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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에서는 지리정보시스템(GIS)과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강원도 태백산광화대 지역의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를 작성 및 검증하고자 한다. 금-은 광상과 관련된 요인으로는 지질, 단

층, As, Cu, Mo, Ni, Pb, Zn 등의 지화학 자료를 선정하여 GIS 기반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로 구축

하였다. 46개소의 금-은 광상은 훈련 및 검증 자료로 분류하여 광물부존 가능성 분석과 검증에 사

용하였다. 인공신경망 분석에 있어서 광상 분포지역과 미 분포지역에 대한 훈련자료는 기존 광상의 

위치와 우도비 방법으로 도출된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하위 10%에 해당하는 지역으로 선정하였다.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상위 5% 지역 내에서 

암석시료를 채취한 후 Au, Ag, As, Cu, Pb, Zn 원소의 성분을 분석하였다. 그 결과 No. 4의 시료

는 다른 시료들보다 각 원소별로 높은 함량을 보였다.

주요어 : 지리정보시스템(GIS), 인공신경망, Au-Ag, 광물부존 가능성, 태백산광화대

ABSTRACT

The aim of this study is to analyze gold-silver mineral potential in the Taebaeksan 

mineralized district, Korea using a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nd an artificial 

neural network(ANN) model. A spatial database considering Au and Ag deposit, geology, 

fault structure and geochemical data of As, Cu, Mo, Ni, Pb and Zn was constructed for 

the study area using the GIS. The 46 Au and Ag mineral deposits were randomly divide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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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to a training set to analyze mineral potential using ANN and a test set to verify mineral 

potential map. In the ANN model, training sets for areas with mineral deposits and 

without them were selected randomly from the lower 10% areas of the mineral potential 

index derived from existing mineral deposits using likelihood ratio. To support the 

reliability of the Au-Ag mineral potential map, some of rock samples were selected in 

the upper 5% areas of the mineral potential index without known deposits and analyzed 

for Au, Ag, As, Cu, Pb and Zn. As the result, No. 4 of sample exhibited more 

enrichments of all elements than the others.

KEYWORDS : Geographic Information System(GIS), Artificial Neural Network, Au-Ag, Mineral 

Potential, Taebaeksan Mineralization

서   론

현재 세계는 자원수요 증가에 따른 가격 급

등과 향후 지속될 자원민족주의의 가능성이 

높아짐에 따라 자원 확보를 둘러싼 국가간 경

쟁이 치열하게 전개될 상황에 놓여 있다(유승

록, 2008). 우리나라 역시 첨단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하여 금속자원의 수요가 지속적으

로 증가하면서 수요 자원의 95% 이상을 수입

에 의존하고 있다. 이러한 상황으로 인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국내외 자원개발과 대외 경

쟁력 확보에 대한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다. 

광물자원탐사는 지질조사, 지구물리탐사, 지화

학탐사, 원격탐사 등 여러 방법에 의해 얻어

진 자료를 이용하나, 이러한 방대한 자료들은 

체계적으로 종합 분석되지 않은 문제점을 가

지고 있다. 따라서 지질현상과 관련된 정보를 

효과적으로 찾고 지공간 요소들과의 복합적인 

상관관계를 파악하기 위해 지리정보시스템

(GIS)이 필요하다. GIS는 방대한 공간데이터

의 효율적인 저장 및 관리를 위한 강력한 도

구이다. 하지만 대용량의 다차원 자료에 내재

되어있는 사건발생과 관련된 공간적인 연관패

턴을 탐지하거나, 미래의 사건발생을 예측할 

수 있는 기능이 미흡하다. 그러므로 이의 보

완을 위해 GIS와 함께 확률, 통계, 패턴인식 

등의 기법 적용이 요구된다.

