

(1) 韓 - 인니 간 암쩌閒짧에 대한 많얹 여 건 조성 및 政府機뻐파 Ihh 力 을 증진시 키 _ IL 

(2) 인니짧 石따l의 처한국 수출 可能性을 確짧한바 있으벽 

(3) 햄固企業의 많地 쉐띠I .J.짜. Cæl Tar Chemical Plant 및 야他 잠합fl:앉칩 유치 플 요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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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1!.. 있 음윤 알게 되었나. 

따마서 인니 는 I lt界的인 짝끼;!때꺼떠으로서 우리 냐타으l 友好떠係 地f뽕的인 제띄 및 짧합 환경 

감을 lL 썩 할때 섭 t싸開쩔 .ìit tU 01 有댐!시 되 므로 長떼的 支援確保 x1~핍으로 ESCAP 산하 RMR

DC 에 상주 없業쾌좁댐 파견， 안니 주재 韓j허大使짧에 fH썽、 thh 力’쩍· 주^~ 인니 의 휩 d힘 a周f표를 2월한 

15( 術f앓ψJ 및 tfjij흥 1幾 a융의 공여 가 必要하다고 思料된마. 

6 ) 니서|르 훌源調훌 

가) 우라늄 I껴짧現況 

(1) 니제료까져J떠은 世界 第 5 位의 우라늄짧 保有볍。l 여 fL，.없j 西를 위시 해 서 여 러 냐라가 共同開

쩔어l 참여하고 있마. 

C양 용UE 우라늄生훌을 하고 있는 Somair Cominac으로 현장에 우라늄 生훌工場을 抗大하고 

있으t1~ 每年生座量이 증가하고 있마-

(ψ 우라늄 生뚫量의 約 30 %는 니제르共和핍 持分。|고 1979 年에 自#飯完응삼를 設立할 예 

정이마 

(4) 헨재 探좁플 몇施하고 있는 없니」은 Arlit , Akouta , Imouraren, Arni , Afasto- West , In외· 

rar , Dj a:lo Abokorum- Azelik 등이 며 니 제 공화국의 우라늄 煙훌量은 U3 0 8 基準으로 約 160,000 

톤 이상이마. 

@ 니제르共和핍은 우라늄 探훌權을 뼈달한 g域은 크게 보아서 2 個地域으로 하냐는 Ar lit 지 

역이역 마른 하냐는 Djade 地域으로서 우라늄 배태가 예상되는 지역은 。l 마 全部 探훌權이 lIDt늄 

되었마。 

@ 니제르共和圖。 l 우라늄 이외에도 石油開짧地域의 않훌權을 顧당하고 있마. 

나) 우라늄 探훌權 獲得

@ 니제르共和볍鉉業注規에 의해서 얻기 흉해서는 신청국이 지정해서 探훌權獲得 申請을 해야 

한마. 

@ 探훌許可 期間을 最大 5 年으로 2 며 연장 신청이 可能하다. 

@ 探훌結果 옳훔性이 認定되어 採握묘져 할얘에는 마시 f꽁홉회權의 화:可을 얻어야 ·하고 採握權

이 짧定되 연 99 年問 權利를 保有한마. 

@~훌地域 選‘￡은 申請固의 임의인 바 이이 許可난 地域의 중복 申請이 可能하나 探훌權 ~ 

달는 先 $請者의 許可期間이 만료되고 연장이 棄$됐을때 可能하마. 

마) 우라늄 開짧 참여 의 問題京

@ 니제르共和핍은아프라카 內陸固으로 부대시설。l 극히 이약하고 交通이 不便하며 우라늄 훌i 

g가 양행地域어l <<r.置하고 있어서 단독 開꿇을 앓해서는 막대한 探훌費의 생훌울없이는 어 렵마 

@ 探훌地域을 選定하기 잃해서는 事前에 充分한 資料와 現場資料換討를 통해서 이루어져야 

하냐 이며 許-可난 E域의 技術的資料는 니제 共和휩 政府에서 所有하지 옷하고 있으며 技術換討

를 할 技術的 能力이었는바 니제르측에서 흥마있는 地域을 제시 옷하고 있다. 

@ 探훌地域이 選定되었을때 우라늄 밟空探흉를 몇施해야 하내 현 안계로서 우리 技術만으로 

는 곤란하마. 

@ 이미 흥마있는 지역은 先進固에서 探훌 벚 開짧廳을 獲得하고 있어서 새로운 地域을 選定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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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는 잣은 커 마란 危險 負뀐이 따른냐. 

@ 現在 日本의 볍際휩홉緣式응찬가 훌훌推을 훌得 約 40 名의 A員。1 3 年벽 探훌活動을 하고 

았으냐 아직 융팍이 드러냐고 있지 않으며 5 年間의 探훌期間을 要求하고 있냐. 

@ 01"1 開쫓에 成功한 안몇을 감안할예 단시 일안에 없口推을 趣得開쫓에 성 공하지 란 극히 어 

렵마· 

라)結 훌 

@ 韓~ol 니제르共和固內의 우라늄 開쫓에 참여하연셔 훌훌홉的으로 우라늄 資홉을 養得하가 청 

해서는 단독 開쫓아 아니라 先進固파의 共同開쫓어l 참여해야 한냐. 

@ 나제르의 우라늄은 ~뼈西(CEA BRGM) 가 거의 효推을 獲得하고 있으역 生꿇을 하고 있 

는tI~ ~뼈西와 共同開훌을 할수 있도록 交涉을 進行해야 한마海外協力室 金홉훌] 

2 資源’좁훌훌훌깐理 

￠훌훨훌改i됨에 따라 技術f춤報室에셔 ,*5.. 資흉f홉훌훌室로 分홈되어 全的으로 情웰의 훨集. 分折 및 

홍合業짧를 맡게 됨에 따라 78 年度는 情報빠理事쫓에서는 써로운 章을 열게완 해로 볼 수 있다. 

資흉情웰室에서는 크게 3 가지 分野로 情쩔빠理事業을 훌해 담당하고 있는 tI~ 첫빼 資料銀行

休制의 確立 둘쩨 資흉f홉웰誌의 週閒 훌뀐l 및 셋혜 各種 報告書의 쫓flJ 야마. 

各 分野別 內容은 마음파 갇마. 

1) 資훌資料銀行休制 確立

成功的안 훌훌훔政策으로 우려냐라의 훌業은 飛훌훌的얀 쫓展을 해와， 그간 큰 問題쳐。l 없던 原料

훨物에 혐한 짧識이 새 로와지 고 圖家的으로도 새 로 이 를 專뀔하는 動力資흉部 7t 훌足을 보는 等
鳳料없뺑파 에너지資홉의 6훌保는 固家安保와 갇은 位置에 놓이게 되었으내， 아직 흥껴率的인 資料

의 flj用이란 面에서는 모든 것이 未備되어 있는 뼈態로 資料의 集中化로 iß速한 配布가 可能한 

中心的인 林制가 必要的으로 要請되 게 되 었 아-

따라서 。l 러한 必要性에 따라 職員 lA을 美固 地質훌업훌所에 보내 그곳에서 運홈하고 있는 

Data B킹lk System을 冊흉시 커 울에에 System 을 導入하는데 도움이 되 도록 하였 아. 

資料銀行의 運합을 앓해 서 는 

@짧線얀인 資料의 훨集을 通한 資料의 홉積파 更新

@5흩集펀 多樣한 資料의 分鏡 分析

@lfT훌훌을 월한 資料의 Format 化

@힘l用을 앓한 c<m put er Program의 開짧 및 용u홈的안 修正作業아 必要하냐. 

事業쫓施 1 次年度안 78 年度에 는 資料의 훨集파 Program 開쫓事業에 重쳐을 두어， 各휩別로 

훨集可能한 資料를 광뱅워하게 모아가는 일방， 이의 조가 훼用을 않해 자이 레， 장 tlj 아， 뚫洲， 南

阿共￥01휩， 니제르， 냐아제라아.m度， 필리핀. 언도너l 시아， 올라 tlj 아등 10 個固에 함한 資料를 

單行本으로 要約하여 쫓刊 配付한 바 있아. 또한 핍內資源의 裡홉量도 開聯機閔파 協議를 하여 

새로 修正 結合하여 圖內開쩔에 도움이 되도록 하고， 各道別로 過去에 探좁한 內容을 分類시 켜 

훼用에 便￥IJ 하도록 하였다. 

Pr앵r와n 開짧을 앓해 1 次的으로 維誌類에 수록되 어 있 는 目次를 혐象으로 Total Pr앵ram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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Key. sort Program 의 開쩔을 試생하여 比較的 좋은 結果을 얻어 

법 "- 1 없빼l內에 活用이 riJ能토록 努力中에 있마. 

81 年度 Computer 평A파 더 

2 ) 資源、↑좁報誌 ￥g뀐l 

!비 力휩源!l5ß의 짧下機閔으로 動力합源쳐策委員승가 設i휠됨에 따라 지난해까지 長없}쩔源、쳐앓委 

員승에서 맡아서 쫓뀐j하던 「週꺼J ~H젠、↑굉짧」 誌、에 全的으로 없物 및 에 너 지 資폈에 화한 世界題勢

말간키로 하고 그 쫓刊業務를 委Æ받아 78 年 4 月 1 日 第 1 륭를 및 開쫓에 閒係된 댐報만 수록， 

쫓刊한 以來 年末까지 總 39 륨를 훌刊하였 마. 수록된 內容을 分類하연 

CD 內容}}IJ 分類

@ 휩j센;情報 . .. ....................................... . .. ..... ....... 16 編

g 에 너 지 ............................................................ 45 編

8 海外N:資......................................................... 35 編

띤% 월i業-般 ........ ... ............. ... ..... . ... ... ... ... ...... ...... 17 編

생 {面格... 5 編

뺑 其他 .... ............... .................... .. .. . .. . ..... .. ........ 22 編

@훌i種別 11類

짧 28 個에 達하는 없種에 쳐해 수록을 하였 마. 수록된編 은 283 個이며 그중 石때 68 編，天

然가스 25 編， 石행 45 編， 우라힘 52 編으로 에너지資源이 122 編이고 냐어지는 鉉， 鋼， 알이 

늄等 여러 가지 없物감빠에 처해 수록했마. 

@휩서IJ分類 

總 58 個 kL~ 에 達하는 fiw~生Æf[얘파 消씹떠에 처해 수록하였다. 아시아州에 서는 말레이지아， 

필리띤， 인노， 이 I，l.경‘ 2. -C "TY 16 뻐[찌까 아프라 카州는 남아공화국 자이러1. 장 tl l 아等 14 個困， 太洋州

‘ --- -

f긍 .'L ~" 뉴섣란드， 아푸아뉴 "1 니아으l 3 뼈L써 ， 北종州는 美固， 카냐마， 엑시코의 3 個휩， 中南

X단서 ; • .11. ι{ 4! , 칠레， 폴리 비아얀 9 個I씨 유럽州 는 서독， 영국， 스웨덴等 12 個펴윤 xi象으로 

j(t샤‘ -" 1 밟!써은 論考， It￥푼JL ， 'h씨， tÞ싫， 11 펴‘ 및 n!f했 fx로 되어 있으며 予算上 1 륨뀔 띤均 50 

Page 씩 쩔f1J 하였 마. 그간 海外資d，SW셔~ 응 씨해 Jfl(府와 j:.2l! 企"$.듭이 活짧한 움직 임을 보이고있 

11I J안따↑리報표의 짧뀐l은 좋은 캉考資씨가 됩 것으로 믿으며 더욱 充몇한 內容이 되도록 努力

l ι ;A 냐. 

한 'd 이 와깐은 "J~業으로 훨핏된 資H를 Data Bank System에 꿇大限으로 합廣시 키 기 경해 索

‘'I{t, rrts:. 병 행 살시하고 있마. 
그외에 ↑펴報깜理의 하냐인 해報資料의 11 出， 뼈쩔， 짧달， ↑，?報}땀a 案 {성릎 더욱 충실히 

찌해 때펌:{묘뀔 f더j度를 新設하여 모든 때랍에 開한 業務를 f!J.컨토록 하였 아. ↑원報所a 案內는 

하 71 

A강 

타로 짧生떼마마 즉시 옮씨하여 flJ用率을 높이고 있으여， 보냐 많은 칩料를 購入키 鳥해 힘輪入 

파 함께 輪入代行삼를 通하 는 方式을 정용 운영하여 펴뼈j에 flJ用될수 있도록 하였마. 또한 보 

[ ~ 않은 앙料블 훨集키 최해 各固의 |잣!聯機 t써」’~-"I fH‘f :,( t엇빠를 표大해 냐가Jl. 있으며 짧융量의 

t업太에 α} 라 새로 DT - 1200 F 약 製本機 순 l않人한 이 있 마. 

〔資源情報室 李京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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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6 節 固際協力

1. 事業推振現況

1960年代初부터 積極化되 기 시작한 先進諸핍과의 E퇴際協力은 技術의 겉흡한5 이 微륭륭한 우러나라 

의 技術水準 특히 資源開쫓技術 向J:어l 크 게 寄당하였 다. 

第 1, 2, 3 次 흉훔開쫓 5個年計劃의 成功的 達成에 따른 우리 經훔의 뼈張에 따라 技術援助가 

減少碩向에 있고，特히 第 4次 옳훔開쫓 5個年計劃이 끝나는 1980年代가 되 연 우리 經훔 빛 技

術能力이 向上됨에 따라 持純的인 無慣 技術擾助를 期待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그동안 援助의 

量的 뾰大보다는 質的 向上을 期하여 나가야 할 것 이 마. 

또한 近來에 와서 資源、保有固과의 技術없力의 重要柱이 흡漸됨 에 따라 뼈妹結據응을 통한 本

格的인 技術協力을 할 수 있도록 UN의 各種 地域間 事業에 찾달하여야 할 것이다. 

2. 固際協力의 훌本力向 

가) 先進휩 技術導入

나) 資源保有固과의 技術協力

마) 資源 圖際機構와의 技術協力

3. 固際協力形態

가) 先進휩 및 資源保有固과의 t市妹結緣

나) 先進技術훨入을 위한 技術힘11練生 海外派遺訓練 및 專門家 招請活用

다) 固際웅議開{崔 및 1JR遺을 통한 資源、情報훨集 빛 固威宣錫

라)M後進圖 및 資源、保有固 의 힘11練生에 혐한 技術供놓 

4. 固際協力內容

라) 後進휩 技術供달 

마)海外資源開쫓 

가) 技術힘11練生 海外派遺

先進技術 쩔得 및 홈級 人力 養成을 위하여 先進固에 長， 短뼈 1JR遺 힘 11練한마. 

