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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is study constructed a 3D geological model for Uggi Nuur Fe-Mn mineralization zone in Mongolia, and the

3D geological distribution is cross-analyzed with magnetic anomaly distribution to figure out relationship between

ore zone and subsurface geology. As a result of 4 step 3D modeling procedures including geological cross section,

surface modeling, foliation modeling and solid modeling, the geology of the both study area is bordered by faults in

NW direction with Munguntessj formation being located in the west side of the fault while Yashill formation is

located on the other side of the fault. Moreover, the strike direction of foliation in the both formation shows same

directional pattern with the NW faults. The magnetic anomaly distribution reveals that higher anomaly values are

concentrated to near the ground surface. The analyses of 3 dimensional distribution between subsurface geology and

magnetic anomaly indicates that higher anomaly is mainly distributed over the Munguntessj formation as a elon-

gated lens bodies whereas the magnetic anomaly is evenly found in the both of Munguntessj formation and Yashill

formation in the study area 2. It infers that volcanic activities associated mineralization occurred during silurian

period, and the mineralized zone is thought to be realigned along the geological structures caused by later stage tec-

tonic activiti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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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는 몽골 아르항가이 주 남동부 지역에 위치하는 우기누르 철-망간 광화대에 대해 3차원 지질모델을 구축하

고 자력탐사와 비교 분석하여 지질 내 광체의 분포 특성을 유추하였다. 단면도 구축, Surface 모델링, 엽리 모델링 및

솔리드 모델링의 4단계로 3차원 지질모델을 구축한 결과, 연구지역 1과 2는 북서방향의 단층을 경계로 서부에는 문

군체층이 동부에는 야실층이 분포하며 지질암체 내 표현된 엽리의 주된 주향 방향은 북서방향을 보이며 이러한 경향

성은 지질경계를 이루는 북서방향 단층과의 유사하다. 연구지역의 자력탐사 자료를 이상치 분포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화율의 임계값이 낮을수록 이상치 분포대가 수직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되나 임계값이 높아짐에 따

라 이상대의 분포가 점차 지표 및 이와 인접한 천부에 집중된다.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와 지질분포를 3차원 상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지역 1에서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가 주로 북서방향 단층의 서부에 분포하는 문군체층에 신장

된 형태의 렌즈상으로 분포하나, 연구지역 2의 경우 문군체층과 야실층에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3차원 지질모델과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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력탐사 분포 특성을 비교분석 결과를 살펴보았을 때 본 연구지역에서는 실루리아기에 광화작용과 연관된 화산활동이

있었으며, 이 후 발생한 구조운동에 의해 광화대가 구조선을 따라 재배열 된 것으로 생각된다. 

주요어 : 3차원 지질모델링, 우기누르 철-망간 광화대, 자력탐사 이상대, 지질분포

1. 서 론

산업의 첨단화에 따라 자원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고

있으며 자원의 안정적인 확보 및 공급에 의해 국가산

업경쟁력이 좌우되고 있다. 특히 국내의 경우 철, 아연,

우라늄 등 6대 전략광물에 대한 수입 의존도가 매우

높으며, 철광의 수입 비중은 꾸준히 상승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Bae et al., 2014). 이러한 국내 자원수급

의 현황을 고려했을 때 세계 10대 광물자원 부국인 몽

골과의 자원개발 협력이 안전한 자원 수급망을 형성하

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인다. 몽골은 석탄, 구리,

몰리브덴, 금, 형석 등의 약 80여 종의 다양한 광물

자원을 보유하고 있으며(Lee, 2011), 철의 경우, 퇴적

형, 화산기원 등 다양한 성인의 철광상 11개와 251개

의 산출지를 보유하고 있다(Dejidmaa et al., 2001).

그러나 지질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은 미개발 지역이

많아 앞으로의 잠재적 가치는 증대될 것으로 보인다

(Lee, 2011). 국내 연구진의 몽골지역 광상에 대한 연

구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의 주도로 수행된 바 있으며,

이들에 대한 특성은 매우 제한적으로 보고된 바 있다.

