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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 광물자원청과 공동으로 몽골 항가이 희유금속 광화대내 바얀온줄 지역의 W-Mo (텅
스텐-몰리브덴) 광화대 지질조사를 수행하였으며, 이의 일환으로 육상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W-Mo 산출지들은 주변
보다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갖는 화강암의 북쪽 경계를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나타나고 있다. 또한 자력 역산을 통해
구축된 3차원 영상화 결과를 보면 화강암체가 심부 중심에서 지표 W-Mo 산출지 쪽으로 자기감수율 값이 감소하며 연장
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W 광화작용에 관여하는 광화용액의 일반적인 특성과 잘 부합되는 결과로 자력탐사 자
료를 통한 타당성 높은 광화대 특성 분석 결과로 판단된다. 지표 광체 산출지와 유사한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 지역에 대
한 정밀 조사를 통해 잠두광체를 확보하고 경제성을 높이는 추가 연구가 필요할 것이다.
주요어: 바얀온줄 텅스텐 몰리브덴 광화대, 자력 탐사, 3차원 영상화
Abstract: KIGA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and MRAM (Mineral Resources Authority of
Mongolia) performed joint survey on Bayan-Onjuul W-Mo mineralized area. Following the survey, we carried out
magnetic survey. W-Mo occurrences are located with keeping a certain distance from the northern boundary of granite
which has higher magnetic susceptibility values. Also, the 3D imaging results of magnetic inversion show that granite
bodies are extended to the W-Mo occurrence areas from the deep main body with decreasing of susceptibility. The results
of magnetic data analysis are well matched with the general characteristics of ore solution involved with W mineralization.
The further study about the hidden ore deposits which have similar spatial relationship between granite and known WMo occurrences are necessary to improve the economic feasibility.
Keywords: Bayan-Onjuul W-Mo Ore deposit, magnetic survey, 3D imaging

서

론

조를 고려할 때 희유금속의 안정적 수급방안 확보는 시급한
문제이다.

고도의 산업화 사회로 진입함에 따라 사회의 지속적인 발전
을 위해서는 자원의 안정적 공급이 필수적이다. 특히 국내 자

이러한 사회적 요구에 따라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은 몽골광물
자원청과 2010년 5월에 “몽골 광물자원분야의 기술협력”에 대

원이 부족한 우리나라의 현실을 고려할 때, 해외자원개발의 활

한 양해각서를 체결하였다, 이의 일환으로서 2011년에 우기누
르 철-망간 광화대에 대한 지표지질조사, 2012년에 우기누르

성화는 중요한 과제 이다. 특히 희유금속의 경우 매장과 생산
이 특정 국가에 편재되어 있는 경우가 많아 국제 자원시장 변

철-망간 광화대 정밀지표지질조사 및 자력탐사와 몽골 항가이

화에 취약하다. 국제 자원시장 변화에 민감한 우리나라 경제구

남동부 지역의 3차원 지질도 작성 및 다신칠렌 Nb-Ta (나이오
븀-탄탈륨) 산출지, 산트 Cu (구리) 산출지에 대한 지질조사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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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행하였다.
또한, 2013년 4월 연구동의서 체결에 따라 몽골 항가이 남
동부 지역의 3차원 지질도 작성 및 W-Mo (텅스텐-몰리브덴)
산출지에 대한 지질조사/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몽골 항가이
남동부 지역의 W-Mo 산출지는 광업권이 설정되지 않은 지역
으로 몽골 광물자원청과의 공동 조사를 통해 유망광구를 확보
하고자 함이다. 이에 양 기관은 몽골 항가이 남동부 지역 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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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보르항가이(Ovorkhangai) 일대 둘란하이한(Dulaankhaikhan)
W-Mo 산출지에 대해 1차 공동조사(2013년 6월 10일 ~ 26일)

Fig. 1에 표기한 바와 같이 해당 연구지역은 수도인 울란바타
르에서 남서쪽으로 약 150 km 떨어져 있어 다른 몽골 연구 지

를 수행하였고. 투브(Tuv) 일대 바얀온줄(Bayan-Onjuul) WMo 산출지에 대해 2차 공동조사(2013년 8월 19일 ~ 9월 6일)

역에 비하여 현장 접근성이 좋은 편이다. 바얀온줄 W-Mo 산
출지는 항가이 희유금속 광화대에서 우중앙부에 위치하고 있

를 수행하였다(KIGAM, 2013).

