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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dvanced argillic, argillic, and phyllic zones are the most important alteration patterns to predict the hidden ore

body during exploration of hydrothermal deposits. We examined the quantitative relationship between the spectral

absorption characteristics and the mineral content of the synthetic mixtures such as alunite-kaolinite and illite-

kaolinite using short wavelength infrared (SWIR) spectroscopy. In the alunite-kaolinite mixtures, the spectral

absorption characteristics of the alunite was highly correlated with the Hull quotient reflectance(0.99) and the

kaolinite had the highest correlation with the Gaussian peak(0.92). Illite-kaolinite mixtures are essential for Gaussian

deconvolution because of the overlap of absorption region. Illite and kaolinite mixtures indicate the high correlation

of 0.93 and 0.98, respectively. The error ranges in the alunite-kaolinite(8%) and illite-kaolinite mixtures(5%) derived

from SWIR were smaller than the ones(29% and 26%) obtained from X-ray diffraction(Rietveld) analysis. These

results show that SWIR spectroscopic analysis is more reliable than XRD Rietveld analysis in terms of

quantification of allowed minerals.

Key words : two component system, hydrothermal alteration zone, Gaussian deconvolution, short wavelength infra-

red (SWIR), quantitative analysis

열수 광상의 잠두 광체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인자로 인식되는 고(산성)점토 변질대, 점토 변질대 및 필릭 변질대의

정량성을 확보하기 위해 명반석-고령석 조합과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에 대한 합성 혼합시료를 대상으로 단파장적외선

스펙트럼의 흡광특성과 광물함량의 점이적인 변화추이를 비교하였다. 명반석-고령석 조합에서 명반석은 Hull quotient

반사도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0.99)를 보이며, 고령석은 가우시안 피크가 가장 높은 상관관계(0.92)를 나타내고 있다.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은 흡수영역이 중첩하고 있어 가우시안 분해가 필수적이며, 일라이트와 고령석은 각각 0.93과

0.98의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 단파장적외선 분광분석법에서 유도한 명반석-고령석과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의 오

차범위(8%, 5%)는 리트벨트 X-선 회절정량분석법에서 구한 성분비의 오차범위(29%, 26%)보다 작아 분광분석결과가

상대적으로 정량적 신뢰도가 높다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주요어 : 이성분계, 열수 변질대, 가우시안 분해, 단파장 적외선, 정량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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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서 언 

광물자원탐사는 지질 ·광상 측면에서 광상 유형별 성

인모델에 따라 차별화된 다양한 탐사기법을 적용하고

종합적 해석을 수행함으로써 광체의 부존 가능성이 높

은 지역을 예측하고 있다. 특히, 광화대의 광역/정밀 탐

사에서 지표 부근에 노출된 광체의 소진과 함께 탐사

대상 광체의 부존심도가 심부화됨에 따라 열수변질대

탐사의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기존 변질대에서 변

질광물상의 동정은 X선 회절분석(X-ray diffraction

analysis), 현미경 관찰 등 전처리 과정을 요하는 분석

방법이 주류를 이루었으나, 1990년대 후반에 접어들어

단파장적외선 분석기술 및 분석기기의 발달로 광물 동

정뿐만 아니라 다양한 광상유형의 변질대 탐사연구가

활발하게 수행되었다(Dilles, 2012; Halley et al., 2015;

Harraden et al., 2013; Herrmann et al., 2001;

Keshava, 2003; Kim et al, 2002; Kuosmanen et al.,

2005; Swayze et al., 2014; Yang and Huntington,

1997). 최근 고(산성)점토 변질대, 점토 변질대 및 필릭

변질대는 천열수 광상과 반암형 광상에서 잠두 광체를

예측하는데 중요한 변질대로 인식되고 있으며, 이러한

열수변질대 유형은 주요 지시 광물인 명반석(alunite),

고령석(kaolinite) 및 견운모(sericite)의 존재유무와 상

대적 함량 변화에 따라 구분된다(Halley et al., 2015;

Panteleyev, 1996). 단, 견운모는 단파장적외선 분광분

석에서 일라이트(illite)와 흡수특성과 동일하기 때문에

본 연구에서는 일라이트로 통칭하였다.