국외의 광물자원 유망지 분석은 1980년부

터 Bonham-Carter et al.(1988)이 GIS를 

이용한 Weight of evidence 기법의 적용을 

시작으로 여러 연구자들에 의해 새로운 기법 

개발과 이의 적용연구가 수행되었다. Moon 

(1990)과 An et al.(1991)은 다양한 지질조

사 및 지구물리 자료의 통합을 위해 Fuzzy 

논리와 Demster-Shaper 이론에 지질전문가

의 의견을 반영한 통합방법을 캐나다 Lake 

지역의 비금속과 철광상 부존가능성을 예측하

였다. 이 외에도 다양한 지역에 우도비, 로지

스틱 회귀분석 기법을 적용한 연구가 수행되

었다(Chung and Agterberg, 1980; De 

Quadros et al., 2006; Carranza et al., 

2005). 국내의 경우 이사로 등(2006)은 

Weight of evidence 기법을, Oh and 

Lee(2008)는 확률 및 통계기법을 이용하여 강

릉지역의 광상부존 가능성을 분석한 바 있다. 

패턴인식 기법중 인공신경망은 인간의 두뇌 

작용을 신경세포들간의 연결 관계로 모델링한 

것으로서 공학분야에서 널리 사용되었지만, 

광물자원 유망지 분석에 있어서는 최근에 적

용되고 있고(Harris et al., 2003; Porwal et 

al., 2003; Skabar, 2005; Skabar 2007; 

Behnia, 2007; Nykanen, 2008; Leite and 

Souza Filho, 2009; Oh and Lee, 2010), 

Harris et al.(2003)은 인공신경망 분석이 

Agterberg and Bonham-Carter(2005)가 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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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한 통계적 방법보다 더 우수함을 제시하였다.

본 연구에서는 GIS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용하여 강원도 태백산광화대 지역을 대상으

로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를 작성하고, 광

물부존 가능지수가 높은 지역을 대상으로 현

장조사 및 시료성분 분석을 통하여 가능성도

의 신뢰도를 확인하고자 한다.

연구지역

1:25만 강릉지질도폭 지역의 금-은 광상을 

대상으로 광역지역의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

도를 작성하고, 1차 광역분석에서 금-은 광물

부존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지역을 연구지역

으로 선정하여 2차 상세분석을 수행하고자 한

다. 연구지역은 강원도 정선군, 태백시, 영월

군, 삼척시 지역 등에 위치한 태백산광화대이

고, 이는 우리나라의 주요 금속광물이 밀집 

부존하고 있는 태백산 분지에 속한다. 지리좌

표는 위도 37˚ 14ˊ 25˝~37˚ 15ˊ 24˝N, 

경도 129˚ 02ˊ 40˝~129˚ 00ˊ 00˝E 에 

위치한다(그림 1). 연구지역의 광물자원은 

1960년대 태백산지구 지하자원 조사단이 구

성되어 많은 탐사 및 개발이 이루어졌지만, 

1990년 이후 모든 광산은 폐광 또는 휴광 되

었다. 최근 태백산 분지의 광화작용 및 지질

조건은 칼린형 금광상이 부존하고 있는 네바

다 지역(Li and Peter, 1998)과 유사하다고 

밝혀진 바, 태백산 광화대의 금-은 광상은 새

로운 유형의 칼린형 금-은 광상으로 일컬어

지고 있다. 따라서 연구지역은 지질학적 측면

과 산업적 측면에서 중요한 지역으로 부각되

고 있다(James et al., 2001; Park et al., 

2002; 박맹언 등, 2005; 성규열 등, 2007). 

공간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연상에서 발생하는 지질현상들은 서로 다

른 형태와 발생 빈도를 가지고 있으며, 무작

위 발생이 아닌 복잡한 실세계의 지형 및 지

질학적 특성과 연관되어 발생한다. 특히 지하

자원인 광상은 지표에 쉽게 노출되어 있지 않

기 때문에 광상형성과 관련된 요인들의 정량

적인 가중치를 설정하기란 매우 어렵다. 따라

서, 인공신경망 분석을 위해 관련 요인들의 

속성정보(점, 선, 면, 속성 값, 좌표, 해상도)

를 설정하고 GIS 기반의 공간 데이터베이스

로 구축하였다. 