다. Fig. 2의 연구지역 지질도에서 보이는 것처럼 바얀온줄 W-

이번 연구에서는 텅스텐 광화대가 분포하고 있는 바얀온줄
지역에서 물리탐사를 통해 W-Mo 광화대의 분포 특성을 해석

Mo 산출지는 조사지역에 넓게 분포하는 쥬라기 이크하이한
화강암 복합체의 함 텅스텐 석영맥에서 W이 주로 산출되며,

하고자 한다. 물리탐사는 지하 구조들이 갖는 여러 가지 물성
차이에 의해 발생하는 반응의 차이를 해석하여 지하의 지질

W, Mo 이외에 Sn, Nb, La, Th, Fe, Mn, Bi 등이 함께 산출되
는 것으로 확인되었다(Dejidmaa et al., 2001; KIGAM, 2013).

구조를 해석하는 다양한 방법을 제공한다. 특히 자원탐사에서

연구지역의 자세한 광물 분포는 Fig. 3의 광물분포도로 나타내

의 물리탐사는 철광과 같이 주변암과 큰 물성 대비 값을 갖는
암체가 일정 규모 이상으로 배태되는 경우 광물에 의한 이상

었으며, 바얀온줄 W-Mo 산출지에 대해 구조적 특성을 해석하
기 위해 수행된 육상 자력탐사 측선은 Fig. 3에 검은색 실선으

반응을 직접 탐지 해석하는 경우도 있으나, 일반적으로는 광상
이 배태될 수 있는 구조 해석에 주로 이용되고 있다. 즉, 지표

로 표시하였다.

에 노출된 노두의 지하 연장성이나 지하의 지질구조를 해석하

물리탐사 자료의 획득

여 광상이 배태될 수 있는 구조를 탐지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Min et al., 1987).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이번 연구의 대상 광체인 W-Mo

이 연구의 대상 광화대는 화강암 복합체의 함 텅스텐 석영
맥에서 배태되고 있어 광화대 주변의 관계 화성암의 분포 특

광화대 조사를 수행하기 위하여 물리탐사를 수행하였다. 이번
연구의 주 목적은 지표 노두에서 확인되는 광체의 분포 특성

성을 해석하는데 주 목적이 있다. 이를 위하여 화성암 구조 해

을 고려하여 관계 화성암의 구조를 해석하고, 관계 화성암과

석에 효과적인 육상 자력탐사를 수행하고, 획득된 자료를 이용
하여 이 지역에 나타나고 있는 W-Mo 광화대의 분포 특성을

노두 광체의 공간적 분포 특성을 이용하여, 잠두 광체를 예측
할 수 있는 기초 자료를 제공하는데 있다. 또한, 추가적으로 노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추후 수행될 광물자원 조사의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두에서 확인되는 광체의 지하 연장성을 예측할 수 있는 지질
구조적 기초 자료를 제공하고자 한다.

연구지역의 개요

인 육상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몽골 항가이 희유금속 광화
대 내 W-Mo 산출지에서 수행된 육상 자력탐사 현장 사진을

이번 연구의 대상 지역인 바얀온줄 W-Mo 산출지는 위도
N46°40′ ~ N47°00′, 경도 E105°40′ ~ E106°30′에 해당된다.

Fig. 4에 제시 하였다. 육상 자력탐사에 이용된 탐사장비는
Scintrex EnviPro magnetometer 2대였으며, 자력 현장 기준점

이를 위하여 저렴한 비용으로 화성암체 구조 해석에 효과적

Fig. 1. Location map of Bayan-Onjuul and Dulaankhaikhan W-Mo deposits (KIGAM,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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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2. Geologic map of Bayan-Onjuul survey area. Also, location of geological survey points by KIGAM geological team, are indicated by
blue ellipses and magnetic survey area indicated by red dashed rectangle (KIGAM, 2013).