반암형 광상에서 열수 변질대는 관계 화성암체의 열

수 중심부로부터 K-변질대→필릭(phyllic) 변질대→외각

부의 프로필리틱(propylitic) 변질대가 대상으로 분포하

며, 심부 K-변질대와 필릭 변질대로부터 상부 고(산성)

점토 변질대 및 최상부 규화대로 수직적인 변화양상을

보이고 있다. 필릭 변질대의 구성광물은 주로 일라이

트와 석영으로 구성되는 반면, 고(산성)점토 변질대에

서는 명반석과 함께 석영 및 고령석이 산출된다

(Mcmillan and Panteleyev, 1980). 저(유)황형 천열수

광상은 맥 접촉부에서 일라이트-석영의 필릭 변질대로

부터 외각부에서 일라이트-고령석-몬모릴로나이트

(montmorillonite)의 점토 변질대로 변화되며, 고(산성)

점토 변질대인 고령석-명반석 은 간혹 맥의 상부 지표부

를 따라 배태되고 있다(Panteleyev, 1996). 한편, 고(유)

황형 천열수 광상은 천부에서 심부까지 점이적인 온도

증가와 함께 pH 변화에 따라 명반석→명반석+고령석

→딕카이트→엽납석+다이아스포어(diaspore)로 변질광

물상의 수직적인 변화양상을 보인다(Corbett and

Leach, 1998; Reyes, 1990).

한편 열수 변질대의 변질광물은 대부분 미립 또는

결정도가 불량하여 현미경에 의한 광물의 동정이 불가

능하기 때문에 현장에서 손쉽게 측정할 수 있는 적외

선 분광분석법이 열수변질탐사에 있어 효과적인 분석

법으로 제시되고 있다(Kerr et al., 2011). 적외선 분

석은 파장영역에 따라 350~1,000 nm의 가시-근적외

선(Visible-near infrared; VNIR)과 1,001~2,500 nm

의 단파장적외선(Short wavelength infrared; SWIR)

으로 구분된다. 특히 SWIR 분광영역은 금속광상의 지

표 변질대에서 흔히 나타나는 함수규산염광물과 황산

염광물 및 탄산염광물에 민감하게 반응하는 파장영역

으로 광상의 생성환경과 연관된 변질대 광물상의 분포

및 변화양상을 현장에서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는 장

점 때문에 다양한 광상 유형의 탐사에 활용성이 증가

되는 추세이다.

그러나 좁은 파장영역의 한계성과 광물 간 흡수피크

의 중첩성 및 유사한 흡수패턴으로 정성분석 및 정량

분석에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어 지속적인 해석기술이

개발되고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명반석-고령석

조합과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을 대상으로 다양한 광물

혼합비를 적용하여 스펙트럼의 흡광특성을 비교하고,

측정된 스펙트럼은 Hull quotient 스펙트럼 또는 가우

시안 분해방법으로 분해된 고유 스펙트럼의 분광특성

과 비교하여 분광분석의 정량성을 검증하였다. 또한,

무극 금은 광상과 장수 페그마타이트 광상 주변에 분

포하는 변질대를 대상으로 분광분석법의 현장 적용 가

능성을 검토하였다. 

2. 연구 방법

본 연구에서는 명반석과 고령석, 그리고 일라이트를

각각 고(산성)점토 변질대, 점토 변질대, 그리고 필릭

변질대를 대표하는 각 지시광물로 선정하여, 명반석-고

령석 조합과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을 80:20(A),

60:40(B), 40:60(C), 20:80(D)의 질량비로 혼합하여 분

광 스펙트럼을 측정하였다. 각각의 혼합시료는 스펙트

럼 내 특정 파장 영역에서 변질광물조합 간 차별성을

확인하고, 대상영역에 대한 Hull quotient 스펙트럼 또

는 가우시안 피크의 흡광특성을 이용하여 광물함량 차

이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 양상을 비교하였다.

혼합 시료에 사용된 표준 시료는 전라남도 해남 성

산 광산의 명반석, 미국 워싱턴 주에서 산출되는 고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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석과 미국 와이오밍주의 일라이트를 사용하였으며, 스

펙트럼의 균질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분말 상태에서 분

석을 수행하였다. 대상 광물 이상식의 밀도는 명반석

이 2.59~2.90(평균 2.74)이고, 고령석은 2.60이며, 일

라이트는 2.60~2.90(평균 2.75)로 서로 유사한 밀도를

보이고 있어(Klein and Dutrow, 2008), 이성분계 실

험에서 질량비를 적용하여 수행하였다. 

