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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   론

가행 중인 금광산이 있는 전라남도 해남 지역에서 인근 

미개발 지역을 대상으로 광물자원 조사 목적을 위한 시험

탐사가 수행되었으며, 이 과정에서 중력이상대가 발견되

었다(Jung et al., 2010). 이를 규명하기 위하여 추가적인 지

구물리탐사가 수행되었으며, 항공 자력탐사에서 해남 황

산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의 근해에서 지자기이상대가 포

착되었다. 해남 황산면의 금광상이 분포하는 지역을 포함

하여 이 일대 육지를 대상으로 하는 지질학적 연구(Kang et 

al., 2011; Bowden, 2017; Koh, 1996)뿐만 아니라 지구물

리학적 연구(Chi et al., 2011; kwon et al., 1992; Jung, 

2009, Park et al., 1988)가 많은 연구자들에 의해 수행된 바 

있고, 해양 탐사선이 접근 가능한 관할해역에 대해서는 국

립해양조사원에서 지구물리 이상도를 구축하였다(Hwang, 

2018). 그러나 연구지역과 같은 근해는 접근성 측면에서 많

은 어려움이 있기 때문에 구축된 지구물리 탐사자료가 많

지 않아 이러한 현장에서의 기본 자료 획득은 더욱 중요하

다고 할 수 있다.

광물자원 조사에 있어 자력탐사는 철광 탐사에 직접 이

용되며 단층, 파쇄대 등의 지질 구조를 파악하여 광상조사

에 간접 이용될 수 있으며, 육상, 항공, 해상에서 다양한 형

태로 이용되고 있다. 연구지역과 같은 해상에서는 비교적 

적용이 용이한 오버하우저 자력계를 이용한 자력탐사가 많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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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bstract : Significant magnetic anomalies were found in the coastal area near Haenam using an airborne magnetic survey 

for verification of gravity anomalies near the Haenam gold mine. A shipborne magnetic survey which has high resolution 

was conducted to delineate the magnetic anomalies the airborne survey. The map derived from the shipborne magnetic 

survey shows a strong magnetic anomaly of more than ± 2,000 nT, with width of 4 km in the east-west direction. The 

magnetic anomaly curves imply that several small and big anomalous bodies are mixed in the subsurface. The strong 

anomaly is in the form of an isolation, which is attributed to an anomalous source, not to the effect of the bedrock. Various 

geophysical approaches are needed in the study area because, unlike land sites, we cannot investigate the surfac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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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 전남 해남지역에서의 중력이상을 규명하기 위하여 수행된 항공 자력탐사에서 해남 근해에 지자기이상이 발

견되었다. 정밀 조사를 위한 해상 자력탐사를 수행하여 세밀한 총자기이상도를 획득하였다. 동서방향 폭 4 km, 

±2,000 nT의 강한 지자기이상의 분포를 확인할 수 있었다. 측선별 지자기 이상도를 보면 이 일대 지자기 이상은 비교

적 얕은 깊이의 소규모 이상대와 심부의 대규모 이상대 반응이 혼재되어 나타난다고 해석할 수 있다. 이는 고립된 형태

의 강한 이상반응으로 그 원인이 기반암의 분포에 따른 영향이 아닌 이상반응원이 존재하는 것으로 해석 가능하다. 

지자기이상이 규모가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육상과 같은 천열수광상 및 심부 반암동광상 등 대규

모 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 연구지역은 육상과는 달리 지표 조사가 불가능한 해상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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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응용되고 있다. 오버하우저 자력계는 다른 핵자력계와 

비교하여 비용은 상대적으로 높지만 정밀도, 편의성 및 신

속성이 좋아 해상 자력탐사 시 특히 많이 사용되고 있다. 배 

위에 지지대를 세워 센서를 설치하거나 지지대를 물 위에 

띄워 견인하는 방식과(Ponce et al., 2016; Weiss et al., 2007) 

바닷물 속으로 센서를 늘어뜨려 견인하는 방식을 사용한다

(Boyce et al., 2001; Sliter et al., 2009). 해수는 자성이 거의 

없는 매질이므로 지자기 이상에 영향을 주지 않아 해상 자

력탐사자료를 이용한 해저지질 연구가 다수 발표되었다. 

국내에서는 해저 견인 자력계를 해저열수광상 부존지역 탐

지 및 해저지질 구조 해석에 활용한 사례들이 있다(Kim et 

al., 2008; Choi et al., 2014; Park et al., 1997; Park et al., 

2009; Kim and Park, 2010).