Fig. 3. Mineral distribution map of Bayan-Onjuul area and magnetic survey area (blue dashed square). The red circles indicate the W-Mo
ore occurrences.

을 운영하기 위해 Scintrex Envi magnetometer 1대를 추가로
운용하였다. 또한, 탐사 위치 정보 획득을 위해서는 자력탐사

장비에 내장되어 있는 GPS 시스템을 이용하였다.
탐사 측선은 총 150 line-km이며, 측정된 총 측점은 15,4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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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erforming magnetic survey. Base station(a) and measuring magnetic anomalies ((b), (c)).

Fig. 5. Terrain map of magnetic survey area and the measured values of magnetic survey.

개이다. 탐사 지역의 고도 변화는 약 300 m로 경사가 급한 지

자료 해석 과정에서 가장 중요한 과제 중의 하나는 전체 연구

역이었으며, 탐사 영역의 지형과 측점 위치 및 측정 값은
Fig. 5에 도시하였다. 탐사 측선은 남북방향으로 7 측선과 동서

지역의 공간 분포 특성을 올바르게 해석하는 것이다. 이러한
공간 분포 특성 값들은 자료에 내재되어 있는 공간적 상호관

방향 5 측선으로 구성되었다. 남북방향의 탐사측선 길이는 약
13 km 이며, 동서방향의 탐사 측선은 약 12 km이다. 남북방

계와 연속성의 척도를 제공하게 된다. 이러한 공간 분포를 나
타내는 척도 중 대표적인 것이 베리오그램이다(Goovaerts,

향의 탐사 측선 간격은 약 2 km 간격으로 수행되었으며, 동서
방향의 측선은 관심구조를 중심으로 관심구조내부에서 약 2

1997). 이번 연구에서는 측선 상에서 획득된 자력 이상 자료의
분포 특성을 베리오그램을 이용하여 분석한 후 탐사에서 측정

km 간격으로 3 측선과 그 외부에서 각각 1측선씩으로 구성되

된 값 이외의 극대값이 자료 추정 과정에서 발생하지 않도록

었다.

하기 위하여 Simple Kriging 기법을 이용하였다. 이러한 자료
의 변환은 연속장의 특성을 갖는 자력 자료의 특성을 고려할

자료 처리
탐사 영역의 효과적인 자력이상 분포 해석을 위하여 탐사

때, 자료의 왜곡은 최소화 하며 연속적인 자력 이상변화 값을
추정할 수 있어 자료 해석에 효과적으로 이용될 수 있다
(Almeida and Journel, 1994).

지역을 격자 형태로 나누어 육상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획
득된 육상 자력 자료는 총자기 이상값 이다. 획득된 자력 탐사

격자 자료로 변환된 총자력 이상값의 분포를 Fig. 6에 나타
내었으며, 그 값의 범위는 57,559 ~ 59,585 nT이며, 평균값은

자료는 자력 현장 기준점에서 관측된 자료를 이용하여 일보정
을 수행하였다. 총자력 이상값의 분포는 57,361 ~ 60,406 nT

58,241 nT이다. Fig. 5와 같이 측선 상에서 측정된 자료와
Fig. 6과 같이 격자 형태의 위치에서 공간 분포 특성을 이용

의 범위를 갖으며, 평균값은 58,201 nT이다.

하여 추정된 2차원 자력 이상 자료를 비교해 보면, 전반적인

획득된 자력 자료는 측선 간격이 약 2 km로 측정된 자력이
상 자료만을 가지고는 효과적인 3차원 역산 해석을 수행하는

분포 특성을 보여주는 표준편차 값은 156으로 동일하나
Simple Kiging을 통해 해석된 자료가 측정 자료 값에 비하여

데 많은 어려움 있다. 이를 극복하기 위하여 보다 조밀한 2차
원 격자 형태의 자료로 변환을 수행하였다. 타당성 높은 공간

주변의 경향성을 벗어나는 특이 값이 제거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박계순·이범한·김인준·허철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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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Interpolated total magnetic anomaly on the 2D grid points using Simple Kriging method.