석영은 다양한 유형의 열수변질대에서 공통적으로

산출되고 있어, SWIR 분광분석 시 석영이 다량 함유

된 변질대에서 지시광물의 검출한계 및 간섭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석영 95 wt.%와 대상광물인 일라이트, 고

령석, 명반석을 각각 5 wt.%를 혼합한 혼합시료를 측

정함으로써 일라이트, 고령석, 명반석에 대한 흡수피크

의 검출한계를 확인하였다(Fig. 1). 리트벨트 X-선 회

절정량분석 결과를 통해 명반석 시료는 97% 명반석과

3%의 석영이 확인되었고, 고령석 시료는 97% 고령석

과 3% 예추석(anatase)으로 확인되었다. 석영과 예추

석은 SWIR 영역에서 흡수특성을 보이지 않는 양상이

보고되었다(Hauff, 2008; Winkler, 2013). 혼합시료의

분석결과 각 대표시료와 혼합시료의 주요 흡수피크는

모두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되었으며, 분광 스펙트럼 패

턴도 일치하였다. 혼합 시료는 상대적으로 얕은 흡수

강도를 보였으나, 대표시료와 혼합시료의 흡수피크 위

치는 동일한 위치에서 확인되었다(Fig. 1). 이를 통해

석영과 예추석은 SWIR 영역에서 흡수 특성을 보이지

않는다는 것을 확인하였으며, 본 연구의 신뢰도에 크

게 영향을 미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

분광 스펙트럼 측정을 위하여 ASD사(Analytical

Spectral Device Incorporation)의 TerraSpec-4 Hi-Res

Mineral 분광계를 사용하였으며, 해당 기기는 VNIR

및 SWIR 파장영역에서 3~6 nm 분광 해상도를 갖는

다. 또한 한국광물자원공사 PANalytical X’Pert PRO

X선 회절분석기를 이용하여 분말시료의 순도를 확인하

였으며, 가속 전압 및 전류는 30 kV와 20 nA이다.

혼합시료는 Siroquant와 Topas 소프트웨어를 사용한

리트벨트 분석법을 이용해 상대적 광물 함량비를 측정

하였으며, SWIR 분광분석법에서 구한 정량 분석치와

비교하였다. 

SWIR 분광분석은 시료 표면에 주사된 전자기파에

대한 반사 스펙트럼을 측정하는 분석법으로 시료 표면

의 요철 상태에 따라 산란현상에 의한 반사도의 차이

를 보일 수 있다. 동일 시료에서 절단시편과 분말시료

는 분광반사도와 흡수강도의 차이를 보이는데, 이는 분

말시료에서 표면 산란에 의하여 적외선의 투과 깊이가

감소하는 특성에 기인한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특히 고령석과 일라이트는 결정도에 의하여 분

광스펙트럼의 특성이 잘 나타나는데, 결정도가 불량한

시료에서는 Al-OH 흡수 피크가 상대적으로 넓게 나타

나고, 이차적인 Al-OH의 흡수 특성은 불량한 특성을

보인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서로 유사한 밀도를 보이는 대표 시료에

대하여 정밀한 혼합비와 흡수 강도의 균일성, 그리고

결정도의 균일성을 위해 분말상태에서 분광측정을 실

시하였다.

3. 실험 결과

SWIR 분광분석에서 반사 스펙트럼(Fig. 2A)은 분광

측정으로부터 획득된 초기 스펙트럼으로 VNIR-SWIR

영역은 철 이온이나 물 또는 탄산기의 흡수 특성에 의

하여 전체적으로 볼록한 형태의 배경값을 보이고 있다.

특히 VNIR 영역은 SWIR 영역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철을 포함한 광물을 구분하기에 용이하나, 스펙트럼의

굴곡진 형태(배경 값)는 흡수 위치와 흡수 정도를 포함

한 흡수 스펙트럼의 모양에 영향을 끼칠 수 있으며,

이와 같은 배경 값의 변화는 스펙트럼 변화를 인지하

는데 불필요한 요소가 될 수 있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본 연구에 사용된 Hull quotient 스펙트럼

(C)은 반사 스펙트럼에서 굴곡진 형태의 배경 값을 이은

Fig. 1. Hull quotient spectra from the compounds of

indicative minerals (5%) and quartz (95%) with the 100%

indicativ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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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분인 “Hull line”에서의 반사도(A)와 흡수되는 지점

의 반사도(B)를 나눈 보정된 분광곡선 [C=100·(B/A)]

으로, 상대적으로 흡수피크의 강도를 증폭시킴으로써

기존의 반사 스펙트럼에서 구분하기 어려운 피크가 추

가적으로 확인될 수 있을 뿐 아니라 흡수도의 변화 경

향성을 적용하기에 효과적이다(Fig. 2B). 

가우시안 분해법은 Hull quotient 스펙트럼을 역전한

후(Fig. 2C), 연속된 스펙트럼을 가우시안 분해를 통하

여 각각의 단일 피크로 분해하는 방법이다(Fig. 2D).