해남지역에서의 시험탐사 과정에서 칼데라 가능성을 시

사하는 저밀도 이상대가 발견되었으며, 이를 규명하기 위

한 항공 자력탐사가 수행되었다(Lim et al., 2010; Jung et 

al., 2012). 항공 자력탐사에서 중력 이상대 남쪽으로 동서

방향 약 4 km 폭, ±2,000 nT의 이례적인 지자기 이상이 포

착되어, 정밀 조사를 위한 해상 자력탐사를 수행하였다. 이 

논문에서는 이 지역에서 수행된 항공 및 해상 자력탐사 결

과를 보고하고, 지구물리학적 특성을 연구하여 이상반응

의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의 개요

연구지역은 해남 황산면과 진도군 고군면 사이에 위치하

며, 이 지역은 지체 구조적으로 옥천대 남서부에 해당된다. 

해남지역은 중생대 쥐라기의 대보조산운동으로 인해 형성

된 화강암을 기저로, 백악기 퇴적암류와 후기의 관입암과 

분출암, 그리고 이에 수반되는 산성 응회암류와 화산 쇄설

류 등으로 구성된다(Chi et al., 2011). 후기 백악기 유천층

군이 화강암류와 부정합으로 피복되며, 불국사 화성암류

가 이들을 관입한 것으로 보고 있다(Koh, 1996)(Fig. 1). 해

남지역의 유천층군은 하부에서부터 화원층, 우항리층, 해

남층으로 구분되며, 이들의 주요 구성암류에 대하여 Kang 

et al.(2011)에 정리되어 있다. 화원층은 주로 안산암질의 

화산쇄설암으로 구성되며 안산암, 현무암, 적갈색 실트암 

등이 부분적으로 협재된다. 우항리층은 퇴적암으로 주로 

석회질의 실트암, 응회암질 사암, 흑색 셰일 등으로 구성되

어 있고 부분적으로 화산기원의 안산암류를 협재한다. 해

남층은 석영안산암질 또는 유문암질의 화산쇄설암과 이를 

부정합으로 피복하는 산성질 용암으로 구성되어 있다. 유

천층군을 관입하는 불국사 화성암류는 주로 섬록암, 흑운

모 화강암, 반상 화강암, 석영 및 화강반암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Fig. 1. Geological map of the Haenam area (from Koh (1996) and Bowden (2007)).



항공 및 해상 자력탐사를 이용한 해남 근해의 지구물리학적 특성 연구

제56권 제1호

35

또한 Kim and Nagao(1992)에 의하면 고황화작용 천열

수계에 의한 열수작용은 백악기 화강암류의 관입작용과 관

련되어 있으며, Bowden(2007)은 고황화 열수작용 이후의 

저황화작용 금-은 천열수 변질작용에 대한 연구를 보고한 

바 있다. Bowden(2007)은 해남지역에서 이루어진 두 번의 

변질작용과 관련된 2개의 주요 응력체계를 설정하여 고황

화작용 천열수계는 1단계 압축성 응력체계에 의한 단층을 

따라서 마그마 기원의 열수용액이 유입되면서 형성되었으며, 

그 이후 저황화작용 천열수계가 2단계 인장성 응력체계에 

의한 단층운동 동안 천수(meteoric water) 기원의 용액 유

입에 의해 형성되었다고 보고하였다. 이를 통해 이 지역의 

단층 구조를 상세히 도출하여 5개 단면도를 포함하는 상세한 

지질도를 추정하여 작성하였으며, Fig. 2는 이를 간략화한 

지질도와 단면도를 보여준다.

Fig. 2. Simplified geological map and cross sections of the Seongsan district, Hwangsan-myeon, Haenam (Bowden, 2007).

Fig. 3. Gravity anomaly map of Hwangsan-myeon, Haenam (Jung et al.,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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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ark et al.(1988)은 해남지역에 대한 항공 자력탐사 자료

로부터 자력 선구조도를 도출하고 이것이 열수변질 광화작

용과 관련이 있는 해남 함몰대의 가장자리와 일치함을 보

였다. 한편 Lim et al.(2001)은 이 지역의 백악기 암석에 대

한 고지자기 연구를 통해 전기백악기 말과 후기 백악기 초 

사이에 해남지역을 포함하는 소지괴에 반시계방향의 수평

회전운동이 있었을 가능성을 제시하였다.