分 野 人 員

2 
%흉洋地質 

þî5用 地質

Data Bank 

石油地質

地球物理

월tWC우라늄) 

훨￡物 探 훌 

6 個分野

期 間 홉 金

6 個月 화란政府 
CCOP 

年 西狼政府

年 UNESCO 

3 個月 AID 

3 個月 AID 
年 CCOP 
年 Colomlo 

2 個 月 IAEA 
年 화란政府 

% 



냐) 업際웅훌훌흉席 

휩툴~ø훌構 및 볍톨잊걷품術f'JH후가 主싸용하는 합훌뼈係 t딩際응훌훌에 k등t졸 홍당케 함으로서 字術交節를 

통한 꿇新 資훌f슐報훨集으로 우랴냐라 및 海外f훌훌開쫓에 가여하고 同時에 머威를 宣훌훌할 수 있 

도록한다-

응 등훌 

資옳管理심포;<1 영 

世界地質~a를흉용등훌 

f톨太平洋에 너 지 훌i物 資*동용議 및 

훌tJ￥成因 됩깅際용議 

훌i物쩔훌~tm쫓샌 더 理事용 

東南갱동 地質構造 및 앓物資훌동용議 

名

아시아홉海底짧物資훌 共同훌훌委員용 및 

ESCAP 自然資源응議 

堆옮삶地岩 益地地層눴備용議， 東南꿇 地質훌i物 

홉jJ용議 , 東南킬얻 地質~a물용훌웅훌훌 

다) 專門家 招請活用

開{崔場所

比 律 홉 

佛 뼈 西

美 固

인도너l 시아 

연도네시아 

싱 가 폴 

泰 E퇴 

參加 A 員 | 

2 

2 

1 

I 

2 

美핍， 英며， 프랑스. 채냐마등 先進업의 t흩秀한 專門家를 招請 該펌分野에 f홉훌活用함으로셔 쯤 

iH훌훌 및 開훈에 寄당케 하고 Seminar 및 技術짧間에 趙極 흥1돗케 하며 先進技術導A과 홉흉 

↑퍼報훨集 및 圖家間. 봤뽑間 技術짧力에 寄달하고 있 마. 

分 野 A 員 E륭別現 fil 分 野 A 員 E뭘別現 fil 

| 陸t物理 2 美 며 2 名 金屬製鍾 스위 A I 名

地質훌tI* 2 英 넓 6 名 훌t1꺼홉꿇 흘홉 빼 l 名

石油地質 3 西 J!h 5 名 훌i山採챙 2 其 他 8 名

載 IlJ~害予防 4 캐냐마 2 名 技術協力 9 

梅洋地質 2 H 本 3 名 其 他 2 

地下水開쫓 1 佛옮lî~힘 1 名

라)뼈妹結緣 

先進택 , 資혔保有固 맞 開聯 冊究農開과의 相互 技術協力 t뽑進을 통한 地球科풍 여 러 分野에 

걸쳐 情報 및 技術交模을 위하여 뼈妹結옳을 推進하고 있다. 

@協力內容

가 ) 쫓뀐l뺑과 冊究報告書 交換

L) 홉끓↑줍報 交換

c) 專門家 相互 交換

è) 共同 Workshop 開健

0) 이외 有益한 事項 相효交흉 

(깅 뼈妹結緣機빼 

.) 美벼 짧務局 

L) 美며 地質調흉所 

c) 英E되 地質調훌所 

è) B 本 公害資源冊究所
〔固際協力옐펀 金泰俊〕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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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4 章 支援冊究

1. 經홉化石R究 

慶尙;lt..ìli: 浦項附近에 分布된 第 3 紀 堆積I협에 대한 古生物字的 冊究 특히 有孔뾰， 軟{;j.動物，

珪讓類에 대한 冊究가 여러 字者들에 의하여 이루어 졌마. 그램에도 불쿠하고 아직까지 本 地域

에 대한 生物層序좋的 分뿜냐 古理境의 解￥R은 確立되지 옷하고 있는 상태이마. 

따라서 本 冊究에서는 浦項地域의 延日 層群에서 훌tl:l되는 底樓性 有孔뾰파 金光洞 地域의 장 

지 충군 에 화한 花빼， 뼈子化石올 冊究하여 生物相의 쫓化， 地質時代l 古웠候 및 堆積f뿔境을 밝 

힘에 重펴을 둔다. 

底樓性 有孔뽀에 처한 冊究는 浦項地域의 試雖孔中 하나인 F孔(동경 129 024' 20", 북위 

36 0 04’ 00") 으로부터 취하였마. 

花빼뼈子化石에 대 한 冊究는 金光洞 -뿜로 동경 129026'10""-'1 029 ’ 10 ”, 북위 35。

56 ’ 30" "-' 350 59"에 위 치 하며 行政g域상으로는 慶北 迎 日 都 鳥川面， 東海面， 只否面 →部에 

해당한다. 

F孔으로부터 20 m간격으로 총 27 個의 試料를 선정하여 그중 底樓性 有孔뽀을 많이 包;웅 

하는 24 개의 試料를 혐象으로 群集分析파 種多樣度分析을 시도하였마. 群集分折은 冊究혐象物 

들의 相효開係를 特定한 相開係敎(Correlation Coefficient) 또는 親密係、數 (Similarity Coeffi

cient) 로뼈u定하여 서로 類@한 것들의 累Bft을 찾아내는 算術的 技法이마. 이에는 Q-型分析(試

料들 사이의 比較)파 R-型分析(種들 사。l 의 比較)이 있는데 本 冊究에서는 Sorenson 常敎와 

Jæcard 常敎에 의한 Q-型分析만을 行하였 마. 種多樣度는 生없群集의 構成樣相을 냐다냐는 園

敎로서 이에는 여러가지 없u定方法이 있마. 本 冊究에서는 Shanon - Wiener 情報짧敎와 Simps

m 指數에 依한 種多樣度와 種均-度를 없u定하였 마. 

花힘·뾰子分析을 위한 試料는 장가충군의 뽑벚I혐을 王 처象으로 하였으며 대략 일정한 간격으 

로 각충에서 2"-'4 個씩 200 g 정도의 複合試料를 採取하였마. 그 結果 장가충군에서 3 個， 해台 

里疑%岩에서 1 個， 金光洞層에서 3 個， 下部含벚l좁에서 3 個， 上部含벚l협에서 4 個등 室內짜理 

過程은 物理的인 빠理→過嚴化水素→水嚴化찰슐， 뼈顧， t훌훌횟등에 의한 化좋的 $뜨理→遠心分離 

에 의한 有機物의 農縮→觀察用 슬라이드의 製作의 順으로 進行되며 상지의 모든 過程에서 異物

質의 混入을 방지하가 위하여 세심한 주의를 가울였다. 

群集分析의 結果로 作成된 두개의 Q- 型 樹뼈없는 약간의 차이를 보여주긴 하지 만 전쳐l 

적 으로 4 個의 覆댐으로 E分된마. 각 集댐은 生態字的으로 類似한 뚫境을 反映한다는 의 "1 에 서 

이를 古生物場 A. B. C. 0 라 命名하였다. 古生物場A는 深度 110m"-' 230m. 470m"-' 530m 

의 두푸분으로 냐누어 냐다냐며 풍부하게 냐타냐는 種은 Ammonia boccarii , Bulimi na , elongata 

Gyroidina hangugensis 이 다. 古生物場 B는 層훔 250 m에 걸 쳐 比較的 持統的으로 냐타 냐며 

優努種은 Bo1ivina striatula , Bulimina striata , Eponides umbonatus , Gyroidina SP, A, Qu

ingueloc 버ina seminula , Spharoidina cf. ∞mpacta ， Valvulineria asanoi 이냐. 古生物場 C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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最下位의 深度 530 π~590 m에 이르는 부분을 러有하며 優勢種은 Bolivino koreanica , Epis

tominella pulchella , Florilus kidoharaense 아 마. F - 5 와 F - 18 만으로 이루어 진 古生物

場 D 는 Uvigerina ni tidula 와 U sekundoensis 가 현저 하다. 

種多樣度의 없u定結果에 의한 3 個의 種多樣度팎를 設定하였는 데 A낌(F - 22~F-26) 은 H 

(s) 값이 1.5 아하， Simpson 指數는 3.0 이하， 種均一度는 0.33이하로 전체적으로 낮은 種多樣

度와 種均-度를 갖는마. B펌(F-9~F-21) 은 H(s) 값이 2.0 ~3.0 ， Simpson 指敎는 5.0~ 

11.4 , 種均一度는 0.30 ~ 0.55 0 ] 마. C 훼는 H (s) 값이 1.5 ~ 2.0, Simpson 指敎는 3.0 ~ 6.5이 

며 種均一度는 0.45'" 0.5? 이 마. 

장기충군에서는 總 55 屬의 뾰物化石이 童出되었마. 이들중 被子植物이 16 屬， 脫子 9 屬

이 냐타난마. 이들의 生活펼性은 홉木 30 屬， 草本植物 17 屬， 灌木 7 屬， 덩굴식물 1 屬으로 

구성되 며 훌出量은 각각 49.59 %" 38.25 %" 10.59 %" 1. 57 %에 달한다. 

홉木증에는 Betulaceæ 가 가장 優勢하며 41톱을 包含한마。 그마음은 Juglandaæae , U1maceæ 

의 順이며 각각 2 J톱을 包含하며 이 들은 Betulaceæ 와 함께 넓은 關葉樹林을 形成하고 있마. 被

子類로는 Cupressus 와 Pinaceae 가 比較的 많은 分布를 보이 며 針葉樹林을 形成한마. 한펀 후$휩 

植物이 마량 훌出되며 水生植物이 간단히 塵出되는 것도 特記할 사살아마. 이상파 갈이 장가충 

物群은 落葉性 關葉홈木들이 主를 이루며 이들 사이에 후園植物파 灌木들이 共生하였고 여기에 

針葉樹와 水生植物들이 混合된 混合樹林을 形成한마 

장가충군의 特徵的인 植物은 Tax여iaceæ ， Gingkoaceae , Ericaceae , Polypodiaceae , Betu1a

ceae , Ulmaceae , Juglandaceae , Sa1 iaceae , Pinaceae , Fagaceæ 등이 며 이 들은 마이 오世에 屬하 

는 日本의 Onga 層파 많은 共通쳐을 갖는다. 또한 장가植物群의 각 要素간의 構成比는 日本 東

北部의 阿仁合型 植物群과 一致하며 그 時代는 下部 마이오ttt 이마 이들 植物群은 Fagaceae 를 

除外한 Betulaceae , J uglandaceae , U1maceae 같은 흉葉關葉홉木들이 主쓸 이루며 여기에 針葉

樹가 混合되었고 때로는 水生植物이 나타남이 特戀이다. 또한 장기植物群은 下部 아이오世를 指

示하는 Alaska 의 Seldovian stage 의 植物群과 類似하며 이 Seldovian stage 에 Acto - tertiar y 

要素의 針葉樹가 광범위하게 分布되는 것은 위도상의 차이점으로 생각된마. 이상과 같이 장기충 

군의 地質時代는 下部 ，，~이오t달로 보는 것 이 타당하다. 

장기충군의 古뒀候를 各 l휩別로 보연 장기충군의 뼈빼群은 Pinaceae 와 그외의 針葉樹 花빼。l 

마마하게 훌出되는 반연 溫 • 혔候를 지시하는 Juglandaceae , Quercetum , mixtum 등의 훌葉關葉 

홉木파 Graminae , Cyperaceae 등의 草本植物파 후館植物이 多量 塵出된마. 때台里疑%岩의 堆

積時期에 는 Pinaceae 가 번성 하기 시 작하며 그 반연에 Juglandaceae Quercetum mixtum파 후 

&휩植物들은 감소하기 시작하여 뒀溫은 점차 寒冷해져서 未期에는 極에 달한마. 추운 웠候는 점차 

회복되어 金光洞 셰일의 時期에는 冷 ·溫뿜;性 植物이 共存하냐 溫뽑性 植物이 다소 많은 分布를 

보인다. 下部 含벚l협파 上部 含벚j협의 時期에는 양자가 모두 中部에 寒冷뿜·를 가지 며 이 寒冷뽑 

의 上下部는 온난가후플 지시한마， 

장가줌군의 最初의 堆積地는 주위에 草本植物파 짧葉關葉홉木들이 둘러싼 湖水였던 것으로 생 

각된마. 이같은 推옛j은 長 &찢岩에서의 짧葉性 關葉홉木파 草本性植物의 多量分布， 罵地植物의 

出現， 停庸된 淡水性 植物의 出명，ii'Þ、岩에 발달하는 料層理등으로 可能하마. 이 堆積地는 짧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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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積파 調台里훌훌EJ(岩時代의 火니j活動에 의해 점차 양아지고 火山活動후의 조용한 環境下에서 金

光洞I혐의 홉훌板l* 셰 일들이 堆積되 었마. 그후 湖水는 그 規模가 축소되 어 뻐~地의 l*態까지 이르 

렀고 堆積地 주위는 울창한 森林을 형성했으며 Betulaceae 의 대거 出現으로 주위의 地形은 技流

가 적은 단조로운 지형이었음을 알수 있마. 堆積地 주변의 울창한 악엽활엽홉木들은 上下部含벚 

I협의 휩벚I롭 形成을 可能케 하였마. 上部 含벚I협의 末期로 가연서 堆積地는 沈降하지 시작하여결 

국 海흡을 초래하여 延日層群의 時代로 념어간 것으로 推測된다. 

群集分析파 種多樣度分析에 의한 生物I협序쏠的 分쁨와 生態좋的 해석은 하냐의 시도적 冊

究로 현재까지의 冊究결파로는 전체척인 堆積분지의 짧達過程01 냐 堆積뚫境을 논의할 수 있는단 

계에는 이르지 못하고 있마. 앞으로의 계속척인 冊究와 現生生物의 生態풍的 特性이 綠合됨으로 

서 우리냐랴의 第 3 紀에 대한 生物l협序렇的 分뿜와 古뚫境 해석이 가능해질 것으로 생각된마. 

0ì장가충표에서는 總 55 屬의 脫빼化石이 훌出되었으며 이들은 被子植物이 30 }협， 操子植

物 16 屬， 脫子 9 J홈에 해당한마. 

‘굉장가충군의 植物群은 日本의 Onga層의 植物群， 阿仁合型， 植物群， Alaska 의 Seldovian 植

物群들파 처比되 며 그 時代는 下部 마이 오世로 추측된마. 

탱장기충군의 堆積時期는 대체로 온난한 뒀候였으며 해台里擬EJ(岩의 上部와 上下部 含벚 I혐의 

中部등 3 차례에 -時的언 寒冷웠候가 있었다. 

탱장기증군의 最初 堆積地는 湖水였으며 그 規模는 점차 縮少되어 Æ~地의 뼈態까지 。l 르렀 

으며 本 l홉群의 末期에 다시 沈降이 시작된 것으로 추측된마. 

(-般地훌調훌훌 á Jl::浩， 훌弼뽑， 崔德根〕

2. 岩E年代測定R究

당해년도 冊究事業은 忠北 淸써市를 中心으로 하여 東支那方向으로 分布하는 한반도 中心部의 

花 t혐岩의 일부 年빼을 Rb/Sr 法으로 얘tl定하였마. 