가우시안 분해는 연속된 스펙트럼을 단일 피크로 분리

함으로써 두 광물의 혼합비간 나타나는 다양한 중첩

현상을 배제하고 주변 파장의 간섭을 최소화한다. 또

한 광물의 함량 변화에 따라 흡수 위치의 변화를 보이

는 넓은 폭의 배경 값을 제외함으로써 광물별 고유 파

장의 흡수 위치와 흡수 정도를 확인할 수 있다. 본 연

구는 Hull quotient 스펙트럼과 가우시안 스펙트럼의

흡수 깊이를 0~100%로 표준화하여 실제 광물 함량과

의 상관도를 비교하였다. 또한 각 광물별 높은 상관도

를 보이는 대표 피크를 선택하여 각 피크 깊이의 합을

다시 0~100%로 표준화하였고, 혼합된 광물의 함량변

화와의 차이를 비교하여 분광분석과 광물 함량의 상관

성을 종합적으로 비교ㆍ검토하였다.

2.1. 명반석-고령석 이성분계 

고(산성)점토 변질대 또는 점토 변질대를 대표하는 명

반석-고령석 조합은 각각 함량 차이에 따라 스펙트럼의

변화가 인지되는 1,300~1,550 nm와 1,640~1,860 nm

의 파장범위에서 흡수 특성을 비교하였다(Fig. 3).

1,300~1,550 nm 파장범위에서는 1,428 nm인 명반석

의 단일 흡수 피크가 고령석으로 함량이 증가함에 따

라 1396, 1,415 nm의 이중 피크로 변화되는 흡수 특

성을 보이며, 1478 nm에서는 명반석으로 갈수록 흡수

위치의 변화 없이 흡수 깊이가 깊어지는 명반석의 흡

수 특성을 확인하였다(Fig. 3). 또한, 1,640~1,860 nm

파장 범위에서는 흡수 위치의 변화 없이 1,766 nm에

서 명반석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흡수 깊이가 증가

하는 흡수 특성을 보였다. 

명반석-고령석 조합은 해당 파장범위 중 고령석에 대

한 피크인 1396, 1,415 nm와 명반석에 대한 피크인

1478, 1,766 nm를 사용하여 총 4개의 피크를 종합적

으로 검토하였다(Fig. 3). 본 연구에서는 Hull quotient

반사도의 깊이 변화와 가우시안 분해를 통하여 분해된

피크들(1,398, 1,415, 1,479, 1,765 nm)의 깊이 변화

Fig. 2. The conceptual processes of Gaussian deconvolution

process; A, reflectance spectrum; B, Hull quotient

spectrum; C, Inverse hull quotient spectrum for Gaussian

deconvolution; D, Decomposed Gaussian peaks.

Fig. 3. Hull quotient spectra of the alunite-kaolini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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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합을 모든 가능성을 고려하여 가장 오차범위가 적은

피크조합으로 비교하였다(Fig. 4). 고령석을 대표하는

가우시안 방법으로 분해된 피크 1(1,398 nm)과 피크 2

(1,415 nm)는 함량비 변화에 따른 상관관계가 Hull

quotient 반사도와 비교하여 높은 상관성을 보인다

(Fig. 5A and 5B). 이는 고령석의 흡수영역이 명반석의

흡수위치(1,428 nm)와 중첩되어 가우시안 분해를 통하여

명반석 피크에 의한 간섭을 최소화한 결과로 해석된다.

한편 명반석에 대한 피크인 Hull quotient 피크

3(1,478 nm)과 피크 4(1,766 nm)는 함량 변화와 비

교하여 가우시안 피크보다 높은 상관관계(0.97, 0.99)

를 보였다(Fig. 5C and 5D). 즉 해당 영역에서 고령

석에 대한 흡수 피크는 나타나지 않으며, 이는 명반석

에 대한 단일 피크로 해석된다. 명반석-고령석 조합의

함량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피크 (1+3), 피크 (1+4),

피크 (2+3), 피크 (2+4)의 흡수깊이의 합을 100%로

표준화한 후 실제 함량과의 오차 범위를 각각 비교하

였다. 결과적으로 피크 (2+3)의 조합이 실제 함량과

오차범위가 가장 적게 나타났으며, 그 중 가우시안 피

크 2와 Hull quotient 반사도 피크 3의 조합이 가장

적은 오차범위를 보였다(Table 1).

2.2. 일라이트-고령석 이성분계

필릭 변질대와 점토 변질대의 점이적인 변화를 추적

하기 위하여 지시광물인 일라이트와 고령석에 대한 이

성분계 실험을 수행하였다. 일라이트-고령석은 두 광물

Fig. 4. Gaussian deconvolution results of the alunite-kaolinite mixtures.