이와 같이 해남지역을 대상으로 하는 천열수계에 의한 

열수작용 및 변질작용에 대한 연구 및 지구물리학적 연구 

등에 대한 다양한 보고가 있으며, 대규모 부광대에 대한 가

능성이 높다고 판단되는 곳이다. 광물자원 조사 목적을 위

한 시험탐사 과정에서 해남지역의 가행 중인 금광 주변의 

미개발 지역에 대하여 시험탐사가 수행되었다. 육상 중력

탐사의 한계로 해상까지 연결되는 자료는 아니지만, 칼데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저밀도 이상대가 발견되었으며(Jung et 

al., 2010)(Fig. 3),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자력탐사가 수행되

었다.

자력탐사 자료 획득 및 처리

항공 자력탐사

광물자원 조사 목적을 위한 시험탐사 과정에서 해남지역

에서 칼데라 가능성을 시사하는 저밀도 이상대가 발견되었

으며(Jung et al., 2010)(Fig. 3), 이를 규명하기 위한 자력탐

사가 수행되었다. 한편 국내 육상지역에 대한 중력, 방사능, 

자기 이상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축해오고 있으

며(Lim et al., 2010),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우리나라 관할

해역의 중력이상도 및 지자기전자력도를 구축하였다(Hwang, 

2018). 그러나 해양조사선이 접근할 수 없는 수심이 얕은 

근해는 지구물리 이상도가 구축되어 있지 않다. 근해의 지

구물리 특성을 파악하기 위해서는 별도의 탐사가 필요하다.

중력이상을 포함하는 8.8 × 11.4 km2의 영역에 대한 항

공 자력탐사가 수행되었다(Lim et al,, 2010; Jung et al., 

2012). 이 항공탐사 영역은 해남과 진도 사이의 근해가 포

함된다. Geometrics G-822A 세슘 자력계와 G-714 계측 시

스템 이용하여 총자력값을 측정하였으며, 측선 간격은 250 m

이다. 통상 항공 자력탐사 시 수 km 간격으로 측선을 설정

하여 측정을 하지만, 광상 탐사 목적을 위해 국내 최초로 조

밀한 간격으로 자료를 취득하였다. 탐사 시 항공기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해 자력계 센서는 항공기 하부에 고정시킨 

30 m 길이의 케이블에 연결하여 늘어뜨렸다. 일정한 절대

고도를 유지하는 비행법인 굽이 날기(drape flight) 방법으

로 비행하여 지표로부터의 높이를 150 ~ 180 m 정도로 유

지하면서 1초에 한 번씩 자료를 획득하였다. 일변화 보정은 

청양지자기상시관측소의 자료를 이용하였으며, Fig. 4는 

이 항공 자력탐사 자료를 지도 위에 겹쳐서 나타낸 것이다

(Jung et al., 2012). 항공탐사 자료에서 해남 황산면 근해에 

규모가 크고 이상 값이 큰 지자기 이상이 포착되었다. 또한 

Fig. 4. Total field magnetic anomaly map by airborne magnetic survey (modified from Ju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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탐사영역 남쪽으로 이상대 영역이 확장될 수 있는 가능성

을 보여 추가 정밀 조사로 해상 자력탐사를 수행하였다.

해상 자력탐사

해상 자력탐사 시 사용한 장비는 캐나다 GEM systems의 

오버하우저(Overhauser) 자력탐사기 GSM-19GW이다. 이 

장비는 총자기를 측정하며, 공식 제원 상 분해능은 0.01 nT

이다. 선체의 영향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유리섬유강화플

라스틱(FRP, Fiber-reinforced plastic) 선박을 운용하였으며, 

뱃머리에 나무 지지대를 설치하여 해수면으로부터 약 3 m 

높이에 센서를 고정하였다. 1초에 5회 값을 받아오도록 설

정하여 선박이 움직이면서 연속 측정되도록 하였다. 탐사 

위치 정보는 자력탐사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GPS 시스템을 

이용하여 획득하였으며, 제원 상 위치 오차는 1.5 m 이내이다.

Fig. 5. Overhauser magnetometer fixed on the boat and user interface using smart device (modified from Jung et al., 2011).