특히 상대적으로 공동 연구가 많이 진행된 몽골 아르

항가이 지역 내 철-망간 광화대의 경우, 부존 잠재성

평가 및 광물학적, 광상학적 연구가 수행된 바 있으며

(Lee et al., 2012), 자력탐사 결과를 바탕으로 자력

이상치에 대한 3차원 영상화를 통해 광체의 배태 형태

를 도시한 바 있다(Park et al., 2014). 그러나 본 지

역에 분포하는 잠재적 광체의 형태와 지질분포에 따른

상호관계는 상대적으로 미약하게 정의 되어 있다. 따

라서 본 연구는 몽골 아르항가이 주 남동부 지역에 위

치하는 우기누르 철-망간 광화대에 대한 3차원 지질모

델을 구축하고 자력탐사와 비교 분석하여 3차원 공간

에 지질분포를 구현하고 자력탐사와의 상호연관성을 고

찰하였다.

2. 연구지역

본 연구의 주 대상지역은 기존의 자력탐사 연구가

실시 된 바 있는 지역으로, 몽골의 수도인 울란바타르

에서 서쪽으로 약 350 km 떨어진 아르항가이 주 남동

부 지역에 위치하고 있으며, 지형적으로 좌측으로는 오

르홍 협곡(Orkhon Valley)이 발달하고 우측으로 산맥

이 발달한 형태를 보인다. 본 연구의 3차원 지질모델

링은 기존의 연구자료가 상대적으로 풍부한 두 지역을

대상으로 연구지역 1이 47o35'52.50''~47o37'33.96''

N, 102o46'12.05''~102o48'29.55'' E에, 연구지역 2

가 47o29'21.03''~47o32'36.47'' N, 102o51'23.59''~

102o56'22.99'' E에 각각 분포한다 (Fig. 1).

본 연구지역은 하르호린 누대(Kharkhorin belt)에

해당하며 실루리아기 변성퇴적암층과 데본기, 석탄기

및 고제3기 퇴적암층 및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주 지질구조는 총 6개의 단층이

북동방향과 북서방향으로 발달한다(Fig. 2). 연구지역 1

의 경우 실루리아기 문군체층(Silurian Munhuntseej

formation)과 야실층(Silurian Yashiil formation)으로

구성되며 북동 및 북서방향의 단층이 교차하고 있다.

이 두 암체는 우기누르(Ugii-Nuur)의 중남부지역에 드

넓게 분포한다. 문군체층은 사암, 변성사암, 셰일, 규암,

녹니석, 석류석, 녹니석-녹염석, 녹니석-견운모, 석영-견

운모 편암과 변성응회암으로 구성되며 자철석, 적철석,

황철석과 같은 광석광물이 산출된다. 야실층은 회녹색,

녹색의 석영-견운모 셰일과 황회색의 사암, 역암, 변성

실트암, 변성응회암 및 변성사암 등으로 구성된다

Fig. 1. Location map of the study are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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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viikhuu and Oyuntuya, 2006). 연구지역 1 내 문

군체층의 면적은 6.12 km2이고 야실층의 면적은

2.96 km2으로 총 9.08 km2의 면적을 가진다. 연구지역

2는 실루리아기 문군체층과 야실층, 아타르층(Atar

formation), 제4기 충적층으로 구성된다. 연구지역 2에

서도 문군체층과 야실층이 북서방향의 단층에 의해 지

질이 구분되며 북동방향의 단층과 교차하여 암체의 변

위를 나타내고 있다. 아타르층은 역암과 붉은 갈색빛

의 점토로 이루어진 고제3기층이며, 충적층은 자갈,

점토, 역암, 모래 등으로 구성된다(Eviikhuu and

Oyuntuya, 2006). 연구지역 2에 분포하는 문군체층의

면적은 15 km2이고, 야실층은 13 km2, 아타르층과 충

적층은 각각 3 km2와 6 km2를 차지하며 총 면적은

37 km2이다(Fig. 2). 

3. 연구방법

본 연구는 연구지역의 지질을 3차원으로 나타내기

위해 몽골 광물자원청 및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제

공한 지질도 및 현장조사 지도를 수치 데이터베이스화

하였으며, 이 자료를 수치지형도와 융합하여 3차원 지

질모델을 구축하였다(Table 1). 또한 구축된 3차원 지

질모델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수행한 3차원 자력

탐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잠재적 광체와 지질의 3차

원적 상호분포관계를 정의 하였다(Fig. 3). 