시료채취 地域은 陰城， 鎭 JII ， 뽑행， 淸州 地域內의 소위 中生代 花뾰岩으로 알려진 岩石分布

地域이고 調훌地域內에서 채취된 시료는 총 70 여지점에 이르냐 엄선한 시료수는 18 개( 이분말 

시료 14 개 累雲母 4개)로써 최종과정안 同位元素없tl定을 거쳐 (Table 1) 각 地域 시료벌 lsoc -

hron ~를 작성하여 각 地域別로 年빼을 얻었다. (Table 2) 조사지역 내에 分布하는 花關岩의 

일 반적 인 岩相은 porphyritic granite , fir웅 grained biotite granite , medium grained bioti te 

granite , coarse grained biotite granite 등으로 E分이 되 나 이 地域의 岩石들은 대부분야 심 

한 風化를 받아 岩石 相효間의 境界를 明確히 g分할 수 없 어 便효j二 分布地域名에 따라 4 gro

ups 로 分類하였 마. 즉 鎭)11 granite , 陰域 grani te , 淸州 granite (1)과 淸州 granite (m 등으로 

g分하여 각 group 別 代表的인 年뼈을 導出하였 마. 여 지 서 淸州 granite ( 1) 地域은 淸써市를 中

心으로 北方으로 뽑햄뭄까지 延長되고 淸州 granite (n) 地域은 市 南方으로 橋城봅까지의 中間

地펴에 分布하는 範뼈로 限定하였 아. 

그 代表的인 뼈l定年빼은 Table 2 에서 보는 바와 갈이 鎭川 granite , 1 억 9 천만연， 陰城 gra

nite , 1 억 1 천만년， 淸州 grani te ( 1 ) , 1 억 5 천만년， 그리고淸州 granite (n) , 1 억 1 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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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년 등으로 料明되 었마. 각 地域55 1] isochron 은 Fig, 1 Fig. 2 Fig. 3 Fig. 4 에 냐타 내 었다. 

-←「→←←--←←→→←---------- -------- •• --~←←← 

Fig. 1. Strontium evolution diagram foc the four whole rock Samples (NOS 

91, 109, 110 and 108 ) ar녕 tw。 이。tite mineraJs (NOS 918 and 1 
098) separated from the samples NOS 91 and 109. Samples are 
collected from CHEONG JU area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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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 2. Strmtium ev이ution diagram for four whole rock samples a~ 

nd oæ biotite minera1 reparated from the samples NO. 96 
Sanples are ∞llected from 800 YEONG area near CHEO. 

NG JU C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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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3. Strooti um evolution diagram for whole rock samples and one bi
otite mineral separated from a sample NO. 81. 5amples are coJl 
ected from EUM5UNG area. The isochron obtained by the least 
squares anaJysis. (Wendt 1969) 