Table 1. Comparison of hull quotient and Gaussian peaks in alunite-kaolinite mixture

Kaolinite Alunite Kaolinite Alunite
Analysis

Error(%)

Kaolinite Alunite
Analysis

Error(%)

Kaolinite Alunite
Analysis

Error(%)Weight percent Hull quotient (%) Gaussian
Hull 

quotient
Gaussian (%)

20 80 31 69 11 28 72 8 25 75 5

40 60 50 50 10 47 53 7 43 57 3

60 40 63 37 3 62 38 2 56 44 4

80 20 75 25 5 75 25 5 68 32 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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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두 판상 함수규산염 광물에 속하며 대부분의 흡수

피크가 중복되어 나타나지만, 흡수 피크가 서로 상이

한 형태를 보이고 있어 함량비에 따른 스펙트럼 변화가

인지된다. 2,060~2,280 nm 파장범위에서는 2,196 nm

인 일라이트의 Hull quotient 흡수 피크가 고령석으로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2,162와 2,208 nm로 단일 피크

Fig. 5. Correlation of Hull quotient and Gaussian peak depth with mineral contents in alunite-kaolinite mixtur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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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서 이중 피크로 변화되는 흡수 특성을 보이고 있다

(Fig. 6).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은 흡수 위치가 중첩되

기 때문에 피크 간 간섭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가우시

안 분해가 필수적이며, 분해된 피크들의 조합을 이용

하여 각각 정량성을 비교하였다. 해당 파장범위에서 분

해된 피크들 중 3개의 가우시안 피크(2,163, 2,198,

2,209 nm)를 사용하였다(Fig. 7). 

가우시안 피크 1(2,163 nm)은 고령석의 함량이 증

가함에 따라 흡수 깊이가 9.9~60.3%로 깊어지는 경향

을 보이며, 가우시안 피크 3(2,209 nm)도 2.1~51.5%

로 흡수 정도가 증가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Fig. 7).

따라서 가우시안 방법으로 분해된 피크 1과 피크 3은

고령석을 대표하는 피크로 확인되었고, 고령석의 함량

변화에 따라 각각 0.94와 0.98의 높은 상관도를 보이고

있다(Fig. 8A and 8B). 가우시안 피크 2(2,198 nm)

는 일라이트의 함량이 증가함에 따라 Hull quotient

흡수 정도가 61.5~99.1%로 커지는 경향을 보이고, 일

라이트 함량과 0.93의 상관도를 보여 일라이트에 대한

피크를 지시하였다(Fig. 8C).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의

함량변화를 비교하기 위하여 가우시안 피크 (1+2), 가

우시안 피크 (2+3)의 흡수깊이 합을 100%로 환산한

후 실제 함량과의 오차범위를 각각 비교하였다. 결과

적으로 가우시안 피크 (2+3)의 조합이 실제 함량과

5% 오차 범위를 보이고 있어 가장 높은 상관도를 지

시하고 있다(Table 2).

Fig. 6. Hull quotient spectra of the illite-kaolinite mixtures.

Fig. 7. Gaussian deconvolution results of the illite-kaolinite

mixtures.

Table 2. Comparison of Gaussian peaks in kaolinite-illite mixture

Kaolinite Illite peak 1 + peak 2 (%) peak 2 + peak 3 (%)

Weight percent Kaolinite Illite Analysis Error Kaolinite Illite Analysis Error

20 80 26 74 6 17 83 3

40 60 40 60 0 35 65 5

60 40 63 37 3 61 39 1

80 20 85 15 5 84 16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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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WIR 분광분석을 통한 이성분계 결과는 XRD 리트

벨트 분석법에서 구한 성분비와 비교하였다. 명반석-고

령석 조합에서 분광분석의 결과는 최대 8%의 오차범

위를 보이는 반면 XRD 리트벨트 분석은 최대 29%까

지의 오차범위를 보였다. 또한 고령석-일라이트 조합에

서도 분광분석은 최대 5%의 오차범위를 보이는데 반

면, XRD 리트벨트 분석은 최대 26%의 오차범위를 보

이고 있다. 따라서 SWIR 분광분석법이 리트벨트 분석

법과 비교하여 정량적 신뢰도가 상대적으로 높다는 결

과가 확인되었다(Table 3). 이러한 실험결과는 열수변

질대 탐사 시 SWIR 분광분석을 적용하여 필릭 변질대

광물상의 정량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판단된다.