3.1. 연구자료

본 연구에서는 몽골광물자원청이 제공한 축척

1:200,000 지질도를 사용하였으며, 도엽번호 L48I에 해

당하며, 기존의 지질도를 스캔하여 수치화한 자료이다.

본 자료를 바탕으로 지리정보시스템에 사용이 가능한

Fig. 2. Geologic map of the study area(modified from Eviikhuu and Oyuntuya, 2006).

Table 1. Details of data used in this study.

DATA Description

Geologic map Scale 1:200,000

Field map Scale 1:50,000

SRTM DEM
Data ID SRTM3N47E103V1

Resolution 90 m

Fig. 3. Research flow of 3D geological modeling approaches

in this stud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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벡터화된 수치지질도와 래스터화된 수치지질도를 작성

하였으며, 작성된 수치지질도에 대하여 기하보정 및 좌

표 보정을 실시하였다. 또한 현장조사 지도의 경우 한

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지표지질조사로부터 획득한 축

적 1:50,000의 자료로 등고선과 엽리 정보를 도면화한

자료를 스캔하여 수치화한 자료로 앞서 기술한 수치

지질도와 마찬가지로 기하보정과 좌표보정을 실시하였

다(Fig. 4). 연구지역의 지표 지질분포 및 지형분포 특

성을 파악하기 위해 SRTM DEM(The Shuttle

Radar Topography Mission Digital Elevation Model)

을 사용하였다. SRTM DEM 자료는 NGA(National

Geospatial-Intelligence Agency), NASA, ASI(The

Italian Space Agency), DLR(The German Aerospace

Center)의 합동 프로젝트로 2000년 2월 11일간의 미

션에서 수집된 자료로 몽골 지역의 경우 90 m의 공간

해상도를 가지며 UTM좌표계로 표기된다. 본 연구에

서는 자료번호 SRTM3N47E103V1의 수치지형도를 활

용하였다. 본 연구에 사용된 자력 해석 결과는 3차원

자력역산이 수행된 형태로 제공받았다(Park, 2014).

3.2. 3차원 지질 모델링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지질을 3차원으로 도시하기 위

하여 Paradigm 사에서 의해 기술개발된 SKUA-

GOCAD2013.2를 활용하였다. SKUA-GOCAD2013.2는

2차원/3차원 가시화 모듈과 시추 및 지반조사 자료 구

현, Horizon, Fault 모델 생성, 지층과 단층간의 접촉

관계가 정의된 3차원 구조모델, 시추 및 물리탐사 정

보를 활용한 지구물리학적 분석, 물리검층 자료에 대

한 지층 및 단층 구역 보정 등을 3차원적으로 도시하

는 데 높은 활용도를 가진 프로그램으로, 국내에서도

광상의 3차원 모델링 및 매장량 평가, 운반 시스템구

축 등에 활용된 바 있다(Kwak and Choi, 2013;

Son, 2012). 본 연구에서는 단면도 구축, Surface 모델

링, 엽리 모델링 및 솔리드 모델링의 4단계로 3차원

지질 모델을 구축하였다. 

3.2.1. 단면도 구축

연구지역의 지질도로부터 암체의 종류와 구조 및 연

대 등을 고려하여 지하심부의 지질분포 및 구조에 대

한 단면도를 작성하였다. 단면도 작업은 ArcGIS10.1과

AutoCAD2013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실시하였다. 연구

지역은 북동방향과 북서방향의 단층이 교차하여 발달

하며 단층이 지질을 구분해주는 지질경계면이기도 하

다(Fig. 2). 변성퇴적암체의 경우 지질경계에 대한 정보

가 미비하여 암체가 단층에 의해 수직적으로 구분된다

고 가정하였으며 단층은 충적층 하부로 연장한다고 판

Fig. 4. Field survey map including foliation data of study area 1(left) and 2(right)(modified from Korea Institute of

Geoscience and Mineral Resources,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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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하였다. 이를 도시화하기 위하여, 변성퇴적암체와 단

층에 대해 연구지역 1의 경우 북동방향으로 3개(No.1-

3)와 북서방향으로 3개(No.4-6)의 단면도를 작성하였으

며, 연구지역 2는 북동방향으로 7개(No.01-07), 북서

방향으로 3개(No.08-10)의 단면도를 작성하였다(Fig. 5).