EUMSUNG GRANITE 

81 B 

4.9M~ 
a : 0.00168 :t 0.00007 

~~~~)j : 0.7147 :t 0.0012 
l댄깐 

(86Sr J 

객헐 0.9 

1.42 10-11 y-l 87 Rb 
~ 

865r 

10 lS 20 25 

Fig.4. Strootium evolutlon diagram for whole rock samples which co 
llected from J 1 NGHEON area 

JINGHEON GRANITE 

I를 

10 

\9~ 

87 Rb 

865r 

ló 

-101 -

100 

a : 0.00267 :t 0.00026 

η75 
( --•!) j : 0.7168 :t 0.0009 865r 

팍꽁 1.0 

1.42 X lO-ll y-l 

20 25 



Table 1. 

Code No 

78 G-2-1 

78 G-2-3 

78 G-2-4 

78G-2-6 

78 G-3-4 

78 G-3-12 

78 G-3-13 

78G-3-14 

78 G-3-18 

78 G-3-20 

78 G-3-7 

78G-3-8 

78 G-3-9 

78 G-3-10 

78G-3-19 

78 G- 3-3 

78 (,-3-11 

78 G-3 -17 

Aanalytical Data of Each Groups of Granite 
Samples Distributed around CheongjI City 

S하lple No Groups 86Sr 87Rb 
(ppm) (ppm) 

100 ]inc heon granite 2.885 59.640 
034 644 

113 " 39.644 37.730 
401 207 

114 ι/ 45.578 24.501 
249 211 

116 " 10.280 34.907 
144 103 

91 Cheongju granite( 1) 60.872 41. 715 
275 378 

108 " 73.904 26.147 
357 067 

109 " 36.177 14.480 
206 049 

110 " 38.290 40.673 
282 403 

91 B " 1. 285 190.696 
019 1. 862 

109 B " 0.656 153.445 
002 2.284 

94 Ch∞ngju granite(U) 49.581 44.655 
150 195 

95 " 25.878 53.653 
101 350 

% ιr 44.344 30.270 
110 139 

98 " 4. 128 35.223 
018 173 

96 B y 1. 387 263.799 
011 1.354 

81 Eumseong grani te 33.334 42.876 
334 191 

102 " 28.096 47.611 
125 200 

81 B " 2.725 209.875 
028 1.713 

-102 -

87Sr/ 87Rb/ 
86Sr 86Sr 

0.7697 20.4 18 
0052 326 

0.7193 0.940 
0033 018 

0.7183 0.531 
0018 005 

0.7271 3.354 
0010 048 I 

0.7143 0.685 I 
0016 007 I 

0.7120 0.349 
0020 003 

0.7160 0.395 
0024 003 

0.7153 1. 049 
0017 013 I 

1. 0161 146.576 I 
0080 2.602 

1. 1936 23 1. 033 
0063 3.510 

0.7177 0.890 
0013 005 

0.7206 2.048 
0008 016 

0.7136 0.674 
0025 004 

0.7326 8.428 
0045 055 

1. 0223 187.855 
0042 1. 775 

0.7187 1. 270 
0024 014 

0.7169 1. 674 
0014 010 

0.8424 76.071 
0044 998 



Table 2. Isochron Data of Each Groups of Granites Using 
a Least Squares Ana1 ysis (Wendt 1969) 

Groups of grani te Slope (2) Intercept JZnX-찌ι 

J in C heon gra ni te 0.00276::!:: 0.00026 0.7168::!:: 0.0009 1. 0 

Cheongju granite (I) 0.00208::!:: 0.00004 0.7129::!:: 0.009 0.6 

1/ (H) 0.00163::!:: 0.00003 0.7167::!:: 0.0007 1.1 

Eums eong gra ni te 0.00168::!:: 0.00007 0.7147::!:: 0.0012 0.9 

Age(Ma) 

194.1::!:: 18.3 

146.3::!:: 2.8 

112.6::!:: 2.1 

118.2::!:: 4.9 

陰城 granite 와 淸州 granite ( n )의 結果는 백아期의 同一時期 同一 magma 에 의한 젓이고 

淸州 granite( 1 )은 잘 알려진 大寶 granite 의 일부임이 마시한벤 힘E明된 것이마. 鎭川 granite 

는 1 억 9 천만년으로 쥬라期 初를 냐타내고 있으냐 室內冊究中 isochron 의 解折 結果 쥬라期 보 

마 古期 일 可能性도 示浚하여 주므로 앞으로 판심을 가지 고 確託을 얻도록 再調흉를 試댐하고 

있다. 

鎭川 granite 의 岩相은 角閒石類가 優勢한 것이 特徵的이며 일부 累雲母가 綠힘石化되고 있다. 

이 地域에 分布하는 慶尙系 地l휩파의 판계는 地質댐福調훌에서도 開係未詳 이던것이 이벤 年빼 

얘tl定 結果로 明確하게 되었음이 큰 成果라 하겠다. 

淸1ti市를 中心으로하여 南北間의 花關岩의 貴入時期가 뼈tl定結果 쥬라紀와 백악紀로 E分되 며， 

淸州市 南端 일부에서 慶행물까지가 淸州 granite ( 1 )로 쥬라紀의 貴入이고 淸州市 南端 일부에 

서 備城몹 中間地域까지의 淸州 gra ni te (n)는 백악紀에 貴入된 소위 {b딩3츄 花뾰岩으로 힘l明 

되었마. 固 花빼岩의 岩相差異는 淸州 granite (1 )의 경우 岩石은 長石을 짧옮으로 하는 f狂~構

造가 優勢한 反面 淸州 gra띠 te ( H)는 中組拉質의 ~~構造를 갖는 累雲母 花關岩이라는 相互X';J

比되는 特徵을 엿올 수 있마. 

陰域 granite 의 境遇는 淸州 granite (n) 와 同-magma 로 힘j明되 었 고 岩石構造 및 造成앓物 

등에서는 大差가 없으므로 훌出뼈態가 大像的으로 비슷한 樣相을 냐타내고 있마。 

이벤 年代얘tl定맑究에서 特徵的안 것은 鎭川 granite 의 時期와 開聯하여 固內地質의 火成活動의 

時期로 쥬라紀에서는 最小 二며이상 實入이 있었음을 알려주고 있으며 古期花關岩에 성한 存{E

를 暗示해 주고 있마는 사실이다. 

結論的으로 이벤 冊究成果는 東支那方向의 韓固 中$의 granite 가 쥬라紀 및 백악紀로 分布한 

마는 사실과， 部分的으로 地域에 따라서 는 쥬라紀 이 전의 花뾰岩類의 存在 可能性에 대한 冊究플 

불러일으키는 횟機를 마련 했마는 점이마. 추가해서 이벤 冊究처象地域처름 風化를 많이 받은 지 

역의 시료채취는 岩石年代빼定에서 *뾰성的으로 重要한， 新蘇한 試料採取 문제해결 및 岩相의 地質

字的 分섞}를 分明하게 하가 워하여는 lble Boring 製備를 필허 使用해야 한마는 점을 提案하고 

싶마. 

〔웰物iiJf究훌 朱昇樓， 李東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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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岩E웰物冊究試顧 

휩{성에 分꺼j하는 짧物， 岩石에 처한 冊究를 몇施하므로서 全固에 뼈存되어 있는 地下資源 開

짧에 字術的 基&훌資料를 提供하며 各 事業室에 서 依賴되 는 代表試料에 ~한 계 속적 인 冊究로 各

種 data 가 영구 保存 展示되어 固때 鉉物한石으1 data bank 資料로 活用될 것이다. 또한 所써外 

로부터 條賴되는 各種 鉉物岩石에 처한 室內댐究를 계속하므로서 醫:tE 鉉많 開옳에 基&훌資料 71-

되고 있마. 

本 훌i物岩石冊究는 偏光현미경， 反射현미경 및 立休현마경 等 各種 현 01 경에 依한 光字的 特

性， 造成， 함度分析， 組織起源 等을 M明하역 化字成分， 比重， 렐월度， 硬度， 吸J/X率， 磁性， 螢)t

性， 放射性 等 物理的， 化字的， 性質을 冊究한다. 

또한 X - ray 며折分折器， 時差熱分折器 및 앞으로 設置될 電子顧微鏡， electron micropro

ve analyser 等 여러 가지를 利用하여 鉉物岩石에 ~한 特性을 料明한마. 

代表試料冊究는 各 事業室로부터 試料가 提供되는 바， 금속팡상살 없物 4 件， 岩石 6 件，비금 

속광상실 없物 2 件， 에너지자원조사실 없物 3 件， 岩石 10 件， 그라고 g福지질조사실 岩石 6 

件 等 總 앓物 9 件， 岩石 22 件이 依賴되 어 冊究되 었 마‘ 本 冊究室에 서 作成펀 sample data s

heet 에 자세한 結果가 記錄되는데 重要한 內容으로는 地質鉉똥， 顯微鏡資料， X-ray 分析資料，

時差熱分折資料， 特珠物性資料， 월tt꺼組成比 및 tt度分析， 化좋分析 가 다 重要 記載事項파 현 마 

경 융훌이 옳附되 었 마. 各 冊究室에 서 依顆된 代表試料는 마음파 갈마. 

1 ) 金屬銀많調훌室 

훌t 物 1 '" 3. wd f rami te 

4. Pb -Zn - Ag ore 

岩 石 5. grani te gp잉ss 

6'" 7. amphibolite 

8. dark grey li mes tone 

9. two mica coorse grair뼈 granite 

10. bi어i te granite 

2 )非金屬앓g調흉室 

훌t 物 11. Z∞lite 

12. ur킹nUID - bearing mica schist 

3 ) 에 너지 資源、調훌室 

용i 物 13'" 15. anthracite 

岩 石 16'" 18. tuff 

19. pitchstone 

20 '" 24. sandstone 

25. sha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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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임福地質調훌핏 

!f~' ￥i 26. 

27. 

28 

29. 

30. 

31. 

augen gnelSS 

mica schist 

guartzlte 

mica schist 

Ieucocratic grani ti c gneiss 

biotite gneiss 

受託事業안 鉉物岩石受託冊究는 所內外로부터 총 457 件이 依賴되어 冊究를 完 r하였으며 그 

中에는 강원도 영주군 폭셰연 일대의 흑연설우연탄 料明 맺 選~;冊究와 관련된 용i物字的 選월t í!i 

料의 提供， 휩土開짧을 위한 地盤에 판한 冊究를 몇施하였 다. 

4. 遠隔探훌 

1 )풍川협曲帶 北部地城에 대한 홉隔探훌 方法에 의함 맑究 

~JII 系 北部地域의 線構造線의 地質字的 意義를 파악하고 그 地域의 地質構造를 解析함으로서 

地下資源探훌 및 개발을 위한 기존자료를 제공하고 ‘iX J11 系 分꺼j地域의 地質構造를 lVf究하려는 

데 있마. 

lVf究地域은 忠淸北i힘 中源郵， 提川짧에 걸친 약 4，000km2 이며 地座表」二으로 北付 360 ~ 36 。

40'’ 東옳 127 0 41 ’ '" 1280 10’ 이 아. 

本冊究는 人工衛星映像(Landsat Imagery)파 뾰空흉훌에 의하여 岩石分布1와 線構造線( Linea

Irent )을 험j設하여 많存의 地質g들파 比較하였으며 野外에서 수집된 Minor structuraI demen

ts 즉 線構造(I ineation )와 層理面 빛 片理面 等을 eq뻐1 area st eronet 에서 分析하였으여 線

構造線(Linæment) σend 分析은 Ræe Diagram 을 利用 하였다. 本 調흉冊究에서 큰 線構造線

(Large Linæment) 들은 대 체로 뼈}홉에 따라 발달되어 있으며 冊究地域에서 의 1rend 에 따른 

分析에서 이을 線構造線이 40 0
", 50。의 900 '" 100 。 에서 번도와 걸이에 있어서 우세플 보이고 

있으며 이들은 서로 공액관계를 가지고 있마. Minor structuraI 리ements 分析에서는 3 벤의 

deformation 이 이 地域에서 觀察되고 있마· 主쫓形作用은 Sa::ond . f 01 ding phase 로써 北北東

南南西 方向性을 가지고 있고 First folding phase 는 후가변형작용에 의하여 심하게 변형 되었 

마. 

Third phase 는 Second fold 에 거의 直角으로 홍達되어 있으며 전가 格曲들은 약간 변형시키 

고 있마. 

結論的으로 線構造線들은 뼈ß線과 관계되어 있으며 공액판계플 가진 우세한 方向의 線構造線

들은 제 3 차 쫓形作用파 판계되어 있는 것으로 思料된마. 

그리고 끊川 播曲뽑의 方向안北北東-南南西는 주로 2 차 쫓形作用의 영향이며 이 地域에 영 

향을준 쫓形作用들 中에서 가장 강했고 중요한 쫓形作用이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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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 Ib力훌꿇部 용역사업 

“ 自然資源 保存깔理를 위한 映像짜理 및 æ;用技法 開쫓wf究 ” 

最近 우리 냐라도 옳훌的 쫓展으로 因하여 lIiît存 $H힘;開중홍파 環境保存， 그들의 쭉理策의 必要性

아 파거 어느애 보마 절실하게 要볕되고 이를 위한 적절한 方法파 手段으로서 遠隔探훌의 M!~*'t 

的 必要性이 認識되 어 78 年 4 月 動力홉源、部 主管下에 本íitf究所 遠隔探훌室이 中心이 되 어 開

聯機開으로 構成완 遠隔探훌 委員용에서 종래의 可規的 分折方法을 탈피하고 g밍tal 分析技法을 

시도해 보자는 論議가 있어 本 自然資源 保存管理를 위한 映像짜理 및 æ;用技法 開쫓íitf究가本 

퍼f究所 遠隔探훌室 용역 사업 으로 f*1R되 었 마. 

本 事業의 冊究目的은 앓物資源， 水資源， 山林資源， 農地， 土地쭈IJ用， 海洋資源、， 일체를 包含

하는 固土 및 自然홉源의 했率的인 管理 및 保存(Conservation) 을 逢行하는데 있어 基本的인 도 

구를 提供할 수 있는 映像빠理技法을 開짧하고 또한 이 러한 技法을 따用的 뼈IJ面에서 폼{뻐하고 짧 

展시키는데 目的이 있마. 

h규究*'1象地域으로서는 앉川系岩石으로 構成되어 있는 堆積岩地域， 그리고 白훨紀 몇 쥬라지의 

花빼岩 빛 先-캠브라 아의 片隊岩等을 包含하는 가 타 地域으로서 地理的뱀 위는 北位 36 0 00'" 3 

60 50 ’ , 東옳 1210 31' '" 1280 15 ' 이 마. 이 地域을 처象으로 택한 理由는 우선 몇驗的으로 地

質字的안 æ;、用이라는 없tlî댐에서 結果를 評{뻐해 볼수 있는 岩石의 類型別 分類가 比較的 용이한 地

域이라는데 있마. 

冊究方옳으로는 資料題集 빚 文敵調훌， 중간의 Sampling 파 最終의 評{面를 하기 위한 現地답 

사 그라고 당실의 入出力장치인 Computer eye 108 -2 A와 KIST 전산실의 CYBER 73 전산 

장치를 연계시킨 전산체계의 作業을 하였다. 

本 떠f究는 前빠理( preprocessÎng). 映像꿇調 (Edge enhanooment). 映像分析( image 킹lalgsis) 

를 全部 包含하는 映像分析밟制를 성象벙위로 하고 시법적으로 地質分野面에서 척용하였다. 

(1) 前짜理( preprocessing )라 함은 Landsat Sensor 가 地表面을 走훌히면서 여러가지 要因에 

依해 짧生하는 줌形(distorti on )을 幾何좋的補正(geometri c Correction) 하는 것이다. 여기서 여 