4. 적용사례

SWIR 분광분석법의 이성분계 실험 결과에 대한 현

장 적용성을 검증하기 위하여 무극 금은 광상과 장수

페그마타이트 광상의 열수 변질대에 대하여 분광분석

을 실시하였다(Fig. 9A and 9B). 무극 천열수 금은

광상의 열수 변질대는 화강암을 모암으로 하여 석영맥

주변부를 따라 국지적으로 발달하고 있으며, 수직적 변

화로는 하부에서 필릭 변질대가 우세하나, 상부에서는

프로필리틱대가 분포하고, 점토대가 불연속적으로 중첩

되는 특징을 보인다(Pak et al., 2003). 무극 광화대

남측에서 국부적으로 산출되는 점토 변질대는 고령석-

녹니석-탄산염광물의 조합을 보이며, 녹니석과 사장석

이 선택적으로 고령석으로 변질되고, 미사장석이 부분

적으로 일라이트화되는 특징을 보인다. 무극지역의

SWIR 측정영역 II의 현미경 관찰 결과, 일라이트와 고

령석의 함량이 유사하고 녹니석과 미사장석을 확인하

였다(Fig. 9A). 장수 페그마타이트 광상은 중생대 화강

암의 관입으로 페그마타이트 광상이 형성되었으며 동

시에 열수변질작용이 수반되면서 녹니석과 백운모 및

일라이트가 형성되고, 사장석은 고령석으로 변질되는

특징을 보인다. 장수지역의 SWIR 측정영역 II의 현미
Fig. 8. Correlation of Gaussian peak depth with mineral

contents in illite-kaolinite mixtures.

Table 3. Comparison of SWIR spectroscopy and XRD(Rietveld) analysis in two component systems

Mineral mixtures Spectroscopic

Analysis

XRD analysis Mineral mixtures Spectroscopic

Analysis

XRD analysis

Alunite Kaolinite Topas Siroquant Kaolinite Illite Topas Siroquant

Weight percent
Analysis Error 

(%)

Analysis Error 

(%)
Weight percent

Analysis Error 

(%)

Analysis Error 

(%)

20 80 8 5 7 20 80 3 19 10

40 60 7 10 10 40 60 5 0 9

60 40 2 29 29 60 40 1 22 18

80 20 5 10 14 80 20 4 6 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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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 관찰 결과, 대부분 고령석으로 확인되었으며, 소량

의 일라이트, 백운모 및 녹니석을 확인하였다(Fig. 9B).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의 변질양상을 검토하기 위해 선

택적 변질작용을 보이는 무극과 장수 변질대를 대상으

로 SWIR 분광분석을 실시하였다. 

무극과 장수 지역 화강암에서 일라이트가 우세한 부

분(I)과 고령석이 우세한 부분(II)을 구분하여 분광측정

을 실시한 결과, 일라이트가 우세한 부분(I)은 일라이트

흡수 특성과 유사한 단일피크(2,196 nm)와 2,250 nm

부근에서 녹니석에 의한 흡수 특성을 보이는 반면, 고

령석이 우세한 부분(II)은 고령석에 대한 이중 피크

(2,162, 2,208 nm)의 형태만이 확인되었다(Fig. 10A).

일라이트와 고령석의 흡수 깊이를 비교하기 위해 가우

시안 분해 후 앞서 이성분계 실험에서 사용된 2,198과

2,209 nm 두 피크를 사용하였다(Fig. 10B). 각 피크

깊이의 합을 표준화하여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의 실험

결과에 적용한 결과, 무극지역의 측정영역 I은 일라이트

와 고령석 함량이 각각 75와 25 wt.%, 무극지역의 측정

영역 II는 41과 59 wt.%로 계산되었다(Table 4). 장수

지역의 측정영역 I은 일라이트와 고령석 함량이 각각

90과 10 wt.%, 장수지역 측정영역 II는 27과 73 wt.%

로 확인되었다. 해당 실험결과는 현미경 관찰결과와 부

합하며, 이러한 이성분계 실험 자료를 통해 특정 파장

의 흡수깊이 차이에 의한 특정 변질광물상의 정량성을

검증할 수 있다고 사료된다(Table 4).