Fig. 6. Total field magnetic anomaly map by shipborne magnetic surve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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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5는 선박 위에 센서 및 계측 장비를 설치한 사진과 스

마트 디바이스를 이용한 모니터링 시스템 화면을 보여준

다. 탐사 효율성을 위하여 자력계로부터 출력되는 실시간 

데이터가 스마트 디바이스를 통해 모니터링 및 자료 로깅

이 가능하도록 구현하였다. 자력계의 측정 자료와 스마트 

디바이스의 GPS 데이터를 결합하여 위치에 따른 실시간 

자기 변동 값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였고, 이동 궤적을 위성

지도에 도시하여 선박이 최대한 계획 측선을 따라 운항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이러한 시스템의 운용으로 자기 이상 값

이 두드러진 곳이 나타났을 때 국부 지역에서의 반복 측정

을 통해 즉각적으로 자료 검증이 가능하였다. 선상 물리탐

사는 탐사 지역이 바다라는 조건 상 어려움이 많은데 개발 

탐측 시스템의 적용으로 현장 애로사항을 극복하고 탐사 

효율을 높일 수 있었다.

항공탐사 자료에서 이상대가 나타난 구역은 조밀하게, 

이외 구역은 보다 성긴 간격이 되도록 측선을 설정하였으

며, 선박이 계획된 경로를 그대로 따라가게 하는 것은 쉽지 

않으나 조밀한 구역은 약 50 m, 간격이 넓은 구역은 200 m 

정도가 되도록 하였다. 선박 이동 경로는 그림과 같으며, 총 

측점은 128,827개, 전체 탐사 영역은 약 4.1 km × 3.3 km이

다. 오버하우저 센서는 무지향성이므로 헤딩 오차(heading 

error)가 무시할만한 수준이기 때문에 센서 이동 및 방향 전

환 시의 측정 자료에 대한 별도의 보정은 필요하지 않다.

자료 획득은 2011년 6월 21일, 7월 20일, 8월 4일 총 3일

에 걸쳐 수행되었으며, 전체 약 13시간에 걸쳐 자료를 획득

하였다. 청양 지구자기관측소에 기록된 해당 날짜의 상시 

관측 자료 확인 결과 탐사 시간대의 일변화는 모두 25 nT 

이내로 이상 값 범위와 비교하면 무시할 수 있는 수준이었

으며, 기본적인 크리깅(kriging) 기법을 적용하여 총자기이

상도를 작성하여 Fig. 6에 나타내었다.

결과 및 토의

해상 자력탐사 시 양식장으로 인해 항로에 제약이 있었

으나 항공탐사 자료와 같은 남고북저 형태의 이상이 측정

되었으며, 항공탐사와 비교하여 세밀한 이상도를 획득할 

수 있었다. 전체 이상대는 동서방향 약 4 km 폭으로 Fig. 4의 

항공 자력탐사 이상도에서 확보되지 못한 진도 근해의 고

이상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Fig. 6에 나타낸 자력탐

사 자료는 총자력 이상 값이며, 분포는 46,966 ~ 52,107 nT의 

Fig. 7. Shipborne magnetic survey data in south area of the anomaly map. Two magnetic maps are in the same scale of magnetic 

intensit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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범위를 갖는다. 이 지역의 평균 지자장 세기가 49,200 nT 

정도인 것을 고려하면 약 ±2,000 nT의 이례적인 이상 값이 

나타난 것임을 알 수 있다.

이상대가 이 위치에만 나타나는 것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탐사 구역 남쪽인 해남 황산면과 진도군 고군면 금호도 사

이의 해역에서 약 24 km 측선에 대하여 14,690개의 추가 

자료를 획득한 결과 주변 해역에서는 이 지역 평균 지자장과 

비슷한 값을 보임을 확인하였다(Jung et al., 2011)(Fig. 7). 

Fig. 6에 표시한 4개 빨간 점선의 자력 자료를 추출하여 Fig. 8(a), 

Fig. 9(a), Fig. 10(a), Fig. 11(a)에 그래프로 나타내었으며, 

위도에 따른 자료의 연속성을 통해 계측 자료의 질을 확인

할 수 있다. 북반구에서는 남쪽으로 경사진 판상광체가 존

재할 경우 남쪽에 양의 자기이상대, 북쪽에 음의 자기이상

대가 나타나며, 이 경우 이상 곡선에서 변곡점이 대략 광체

의 시작점으로 알려져 있다. 이러한 통상적인 지자기 이상 

반응을 고려할 때 폭이 넓은 반응과 좁은 반응이 중첩되어 

나타나는 양상을 볼 수 있어 이 일대 지자기 이상이 천부의 

소규모 이상대와 심부의 대규모 이상대 반응이 혼재되어 

Fig. 8. (a) Magnetic anomaly curve for survey line A-A' on magnetic map of Fig. 6 that corresponds to seismic survey line 3, and 

(b) the final seismic section of line 3 (seismic section is modified from Jung et al., 2012).