FIGURE 1. 연구지역의 DEM 및 금-은 광상 분포도 (고상모 등,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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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ategory Factors Data Type Scale Remark

Mineral deposit map Au-Ag Point - 46 deposits

Geochemical map As, Cu, Mo, Ni, Pb, Zn Point 1 : 250,000 IDW interpolation

Geological map
Geology
Fault

Polygon
Line

1 : 50,000
Type of lithology

Distance from fault

TABLE 1. 연구지역의 금-은 광상과 관련된 지질 및 지화학자료

태백산광화대의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 분

석을 위해 구축된 요인은 표 1과 같이 46개

소의 금-은 광상 분포도, 지질도, 단층, As, 

Cu, Mo, Ni, Pb, Zn 등의 지화학 자료이다. 

금-은 광상 분포도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자

연재해사업단, 광해관리공단에서 조사한 폐-

휴광상중 금-은 광상의 위경도 좌표를 추출

하여 GIS상의 Point 자료로 구축하였다(그림 

2). 지질 및 단층자료는 한국지질자원연구원 

발행의 1:50,000 축척의 정선, 임계, 예미, 호

명 도폭의 수치지질도를 이용하여 지질과 단

층으로부터의 거리를 추출하였다(그림 2). 지

화학 원소는“1:250,000만 강릉도폭 광역지

화학도(이진수 등, 1998)"에서 추출한 비소

(As), 구리(Cu), 몰리브덴(Mo), 니켈(Ni), 

연(Pb) 및 아연(Zn) 등으로 185개 지화학 

시료의 위경도 좌표를 추출하여 GIS 상의 

Point 자료로 구축하였고, IDW(Inverse 

Distance Weighted) 내삽법으로 연구지역 전

체에 대한 각 지화학 원소의 공간적 분포도를 

작성하였다(그림 3). 모든 요인들은 입력자료

의 축척을 고려하여 30m×30m 크기의 격자

로 설정하였으며(Lee et al., 2004) 연구지역

의 격자수는 행과 열이 1,183×986로 총 

1,166,438이다. 좌표계는 TM(Transverse 

Mercator)의 중부원점 127°E를 사용하였

다. 또한 모든 자료의 공간 데이터베이스는 

ArcGIS 9.0을 이용하여 구축하였고 인공신경

망 분석을 위해 래스터 자료를 ASCII로 변환

하였다.

FIGURE 2. 태백산광화대 지역의 지질 및 금-은 광상 분포 (태백산지구 지하자원조사단, 196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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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 As 분포도 (b) Cu 분포도

(c) Mo 분포도 (d) Ni 분포도

(e) Pb 분포도 (f) Zn 분포도

FIGURE 3. 태백산광화대 지역의 지화학 원소 분포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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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공신경망 분석

인공신경망은 인간 두뇌의 신경세포들 간의 

연결을 수학적 모델로 표현한 것으로써 자신

이 가진 데이터로부터 반복적인 훈련과정을 

거쳐 데이터에 숨어 있는 패턴을 찾아내는 모

델링 기법이다. 인공신경망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는 그림 4와 같다. 다층 퍼셉트론에서 사

용되는 오류 역전파 알고리즘은 출력값과 실

제 출력값과의 차이의 제곱을 가장 최소화함

으로써 최적의 결과와 입력자료의 가중치를 

계산한다. 신경망의 기본요소는 처리 노드이

며, 여러 개의 노드가 각 층별로 배열(입력층 

: x1, x2, …, xa, 은닉층 : y1, y2, …, yb, 출

력층 : z1, z2, …, zc)되며, 노드들의 출력은 

층간 가중치(Wji, Wkj)를 통해서 확대 또는 감

소되어 다른 층의 노드로 전달된다. 이러한 

인공신경망에서 사용되는 노드의 입력값은 전 

층으로부터의 출력값과 층간 가중치를 곱한 

합(netj, netk)이고, 비선형 시그모이드

(sigmoid) 함수 f에 의해 계산된다. 인공신경

망은 비선형관계의 규명하고 자료들의 분포가

정을 요구하지 않기 때문에 복잡한 지공간 자

료로부터 사건의 패턴을 발견하는데 유용하다. 