5. 토 의

열수 시스템에서 온도와 산성도(pH)는 광물상의 안

정영역에 영향을 미치는 주요 요소로 광상 형성과 직

접적인 연관성을 갖고 있으며, 변질광물조합의 변화양

상을 인지함으로써 광상 유형 및 변질대 유형의 구분

이 가능하다(Corbett and Leach, 1998). 그림 11에서

명반석군은 유체의 pH가 2보다 낮은 환경에서 넓은

온도범위를 가지며 명반석이 SiO2와 함께 형성되는 광

물군으로(Stoffregen, 1987), 명반석은 수산기(OH)에

Fig. 9. Photographs and photomicrographs of altered host

rocks from Mugeuk (A) and Jangsu (B) area; I, illite rich

part; II, kaolinite rich part. Unit scale in cm. Abbreviations:

chl=chlorite; fsp=feldspar; kln=kaolinite; mus=muscovite;

qtz=quartz; ser=sericite.

Table 4. Results from sum of Gaussian peaks in Mugeuk and Jangsu samples

Sample
Peak 1 (2,198 nm) Peak 2 (2,209 nm) Peak 1+2 Peak 1 + 2 (%)

Hull qu. (%) Intensity (%) Hull qu. (%) Intensity (%) Intensity (%) Illite Kaolinite

Illite (Wyoming) 99.1 100 2.1 0 100 100 0 

MG-2001-05-M08-I 92.8 83 16.1 28 111 75 25 

MG-2001-05-M08-II 79.8 49 37.4 71 120 41 59 

JS09-01-4A-I 99.0 100 7.7 11 111 90 10 

JS09-01-4A-II 71.2 26 36.5 70 98 27 73 

Kaolinite (Washington) 61.5 0 51.5 100 100 0 100 

Hull qu. = Hull quotien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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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하여 1,428, 1,478 nm에서 흡수 특성을 보이며,

1,460~1,510 nm에서는 명반석의 화학 조성에 따라

1,461(NH4), 1,478(K), 1,496(Na), 1,510 nm(Ca)에서

흡수 위치의 변화추이를 보인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Kerr et al., 2011; Thompson et al.,

1999).

그림 11에서 명반석-고령석군은 pH가 3~4인 유체

로부터 형성되는데(Reyes, 1990; Stoffregen, 1987),

고령석은 150~200oC로 상대적으로 낮은 온도 범위의

천부 조건에서 형성되는 반면, 엽납석(pyrophyllite)은

200~250oC의 상대적으로 높은 온도 또는 심부 조건에

서 형성된다(Corbett and Leach, 1998). 엽납석은

1,394, 2,167, 2,320 nm의 깊고 좁은 흡수피크와 함께

2,066과 2,090 nm의 이중 흡수피크가 특징적이나 명

반석은 1,428과 1,478 nm에서 이중 흡수피크와 1,766

과 2,168 nm에서 넓은 폭의 흡수 특성을 보인다. 딕

카이트와 고령석은 동질이상이나 딕카이트는 1,382 nm

와 2,180 nm에서 흡수특성을 보이는데 반해 고령석은

1,396 nm와 2,164 nm에서 흡수특성을 보인다. 고령석군

은 온도 감소에 따라 엽납석→딕카이트→고령석으로 광

물상의 변화를 보이며, 고령석군과 엽납석은 1,400 nm

와 2,160 nm 부근에서 주요 흡수 피크가 중복되어 나

타나지만, 엽납석은 단일 피크의 흡수 특성을 보이고,

고령석군은 이중 피크의 형태를 보여 스펙트럼의 차이

가 인지된다.

열수변질작용에서 일라이트-고령석군은 pH 4~5 사

이에서 공존하고, 일라이트군은 pH 4~6 조건에서 형

성되는데(Hemley et al., 1980; Reyes, 1990), 스멕

타이트는 상대적으로 저온 영역(100~150oC)에서 형성

되고, 일라이트-스멕타이트는 100~200oC, 일라이트는

약 200~250oC에서 형성되며, 백운모는 250oC 이상의

온도 조건에서 형성된다(Fig. 11, Corbett and Leach,

1998). 또한 일라이트-스멕타이트 내 스멕타이트 함량

은 온도가 100oC에서 200oC로 증가함에 따라 점차

Fig. 10. The results of Mugeuk and Jangsu spectra with illite and kaolinite representative spectra; A, Hull quotient spectra;

B, Gaussian decomposed peak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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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소하는 경향성을 보인다(Harvey and Browne,

1991). 일라이트-고령석군은 백운모류와 고령석군 및

스멕타이트가 동시에 산출되기도 한다. 백운모류는

2,200 nm 부근에서 팔면체 배위의 알루미늄과 OH 간

의 결합에 의한 흡수특성으로, 일라이트와 백운모는 사

면체에서 실리콘과 알루미늄의 함량 차이는 있으나 팔

면체에서 알루미늄의 유사한 함량 차이에 따라 SWIR

영역에서 동일한 흡수 특성을 보인다(Scott and Yang,

1997). 또한 백운모류는 조성 차이에 의한 흡수 위치의

변화가 2,180~2,228 nm 범위에서 나타나며, 화학 조성

에 따라 2,184 nm(Na), 2,190 nm(K), 2,225 nm(Fe,

Mg)에서 흡수 특성을 보인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Scott and Yang, 1997). 스멕타이트 중

몬모릴로나이트는 1,410 nm와 2,210 nm 부근에서 단

일 흡수 특성을 보여 운모류에 존재하는 2,345 nm와

2,435 nm의 흡광 특성을 보이지 않아 두 광물군의 구

분이 용이하다(AusSpec International Ltd., 2008). 