러 가지 要因이 라 합은 走훌角의 誤差， 地球며꿇， 衛星쫓勢， 高度쫓動等을 말한다. 

(2) 映像행調 (Edge enhancement) 라 함은 S야rlr외 特性파 空間的 特性을 행調하여 映像의 

質을 向上시켜 解析者의 눈으로 識別하는데 도움을 주는 g的으로 特히 特定한 *'1象物의 추척에 

많이 使用된마. 

(3) 映像分析(Ina훌 an왜ysis )라 합은 本格的안 빠理過提으로서 地表面의 성象物을 Computer 

에 의하여 g動識別하는 것으로 遠隔探훌 資料의 解折의 해심을 이루는 部分으로 外固에서도 이 

ffl)分의 冊究가 가장 活짧히 진행중이마. 

映像分析은 Pattern Recognition 이 라 풀리 우여 Pattern Re∞gnition 은 대 체로 Sampling set 를 

使用하여 分類子를 決定， 分類하는 Supeπised Clæsification 方法파 統計的인 相開開係에 衣存

하여 自動的으로 分類하는 unsuper vised clæsification 方法의 두가지 方法。l 있마. 

Supervis어 Classif ication 의 計算法( aIgorithm) 는 대 개 分類子로서 Discriminant Function 을 

使用하고 unsupervised clæsificati CIl에서는 대체로 Clustering 의 計算法 (algorithm) 을 使用한 

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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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 이젓갚의 밴形的 셋1J먼 j꾀N은 마←g- 파 깐다. 즉 fiíj 셋1fT견플 거친 l快~I뼈 P닮은 특징추출닌겨l 어l 사 

맹주의 처*物 으| 특 정。l 추출되고 이 특 정 둡은 결정자 측성 과정에서 계산짜t멍되어 이 결정자의 

결정에 k해 入力되는 모든 자료가 해당 뱀주로 分행되--"-- 이는 故終꽤↑뻐 단셔l 를 거쳐 최적의 힘l 

果까 유도되게 된다. 

本 머f)'è에서는 入力 n料플 Plotting 시카 7 1 위한 프로그램 

TAPE 를 fl' 成시 커 지 위 한 프로그램 

‘ PLOTTING • 파 앤 드 jj lJ 자료가 

‘ MI\ STER .. 와 E介함 

分析方홉에 ‘ DI SCRM .. 와 통계 적 

‘ CLUSTER .. 그리고 빠理結果릎 없終出力 안쇄시 키는 프로그 

각 멘i素別로 모아진 MASTER 

수를 使用하여 Supervised classification 시 키 는 프로그램 

의해 자동분류시커는 프로그램 

〔違隔探훌室 : 姜必鐘〕“ PR 1 NT .. 까 개 발되 었 다. 래 
o 

探훌技術 R퓨究 

探훌tt術liJfJ'é의 目的은 主로 物理探좁技b힘을 向上시 카고 探i훌합料의 正確한 解析을 施行할 

있는 能力을 培養시 킴으로서 地下資源을 었果的으로 探좁할 수 있는 基本能力을 !이上시 키 자는 

것이다. 

/ι 

가-

5. 

E획 

塵化 및 土홉化해 야 하며 아울러 새 로운 技術을 IïJf究開짧하여 技術的 인 面에 서 先進固化 및 더깅際 

Jk準化해야 한마. 上記 目的을 成就하기 위한 探좁技術閒쫓을 앓行하기 鳥해서는 有能한 6자J'é 

員의 確保가 先決問題인비. 01 를- 청해 探훌훌H楚!i}f究에는 美핍에서 傳土字{立릎 鍵得한 

本 덤的을 時急히 達成하기 위해서는 先進볍에서 開쫓된 新技術을 理解1볍化하여 新技術을 

地

fi'À 

3 名의 

~物理풍者와 E퇴內에서 파、用地球物f볕풍을 專功하여 博士字位를 디X得한 者 1 人 및 댐土좋t'l 

補者 1 人파 臨時補助員 2 人 等이 配定되 여 빠究옳務틀 浚行하고 있 마. 

現:tE 物理探i훌分野에서 注텀되는 先jlH합의 技術水準을 考察해 보띤 앓物휩0월않좁에 ~A'인探흉룹 

fi 積極施行하고 있는 검파 石油調훌에 多成分彈性波探훌를 施行하고 있는 §파 其1Th --般的안 

源探훌와 地質調훌에 人工衛星에서 擬影한 흉흉을 利用하는 遠隔探표가 活機허 찮行되고 있마 노 

4월이 特듭닌할만한 것들이마. 其外 海上 및 地上物理않f홀에 있어서도 그 探훌짧械의 

허 進行되고 있음은 끼論이마. 또한 大部分의 探훌資料는 COMPUTER 에 依해 M，J!I!.할 수 

록 敎字式으로 磁윷i錄흡器에 記錄됨 아 特微。l 마. 探좁홉料를 電子計算機에 依해 @뜨理하는 

는 그 如理 및 解析을 :ìB速 正確허 施行하자는 것 이 여 手動式으로는 困難한 複雜한 敎풍的 

tlJ-대한 量의 調i훌資料에 適用하여 機械的으로 ~íÆ化 및 解析하자는 것이 마. 

以」二의 園際的 추세를 쫓考해 올때 韓固에서의 探훌技術으1 6JfJ'é jj向도 自明해지는 바이며 이들 

추세를 따라가 71 위해 資源開9ê1i升究所에서는 이에 üt界的으로 홈級機械인 多成分

꾸순 

있 도 

理由

改끊이 

計算:

.Q. 
E 

彈性波探훌機 

械(DFS V) 를 Texas Instrument삼로 부 터 購入하여 그 現場調훌法을 터 득하였 고 그 짤料 

및 解析法을 冊究中에 있으며 本 械機의 石벚웰調훌에의 rr.~用을 시도하고 있마. 또한 ADB 차만 

에 依한 船?암探훌機器의 했入이 추진되어 머지않은 時日內에 훌備 7t 確保될 展望이며 이 듣 

에 依한 調훌資料를 電算빠理할 mini - computer 의 構購이 ADB 차판에 依해 몇現될 젓이마. 

또한 遠隔探훌資料의 資힘、調훌 固土쭈IJ用 農林，水훌 환경 等에서 했果的 活用을 청해 影像의 電算

@다理機種을 평入할 計뽑l 이 不遠間 젓現될 展달샅이 다. 이 들 新機種으l 팽入準備를 위한 었率的인 機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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稱의 i횡定에 |씨한 fr) f'J'c: /~ ;r, m ~I 휩에 μ〈해 이 0] 1뻐1f되。] ADB 빼p，~1[、죄들의 條，샤 껴않을 받은 

바 있마. 特허 探짤fH‘}으딘t7~理에 必~앞:한 mini -computer의 뼈감한 機fiI! i:!!1!1H't:은 그 機種

의 {뻐格이 흡 f뻐안 ι5과 않흉f:H‘}으] 'i/!젖J:M，J볕는 VJ ，패 其.1-:)‘外 $務 봐] 各따 itI2質 E깅 및 測월:앙J IÚj 의 

電算擬에 f:tx.한 U 페 ~1(Ji {t 와 'tH썽’tr'j 報 -"] .ì:ß:i<ß한 ’갚%을 씨한 fiðJ)( ↑l|j 報銀行의 電웰:化， 其ftf!펀섣 

上의 業務인 *￥f멸 요計영; rt;:;짧JHj한 分野어!의 íl!t;1~機 t꿈JfJ을 考鼠하여 이에 i웰合한 多면的 mini 

cornputer 가 購入될 j흉몇이 다. 이 와같이 셈次 Vr$Í!패 가 팽^~침 에 따라서 探훌휩*‘}으J cornputer 

에 依한 빠理 맞 解.ffr이 빼行된 젓이 ι. 그러나 그 探훌짝料의 理論的 解析技術파 電算機 活用샀 

術은 }i IJ옳의 問題로서 우리들 自身이 技術開짧해야 할 問題이다. 이 分野는 高度의 理論的 基6훌 

가 있는 專門家가 떠B'é를 j떠하여 施行해 야할 끊題인 tiJ- 探훌基鍵liJf究의 人員을 빼員하여 그 課業

中 마음파 같은 몇 가지 分野어l 처해 liJf究을 施行하였 마. 

t) 훌算機에 依한 IP 理論曲線作成

IP 探흉는 金l롭없뼈와 같은 電평性값밟의 探훌어1 t월뻐活用되는 方‘法인바 그 探훌結果 解析

에 5딩한 {ì}f究는 韓핍에서 前에 別로 施行된바 없었든 分野로서 冊究가 ø、要한 分野。l 마. 1 P 解

析을 위해서는 地下 없#模樣에 따른 IP 異常曲線의 特性을 알아야 하는바 이 異常曲綠을 /ï}f究

하는 方法으로서 '*驗的인 方法파 理論式을 求해 敎式的으로 計算하는 方法이 있 마. 쫓觸얀인 方

法에 맴해서는 水權案驗， 格子鋼쫓輪 等이 外固科字者에 依해 施行펀바 있으냐 地形 및 周圍 母

岩의 tt態를 案際 野外 월t{;tl!fit存 tt態어l 近似시키기가 어려운 쳐이 難쳐이다. 

理論的 計算法은 自由 g 걷E로 地下t反想앓때들 t反定하여 이에 처한 理論曲線을 쉽게 作成할 수 

있는 利않이 있는바， 간단한 幾何字的 模型없빼에 xj한 理論曲線은 그 理論公式의 홉햄가 可能

하여 비교적 쉽게 解決될 수 있으냐 複雜하고 不規뼈j한 鉉밟에 함한 것은 公式 홉평가 어 렵마. 이 

와같이 一般的인 없빼模形파 地型에 성해서 IP 理論曲線을 數式的으로 計算하가 위해 先進固에 

서 여러 分野 特히 力字分野에 많아 파用되고 있는 有限要素注에 依해 IP 理論曲線을 作成하는 

冊究를 施行하였 마. 本 方法은 Max까ell 方환式을 Vectcπ. Matrix. Fourier ’Transfccm 등의 敎걷# 

的 조작에 依해 computer로 解를 求하는 方注인바 이 冊究에 依해 영室의 빨뀔A이 傳士字位를 

獲得했마. 이 方法어l 依한 理論曲線을 求하는데는 많은 時間의 computer 時間을 要하가 때문에 

費用開係로 단지 45。 뼈料된 銀4本의 福파 深度쫓化에 xj한 理論曲線안을 作成해 놓았으냐 앞으 

로 computer time 을 마음대로 쓸수 있게 될때는 여 러 가지 模型의 앓# 및 地形쫓化에 성한 理

끓曲線을 作成할 수 있을 젓이며 IP 探훌資料解折에 도움을 줄것이마. 이 有限要素法을 電磁探

훌結果解에도 J;f.;用할 수 있도록 修正 改良하는 /ï}f究로 施行할 計훌l으로 았다. 

2) 放ttn흩 檢I훌 聊析法

에너지의 石油 依存度를 줄이가 워하여 우라늄 等 核縣料資源確保가 積極 推進되고 있는바 。l

核源料資原 調훌에 必須的인 것이 r - ray 調흉이다. 放射能探知器인 Scinti1ation Counter. Gei

ger Counter , r - ray s야ctrometer 等을 利用하여 地上調훌 車햄放射能探훌 孔內放射能 探훌도 

施行될 것이마. 

이들 資料의 理論的 解析方法도 그 技術的水準을 向上시켜야 합이 뀔冊究所의 事業텀標 推進을 

積極支援하는 길이며 또한 固家的안 에너지 政策에 適切히 呼파하는 걸일 것이마. oJ 에 開한 冊

究의 一環으로서 放射能 孔內뺏I험 資料의 解析方法에 성해 先進휩에 서 最近까지 開쩔된 方찮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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을 훨;合檢討 b에究하였 마. 종래 으l 解짜 기·法으로서 i김位가 均質한 板tt훌t tf>. 으I *뭄파 品位를 즙f算하 

는 方注이 이 미 알려진 바 있으나 이벤 페究릎 행해 考察된 훨近의 牌析-方法들은 品位 7t 不均

한 값빼에서의 各 훌t tf>. liß分의 品位를 連옮的으로 計算할 수 있고 또한 細뼈으l 웰빼가 없홉接하여 

뼈存하는 짧合월t tf>. 으| 解析도 deconvolution을 추IJ 用하여 解折할 수 있 다. 

이들 새로운 方法에 依해 우라늄 品{Î[를 決定할 수 있도록 Computa- Program 을 作싸하였마. 

단 本 方法들을 몇際로 利用하는데 있어 서 는 짧{本品位에 따른 比例常敎를 ￡輪的으로 決定해 놓 

아야 하는 問題가 남아 있으며 이 5용輪은 費用上 및 11풍間때係로 아직 좋施하지 옷했으냐 !F↑춤이 

~tF 若되 는 대 로 곧 比例常敎를 決定해 줌으로서 몇際解析에 活用되 도록 할 것 이 마. 

3) 抗뿔훌力훌훌聊折 

AA:空磁力探훌는 蘇앓 等 磁性없物의 眼存有뿔地域을 探훌하지 위해서，그리고 石油 眼存- 可能

性等을 換討하지 위한 Ik域地質構造 調훌를 앓해 야ft1깜 下部의 磁性 훌盤검~ (火成겸 또는 쫓成 

岩)까지의 深度와 構造를 調훌하는데 많이 使用펀마- 磁力 探훌資料의 解析은 調훌地域에서의 地

磁場의 fj\角 및 偏角에 따라， 그리고 磁性#으l 走向파 뼈科에 따라 磁力異常쁨의 모양이 쫓하기 

때문에 그 解析이 상당히 어려운 펴이 있다. 이랜 難￡릎을 解消하가 鳥해 磁場파 重力場사이에 P 

ois없1 관계式을 利用하여 磁力빼定뼈를 重力빼定{直로 쫓複하는 밍P 極쫓換을 施行함으로서 그 解

析을 경게하는 方法을 完成시켰마. 이 쫓複된 i反重力{直의 適펌한 흡度에 성한 下向連結{直(down

ward Continuation) 를 求한 後 이 것 에 처한 殘>R{反重力{直( Resiφl왜 pseudo - gravity )를 一定

한 常敎로 냐눔으로서 基盤岩의 때r:Jtt態를 計算할 수 있도록 Computa- prcgram 을 κ成했마. 

4) 웰性波훌훌 톨R몇E 

彈性波探훌分野의 6Jf究로서 뼈科地휩 上에서의 屆折注 解析을 쉴게 理解되도록 解析公式을 새 

로아 짧펼했다. 종전의 文敵에 옳表펀 屆折法 解析公式은 그 式의 훌홉導過程이 複雜하여 理解하 71 

至難하다. 그래서 그 홉팽를 새로운 쉬운 方注에 依해 施行하여 理解하기 협도록 하였고 走時曲

線의 外見速度와 零~時의 빼理的 뜻을 영료히 說明함으로서 解析者에게 도움을 줄수 있게 하였 

마. 本 方注에 의한 解析用 Computa- Pr앵ram이 作成되었마· 또한 多成分反射法彈性波探훌의 

現場 調훌注을 터득하였고 그 資料의 電算짜理를 위해 tape re<πdir땅의 format 와 그 호꿇取方폼을 

冊究檢討하였 으냐 몇際電算빠理은 時間開係로 아직 施行하지 옷했 다. 

5) 用홈훌훌 훌行 

原子力 짧電所 數地 흉뀔性調훌 用않事業中 陸 t屆折法調흉를 施行했다. 本 펄業은 桂馬里에 

5.8km 와 富邱에 4.2km 等 2 地域을 2 次에 걸쳐 調훌하여 園·英文 챔告書릎 作成하였마. 이 

들 事業에는 試雖孔에 ~한 Crosshole Seismic 調훌에 依해 P 벚 S-wave 速度를 調훌하는 일 

이 包含되어 있는바 우려는 그 調훌機器를 所有하고 있지 않가 예문에 外固응삼에 依해 調훌되 

고 있마. 本 調훌 用않을 휩훌化하기 위해뀔室 職員들에 게 現場調훌 빛 解析技術을 펼得케 하였 

고 앞으로 機器가 購入되는 대로 本 調훌를 볍꿇化할 準備가 되어 있다. 그라고 動力홉꿇部로 

부터 의 人工衛星흉훌 資料活用에 開한 冊究用投事業을 遠隔探훌室파 合同으로 앓行하였 마. 월室 

에서는 主로 影像資料의 電算짜理法에 開한 冊究를 앓行하였마. 

以j .. 78 年度 探훌技術와究事業을 觀略的으로 記述하였 는바 j .. Xß한 바와 갈。1 3 件의 用않事 

業에 창달하느라고 많은 時間을 消費한 開係로 基鍵冊究는 計훌j보마 不進하였 마고 생각되 냐 쫓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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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J 能力이 때 L되었마는 비i 에서 보람이 있었마고 생각된마. 앞으로 船연探효機짧의 핀(A 어I X'1 

패하여 그 원算:빠f맺技術을 完全허 理解 消化하여 技術으I J'.ti化릎 위해 努力할 것 이 마. DF‘S V 

에 依한 反따資料의 EI~~P￥.로 서서히 그 따究를 進行할 것이마. 

〔探훌훌題冊몇훌 쭉 承 珍 ]

6. 電算빠理冊究 

r듭算:~마理 fVf究의 目 的은 $U)j(開훗{i}f]'é所의 業務안 調훌 5Jf1C 運혈 및 ↑춤報需給等의 業務施行에 

電算機를 活用함으로써 業務@깐理를 ißj훌正確히 施行하도록 電算機의 活用에 처한 基鍵能力을 t숍 

찮하고 여러가지 業務如理를 위한 電算 Program (Software) 을 開쫓하자는 것이었다. 뀔初에는 

Data bank (資폈않報銀行)와 짧理 응計等을 ~습한 多 ;j[피으l 業務펴算化를 企~했던 젓이었으냐 

資源↑품報室의 新設됨 에 따라 Data ba따 의 業務는 그 힐의 E升究業務로 分離되 었 고， *쪼理응計問題 

는 그 分野의 知識파 Computer programing 知識을 薰備한 專門家 確保 가 몇現되 지 뭇한 좋↑좁。l 

어서 Jî'.:、用마究에 局限되고 맡았마. 그러나 앞으로 資源、짧짜究所에서 ADB 借款에 依해 Comp. 

uter 施設을 갖추게 될 때 上記한 -般業務빠理의 電算化는 링然허 施行되어야 할 問題이며 이에 