연구지역 2에 분포하는 아타르층과 제4기층은 지질구

조가 복잡하여 기존의 단면도 작성법을 유지한다면 형

태를 표현하기 위한 단면도의 간격 좁아지고 그 수가

증가하여 작업의 효율성이 감소한다. 따라서 본 연구

에서는 충적층의 지질 형태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얕은

깊이로 분포하는 양상을 표현해주기 위해 지표로부터

깊이에 따른 평면도를 기반으로 도시하였다.

3.2.2. Surface 모델링

Surface모델링은 지표면 모델링과 지질경계면 및 단

층면 모델링으로 나뉜다. 지표면 모델링의 경우 SRTM

자료를 이용하여 지표면의 고도분포를 표현하였다

(Fig. 6a). ArcGIS10.1 프로그램을 활용하여 연구지역에

SRTM 자료를 불러낸 뒤 각각의 픽셀이 점의 형태로

고도값과 좌푯값을 지니도록 파일의 형태를 변환한 후

SKUA-GOCAD의 Structure&Stratigraphy workflow

를 사용하여 3차원 공간 상에 면으로 구현하였다

(Fig. 6b, c). Structure&Stratigraphy workflow는 지질

층서나 구조를 구현하는 데 있어 유용한 모듈로서 각

지질층서의 상호관계와 접촉부, 단층 등을 표현하는데

유용하다(Paradigm, 2013). 지질경계면 및 단층면 모델

링의 경우, 앞서 구축한 단면도를 3차원 공간상에 선

의 형태로 구현한(Fig. 6d) 뒤 단층의 시작점과 종점,

연장방향을 지시하는 선들을 연결하여 면을 구축하였

다(Fig. 6e, f).

3.2.3. 엽리 모델링

연구지역의 지질이 주로 변성퇴적암류로 구성되어

있으므로, 변성암류에 나타나는 엽리의 지하 분포를 파

악하기 위해 현장지질조사로 획득한 엽리의 주향과 경

사정보가 기재된 현장조사 지도를 바탕으로 이들 구조

의 방향성 및 연장성을 파악하였고, 측점의 지형고도

를 고려하기 위해 SRTM 자료로부터 측점의 고도를

획득하여 해당 고도에 시작점을 두고 단면도를 구축하

였다. SKUA-GOCAD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선을 면으

로 변환하여 엽리의 진행을 나타내었다(Fig. 7).

3.2.4. 솔리드 모델링

지표면 상에 나타나는 연구지역의 규모와 자력탐사

가 시행된 지하 심부의 깊이를 고려하여 연구지역 1의

경우 높이 1500 m로 연구지역 2은 높이 1000 m로 직

육면체의 볼륨(Volume of Interest, VOI)을 생성한 뒤,

앞서 구축한 지표면을 이용하여 해당 VOI를 지표면

상부와 하부로 구분하였다(Fig. 8a, b). 지표면 상부의

경우, 본 연구에서는 필요 없는 영역이기 때문에 제거

한 뒤 하부를 이용하여 심부 지질분포를 표현하였다.

VOI를 지질경계면을 이용하여, 각 지질을 구분하기 위

해 SKUA-GOCAD 프로그램의 Mutual Cut Among

Surfaces 기능을 사용하였다. 이 기능은 다수의 면이

Fig. 5. Plane view of geologic cross section lines for the 3D geological model development for the study area 1 (a), and 2 (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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맞물리는 부분을 상호절단하는 기능을 갖는다. 연구지

역 1은 지질이 단순하므로 하부암체를 하나의 지질경

계면을 이용하여 분리함으로써 암체를 문군체층과 야

실층으로 구분한 뒤 단층면을 표시하였고(Fig. 8c), 연

구지역 2의 경우 제4기 충적층의 분포를 고려하여 문

군체층과 야실층의 경계를 정의한 후 단층면을 표기하

였다(Fig. 8e, f).