본 연구에서 사용된 인공신경망 프로그램은 

Hines(1997)에 의해 MATLAB으로 개발된 

오류 역전파 인공신경망 프로그램을 기초로 

하여 광물부존 가능성 분석에 적합하도록 수

정 및 보완하여 사용하였다.

FIGURE 4. 인공신경망의 다층 퍼셉트론 구조

1. 훈련 및 검증자료 분류

인공신경망에서 적절한 학습데이터 선정은 

분석 결과에 영향을 주기 때문에 정량적인 기

준으로 선정되어야 한다. 시공간상에 발생하

는 사건의 예측도는 반드시 검증작업이 수행

되어야 하며, 검증자료는 동일한 공간에서 다

른 시간에 발생한 사건이어야 한다. 하지만 

광상은 지표에 드러나지 않고 지질학적 사건

이 갖는 시간적 특성으로 인하여 검증자료를 

수집하기에는 많은 제한이 존재한다. 따라서 

본 분석에서는 광상 형성에 대한 시간적인 고

려를 배제하고, 광상의 수를 훈련용(65%)과 

검증용(35%)으로 분류 및 이용하여 가능성도

를 작성하고 검증하였다. 훈련 및 검증 자료

를 분류할 때 문제점은 이들이 잘 분류되어 

모집단의 대표성을 잘 반영하는지에 대한 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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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야기될 수 있다. 이는 사건의 개수와도 

결부된다. 만약 사건의 수가 많다면 모집단 

잘 표현할 수 있기 때문에 예측 결과도의 정

확도는 향상될 것이다(Harris et al., 2003; 

Skabar, 2005). 하지만 본 연구지역의 광상

은 46 개소로 매우 낮은 분포를 보이고 있기 

때문에 훈련 및 검증자료의 위치 선정에 따라 

광물부존 가능성도의 검증 정확도는 큰 편차

를 가질 수 있다. 그러므로 훈련 및 검증 자

료에 대한 최적의 분류를 위해 훈련/검증 비

율을 60/40, 65/35, 70/30, 75/25, 80/20로 

설정하여 각 비율별 10회씩 랜덤 분류후, 광

물부존 가능성도 분석을 수행하였다. 그 결과 

65/35 비율로 분석한 광물부존 가능성도의 

정확도가 가장 높음을 보인바, 46개소의 금-

은 광상중 30개는 훈련용, 16개는 검증용으

로 랜덤 추출하였다(그림 5). 

FIGURE 5. GIS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 작성 흐름도

2. 가중치 분석

역전파 알고리즘의 훈련과정은 금-은 광상

의 분포지역과 미 분포지역을 신경망에 정확

히 인지시키는 작업으로써 이를 통하여 인공

신경망은 출력층에 대한 결과 즉, 광상분포와 

관련된 각 요인별 가중치를 계산하게 된다. 

Paola and Schowengerdt(1995)는 인공신경

망 분석시 금-은 광상의 분포지역과 미 분포

지역에 대한 대표값 선정이 중요하다고 하였

다. 이에 따라 훈련 대상지역으로는 금-은 광

상 분포지역의 대표값을 정확히 알고 있는 광

상위치 30곳으로 선정하였다. 하지만 미 분포

지역에 대한 대표값을 선정하는 것은 현재 광

상이 존재하지 않는 곳에 금광화작용이 발생

하지 않은 곳이라고 단정할 수 없기 때문에 

많은 어려움이 따른다. 따라서 광상 미 분포

지역을 대표할 수 있는 정량적인 값이 제시되

어야 한다(Porwal et al., 2003; Nykanen, 

2008). 그러므로 본 연구에서는 금-은 광상 

미 분포지역을 사전에 우도비 기법으로 도출

한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를 바탕으로 부

존확률이 가장 낮은 지역을 선정하고, 이 지

역에서 광상의 수와 동일하게 미 분포지역의 

대표값을 무작위로 추출하였다. 그리고 금-은 

광상과 관련된 요인들의 값은 0.1에서 0.9 사

이의 값을 갖도록 정규화 하였다. 이는 인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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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경망에서 추론능력의 향상을 위해 사용하는 