성備한 準備를 꾸준히 進行해야 될 것으로 生寬된마. 現在까지 월所의 電算業務如理는 KIST의 

CYBER - 73 Computer를 使用하여 왔던바 Computer 使用을 잃해 서 KI ST 電算機室까지 it 

來하면서 電算일을 施行하였마. 이 往復에 따르는 時間的 휩失을 줄이기 위하여 78 年度부터 探

좁基鍵冊究볕.에 電쯤 interactive terminal (단말장치) 을 뀔賣 設置하여 入出力을 월室에서 시 키 

도록 하였마. 本 termina1은 運휠하지 옳해서는 週信部에 電話線 使用料를 每月 2,300 원씩 支요 

해야 되며 t~mina1 뀔멸料 88， 200 원/월을 支給해야 하는 代身 主機인 CYBER 의 使用料를 ￥ 

減해 주는 惠R이 주어 진마. 봐J CYBER SYSTEM을 直接便用할 時 88 원/초r夜間 및 公休

日에는 35 원/초)로 減少되며 termi떠l 設置 後 六個月 間은 SYSTEM 使用 時間量에 無開하 

게 50,000 원/말 만 支給하면 된마. 이 interactive termin메은 Card reader 에 依한 入力을 시 

킬수 없고 KIST 電算機의 隊動l 事情에 따라 入出力에 있어서 待機時間이 많이 걸려 業務가 運

젤되 는 短펴이 있으나 이 보아 便利한 Batch termina1 에 比해 그 {i;實料가 상당히 {뭘薦하마는利 

펴때문에 本 termina1을 계속 使用해 왔냐. 78 年度에 는 探훌基鍵冊究室에서 3 個의 用않事業에 

창달하여 그 業務에 따른 解析作業을 施行하는데 많은 Computer 時間을 使用하였 마.ltIJ 原子力

쩔電所數地인 桂馬里와 융f邱地域에 M한 屆折法 探좁資料의 解析파 遠隔探훌室파 共同으로 施行

한 A工衛星. 흉흉活用에 |캘한 用投펄業을 施行하는데 있어서 影像의 電算짜理等의 일을 施行하는 

데 많은 時間의 Computer time을 使用하였던바 termina1 設置 6 個月 동안의 싼 使用料( 5,000 

원/웰) 의 惠R을 받아 使用料 l띠에서 利得。l 컸마고 본마. 先뼈:휩에서는 모든 業務에 M한 電

算:機 活用이 날로 活쫓해 지고 있마. 探훌分野에도 調훌資料의 電算機에 依한 빠理 및 解析。l 普

便化되어 있고 따라서 野外調훌에 있어서도 헐料의 電算如理를 위해 뼈tl定뼈記錄을 magnetic ta. 

pe 에 digit머 recording 하고 있마. 特허 힘空物理探훌의 여 러 種類의 뼈j定{直 記錄과 뺑性波反 

射法資料의 記錄은 거의 電算如理할 수 있도록 tape recording 되고 있마. 最近 그 파用度가 값太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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되 어 가 고 있 는 人I衛젤 륭頁안 Remote sensing 에 依해 그 質을 높이 거 나 침및物分折을 施行하 

는등 파算如理 가 必須的이 마. 이 와같은 業務의 힘算化 {띠向은 人件費을 줄이 고 i묘速正確하게 일 

을 빠理.를 影大한 適用하여 科’￥的안 分trí. 및 解trí 結果를 얻 71 1..~해서는 人力으로는 困難하가 

때문에 훤算機를 ￥IJ用하게 되 는 것이마. 휩파開쫓IiJf '7é ffr 에서도 上듭니한 바 와깐이 各種 業務 特허 

探훌分野에 1f:!:算機를 活用할 目的으로 ADB 借삶에 依해 떼 ni - Computer플 購入할 計劃으로 있 

어서 그 機種選힘에 합해 考察해 보았아- 양íM에는 物理探좁에 局限된 機種인 PHONEIXIC 美

휩內에서 飯完量이 큰 機種임)의 購入을 構샘했었으냐 探좁分野 以外의 여러 業務에 活用될 수 

있는 機種이 좋을 것이라는 冊究所의 jJ針에 따라 血範曲한 파用이 可能한 機種을 울색하게 되었 

마. 特히 Remote sensing 資料의 빠理에 適감한 機種購入이 彈調되 었 마. 따라서 훌隔探훌， 物理

探훌， 製~. data bank. 응計等 -般業務에 適合하도록 機種을 i흉뾰허가 로 찌定되 었 마” 機種購

入어l 있어서 考慮해야 될 重要한 펴은 機器故障 時의 修理에 있어서의 after service 와 維持 및 

運홈을 WJ率的으로 힘뭘할 수 있는 科字者와 programmer 의 確保인바 이에 x:t한 準備를 構想、했 

마. Computer 購入에 있어서 또 한가지 重要한 힐은 So뼈u-e(專門分野用 Program) 01 다 .1960 

年代에는 Soft빼:e 의 값은뼈rdware (機!*)에 比해 그 값이 低薦하였으나 70 年代에 와서 Soft 

ware 와 뼈rd뻐re 의 細格이 同等하게 되 었고 80 年·代 以後부터는S<itw.rre 의 값이 떠rdware 의 값 

보마 tll 싸질 것이라 한마” 이 쳐은 hard뼈'e 느 大量生훌에 依해 細格이 싸지나 80ft뻐re 는專門 

知識을 갖은 高級頭腦에 依해서만 作成될 수 있기 때문이마. 이런 事情을 動案할때 펌冊究所의電 

算機購入時 Software를 함께 훨入할 것인가 또는 hard뻐re 만 평入하고 Software 는 펌所에서 作

成사용할 것인가에 따라 그 훨入 費用에 큰 差異가 있마. hardware 만 購入하게 되연 그 {뻐格은 

￥減될 젓이마. 그 活用을 烏한 Software 開짧이 늦을 경우 hardware를 뀔分間 充分히 隊動할 수 

없을 것이며. Software를 많이 購入할 경우 hardware 의 移動은 체率的이냐 그 購入費用이 클 것 

이고， 또한 業務짜理費用을 機械的으로 解決함으로써 월所의 (냐아가서 韓휩의) 技術向上 및 짧 

展은 늦을 것으로 본다. 또한 Software는 每年짧展改良되는 것이라서 지금 산마해도 몇年後는 時

代에 뒤진 낡은 古物이 되어 마시 새로운 것을 쿠업해야 될것이다. 이러훗 펴들을 고려해 올혜 

Software를 사마 쓰느끼- 目밟로 만들어 쓰느냐 함은 좀더 時間을 두고 우리의 Scit빼re 作成의 成

果와 進度를 題察檢討한 後 最~的으로 決定해야 될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이 Soft뼈re 自밟作成 

을 위해서는 더 많은 專門科字者가 必要하며 野外出張이 없는 集中的인 室內冊究를 通해서 만이 

빨리 推進될 수 있는 바 現몇情에서와 같이 用않事業 等 野外業務에 흉Æ한 立場때문에 Software 

의 開짧進度는 騎足하지 못할 程度였마. 그럼 78 年度에 電算業務짜理 몇績에 x:t하여 換討해 보 

겠다. 本 業務를 探훌基嚴冊究室에 서 主觀해 온 開係로 主쳐象이 物理探훌 資料빠理 및 結果解

折의 電算化에 開한 冊究였 는바 그 자세한 f성容은 ’ 探훌技術冊究 ” 빼에 記述하는 바이 며 物理探

훌 以外의 分野에 혐한 것으로서 remote sens ing (遠隔探훌 資料)의 電算짜理와 몇 가지 地質調

훌 資料의 統計빠理에 쳐해 그동안 施行한 內容만을 아래 에 記述한마. 前idS한 바와 갈이 Data b

와1k와 용計等의 業務는 월室의 人員 및 時間 開係로 그리 고 業務分掌 開係로 施行치 옷했마. 遠

隔探i흘資料란 地球홉源、A工衛星l(LANDSAT) 에서 多波長分光走훌機(malti-spectral )에 값하여 

地表面의 없理的， 化字的， 生態的 종件에 따라 또한 各波長에 따라 쫓하는 field energy를 뼈뾰한 

것이마. 그러므로 이 러한 資料의 利用은 鉉物資源分野는 끼論 農業， 林業， 海洋 및 水資郵、 等 批



範 l뾰한 介맴에서 flJ用하므로 各디rf，用分野에 따라 f*用되 는 波長이 마르고 또한 適用하는 Com

puter技法이 마프게 된마 그러으로 遠꽤앉흉칩料 ψ1f1얻릎 우|한 Computer 웬理，짜究는 前年度으l 

影像ü ，n如댐블 위한 &廳liJF 'Jé 에 이어 보마 꺼用的 Program 開쫓에 }J}서을 두었마. 여 가서 m 
用的 Pr명ram 이 라 함은 太밟로 前빠理( preprocss i ng ) . 랬調( enhancement) 및 分類( Clæsicati

on ) 等을 하지 섬한 Pr앵ram 을 말한마. 떼M，f'TI라 함은 λ[짧rfÞ， 어l 센;패한 MSS 가 地上을 ;t좁 

하는 동안 행生하는 幾何字的 흰(Skew) 릎 補正하는 것으로 一名 幾何켠的 補正이라고도 한마. 

幾ψ]字的 원x:를 짧生하는 要i서 은 衛)f 의 흡度쫓化， 쫓勢쫓化 및 地球며흉에 依한 팎 等 여 러 가 

지 까 있 마. 前$다理훌없t，\ 에 서 우선 補正한 것 을 MSS 가 地上으156m x 78m福을 한 固素(PixeO 로 

하여 한 固福( frame) 펼 185km x 185km를 가로로 3220 빼素， 세로로 2340 線으로 하여 ￡ 

흉하므로 한 빼 l偏은 正四角形이 아니고 直四角形。l 므로 이를 않으로 正四角形으로 補正하는 것이 

아. 둘 째 로는 衛몽어l 처하여 d놓計方向파 反처方向으로 99.1 14 。 의 뼈度를 가지고 며활하므로 훌 

.it.파 뼈 I~움의 北이 差/1- 생가므로 이 를 莫北方fÔl으로 며휩시켜 주어야 地생를 比較할에 正確한 

位뭘플 알수 있마. 셋째 로는 MSS 가 地上을 走훌하는 동안 地球는 被鏡 東向으로 며흉하므로 이 

로 딸미 암아 생지 는 幾何字的 훈(Skew) 를 補正하여야 한마. 以上의 要因을 補正할 때는 補正{直

는 原位直의 그것파 다르므로 !캡閒의 펴의 값으로 부터 內揮에 의하여 補正하여야 한다. 펌室에 

서는 꿇iJi.佛 {선揮法 (nearest neighbor interpolation) 을 使用하여 職略補正을 하가 위한 Program 

을 冊究|빼짧되었마. 행調(enhancement) 는 影像資料으I spectral 特性파 空向的特性을 훨월調하여 

解trr者의 눈으로 特定x'1象物을 識別하는데 도움을 주게 하지 위한 것이마. 이는 이마 前年度에 

開쫓되 었으냐 今年에는 CCT (Computec Canpatible tape)를 直位使用할 수 있는 program을開 

짧하였 마. 그마l 몇 까지 만 略述하연 LANDSAT資料는 累파 딩 사이 의 明暗度를 128 IR分한 것 

이 냐 너 무 細分하연 解析에 가끔 어려움을 줄때가 있으므로 特定한 성象物의 範圍응을 알지 위하 

여 몇 구간의 明暗웹로 g分하는 明暗度g分法 (Level slici ng) 에 開해 冊究하였고 낮은 것보다 

큰것 이 人間의 눈으로 혐象을 g分하지 가 容易하므로 이 러한 操作을 하가 위하여 明暗度 쫓化法 

(Cæσast Strechi ng) 을 開쫓하였 마. 明暗度 쫓化法을 適用時 使用하는 빼敎는 않으나 펌室에서 

는 指敎l써敎. Slne 냄敎. power 휩敎， 線型S힘敎 몇 histogram 平準化困敎를 使用하였다. 또한 岩

相[빔으l 境휴 추적에 有用한 比率注(ratio meth<녕) 파 쳐象없의 境界 및 方向性을 투렷하게 浮刻

시 커 지 위한 흡， 低周波隱過法 ( high. low fr여æncy filtering) 도 開짧하였 마. 이 러한 方注에 

依하여 Computer 빠理된 結果를 displayer 가 뀔所에 未備되 어 흉흉 또는 影像으로 提示하지 못 

하고 있는 몇해이 마. Computer플 체用한 野外쳐象物의 統計字的 自動分類(Clæsific와ion)에 *냥 

한 {까究는 遠隔室에서 施行된 바있고 펌室에서도 그 冊究를 計훌l中이며 이에 x'1하여 集中的으로 

冊究가 되어야 할 것으로 思料펀다. 他1Vf.JE室에 성한 支援을 目的으로한 電算빠理冊究는 現.tf

基本的 統計計算等에 판한 ,Program 提供과 境遇에 따라 뀔室에서 Program 을 作成하여 提

많하고 있 마. 78 年度에는 없石冊究室의 岩石年代없tl定의 結果解析을 위한 回챔曲線 (regress-

ion analysis) 等을 支援하였고 한펀 海洋物理探흉室의 大陸朋에 x'1한 없空隨力 探흉賣料플 

Computer 如理하여 殘*磁力없 및 올室에서 開쫓펀 t反重力 에 依한 磁力 計算注을 利用하 

여 磁力끓盤岩까지 익 深度를 計算하였다. 없空磁力g를 解析時 桓常格子鋼을 만들어 Sam

pling 하여 Comater 에 入力시켜 如理結果를 Plotting 하여야 하므로 매우 많은 時間과 努力。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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要하게 된다. 이러한 時間을 뼈-約하고 精度높은 뼈面을 만들가 위하여 Plotter 를 천j用하는 

것이 바람직하며 월室에서는 Cal Comp 936 Plotter 를 훼用할 수 있은 off -line 用 Plott-

ing program 을 開쫓하여 悔洋探홉의 없걷磁力探훌資料의 뚫용磁力댐作成時適用해 보았다. 

Contouring 에 쳐한 program 開훌을 現a 冊究중이다. 퍼所에서 主管하는 原子力흉電P커歡地選 

地뿔원에 x1한 用짧 'J~業中 屆折波解析에 모든 科￥的 짜理過감의 :ìß速， 正確한 結果를 얻가 앓하 

여 펌室에서 *훨性波屆折法의 解折을 위한 prc땅r없n 을 훼用하여 뀔핏에 設圖펀 terminal 에서 直接

入力시켜 !ijJ時 teletype 어]*-하여 出刀시킴으로써 計算에 所要되는 時間을 않아 節約하게 되었 

마· 또한 海洋探훌時 ø、要로 하는 予定없똘입를 뀔室에서 作成된 Progr와n 에 않하여 빼時 出力

될수가 있었마. 以1: 電算業務빠理에 ~한 쫓f홉에 쳐해 등티파하였거나와 앞으로 이 分野의 1i1f究

도 可能한 積훨的으로 推進하여 울所에 電算熾 7~ 設置될 때 그 행率的인 活用을 위한 充몇한 準

備를 계속해야 될 것이 c‘(훌훌훌훌iJf뿔훌 꽃 承 珍〕

7. 地震冊究

地훌훌lVf究의 目的은 地震의 分꺼i와 그 規模를 冊究함으로서 地홉파 plate tectonice 와의 開係를 

θf究하고 地훌훌波를 分析함으로서 地球의 f"i$構造와 地球 F영$物質의 種類와 性質을 쩨明 하는데 

았으며 또한 各種 庫業基地 멍P 原子力 훌電所 數地명 道路 等파 工場 맺 其他 建物의 뼈훌被좀 

로 부터의 安定性을 가하가 위한 耐훌工풍冊究가 目的아마. 

前에 는 韓볍이 地震 安全地域으로 간주되 어 地震에 開한 冊究 7~ 重要規되 .:<:] 못했으며 그 1i1f究

7~ 부진한 몇f좁아였다. 二l려냐 重I業 施設파 大規模 아파트 等 大型 建훌物0] 급속히 建立 됨 

에 따라서‘ 地震에 依한 被害를 考慮하지 않을수 없게 되 었고 더우가 最近에 와서 比較的 畵度 7~

큰 地震이 韓￥島에서 번벤허 쫓生함으로서 그 耐震에 團한 ~策冊究가 時흥허 要떻-되고 았는 몇 

f춤이마. 最近의 地震頻度를 보연 1978 年 9 月 16 日 全볍을 뒤흔든 地震(옳度 1"'3) 아 있는 

.:<:] 풀파 3 週만인 10 月 7 日 忠南 供城지 방에서 발생한 地훌(뚫度 4 정도)는 삽 時間에 수Jï名 

을 恐佈의 도 7~냐에 몰아넣고 각종 公共施設物파 民家둥이 파괴되는 등 수억대에 달하는 악매한 

財塵피해를 가져옹으로써 여대까지 韓￥島는 地훌훌安全 지대라고 믿어왔던 우려 휩民들에게 큰풍 

격을 가져마 주었마. 

#!，:城地훌의 훌훌央地는 供城휠ßlT을 中心으로 한 供城펀內임。l 本 1i1f究所 調훌班員의 調훌結果 確

짧되 었으며 쫓生원인은 板構造꿇( PI와e Toctonics)에 따라 甲度- 훨細亞 板의 충돌에 依해 생 긴 

stress 가 西海뿜 地뿜에 徐徐허 축적되다가 牙山홈 부근에서 분랴 형성된 뼈廣群을 따라 

供城에서 活成化되어 얼어만 것으로 추측되고 있마(파학 가술쳐 파견 .:<:]질학술 조사단， 단장 鄭

鳳日 교수). 이렇게 막대한 피해를 줄수 있는 地震에 ~혜 정부 당국자냐 국띤첸채가 거의 無規

할 정도였고， 또한 풍界냐 마究所에서 地훌훌판측 시설이 未備하여 震央地를 파악하거냐 地훌彼를 

측정하는등 훌本 冊究조차 제대로 되고 있.:<:] 않은 살정이아. 그러냐 供城地옳을 쳐l 가로 地옳에 

처한 온 볍民의 인삭 0] 새로와 졌고 당국에셔는 지진계의 설치 몇 耐뚫 問題에 커마란 판심을 가 

지고 대책수립을 考題하거l 되었냐. 

울 1i1f究所에션 약 2 年에 걸쳐 져l 속해온 韓￥島의 지진 活動에 성한 자료수집 및 천운지삭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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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대로 하여 地震에 xt한 基짧iVf究 및 地震이 얼어 났욕 때를 대 비한 建物의 耐震設計와 %害여l 방 