Fig. 9. (a) Magnetic anomaly curve for survey line B-B' on magnetic map of Fig. 6 that corresponds to seismic survey line 6, and 

(b) the final seismic section of line 6 (seismic section is modified from Ju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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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타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자기 이상대의 원인 규명을 위하여 다양한 지구물리

학적 시도가 이루어졌으며, 그 일환으로 해저 지층구조를 

파악하고 시추조사에 활용하기 위하여 2010년 9월 해양 탄

성파탐사가 수행되었다(Jung et al., 2011; Jung et al., 2012). 

지표 지질조사가 불가능한 해상 지역이기 때문에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접근이 필요하였다. 남북 방향의 13개 측선에 

대해 버블 펄서(bubble pulser) 음원을 이용한 단일채널 탄

성파 탐사자료를 획득 및 분석하였으며, 서쪽 측선 자료와 비

교하여 동쪽의 10~13번 측선에서 음향 기반암 층에 변화가 

관찰되었으나 Jung et al.(2012)은 이를 하각(incision)에 의한 

변화로 보았으며, 기반암 분포의 영향으로 나타나는 지자

기이상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였다.

Fig. 6에 표시한 4개 빨간 점선은 각각 Jung et al.(2011)

에서 수행된 탄성파탐사의 3, 6, 9, 12번 측선에 대응하는 

것으로, 비교를 위하여 Figs. 8~11에 각 측선에 대한 자력 

자료와 탄성파 단면도를 함께 나타내었다. 각 그래프 및 단

면도는 모두 남북방향 기준이며, 탄성파 단면도에는 해저

Fig. 10. (a) Magnetic anomaly curve for survey line C-C' on magnetic map of Fig. 6 that corresponds to seismic survey line 9, and 

(b) the final seismic section of line 9 (seismic section is modified from Jung et al., 2012).

Fig. 11. (a) Magnetic anomaly curve for survey line D-D' on magnetic map of Fig. 6 that corresponds to seismic survey line 12, 

and (b) the final seismic section of line 12 (seismic section is modified from Jung et al.,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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면과 기반암 층을 표시하였다. 탄성파 단면에서 해저면은 

갑작스러운 굴곡 없이 평탄하고 기반암의 노출로 인한 융

기 지형도 보이지 않으며, 12번 측선에서만 불규칙한 기반

암 형태가 나타나는 것을 볼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기복이 

심한 기반암은 지자기 이상이 나타나는 영역의 동쪽 일부

에서만 나타나는 특성으로, 자력 이상은 탄성파 단면에서 

확인되지 않는 기반암을 관입한 화성관입체에 의한 영향으

로 추정이 가능하다. 연구지역에서 약 ±2,000 nT의 강하고 

규모가 큰 지자기 이상이 나타나는 것은 백악기 퇴적암층

에 비해서 대자율이 훨씬 높은 화강암 및 화강반암 등으로 

구성된 백악기~고제3기의 불국사 화성암 또는 신생대 화

산암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된다. 또한 인근 육상에서 나타

나는 열수변질작용에 의한 천부 변질대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한편, 해저면 인공 지장물의 영향일 수 있다는 의

견도 제기되어, 국립해양조사원에서 제공하는 해양공간정

보를 통해 확인해 본 결과 해상 자력탐사 구역 안에는 어초, 

침선 등 인공 시설물이 없었다.

지자기 이상대 인근 육상인 해남군 황산면에는 금광상이 

분포하고 있으며, 1995년 캐나다 탐사 전문회사인 Ivanhoe 

Co. Ltd.의 수년간의 노력 끝에 천열수광상인 은산 광체가 

발견되어 국내 기업인 순신개발(주)에서 인수하여 개발 시

작하였고, 그 후 모이산 광체가 개발되었다. 2010년부터 대

우조선개발(주)에서 재인수하였고, 현재는 골든썬(주)에

서 운용 중이다. Ivanhoe Co. Ltd.는 이후 몽골 Oyu tolgoi

에서 10년 이상의 노력으로 다중금속광산을 개발하여 채

광 중이다. Bowden(2007)은 해남 지역에서의 저황화, 고

황화작용 천열수계에 의한 열수, 변질작용을 지표 및 갱내 

노두 조사, 시료분석 등을 통해 제시하였다. 호주의 40년 이

상 광상학 전문가인 Noel C. White는 2006년 해남의 은산, 

모이산 현장 답사 후 이 지역에서의 황화 금 퇴적물과 반암 

구리-금 퇴적물의 발생 가능성을 지적하며, 반암형 동-금광상

(porphyry copper-gold deposit)을 찾는데 목적을 둔 탐사가 

최우선되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천부로는 인근 육상의 

광체와 같은 천열수광상을, 심부로는 반암동광상 등 대규

모 광체 가능성을 충분히 갖고 있다고 보인다.