시그모이드 함수가 0에서 1사이의 값을 갖기 

때문이다. 여기서 역전파 알고리즘에 의해 기

대되는 광상부존의 최대값은 0.9가 된다. 그

래서 기대되는 출력값과 실제 출력값 사이의 

오차를 0.01까지 줄여 나가기 위해 반복적으

로 역전파 알고리즘을 실행하였고 이를 통하

여 각 요인별 가중치를 결정하였다(표 2). 가

중치를 계산하기 위해 인공신경망 구조는 8 

× 16 × 1로 설정하였다. 즉 8개의 입력자료

를 사용하였으며 은닉층 개수는 입력층의 2배

로 하였다(Swingler, 1996). 1개의 출력층은 

광상 부존 가능지수를 나타낸다. 목표 오차에 

도달하기 전의 최대 반복 횟수는 5,000번, 학

습률은 0.01로 설정하여 요인들의 상대적 가

중치를 계산하였다. 또한 RMS(Root Mean 

Square) 오차 목표 값은 0.01로 하고 최대 

반복 횟수는 2500번으로 하였다. 훈련지역을 

무작위로 10회 선정하여 계산한 요인별 상대

적 가중치는 표 2와 같고, 10회의 평균값을 

각 요인의 대표값으로 정하고 가중치의 해석

을 편리하게 하기 위해 각 평균값 중에서 가

장 작은 값으로 나누어 주었다. 그 결과 Cu, 

Pb, Ni, Mo, As, Fault, Zn, Geology 순으로 

높게 나타고, 연구지역의 금-은 광상과 관련

성이 높은 요인은 Cu로 해석되었다.

TABLE 2. 인공신경망 분석을 통해 계산된 각 요인별 가중치

Run
Factors 1 2 3 4 5 6 7 8 9 10 Mean S.D. N. W.*

As    0.138 0.111 0.116 0.094 0.116 0.117 0.149 0.107 0.099 0.088 0.113 0.019 1.261 

Cu   0.181 0.236 0.207 0.225 0.187 0.245 0.203 0.207 0.197 0.268 0.216 0.027 2.398 
Mo  0.098 0.111 0.116 0.146 0.107 0.115 0.104 0.118 0.109 0.120 0.114 0.013 1.271 

Ni  0.125 0.124 0.128 0.097 0.121 0.105 0.118 0.114 0.162 0.125 0.122 0.017 1.355 
Pb   0.167 0.126 0.116 0.126 0.139 0.129 0.165 0.163 0.145 0.140 0.141 0.018 1.572 

Zn   0.077 0.110 0.119 0.099 0.127 0.088 0.086 0.088 0.091 0.088 0.097 0.016 1.080 
Fault 0.122 0.095 0.093 0.098 0.105 0.129 0.100 0.105 0.104 0.112 0.106 0.012 1.180 

Geology 0.091 0.087 0.106 0.117 0.098 0.073 0.076 0.098 0.094 0.060 0.090 0.016 1.000 

* Normalized weight with respect to geology
  S.D. : Standard deviation

가능성도 작성 및 검증

인공신경망 분석을 통해 계산된 요인별 가

중치를 각 요인에 부여하여 연구지역 전체에 

대한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를 계산하였다. 

가능지수는 시각적 해석을 위해 상위 5%, 

10%, 15% 70%로 등급화하여 금-은 광물부

존 가능성도를 작성하였다(그림 6). 가능지수

의 상위 30% (Very high~Medium) 내에 분

포하는 금-은 광상은 44%로 예측되었고 나

타났고, 가능지수의 최소값은 0.0021, 최대값

은 0.9987, 평균값은 0.5289, 표준편차는 

0.2267로 나타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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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URE 6. GIS와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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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 연구에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도출된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는 추정(assessment)

값에 해당되므로 이의 검증작업이 필요하다.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예측 정확도를 

검증하기 위해 Success Rate Curve(SRC) 

방법을 이용하였다. SRC 방법은 금-은 광물

부존 가능지수 값을 그대로 사용하지 않고 상

대적 순위를 10%별로 값을 재분류하여 각 범

위 안에 포함되는 기존 금-은 광상 위치의 

격자 수를 누적 계산하여 상대적 비율을 계산

한다. 상대적 비율을 사용할 경우, 연구지역 

전체에서 차지하는 비율은 100%로 항상 같

기 때문에 서로 다른 지역의 분석 결과와 비

교하기 수월하며, 다른 모델을 사용하여 계산

된 결과와 비교할 수 있다.