을 依한 본격적인 b자究를 수행중에 있마. 웰￥닮의 地훌훌活動에 성한 θf究는 우리，-+라의 歷史的

안 地震(2 AD- 1904) 파 記錄的 地震(1905 ~ 1977) 에 開한 자료를 종합 作成하고 規模 (Mag

nih퍼e) 震度Cintensí ty) 및 震央을 결정 또는 수정하는 作業이 수행 되 었마. 이들 자료로 부터 

韓￥島의 지진 活動의 특성을 크게 세지역， 北東. ~당tm 및 南東 地震팎로 냐누어 설영할 수 있었 

고， 極東의 지진 活動과 연판시켜 韓￥島를 포함한 極東의 plate tectoníc 에 開한 冊究가 進行中

에 았마. 또한 지진 活훨!의 時間的파 空問的 분포 상태를 북위 33 0 -430 N 동경 1240 - (3) 。

에 걸쳐 1 0 x 10 mesh 로 짜른 70 개 구역 에 서 各各 決定하므로써 韓￥島의 Seísmic harzardz

이üng map 의 作成을 完 r했마. 이로부터 옳度에 따른 地震週期 (return period) 의 計算아 可能

하고， 原子力 쫓電所를 ù1 롯한 중요시설 물을 建設할때 필요한 耐震設計에 참고가 될 기본자료를 

얻을 수 있게 되었마. 현재까지 調훌 빠究한 바에 의하연 韓￥島의 地震活動은 13 세가 부터 17 

세가 까지 약 400 年間 活짧하마가 18 세가 부터 비교적 고요한 상태를 유지하여 왔다. 지진의 

頻度敬를 폴것 같으연 서울， 강화， 정가， 지방이 제일 않고 마음이 정상도와 전라도 지방이며 頻

度敎가 제일적은 지방은 함경남도 개，，}-고원 지방으로 나타냐 있마， 그러냐 被害地震의 분포상태 

는 경상도， 천라도지방이 제일 심했고 마음이 정가， 서울， 충청도 지방아며 함경남도 지방이 가 

장 심하지 않은 것으로 쐐明되었마. 20 세가에 와서 쫓生한 중요 地뚫은 主로 西南部(쌍계사 地

震. 1936 年 7 月 4 日)와西部(사리원 地震. 1937 年 3 月 7 日) 地震밤에서 活짧하고 最파-들어 

地옳 活動은 徐徐히 증가하는 경향을 보여 주고 있마. 햄￥짧 地畵자료의 통겨l 적 分析에 의하면 

magnitvde 5 의 지 진의 return peri여 는 경 상도 지 역 파 중서 부 地域이 各各 42.4 年과 52.6 年

으로 나타냐는 바 42 年前의 쌍계사 地훌 (magnitvde 5.03) 으로부터 計算하여 볼때 近年은 。l

return peri od 에 해 당되 는 해 로 주목되 는 바이 마- 韓￥島의 地震&f究와 함께 이 資料들을 地震I

좋的인 面에서 응용하고자 하는 앙佛가 t영행 실시되고 있마. 현재 월 冊究所에서 실시하고 있는 原

子力옳電所 建設 부지에 처한 基盤조사에션 耐震設計{直 (g-Value) 의 결정이 가장 중요하며 韓

￥島의 Seismic harzard zoning map 은 이에 쳤한 基本資料가 될것이아. 

이 資料를 사용하여 Safe Shutdown Ear thqualæ (SSE) 와 Operating Basis Earthquak.e (0-

BE)를 決定하는 問題를 빠究하지 위해 本室 金昭九 박사가 짧美했었마. 

인류에게 막대한 피해를 주기도 하는 地震은 또 마른 面에서는 地~內tm 構造를 연구하는데 귀 

중한 정보를 제공해 주지도 한마. 한반도 및 Eurasian 地域의 地震活動에 대한 冊究는 지진의 성 

질 (foca1 mechani sm). 한반도 지각의 두께 결정(慶尙益地의 堆積힘의 두께등)을 可能케 하고， 

동시에 세계에서 잘 알려져 있는 極東에 있어서 plate tectonic 에 판한 새로운 理論을 줄것으로 

가대한마. 또한 이와 연판시켜 crust 속의 훌i物원천의 행성에 있어서 cj 동(migntioo) , 축척(a;

cumuJ ation). 그리고 분포(distributioo) 상태에 관한 地球物理풍的 정보도 얻게 될것이마. 이와 

잡은 冊究는 그동안의 지진에 관한 자료정리 및 가초 理論이 完成되므로써 本 궤도에 들어서고 

한반도 여러곳에 지진판측소가 섣치되연 보마 정확한 자료에 依한 본격적인 연구를 수행하게 될 

것 이 다 探훌훌짧冊究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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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 試 嚴 試 鍵

, 78 年度 各밝業調홉에 따른 支援'jI業으로서 都給試雄와 펌쉽試驗試雄 및 受託試雄를 찮行하 

여 it!!下홈멤、의 ~;量確保 및 受託i땀풋에 ι、要한 試推를 마음파 깐。1 3<:援하였 마. 

1 훌業別 試톨윷試雄 結果

78 年度 試鍵 總필業量온 1 9. 800 m 이 며 執行量은 20,277.55m 로 몇握進量은 19,080.05m 이 

.훌別內쩔 

킹i 業 別 !합業量 (m) 執行量(찌 쫓握進밟n) 試維孔敎 l b짧 考

7,550 7,519 
47 

연장 : 297m 
우라늄資&렁調훌 8,000 

94.4% 94 % E-~절 328m 

2..412.75 2,316.15 연H장 : 83.2m 
2,000 181 훨 : 179.8m 慶尙系資源、調훌 120,6 % 116 % 발 공업 : 975.4m 

S ^~ "，;j : 640.75m 

8,375 7,282.9 | 연장 10L9m 월i 物 資源 調훌 8,000 
105 % 91 % 53 타절 : 1,1 74m 

1,640 1,631 
4 

다절 9m 
1ï E용~源調훌 1,500 

109 % 109 %‘ 
300 331 

15 
연장 31m 

固土 利 用地質 300 
100 % 110 %‘ 

計 19,800 
'2fJ, 277.75 19,080.05 

300 
연장 513. 1m 

Cl 02.4 %) (96 .4 %) 다절 1,690.8m 

2. 直뿜등훌훌훌훌 좋홈 

*짧 : 4.208.55 m 

1) 各훌훌 直뿜룹훌훌 

地 域 ~. 
J 試鍵量 I ~ 積量 | 孔 數 備

慶南품써地域링협性破試용흩 

믿‘北塊 tll都귀만려지 역 시추 

잎北보은군적음러지역 시 추 i 
~ ~t월성군하서 지역 시 추 

l 計

180 m 40.7 m 

630 m I 642 m 

330 m I 341 m 

585 m I 524.2 m 

1, 725m 1 1,547.9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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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점 : 139.3 m 
육상물랴탐사살 
연 장 12m 
비 금속광상조사설 
연 장 11 m 
바 긍속광상조사살 
연 장 : 3. 2m 
tlJ 금속광상조사살 
타절 139.3 m 
연장 : 26.2m 



2 ) 풀託事業 直합試훌훌 

地 域 .tt 雄 ;퍼: U'I원‘ht雄 fl;- .fL 敎 } 0채 jg-

션 냥영광"'1- 셰 ot지역 5,003 m 1,014.82 m 24 | 한전수탁 
경북울진군부-i-지역 3,500 m 1.645.83 m 31 ι7 

計 8,503 m 2,660.65 m 55 

3. 地域別 試훌훌結果 

1 ) 우라늄훌홉훌훌 

78 年度 'H뽕量은 8，OOOm이며 뼈行量은 7，550m로 몇屬꿇量은 7，519m 아마. 

地 域 別 內 容

地 域 훔$雄훨쉰때 ;윷뽑進웰찌 孔 훌t ￠훌 考

78 德ifA地域南$ 1, 470 1, 470 6 
ι/ 北部 1,350 1, 320 6 다절 30m 

忠:I~적음랴 벚 귀만려 지 역 960 983 8 연장 : 2웰1 (직영시추) 

정 71 도양펑중원~I 지역 530 496 6 연장 114m, 다절 : 148m 

충남銀.11 지역 2,590 2, 600 17 연장 : 160m , 다절 : 150m 

78 德핸êA地域 2~試雖 650 650 4 

計 7,550 7, 519 47 연장 : 297m , 타절 : 328m 

2) 훌向훌훌훌훌훌훌 

事業量은 2，000mol 며 陸土物理探훌튼한에서 施行하는 뺑性破探훌 짧破試維로서 975.4 m를試雖 

하였고 S 펌쫓으로서 640.75m 그라고 뚫尙系試鍵로 700m 合計 2，316.15m를 試雄하였마. 

地 h훌 別 內 容

地 域 試鍵量(m) ~握進量(m) fL 쫓t b홉 ~. 

경남진주지역탄성파시추 180 40.7 6 E-t절 139.3m 

정북문정 ;(1 역 " 72 72 12 

정남진주지역 11 720 803.2 99 연장: 83.2 m 

전냥해남지역 11 100 59.5 6 타결 : 40_5m 

경남창령지역시추 700 l 

S 사엽 시추 640.75 640_75 58 

計 2,412.75 2,316.15 182 다절 : 179.8m，연장:832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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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tl! !t''f:條표띤 

3 ) 훨物흩源調훌 

8,000m 이 여 자械進펴은 7,282.9 m 로서 金 l펴 f.J)、이〈調좁띤 4,974.7 m , 

非金屆짧많뾰훌 :t; 834.2m-"J 1\없릎 하였 다. 

‘F 것5 월:은 

1,474 m 

둥-기 

타절 : 178m ，연 장: 47.7 m 

타절 : 280m , 연 장 : 51m 

iJ패 

'*' -a-

孔 敬

內

쫓歸進i냥(m) 

別域地

12 1,549.7 

試雄 i닙t(m) 

1, 700 

域

강원도 γ 昌， 조둔， 연화용 
역둔X 역 시추 
울천~田， ‘금산지역 시추 

地

11 1,631 1. 860 

4 620 620 平엽， 주천지역시추 

다절 50m 

다절 86 m 5 

340 

834 

390 

920 

울진J;X.머 지역추가시추 

울진왕;lJ 라지역시추 

전남高興지역시추 3 450 450 

다절 279m 6 671 950 全{휩長뼈지역시추 

다절 147m 2 353 500 추가시추 ι/ 

연장: 3.2m , 타절: 64m 

타절 90m 
「

53 판TE174따 앨:핀19mj 

6 

3 

585 

400 

8,375 

경북F냄지역시추 

경지도청펑흑연시추 

計

4) 石옮흩源調훌 

1,631 m 하였 다. 1,500 m 이 며 에 너 지 합源調훌단 石짜f'a렁 試推를 'J~業量은 

• 

• 

장
 

τ
 -1 

• 

J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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꺼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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날
 

찌
 

m Q 
m 돼

 
개
 

2 

처
 

E 
第
다
 

패6 

.,." 

읍 內別域

품雄넓': (m) 

地

敎孔3를생용進量(때 域地

3 1, 050 1,050 全F혐湖南벚田試훨t 

140 第 2 뭔孔연장 131 ιy 

450 

1, 631 

450 忠벼-벚田품鏡 

다절 9m 4 1, 640 計

5) 固土힘l用 地훌훌훌 

하t雖를 15 個fL으로 331 m MS用地質힐에서 까: rJ I홈地域 300m 試雄計휩l 한것을 품雄孔했 

였마e 

! 연장펴쓰-받] 
r ‘’ 읍 內別域地

域

九〕훌 金〔월훌支援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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第 5 章 字術짧表 

1. 冊究좋表 

。 朴重權 · 塊iJ l 德PJL里 A 地域우라늄 앓皮調훌 

。 韓鍾鐘 : 鎬니」地域(추부터 널 西南핍) 우라늄 월t I*調훌 

。 金大業 : 童遊里， 米院地域 試鍵結果

。 鄭泰振 ~ }][J Þ-y. 및 三涉벚田地域 우라늄 월tI*調훌 

。 具뿔本 : 京짧 pre- Cambrian 分布地域에 대한 車輪放射能探훌 

。 具聖本 : 鎬山地域 우라늄 物理探훌 

o 李正久 : 술城江流域 토리 움 重힘;훨i 試維調좁 結果

。 文熙秀 : 第 3 紀I험 地域의 챈土없物 調훌5Jf究 

。 陳明植 : 東南海뿜-쁨의 jJJ.;域地化字 調좁 및 長興地域 特密地化좋 調훌 

。 李基鋼 : 왕피없山 物理探훌 

。 물敏秀 : 平昌西部地域 地質웰I* 및 試維않훌 

。 徐正律 . 慶南地域 없化쁨調훌 

。 金文樹 : 둔전지역 試維探좁 빛 제천지역 鉉化밤調훌 

。 지광훈 : 많川系 습곡대 北끔B地域에 xj한 遠隔探훌方法어l 의한 연구 

。 崔輝讀 : 牙山댐福地質調졸 

。 張泰雨 : 論니」웹 福地質調흉 

。 供勝昊 : 우주댐福地質調훌 

。 金東淑 : 湖南， 忠南벚田 深ilß探벚調훌 

。 白光鎬 : 慶尙系 推橫f뚫境 fiJf究 

。 白光鎬 : 浦頂地域 마이 오 地l험의 微古生物理풍的liH究3 

。 金相吉: 뿔州地域 彈性波探훌 

。 柳 日鉉 :þf.;用地質調훌(大田地域) 

。 林正雄 : 강화도 온수리 온천 징후 조사 

。 權炳柱 : 우라늄 檢I험解.ffî-pJf究 

。 鄭承桓 : 1. P 探좁資料의 電算解析法

。 李東鎭 : 代表試料冊究

o 짧政一 : 울진地域 嚴化된 써， 마펀써， 鋼 Z昆合ðñ化앓에 판한 冊究

。 孫龍雲 : 明響石으로부터 Alumina 製造을 앓한 冊究(0)

o 閔忠基 : 숲城江 下流 重뻐、灌縮試驗 및 옳洛性冊究 

o 成짧홈 : 우라놓 螢光分折機製作파 分析方·法冊究

。 鄭鍾熙 : 原子홉광分折에 依한 규산영 鉉物의 정 량연 구 

-118-



。 뼈東行 :慶尙系 車輪放射能探좁 

。 柳時榮 : 韓}뾰技術協力에 依한 없"I~공 예방사엽실적보고 

값~I써止를 鳥한 용펴l수수질 검사방법 및 처리 

。 朱昇煥 Rb / Sr 法에 依한 힘써地域， 花뱀岩의 年代빼定6Æ究 

。 尹싹흉秀 : 앓 l펴몫짤J링、 地化字週흉 

。 李東南 : 三냥벚田 혐、合開짧훌魔調훌 

。 崔現一 : 뿔써地域 慶 f혀 系 홉源調흉 

。 孫뽑讀 : 海벼地域 y 

。 趙源在 : 짧:UI保安機器性能調좁冊究 

。 金仁起 : 塊 UI 德야里 地域 우라늄 없山 經흙性 開짧調훌， 

꺼맑採t윷法試驗을 힘한 댈l 內벚 Îl1:Mi ii훌調훌 6Jf究 

。 박근필 : 써近海底 |캘上物理探훌 (옥포-흑산도간) 

。 申 ]1..:澈 : 木浦쩔海上物理探훌 

。 李潤표 : 써뿜-삐)없調훌(무안， 신안군 일대) 

。 張正海 : 西海j힘部 흑산도일 대 海洋地質調훌 

2. 掌術講演

。 유지수博士(在쫓科캘者) : 최근의 彈性波많좁에 대하여( 1978. 1. 5) 

。 운팡순(美휩캘리포니아大좋) :美볍遺웰추세에 대하여 (1978. 2. 6 ) 

。 최정웅(카냐마없니l開쫓￡門家) : 海外資鳳開짧 및 北美地域 짧;業살정 (1978. 3. 7 ) 

。 박용안(서울大 엄然、大字) :最近 美휩海洋地質字의 líJf究動向 (1978. 3. 28 ) 

。 최 지 련(外煥銀行) : ttt界옳훔질서 연화에 부응하는 資鳳、問題해 결의 접근방법 ( 1978. 4. 4 ) 

。Mr. Stapledon (ADB) : Tumut 2 Underground Power House (1978. 5. 23 ) 

。 서 상용 (資源開쫓冊究所) : Intercom md Scope Languages fα tty. (1978. 6. 8) 

。 Mr. R. H. Gronotte (카냐아 카이자 회사 부사장) Mr. D.M. Parkes (카이자회사 개발담 

당 부소장) : 수력채단의 배경 및 실제에 판한 발표 ( 1978. 6. 8 ) 

o A. L. BI∞m 博土(미국 코낼대학) : 해수준연연화와 지 체운동에 따른 따用地質字的 問題에 

開하여 ( 1978. 6. 20) 