4. 결과 및 토의

4.1. 지질 모델

몽골 우기누르 중남부 지방의 철-망간 광화대의 두

지역을 대상으로, 지질도, 지형도, SRTM 수치지형도

자료를 이용하여 AutoCAD와 ArcGIS에서 단면도 작

업을 실시하였고 SKUA-GOCAD를 통해 Surface 모델

Fig. 7. 3D foliation modeling; (a) lines of cross-sections representing foliation aligned in the 3D space, and (b) surfaces of

foliation.

Fig. 6. Procedures of 3D surface modeling using study area 2 as an example; (a) SRTM DEM, (b) points of surface elevation

projected to metric X, Y, Z coordinates, (c) ground surface converted from elevation points, (d) geologic cross section lines

projected into the 3D space, (e) surface defining geologic boundaries, (f) surfaces of fault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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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8. 3D solid modeling representing each geologic unit; (a) Volume of Interest for study area 1, (b) volume of interest

with ground surface cut and geological boundary cut, (c) 3D geological model of the study area 1, (d) volume of interest for

study area 2 with ground surface and geological boundary cut, (e) 3D geological model of study area 2 with geologic unit

configuration, (f) final 3D geological model of study area 2 including geological structures.

Fig. 9. 3D geological model of the study area 1 at different views; (a) southwest sky view, (b) southeast sky view, (c) east sky

view, and (d) northwest botto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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링, 엽리 모델링, 및 솔리드 모델링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연구지역 1의 지질은 북서방향의 단층을 경계로

서부에는 문군체층이 동부에는 야실층이 분포하고 있

으며, 지형분포는 최저고도 1393 m, 최고고도 1527 m

로 문군체층이 고지대를 이루며, 야실층이 상대적으로

저지대에 위치하고 있음을 확인하였다. 지질모델에 표

현된 엽리면의 형태를 살펴보면 문군체층의 경우 향사

의 형태를 띠고 있으며 엽리의 주향은 북서방향으로

진행하여 본 지역의 지질 경계를 이루는 단층의 방향

과 유사하다. 지표면과 가까운 심도에서는 엽리면의 굴

곡이 심하지만 심부로 갈수록 완만해지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야실층의 경우 지표면에서 완만한 굴곡을 보

이다가 심부로 갈수록 수직에 가까운 형태를 보인다

(Fig. 9).

연구지역 2는 문군체층, 야실층, 아타르층, 제4기 충

적층으로 구성되며 최저고도 1,397 m, 최고고도

1,541 m를 보이며 야실층이 연구지역 1과 다르게 고지

대를 이루며 저지대에 문군체층 및 아타르층이 분포한

다. 북서방향으로 3개의 단층과 북동방향으로 하나의

단층이 수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연구지역의 중심부

를 가르는 북서방향의 단층은 북동방향 단층과의 교차

에 의해 암체의 변위가 관찰된다. 남서쪽에 위치한 상

대적으로 소규모인 단층의 경우 충적층과의 경계부위

에서 단층이 소멸하며, 북부에 위치한 북서방향의 단

층의 경우 충적층 하부를 지나 북쪽으로 연장된다. 문

군체층 내 엽리 구조의 경우 향사형태의 엽리면이 나

타나며 북서방향으로 진행하며, 전체적인 단층의 발달

방향과 유사한 형태를 보인다(Fig. 10). 연구지역 1과

비교했을 때, 엽리면의 굴곡은 연구지역 1에 비해 미

약하며, 엽리축이 진행하는 방향의 변동이 적으나 전

체적인 경향성은 유사하다.

4.2. 자력탐사

본 연구에서는 기존연구의 자력 역산 결과(Park et

al., 2014)를 다양한 임계값에 따라 영상화 하여 분석하

였다. 연구지역 1의 경우 자화율의 수치분포가 0 ~

0.101637 SI를 보인다. 자화율의 임계값이 낮을수록

이상치분포대가 수직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향이 관찰

되나, 임계값을 높여서 최고 이상대를 표현함에 따라

이상대의 분포가 점차 지표 및 이와 인접한 천부에 집

중된다. 이들을 잠재적인 광체와 연관성이 크다고 가

정할 때, 광화대는 천부에 밀집되어 북서방향으로 신

Fig. 10. 3D geological model of the study area 2 at different views; (a) southwest sky view, (b) south sky view, (c) southeast

sky view, and (d) northwest botto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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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된 렌즈형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Fig. 11). 이는 기

존의 연구와 유사한 결과를 보인다. 

