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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소개문서 소개
이 문서에서는 세계3위권 규모의 구리-금광상인 몽골 

오유 톨고이 광상지역을 ASTER 영상을 통해 광물학 

및 암석학적으로 분류하고, 광상 주변의 새로운 광물 

매장 가능성에 대한 연구 결과를 소개합니다.  

분석 지역 : Oyu Tolgoi, Mongolia분석 지역 : Oyu Tolgoi, Mongolia
북위 43°15′, 동경106°51′에 위치한 오유 톨고이 광상

(Fig. 1)은 1996년 명반석과 산화구리 광물들이 분포하

는 노두가 발견되면서 세계 최대 광산업체인 호주  

BHP社와 캐나다 아이반호 마인스社에 의해 대규모 탐

사가 이루어졌으며, 현재 개발 중에 있습니다. 오유 톨

고이 광상은 크게 북쪽에 2개의 휴고 더미트 광상(북

부, 남부 광상)과 그 아래에 3개의 오유 톨고이 광상

(중앙, 남부, 서남부 광상)으로 나눌 수 있으며, Fig. 2

는 오유 톨고이 광상지역의 지질도를 나타냅니다.

 

Fig. 1. 오유 톨고이 광상의 위치 및 ASTER 영상

Fig. 2. 오유 톨고이 광상 및 주변지역의 광역 지질

ASTER 영상 및 전처리 과정ASTER 영상 및 전처리 과정
광물의 분류 및 분포 확인을 위해 ASTER Level 1B 영

상과 2B04 영상을 사용했습니다. Level 1B 영상은 센

서의 복사휘도 영상으로 공간해상도는 가시광선 밴드는 

15 m, 단파장적외선 밴드는 30 m입니다. Level 2B04 

영상은 지표에서의 방사도로 표현된 열적외선 밴드 영

상이며, 공간해상도는 90 m입니다. 영상처리는 일부를 

제외하고 대부분 ENVI를 사용하였습니다(Fig. 3). 

먼저 1B 영상은 crosstalk 보정과 기하보정 및 추가적 

방사보정을 거친 후 FLAASH 모듈을 이용한 대기 보정

을 거쳐 구름과 식생, 그림자 등을 마스킹 처리(Fig. 

3(a))하였고, 2B04 영상은 MNF 변환 후 잡음으로 확

인되는 밴드 영상을 제거한 뒤 남은 밴드 영상을 역산

(Fig. 3(b))하였습니다.

Fig. 3. ASTER 영상의 전처리 과정

열수변질대 및 암상 분류를 위한 밴드 비 열수변질대 및 암상 분류를 위한 밴드 비 

논리 연산자 모델논리 연산자 모델
열수변질대는 분포 광물에 따라 아질릭(argillic), 필릭

(phyllic), 프로필리틱(propylitic) 변질대로 구분합니다. 

원격탐사 분야에서는 분광특성을 이용하여 각 변질대의 

구분을 할 수 있는데 이때는 Mars와 Rowan(2006)이 

제안한 변질대 추출 밴드 비 논리연산자 (Band Ratio 

Logical Operator, BRLO) 모델을 이용할 수 있습니다. 

아래 내용에서는 수정 및 새로운 BRLO 모델을 사용하

였는데, 이때 사용된 임계값들은 USGS에서 제공하는 

분광라이브러리 광물 분광스펙트럼을 기초로 설정하였

습니다. 열수변질대 탐지에는 전처리 과정을 거친 1B 

영상을 사용하였으며, 각 변질대 추출을 위한 BRLO 모

델은 다음과 같습니다.