이 연구지역의 지자기이상이 규모가 크고 뚜렷하기 때문

에 대규모 잠두광상의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추가적인 물

리탐사가 필요할 것이다. 또한 Lim et al.(2001)에서 제시

된 해남지역을 포함하는 소지괴의 회전운동 가능성을 고려

하면 잔류자기를 고려한 연구도 필요할 것으로 판단된다. 

한편 지자기이상대가 육상 중력탐사 자료에서 나타난 저밀

도 이상대 남쪽에 나타난 것이기 때문에 중력 이상대의 연

장 조사나 해상 지역의 중력 자료를 획득할 필요가 있다. 이

러한 목적으로 Rim et al.(2011)은 바지선 상 중력탐사 적

용을 검토하기 위해 흔들리는 바지선 위에서 장시간 연속 

측정 중력탐사 자료를 획득하고, 조석 보정 등 과정을 거쳐 

유용한 자료를 추출하는 기법을 통해 해상 중력탐사가 가

능성이 있음을 확인하였다. 그러나 아직까지는 중력 이상

대의 연장이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이상대의 상관관

계는 조사가 더 필요할 것이다.

결   론

이 연구는 해남지역에서 수행된 항공 및 해상 자력탐사 

결과를 보고하고, 지질학적 · 광상학적 연구자료와 탐사자

료를 분석하여 이상반응의 원인 규명에 기여하고자 하였

다. 해상 자력탐사를 통해 항공 자력탐사 자료와 양상이 일

치하면서 보다 세밀한 총자기이상도를 획득할 수 있었으며, 

항공 자력탐사로 확보되지 못한 진도 근해의 고이상까지 

포함하여 작성할 수 있었다. 자력 자료는 46,966 ~ 52,107 nT

의 분포를 보였으며, 이 지역의 평균 지자장 세기를 고려하

면 약 ±2,000 nT 이상의 강한 이상 값을 보이는 것이다. 이

는 주변 해역에서는 나타나지 않는 고립된 이상반응으로, 

기반암의 분포에 따른 영향은 아닌 것으로 보인다. 총자기

이상을 측선별로 나타낸 그래프를 통해 이 일대 지자기 이

상이 폭이 좁은 반응으로 나타나는 비교적 얕은 깊이의 소

규모 이상대와 폭이 큰 반응으로 나타나는 심부의 대규모 

이상대 반응이 중첩되어 나타난다는 해석도 가능하다. 이 

지자기 이상은 백악기 퇴적암층에 비해서 대자율이 훨씬 

높은 화강암 및 화강반암 등으로 구성된 화성암 또는 화산

암에 기인할 것으로 추정되며, 인근 육상의 광체와 같은 열

수변질작용에 의한 천부 변질대의 영향도 고려해볼 수 있다.

이 지역의 지자기이상이 규모가 크고 뚜렷하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인근 육상과 같은 천열수광상 및 심부 반암동

광상 등 대규모 광상의 가능성을 열어두고 추가적인 조사

가 필요하다. 또한 이 일대 소지괴의 회전운동 가능성이 제

기된 바가 있기에 잔류자기를 고려한 추가 연구도 필요하

다. 육상 중력탐사 자료에서 나타난 저밀도 이상대 하부에 

지자기이상이 나타난 것이며, 중력 이상대의 연장이 확인

되지 않았기 때문에 두 이상의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서는 항공 중력탐사 또는 해상 중력탐사가 수행될 필요성

이 있다. 연구지역은 육상과는 다르게 지표 조사 및 노두 확

인이 불가능한 해상 지역이기 때문에 간접적으로 지질구조

를 파악하기 위하여 항공 자력탐사에 이어 선상 자력탐사, 

탄성파탐사, 바지선 중력탐사 등의 다양한 시도가 이루어

졌으며, 앞으로 시추 조사를 포함한 다양한 지구물리학적 

접근이 필요하다. 해상이라는 특성으로 인해 이상대 지역

의 지표 지질조사 자료 없이 순산 및 역산 해석을 하는 데에

는 무리가 있다고 보이며, 다른 방법의 물리탐사 자료 및 시

추 자료가 보강된 후 해석 모델이 제시가 되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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