이성분계 실험에 사용된 명반석-고령석 조합과 일라

이트-고령석 조합은 그림 11에서 A와 B 영역에 해당

된다. 명반석-고령석 조합(A)은 비교적 단순한 광물조

합으로 SWIR 분광분석법의 적용이 용이한 반면, 일라

이트-고령석 조합(B)은 다양한 광물조합을 보여 분광

분석의 정량적 해석에 어려움이 있을 수 있다. 특히

스멕타이트는 1,400 nm와 2,200 nm 부근에서 일라이

트 및 고령석의 흡수특성과 중첩되기 때문에 해당 광

물들이 함께 산출되는 환경에 대한 추가적인 연구가

필요하다.

6. 결 론

명반석, 고령석 및 일라이트는 대상 광물사이의 상

대적 양적 차이를 통해 변질분대를 세분할 수 있으며,

이러한 변질 분대에 대한 정량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명반석-고령석 조합과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을 대상으

로 SWIR 분광분석법을 적용하여 이성분계 실험을 수

행하였다.

명반석-고령석 조합에서 명반석은 Hull quotient 반

사도의 흡수깊이와 함량변화의 상관관계가 높았고

(0.99), 고령석은 가우시안 분해를 통해 분해된 피크의

흡수깊이와 함량변화의 상관관계가 높았다(0.92). 명반

석과 고령석 각 피크의 합과 함량 변화는 고령석의 가

우시안 피크 2(1,415 nm)와 명반석의 Hull quotient

반사도 피크 3(1,478 nm)의 조합이 8%로 가장 적은

오차범위를 보였다. 일라이트-고령석 조합은 흡수 피크

가 중첩되기 때문에 가우시안 분해를 통하여 피크 간

간섭을 최소화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단일 피크인 일

라이트는 2,198 nm(피크 2)에서 일라이트 함량이 증가

함에 따라 0.93의 상관관계를 보였고, 이중 피크인 고

령석은 2,163과 2,209 nm(피크 1과 피크 3)로 분해되

며 각각의 피크는 함량 변화에 따라 0.94와 0.98의 상

관관계를 보였다. 명반석과 고령석 각 피크의 합과 광

물의 함량 변화는 고령석의 피크 3(2,209 nm)과 일라

이트 피크 2(2,198 nm)의 조합이 5%로 가장 적은 오

차범위를 보였다. 명반석-고령석과 일라이트-고령석 조

합의 오차범위(8%, 5%)는 XRD 리트벨트 분석법에서

구한 성분비의 오차범위(29%, 26%)에 비하여 상대적

으로 정량적 신뢰도가 높다는 결과가 확인되었다. 이

러한 결과를 통하여 열수변질대의 분광분석을 적용한

정량적 해석이 가능하다고 사료된다.

석영 95 wt.%와 대상광물(일라이트, 고령석, 명반석)

5 wt.%를 혼합한 시료의 분광측정을 통하여 주요 지

시 광물이 5 wt.% 정도 함유된 상태에서도 흡수 특성

의 검출한계가 확인되었으며, 각 대표시료(100 wt.%)

와 혼합 시료의 흡수위치 변화는 없었다. 또한 각각의

Fig. 11. Mineral assemblages of hydrothermal alteration with

temperature and pH variation (modified from Corbett and

Leach, 1998). Abbreviations: Alu=alunite; And=andalusite;

Cb=carbonate; Chd=chalcedony; Cor=corundum; Cr=

cristobalite; Dic=dickite; Dp=diaspore; Hal=halloysite;

ill=Illite; Kln=kaolinite; Op=opaline silica; Pyl=pyrophyllite;

Qtz=quartz; Ser=sericite; Sid=siderite; Sm=smectite; Tri=

tridymit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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혼합시료는 상대적으로 얕은 흡수 강도를 보이나, 대

표시료와 혼합시료의 분광 스펙트럼 패턴은 일치하였

고, 흡수 비율에는 차이가 없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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