자료 해석

점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연구지역의 광화대 분포 특성을
보다 효과적으로 해석하기 위하여 자력 탐사 자료를 기반으로

Fig. 3의 광물분포도에 나타난 지표 지질 분포를 보면, 관계

3차원 역산을 수행하였다. 이를 위하여 2차원 격자 형태의 자

화성암으로 추정되는 화강암체가 EW-4와 EW-5 중간 지점부
터 EW-2 측선 부근까지 연장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나 있다.

료로 변환된 자료를 이용하였다. 3차원 역산 해석은 3차원 지
질모델링 소프트웨어인 Paradigm 사의 GoCAD의 Potential

그러나 Fig. 6의 총자력 이상 분포도를 보면, EW-4와 EW-5
측선 사이에서 주변보다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갖는 화강암체

Field 모듈인 Vpmg 방법을 이용하였다(Fullagar et al., 2004).
Vpmg 모듈의 경우 역산 영역 외부의 모델을 자동으로 구성하

의 중심부가 위치하는 것으로 해석된다. 따라서 지표 지질도

여 경계치 효과를 보정해 주며 역산에 사용된 복각과 편각은

상의 화강암체 중 남측부의 화강암체가 뿌리를 이루어 하부로
연장되어 있을 것으로 해석되며, EW-4 측선 북쪽의 화강암체

67.062o 및 −4.04o (‘−’는 서편각을 의미) 이다. 해석된 3차원
자기감수율 모델은 Fig. 7에 나타내었다. 화강암을 지시하는

의 경우 하부로의 연장성은 좋지 않을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Fig. 3의 광물분포도에 붉은색 동심원으로 표기된 W-Mo 산출

것으로 판단되는 높은 자기감수율 구조의 분포를 보면, 2차원
해석에서 나타난 것과 같이 지질도에 비하여 남측부에 분포하

지의 경우 지질도 상에는 화강암체의 북측 경계에 나타나는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W-Mo 산출지를 중심으로 3차원 역

것으로 해석되나, 실제적으로는 높은 자기감수율 값을 갖는 화
강암에서 북쪽 외측부 경계를 따라 일정 거리를 두고 나타나

산 결과를 살펴보면, W-Mo 산출지 영역에서 주변보다 높은
자기감수율체가 지표 부근에서 소규모로 분포하는 것으로 해

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위와 같이 총자력 이상 분포도를 통해 해석된 결과들은 2차

석되고 있다.
이를 보다 자세히 살펴보기 위하여 Fig. 8과 같이 다양한 기

원적인 해석으로 3차원인 실제 구조를 이해하는데 많은 제한

준값을 이용하여 높은 자기감수율 구조를 3차원 영상화 하였

Fig. 7. 3D magnetic susceptibility model analyzed by 3D magnetic invers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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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High magnetic susceptibility regions analyzed by 3D magnetic inversion with various threshold values under the mineral distribution
map. Red diamonds indicate ore occurrence. ((a) > 0.0075 SI, (b) > 0.005 SI, (c) > 0.004 SI, (d) > 0.003 SI, (e) > 0.002 SI, (f) > 0.001 SI).