。 조성 권博士(카냐마 McgiII 大￥) : 최근 카냐마의 海洋地質’￥ líJf究動向 빛 西北大西洋 海底

협곡의 悔洋地質字的 특성에 開하여 (1978. 7. 5 ) 

。 하정 우博士(原子力冊究所) : 방사성 옹위 원소 장해 방어 ( 1978. 6. 21 ) 

。 Dr. R.A. CIiff (英固 Leeds 大풍) : 오스트리아 알프스에 분포하는 변성암에 대한 地質연령 

測定冊究 ( 1978. 9. 1 ) 

。 조성권博士(서울大 g然大字) : 야외 및 실내에서으1 Core 빠理方法 및 海洋地質풍的 解t타 

에 開하여 <1 978. 9. 7) 

。 朴英J!X:(資源開훌冊究所) : 너l 댈란드 地質調훌所의 海洋地質調훌活動에 開하여 ( 1978. 9. 13) 

o Dr. Krampl (ES CAP 수라지질 전문가) :地下水 探훌 빛 開쫓에 처하여 (1978.10.10 ) 

-119 



。 第 8 回 팽鉉製練쫓表 (1978. 10. 28) 

。 손진곤(영중광엽) : 동부션에 판한소고(제 2 연화 광산말족이래동부션 말선에 대하어) 

。 이종혁(현동광산) : 1펠써 안타온 製線現況 및 선앙 

。 정공량(값옳振興응*土) : 대정 iX.JJ1、 石벚91 중액석탄 및 봉영단광 조엽실태 

。 진수웅(금팍광산) : 海外資따閒쫓 진출에 대한 문제정 및 전망 

。 곽창섭(연세대학교) : 방연광의 부션에 있어서 황산아연의 영향에 관하여 

。 황선국(f'i ðJ;(開쫓6까究l꺼) : 함모리 규석광으l 션광에 대하여 

。 허로버I( 日本향료) : 션광시약소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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理事會{王員 (1978. 12. 31 J 
朴꽃JjX 

職 {Î[ 밤- 名 遠隔探홈판‘ t ι、鍾 낯i長代f벌 (先fT:VZ:術펴 ) 

理 事 長 太完善 大韓R‘염←[會앓F1i 會k 金義弘 技Jítj i1. 

몹IJ理땅長 劉H鍾 펠1力짝따部 1)(힘 삶; I* $ 金鍾煥 部長 (責任6Jf究협) 

理 事 徐錫俊 經洛企앓IJft'é 次官 에너지암 徐悔핍 5i長 (責11技術員)

" 李됩錫 科J}1 tiZ:術處 次官
3띤調흉室 金*淑 先任技術員

" 鄭震院 大햄회j‘業振뼈公*1: Hk 추B英勳 11 

ι/ 韓 u 太韓ill石}jl業林式公fl: ft長 崔파口 11 

ι/ iJ:t; t훌箕 大韓값山댈會 會長 朴奭煥 技術員

11 金j빙均 大韓地質學會 會長 t가~ ;'ι i ‘ 까”U，，‘ " 
11 ~炳九 ff源開짧冊究所長 날H鎬 11 

1훌E4Q: 펄 文英哲 fi源開짧5Jf究所 藍事 裵斗鍾 " 
111';'福 11 

職員名車 뺀i .ft; 팅홉 11 

θf究휠名 姓 名 職 位 白相鎬 11 

玄炳九 所 長 金屆삶:I* 朴r뽑榮 室長(責任技術휠) 

文英哲 짧 事 調 훌 室 金善憶 責任技術員

金鍾洙 調훌f딛뀔副所長 吳敏秀 先{王技術員

金元作 開쫓f딛 퍼 옮1) 성Fr長 金文樹 " 
地 質 部 嚴相鎬 部長 黃德煥 技術員

-般地質 嚴相鎬 室長(薰職) (責任θf究員) 徐iE律 11 

調 좁 室 白光鎬 jUHJf究i웅 金-m東 11 

崔德、根 技術員 姜周明 " 
李浩永 1 1 金壽永 ι7 

j톰弼짧 " 非金屆없 金鍾煥 휠長(薰職) 

金希永 11 
I*調좁室 金正澤 先任技術員

E깅福t也質 金東짧 室長(責任技術員) 金좀承 " 
調 표 室 李鍾;章 責{王技術員 朴重權 11 

金正煥 先ff技術員 李正久 " 

供勝昊 " 
韓鍾練 ι7 

張泰雨 技術1.1 )(熙秀 技術員

崔t훌讀 11 金大業 " 
童H河 ι/ 

횟6泰振 ι/ 

李炳柱 11 
柳長漢 11 

海洋地質 金承友 室長代理 (5t任技術員) ff鉉哲 ι/ 

調 좁 室 李 i댐五 先仔技術 w M.:'物冊究室 |펴基南 室長(責任技術員)

張正悔 技術員 朱昇煥 先任技術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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쭈 束鎭 光{王技#Í員 徐뼈와11 

디 l 뽀 l 子 H:術員 þt，;J!JJ따뀐세 尹채종 ~~ß 長 (:좁iH싱에員) 

t!# j올 2fí 只-滋젤 部長 (責{王IiJf究n) r6用J꾀윈좋 P*￥ Z용 형kC銀職) 

P환→1:物f멍 jl滋낀l 핏長01용職) 林 lf雄 Jc仔技#1 L1

探 i훈 室 f엽東fj 先任GJf究員 柳 n 鉉 // 

金相吉 先fE技術쉽 尹않f申 // 

朴쩨!힘 技術員 崔t딩당l // 

趙뚫행; // 金允$훤 技찌員 

李괴成 // 金뻐、永 // 

李M鋼 // 李東짧 // 

李泰燮 11 값경좁支援휠 金鍾九 딛갇표 (責仔技術i-D

;당뿔本 ιy 李起千 先{千技術員

iJHH!! // ~~!l엔 // 

閔聖植 // 李東싸i // 

x됩t옴 ι7 只-滋善 // 

崔鍾鎬 11 흥ß[\;鎬 先Æ원왜1쉴 

成좋勳 技能員 朴鍾千 技術員

l싸}동聲 // 李bJü'G // 

海洋物理 햄圭張 室長(責任技術員) 李 t했 11 

探 i표 등삼 金哲民 先仔技術員 李鉉哲 技能員

李元榮 // 金X像i // 

朴官i? 技術 n 머1鉉模 // 

金元植 11 홉J5!協力끔8 金萬燮 숍8長 (합任技術員) 

朴根앉 ι/ ÐJJ;(↑갑報室 I힘王{ -- 室長代理 (先任6Jf )'è 11 ) 

申JI;澈 11 李京漢 先{王技術n

地化I힘探 金相輝 室長 (졸任6Jf究합) 金東x 管f앤員 

f훌 室 楊文烈 先任技術員 ~I': tIl 영 徐i쫓鎬 室長待i뽑 C :í'CtH'ì'Jm→ i-~ J 

陳明植 11 李忠 t셔 技術n

金星#파 技術員 金良찌:~ // 

尹願秀 // 海外協)J室 金萬燮 면長 (薰職)

金然쇄; 11 李東 l펙 先π 1Ji術 n

李~;굉 ι/ 尹錫八 l 'ì'J11W 

供7}dJ때 11 f 휩g際協力 F꺼 金갖S俊 課:L.H ，jì뽑 (光!τωf ’Jt nJ

1ffi좁基k훌 떻承珍 室長代理(先任에f究員) 홈源經뽑 崔).~짜 휠長代J1!! C :í\:;fHJf j 'é 11> 

&자 究 힐 金8검九 先任冊究員
)'é3e: 

李元’F Hi*j員

權炳，j;t 없111開쩔部 下i'F -한 숍B長 (좁iHJ<i*JL l> 

鄭承桓 技術員 n~7혼調좁室 下 11-: -t: ~:k C ;lItl/i~)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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供志相 tffT: tt術員 Jtiì榮 管理員

李束C션 先 tEJ5i:術員 經 f얻 와! 나I 敬微 값~l강 (先tErì 理ll)

훨l戰榮 先任쉽'J:lj!H 니111꺼均 j'd子윈;理.t1. 

崔容奭 技術t1 朴桂단 

開짧技術室 金仁起 호長 (효fJ:技쩌 fl) Hl했仁 rj:~얻員 

金大經 技術쉴 펴t강파: // 

$}t따保安部 應 iff:뺏 $長 管 EJ! ‘x 文光l4t. 課長(先任管理칩) 

保安技術室 jJjfJ iI￥榮 즙i長代H(先fF.-技術員) 供錫天 先任쉴;理員 

李春澤- 先任技術합 供由J.!i // 

保安機器 盧世煥 室長 (짧職) (한ff技術員) 영t용딛安 1~ 理員

lî}f 究 室 趙æ;(;ff 先任!Hfìi員 朴榮均 // 

閔廷植 技術員 金특r鎭 ι7 

중￥@;i活用샘B 훨明~ $長 (좁fHJf究員) 保 安 課 柱勳j렇 입i↓長 (先{王Ëì' F핑섭) 

i횡 훨; 室 혼합 明:<< 室長 (薰職) 金鍾烈 管理쉽 

黃善l씌 先π:fYZ術員 姜淳山 // 

AlH얻용h // 金永따 技能員

趙建겸좋 技術됩 朴東겹 // 

閔忠基 // 予算但~ 李炳생 짧長待遇 (先任管理員 ) 

쩔政一 // 朱당i燮 섭:理11 

孫龍앓 ι7 

l힐c ，빼m엮 朴亨i‘E 짧長待j뭘 (先ff管F협(11) 

朴安善 // 

企 괜j 室 李L당薰 室長 (責{王技術員 / 
製 鐵 올즈 후후奎珍 室長 (責tE lîJf쪼설) 

徐孝俊 次長 (責任J5i:術11)
朴贊勳 先任lí1f究員

供性雄 先任技術員
ωf究↑끽;理 趙漢益 i많長待遇 (先任技術員)

tß. 컨 李就榮 技術員李孝淑 技術갑 

分 析 室 했鍾없 室長代理 (先fHx術員 ) 崔감i鎭 

宋基宗 先任技術員 審i훌ífjIJ度 崔悔朋잉 짧長待遇 (先[E짤理員) 

鄭용철鎬 ι7 m 컨 尹聖根 技術員
金昌泳 // 

先任檢좁왔 安石꿇 次長待i뽑 
成짧짧 // 

崔相根
張榮秀 先ff설理합 

// 

宋錫熙 技術員
全秀←→ 管理쉽 

孫容雲 // 종山出張바 張仁漫 所長(先{王技術員)

尹宇烈 // 張炳國 技術員

宋惠永 // 車惠鉉 // 

it~혐權 // 

申相根 ι7 

쩔明權 技能員
金仁燮 管理員

흩훨람交 ι7 

崔"*寅 ι7 
浦項出張케f 金鍾國 所長代理(管理員)

行政管理室 예]文秀 핏長 (責任管理員) 휴뿔f흥昌 技能員

*싫 務 課 陳 l써鎬 課長 (先任管理월) 金喆玉 ι7 

李基台 先ff管理員 張져i熙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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홉B홈別 主要業務

$ 훌훌 

所

藍

調 i흥 m울副 &í 長 

g혐 캉~m?씌 副 所 長

地 質 部

〕훌 務

長

事

部 뽑 長

玄 炳 九

文 英 哲

金 鍾 洙 地質部， 훌ttfÇ$， 探훌部，J;ê;用地質部의 소판業務 

*앙括 

金 元 휴 資源協力部， 鉉山開쫓部， 앓山保安部， 資源活用部，

소관業務짧括 

嚴 相 鎬

-般地質調훌 室 嚴 相 鎬(義 職) 層序 및 古生物冊究， 地質經合冊究， 地質博物館管

理，地質相談業務

g회福地質調훌室 

海 t￥地質調훌室 

遠隔探훌室 

훌￡ tξ 

에너지資源調훌室 

金屬훌t tfÇ 調 i훌 室

金 東 훌훌 멍福地質調흉冊究， 構造地質調i훌冊究， 앓域地質調 

i훌Iùf究 

金 承 友 ~뿜훌i物홉源調훌， 梅底地質調훌冊究， 悔뿜線悔 

洋地質調흉 

姜 A工衛星융頁 分折Iùf~， ~空흉흉 地質冊究，JJt域

휩훌造地質調i훌Iùf究 

必 鍾

$ 金

徐

鍾

梅

煥

없田地質調훌Iùf究， 石油資源地質調훌冊究， 밟田成 

因에 뼈한冊究， 堆￥좁1t地成因에 §성한 冊究.

朴 홈 榮 용i化뿜調훌Iùf究， 金뽑훌ttfÇ調흉冊究， 金屆훌ttfÇ成因 

에 開한冊究 

非金屬훌H￥讀훌室 金 鍾 煥(義 職) 非金居훌ttfÇ調훌Iùf究，~썼料資源地質調훌Iiff究， BÞ 

훌ttfÇ調흉뀐f究 

훌i 物Iùf究 室

探 i훌 部

i휩 基 南 岩石짧物Iùf究， 岩石年代없9定冊究， 同位元系없9~1ùf究 

具 itt 學

陸上物理探훌 室 具 滋 學(薰 職) 鉉物홉源錫理探훌冊究， 物理探훌方法에 依한 地

質構造Iùf究， 物理輪層， 파用地質에 開한 物理探

i흥lí1f究， 電磁機器의 유지 판리 

홈 圭 張 ~뿜鉉物資源物理探j훌冊究， 悔底地質物理探i훌퍼f究 海洋物理探훌室 

地化좋探훌室 

探 i훌훌u훌Iùf究 室

J;ê;用地質$

海洋地球物理探i훌Iîff究. 

金 相 輝 地化字探흉에 依한 훌ttfÇ調i홀에究， 地化풍몇險冊究 

地化풍에 없한 흉嚴冊究 

짧 承 珍 物理探훌技術Iùf究， 地球物理冊究， 電磁計算빠理冊究 

尹 *￥ 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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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 川 J1!l 'l'l 띄 尹 *￥ 奎 t也생똥허업흉 lî)f究， 7.k ffð!;(地質調훌冊究， 石材資源調효 

떠f 7'C , 앓境 및 防除地質調훌冊究， 溫헝 地熱地質

a周i흘 6JF究 

꾀해 효 支 援 르샅 金 *벌 九 試雄工事設計， 試雄管理 및 코아 管理， 빼量 및 製

댐 1형片製作 옳山出張아管理 

중￥ ðJj( tIib )J 입‘ 金 萬 燮

資@;!해報 효5 李 g 양훌 Data Bank System , t里廣量 및 生꿇量 統計빠理， 

刊行物쩔뀐j 

E깅 홉 m 뀔 徐 達 鎬 E깅書室管理運합， 資料의 交煥 및 지증 

(I!j 外 協 力 室 金 萬 燮(藥 職) 海外資源協力， 外固機開파 資源 및 技術協力

[!~際協力 f티영 金 泰 俊 {i;門家訊講， 外E퇴技術힘iI練生 짧講 및 위 탁훈련 技

術닮|練生 海外派遺， ~휠際응議開4崔 및 ìJR:ì:월에 l평한 

를좋項 

IfH빙、經 R￥띠f 究 室 崔 基 練 資d링;류룹給 및 {뼈格 동태{i}f究， 資源*￥훔分析~ ~협際資 

&휠*￥8￥ 情勢h규究 

칩 d펑政策 θf究 室 李 庸 휠훌 資源政*θf究， 資源開係tt.規 및 制度冊究

大陸빼O聞짧政策líJf7'C , 資源쳐象판련 대외쫓表의 성 

안 및 검토 

$}k U I 開 쫓 $ 下 正 圭

당섬킹풍調흉 室 下 正 圭(薰 職) 앓山開짧現況調홉，鉉山開짧에 開한 없f究， 없山훈H뻐 

IJ티짧技術 室 金 仁 起 開짧다당성 롯驗{i}f究，f，ìË용tf호術開찢Mff究， 중풍破技 

術冊究

|샘 ￥U!di흉líJf究 室 金 仁 起(薰 職) 붐石力字몇輪冊究， 銀山i훨합工字， 岩石物性冊究

없山保安 $ 훌톨 世 h혔 

{:f,; tJt. tR術室 뺑P R휴 가〈 通뒀保安技術망f究， 용tÐ< 에 f챔한 θf究 용L山J)(害예 방 

保 .'!l 機器 θf究 室 盧 世 煥(짧 職) 保安施設， 장비연쿠， 광산보안계측가류， 점검실험및 

연쿠 

11 ðJi!活用 $ 홈합 明 承

i쩔 없i 室 홈훔 明 承 (薰 職) ￡훌훌t i뚫벚冊究 金屆械料活用líJf究， 非金屆原料活用

líJf究

製 흥렁 室 韓 奎 珍 金屬용i￥꺼製鐘líJf究，非金屆銀物製練líJf究， 原料鉉

物加工活用冊究， 製鐘技術넓iI練에 관한 事項

分 析 室 鄭 鍾 熙 機器， 式 乾式 分析注에 의 한 岩石없物分析 分

析技術開쩔， 分析技術힘iI練에 뿔l한 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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行 政 管 理 室 申 文 秀

*상 務 課 陳 明 鎬 文書管R연 및 統없1]， 人事管E얻어I I횡한 事項 섭요1， 홍 

보어l 관한사항 

保 安 課 桂 勳 澤 保安業務計웹IJ .fi회 11.조정 및 保安윈理에 開한 $項

非常’計劃 민방우1 ， 예비군에 판한사항 

予 算 m 퍼 朴 亨 淳 理-휩:승에 판한 홈項， 당해년도 가본운영계획 및 예 

산총괄 쳐政府報告事項 

車 輪 m E펴 張 榮 등흉 車輪管理에 團한 事項， 車輪수리 및 임차에 開한 

事項

*쭉 理 課 申 敬 澈 歲入歲出 및 結算 現金出納 予算統힘IJ ， 공사 및 용역 

껴|약업무， 고정자산의종합판리 

管 理 課 李 차적 國 財흩홍如分에 開한 事項 物品構入 (內， 外資) 및 ~ 

敎에 開한 事項， 훌備 및 機器의 修理 및 입대차 

에 開한 事項 浦項出張所에 閒한 事項

借 款 課 文 JI[ 雄 人員計劃 및 조정협의에 開한 事項

借款事業의 일상業務에 00한 事項

事業조정 위원회에 밟한 事項

借款事業과 관련 ~門家訊講

海外혀11練計훌j의 樹立 및 추진 

借款資金에 의한 훌훌備構入 및 인수에 관한事項 

物品構買 (外홉) 및 檢敎에 관한事項 

1þ: 옆j 室 徐 孝 俊

冊究管理 m 뀔 趙 t훌 益 張短期 調훌冊究事業計훌j樹1L 및 조정 年間 事業

計훌j의 結、合 및 조정 

調훌li1f究事業 몇積의 結;合

調좁li1f究審議용 運합에 §정한 事項

審훌$IJ 度 m 컨 崔 홉흉 뼈홈 事業의 진도파악과 그 結果의 審훌分析 

職制， 正員 및 制度改善에 관한 事項

마規管理에 開한事項 

옳 山 出 張 所 張 仁 생훌 梅洋調훌船의 운영 및 管理에 開한 事項 現地事業

場의 支援業務에 開한 事項

浦 項 出 張 所 金 鍾 國 財塵， 裝備， 物品의 보관 및 유지 에 |휩한 事項

現地事業場의 支援業務에 관한事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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