연구지역 2의 자화율은 최소 0 SI, 최대 0.185089

SI의 값을 보인다. 상대적으로 낮은 값의 이상치의 경

우 연구지역 1과 유사하게 지하 심부까지 원주의 형태

로 분포하는 반면, 이상치의 임계값을 높일 경우 이상

대가 지표면과 천부에 집중됨을 확인하였다. 0.007 SI

이상의 자화율을 보이는 지역을 살펴보면 이상대의 형

태가 북서방향으로 신장된 모습을 보인다. 특히 서부

에 분포하는 영역대의 경우 북서방향으로 신장된 렌즈

형으로 나타나며 동부에 분포하는 이상대의 경우 렌즈

형의 이상대들이 길게 이어진 모습을 보인다(Fig. 12).

Fig. 11. 3D anomaly distribution of the magnetic susceptibility at various threshold values for the study area 1(modified

from Park, 2014).

Fig. 12. 3D anomaly distribution of the magnetic susceptibility at various threshold values for the study area 2(modified

from Park, 2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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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체적인 연구지역의 이상대 분포는 지표면과 가까운

지역에서 높은 값의 영역대가 나타나며 북서방향으로

신장된 형태를 보이고 있다.

4.3. 지질분포와 자력탐사분포의 상호연관성

앞서 구축된 3차원 지질모델을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에서 수행한 3차원 자력탐사결과와 비교 분석하여 잠

재적 광체와 지질의 3차원적 상호분포관계를 정의하였

다. 연구지역 1의 경우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가 북

서방향으로 신장된 형태의 렌즈상 분포를 보이며 이들

이상대는 대부분 지표와 인접한 천부에 집중되어 있다.

이들 이상대의 경우 대부분 문군체층에 분포하며 일부

가 단층으로 구분된 동부에 분포하는 야실층에 협재되

어 있다. 또한 이상대의 분포를 연구지역을 가로지르

는 북서방향의 단층과 북동방향의 단층으로 구분되는

4개의 지역으로 나누어 볼 때 남서부에 위치한 문군체

층에 대부분이 해당된다. 또한 이들의 신장된 방향과

심부지질의 특성 및 엽리분포 특성을 비교하여 볼 때,

이상대의 분포는 문군체층의 천부에 분포한 향사형태

의 엽리의 축을 이루는 부분에 밀집되어 있고, 이는

이상대가 향사형태의 엽리에 둘러싸인 형태를 보인다

(Fig. 13).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광화대를 이루는 문군

체층의 경우 대륙사면에 발달된 화산성 퇴적물을 포함

하는 편암, 변질 사암, 변질 실트스톤 및 규암으로 구

성되어 있으며, 광체는 주로 규암에 렌즈상으로 협재

되어 산출되는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Lee et al.,

2012). 이는 문군체층 자체가 여러 암석이 정합적으로

층서을 이루고 있으며, 함철규암층이 연구지역 1의 최

상부에 위치한 것으로 짐작할 수 있다. 이와 같이 또

한 이상대분포와 엽리의 방향성 및 단층의 발당양상을

미루어 볼 때, 사암층에 분포되어 있던 광체가 후기에

발달된 변성작용의 영향으로 규화되는 과정에서 구조

선을 따라 재배열 된 것으로 사료된다. 이와 같이 변

성작용의 영향으로 부광대가 습곡축이나 단열대와 같

이 응력을 적게 받는 쪽으로 이동 및 응집되면서 광체

의 형태가 신장과 같은 변형이 발생한 여러 사례가 존

재한다(McQueen, 1987; Zhang et al., 2014). 