다. Fig. 8에서 살펴보면, 0.0075 SI 이상의 높은 자기감수율

당한 해석으로 판단된다. 또한, 광물분포도에서 살펴보면, W-

구조는 화강암체의 중심부 뿌리로 판단되며, 그 기준값을
0.005, 0.004, 0.003, 0.002, 0.001 SI로 낮출수록 높은 자기감

Mo 산출지가 화강암의 남쪽 경계 부근에는 나타나지 않고 북
쪽 경계 부근에서만 나타나고 있는데 이는 3차원 역산 결과에

수율 구조 영역이 화강암체의 중심부에서 노두에서 드러난
W-Mo 산출지 쪽으로 연장되고 있음을 확인할 수 있다. 이는

서 화강암체 뿌리 위치에서 분화된 광화 유체가 남쪽 방향으
로는 확장되지 않고 북쪽으로 확장되는 패턴을 갖는 것과 부

마그마 분화의 후반기에 정출되는 산출 특성과 모암의 변질이

합하는 결과로 해석된다.

진행됨에 따라 배태되는 W 광화작용의 특성상(Jo and Choi,
2013; Yang and Kim, 1999) 모암이나 초기에 생성된 화강암
에 비하여 W-Mo 산출지 부근의 자기감수율 값이 낮아질 것
으로 판단되며, 이러한 기준으로 볼 때 3차원 역산 결과는 타

결

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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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속 광화대 내 바얀온줄 지역의 W-Mo 광화대 특성을 규명
하기 위하여 산출지에 대한 육상 자력 탐사를 수행하였다. 자

References

력탐사 결과, 총자력이상 분포를 보면 광물분포도 상의 지표지
질 정보에 표기된 W-Mo 산출지들은 연구지역 남쪽에 위치하

Almeida, A. S., and Journel, A. G., 1994, Joint simulation of
multiple variables with a Markov-type coregionalization
model. Mathematical Geology, 26(5), 565-588.
Dejidmaa, G., Bujinlkham, B., Eviihuu, A. Enkhtuya, B.,
Ganbaatar, T., Moenkh-Erdene, N., and Oyuntuya, N., 2001,
Distribution Map of Deposits, and Occurrences in Mongolia
(at the Scale 1:1,000,000). Mineral Resources Authority of
Mongolia, Ulaanbaatar, Mongolia, 280p.
Fullagar, P. K., Pears, G. A., Hutton, D., and Thompson, A.,
2004, 3D gravity and aeromagnetic inversion, Pillara region,
W.A. Exploration Geophysics, 35, 142-146.
Goovarets, P., 1997, Geostatistics for Natural Resources Evaluation. Oxford University Press, New York, USA, 483p.
Jo, J. H., and Choi, S. H., 2013, Evolution of Hydrothermal
Fluids at Daehwa Mo-W Deposit. Econ. Environ. Geol.,
46(1), 11-19. (in Korean)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KIGAM),
2013, Resource estimation and Exploration of Overseas
Mineral Resources. Ministry of Science, ICT and Future
Planning, GP2013-007-2013(I). (in Korean)
Min, K. D., Suh, J. H., and Kwon, B. D., 1987, Applied
Geophysics. Woo-Sung press. Seoul, Korea, pp. 142-145. (in
Korean)
Yang, K., and Kim, J., 1999, Hydrothermal alterations and
Hydrothermal Fluids of the Ilkwang Cu-W Breccia-pipe
Deposit, southeastern Kyongsang Basin. Jour. Korean Earth
Science Society, 20(2), 179-188. (in Korean)

는 고 자기감수율체인 화강암의 북쪽 외측부 경계를 따라 일
정 거리를 두고 나타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또한 3차원
자력 역산을 통해 해석된 자기감수율 모델을 살펴보면 W-Mo
산출지 영역에서 주변보다 높은 자기감수율체가 지표 부근에
서 소규모로 분포하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으며, 화강암체의 중
심부에서 노두에 드러난 W-Mo 산출지 쪽으로 자기감수율 값
이 서서히 감소하며 연장되고 있는 것으로 해석된다. 이는 W
광화작용에 관여하는 광화용액의 특성으로 해석되며, 이 화강
암체는 연구지역 W-Mo 광화대의 관계 화성암으로 판단된다.
노두에서 발견되고 있는 광체 산출지와 화강암체와의 관점에
서 이와 유사한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 지역에 대한 추가 지질
조사를 통해 잠두광체 확보 연구가 필요할 것으로 판단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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