(1) 아질릭 모델(ABRLO) = (Band 4 > 2600) and 
(Band 4/Band 5 > 1.22) and (Band 5/Band 6 ≤ 1.05) 
and (Band 7/Band 6 > 1.03) 
(2) 필릭 모델(PBRLO) = (Band 4 > 2600) and (Band 
4/Band 6 > 1.30) and (Band 5/Band 6 ≥ 1.05) and 
(Band 7/Band 6 > 1.03)
(3) 프로필리틱 모델(PrBRLO) = (Band 4 > 2500) and 
(Band 6/Band 7 > 1.01) and (Band 7/Band 8 ≥ 1.01) 
and (Band 9/Band 8 > 1.02)
위 모델은 ENVI의 band math 기능을 통해 적용할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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있으며, Fig. 4는 처리결과입니다. 빨간색은 아질릭, 하

늘색은 필릭, 파란색은 프로필리틱 변질대 특성을 나타

내는 지역입니다. Fig. 5는 오유 톨고이 광산지역 만을 

절취하여 기존의 지질도와 비교한 모습입니다.

Fig. 4. ASTER 밴드 비 논리 연산자 모델을 통한 오유 톨고이 광

상 및 주변지역의 변질대 분포 작성 결과

Fig. 5. Fig. 4의 오유 톨고이 구리광산 지역 확대 영상과 열수변

질도 비교

2B04 영상은 석영질 암석 및 알칼리 암석의 추출을 위

해 사용되었으며 1B 영상과 마찬가지로 BRLO 모델을 

사용하였습니다. 암석대 추출을 위한 BRLO 모델은 다

음과 같으며, 역시 band math로 처리하여 Fig. 6의 결

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빨간색은 석영질, 초록색은 알

칼리 암석의 특성을 보이는 지역입니다.

(4) 석영질암 모델(QBRLO) = (Band 11/Band 10 > 
1.0) and (Band 11/Band 12 > 1.0) and (Band 13/Band 
12 > 1.05) 
(5) 알칼리암 모델(AlBRLO) = (Band 10/Band 11 > 
1.03) and (Band 13/Band 12 > 1.04)

Fig. 6. ASTER 밴드 비 논리 연산자 모델을 통한 오유 톨고이 광

상 및 주변지역의 암석학적 분포 작성 결과

Matched Filtering 기법을 이용한 광물 분Matched Filtering 기법을 이용한 광물 분

포도 작성포도 작성
Matched Filtering 기법은 부분 순수화를 통해 영상에

서 분석자에 의해 정의된 참조분광클래스(endmember)

의 상대적 양을 평가하는 기법입니다. 이 기법은 이미 

알고 있는 분광클래스의 신호 값을 최대화하고 확인되

지 않는 배경 신호를 최소화하는 방법으로, 찾고자 하

는 특정 광물의 스펙트럼과 영상 내 화소의 일치도를 

평가합니다. Matched filtering 기법은 빠르게 특정물질

의 탐지가 가능하고 분석자가 영상에 존재하는 모든 참

조분광클래스를 알고 있지 않아도 된다는 장점이 있어 

초분광 영상 및 다중분광 영상의 광물 분류 기법으로 

많이 활용됩니다. 아래 그림은 Matched Filtering 기법

을 적용해 오유 톨고이 광산 지역의 광물을 분류한 결

과입니다. 

Fig. 7. Matched Filtering을 이용한 광물 분류 결과

이 결과는 기존에 발표된 지질학적 연구논문 및 지질도

와 비교 시 비교적 정확하게 일치함을 확인할 수 있습

니다. 이러한 원격탐사를 이용한 지표지질 자원조사는 

어디까지나 지표에 분포하는 광물의 종류를 확인하고 

분포 경향을 파악하는 것이지, 지하 깊은 곳에 있는 광

체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 다만, 지표에 존재하는 열

수변질 광물은 지하 광체의 하나의 anomaly가 될 수 

있습니다. 열수변질대가 무조건 광체를 지시하지는 않

지만 대부분의 구리-금과 같은 유용광물 광상은 열수

변질작용을 동반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원격탐사 기술은 몽골이나 중앙아시아 또는 아프리카와 

같이 건조(arid) 또는 반건조(semi-arid) 지역에서 광역

기초탐사 기술로써 활용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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