연구지역 2의 경우 연구지역 1과 유사하게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가 북서방향으로 신장된 형태의 렌즈상

분포를 보이며 대부분 지표와 인접한 천부에 집중된

Fig. 13. 3D geological model overlaid with magnetic anomaly distribution for the study area 1; (a) south sky view, (b)

southeast sky view, (c) southwest sky view, (d) southeast botto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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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 그러나 연구지역 2의 경우, 이상대의 분포가 단층

면의 서부에 위치한 문군체층과 야실층에 균등하게 분

포되는 특징을 보인다. 또한 이상대의 분포가 연구지

역의 북서방향 및 북동방향의 단층에 의해 구분되는

영역과 관계없이 일정한 연장성과 상호 유사한 이상대

분포를 보인다(Fig. 14). 이상대의 분포특징을 또한 이

들의 신장된 방향과 심부지질의 특성 및 엽리분포 특

성을 비교하여 볼 때, 이상대의 분포는 문군체층과 야

실층의 엽리의 주향방향을 따라 밀집되어 있으며, 이

는 연구지역에 가장 넓게 분포하는 북서방향의 단층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 기존의 연구에 따르면 문군

체층과 야실층은 모두 고생대 실루리아기에 발달된 대

륙사면에 퇴적된 층서로서 광화작용은 화산기원의 퇴

적형 철광화 작용으로 저탁류 분지에 화산성 퇴적물이

퇴적되어 형성된 것으로 보고된 바 있다(Rodionov et

al., 2003). 따라서 본 3차원 지질모델과 자력탐사 분포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루리아기에 광화작용과 연

관된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로 사료된다. 광화작용이

발생한 이후 단층 및 엽리를 형성한 구조운동으로 인

해 주 광화대가 구조선을 따라 재배열 되었을 가능성

이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러한 광화작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는 심부에 대한 시추조

사 및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될 것으로 사료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몽골 아르항가이 주 남동부 지역에 위치

하는 우기누르 철-망간 광화대에 대해 3차원 지질모델

을 구축하고 자력탐사와 비교 분석하여 지질 내 광체

의 분포 특성을 유추하였다. 단면도 구축, Surface 모

델링, 엽리 모델링 및 솔리드 모델링의 4단계로 3차원

지질모델을 구축한 결과, 연구지역 1의 지질은 북서방

향의 단층을 경계로 서부에는 문군체층이 동부에는 야

실층이 분포하며, 연구지역에 분포하는 엽리의 주된 주

향 방향은 북서방향을 보이고, 문군체층에 분포하는 엽

리는 향사의 형태를 보임을 확인하였다. 또한 연구지

역에 발달한 엽리의 주향과 북서방향의 지질경계를 이

루는 단층과의 유사한 방향성이 인지된다. 연구지역 2

는 북서방향으로 3개의 단층과 북동방향으로 하나의

단층이 수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지질경계는 북서방

향의 단층에 의해 제어된다. 전체적인 엽리방향은 연

구지역 1과 유사한 북서방향으로 지질경계를 제어하는

Fig. 14. 3D geological model overlaid with magnetic anomaly distribution for the study area 2; (a) south sky view, (b)

southeast sky view, (c) southwest sky view, (d) nadir bottom view.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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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층과 유사한 방향성을 보인다. 연구지역 1과 비교했

을 때, 엽리면의 굴곡은 연구지역 1에 비해 미약하며,

엽리축이 진행하는 방향의 변동이 적으나 전체적인 경

향성은 유사하다. 연구지역의 자력탐사 자료를 이상치

분포특성에 따라 살펴본 결과, 자화율의 임계값이 낮

을수록 이상치 분포대가 수직적인 분포를 보이는 경향

이 관찰되나 임계값이 높아짐에 따라 이상대의 분포가

점차 지표 및 이와 인접한 천부에 집중된다.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와 지질분포를 3차원상에서 비교분석한

결과, 연구지역 1에서 자력탐사 이상대의 분포가 주로

북서방향 단층의 서부에 분포하는 문군체층에 신장된

형태의 렌즈상으로 분포하나, 연구지역 2의 경우 문군

체층과 야실층에 균등한 분포를 보인다. 본 3차원 지

질모델과 자력탐사 분포 특성으로 미루어 볼 때, 실루

리아기에 광화작용과 연관된 화산활동이 있었던 것으

로 사료되며, 이 후 발생된 구조운동에 의해 광화대가

재배열 되었을 가능성이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그러

나 이러한 광화작용을 보다 명확하게 정의하기 위해서

는 심부에 대한 시추조사 및 보다 정밀한 분석이 요구

되며 이에 따라 본 3차원 지질모델의 고도화 작업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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