그림 7의 SRC는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

의 검증 그래프이다. 그래프의 X축은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를 상위 퍼센트로 10 등급

화한 값이고, Y축은 검증용 금-은 광상의 누

적 퍼센트의 10 등급값이다. 예를들어, Y축의 

값이 1%일 때 X축의 값이 100%라면 금-은 

광상부존 가능성도에서 가능성이 높게 나타난 

1%의 픽셀 안에 금-은 광상이 모두 속한다

는 것을 의미한다(이사로 등, 2006). 보다 정

량적인 검증을 위해 AUC(Area Under the 

Curve)방법을 이용하였다(그림 7). AUC 방

법은 위의 SRC 그래프의 아래 면적을 구하는 

것으로써 X축과 Y축을 1:1로 곱하면 그 SRC 

아래의 면적을 구할 수 있다. 최대 예측 정확

도는 1.0의 면적을 갖고, 이 면적이 넓을수록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의 예측 정확도가 

높음을 의미한다(이사로 등, 2006; Lee et 

al., 2004). 따라서 인공신경망을 이용한 금-

은 광물 부존 가능성도의 AUC는 0.6932이

며, 예측 정확도는 69.32%로 설명된다.

작성된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의 신뢰도

를 검증하기 위하여 광상이 없는 지역을 대상

으로 광물부존 가능성이 높게 예측된 곳을 선

정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현장조사에서

는 암석시료를 채취하였고 암석 내 Au-Ag, 

As, Cu, Pb, Zn 성분함량 분석을 수행하였다. 

암석시료 채취 지점은 인공신경망 기법을 이

용하여 도출된 금-은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상위 5% 지역을 대상으로 선정하였다(그림 

8). 암석시료 1~4번은 모두 산화되었으며 

vuggy quartz가 확인되었다. 모든 암석시료의 

Au, Ag, As, Cu, Pb, Zn 등의 성분함량은 

표 9과 같다. 분석결과 모든 암석시료에는 황

동석과 황철석이 존재하고 있으며, 암석시료 

3과 4번에서는 비소철석, 섬아연석, 방연석 

등이 존재하고 있다.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0 10 20 30 40 50 60 70 80 90 100

Rank (%) of Mineral Potential Index

C
u
lm

u
la

ti
v
e
 p

e
rc

e
n
ta

g
e
 o

f 
m

in
e
ra

l 
o
c
c
. 

 a

Artificial neural network (69.32%)

FIGURE 7.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등급별 

금-은 광상 수의 누적곡선

비록 모든 암석시료에서 금의 함량이 

0.1ppm으로 나타났지만 금의 지시원소인 As, 

Cu, Pb, Zn 함량이 검출되었고, 금의 함량이 

Non-detected가 아니기 때문에 부존 가능성

이 없다고 단정할 수 없다. 산점상으로 산출

되는 금광상(disseminated gold deposit)지

역의 성분별 함량은 As 40-3000ppm, Cu 

10-200ppm, Pb 7-200ppm, Zn 10-330 

ppm으로 보고된 바(Radtke et al., 1972) 암

석시료 4번의 성분 분석결과는 모든 성분별 

함량이 금광상 지역의 성분별 함량 범위 내에 

혹은 그 이상에 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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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ample 

No.
Au(ppm) Ag(ppm) As(ppm) Pb(ppm) Zn(ppm) Cu(ppm)

1 <0.1 <0.1 <4.0 <4.0 12.9 12.4 

2 <0.1 <0.1 <4.0 <4.0 16.1 80.2 

3 <0.1 <0.1 59.4 6.20 40.7 34.6 

4 <0.1 9 85.9 95.1 713 162 

5 <0.1 <0.1 <4.0 <4.0 13.0 64.2 

TABLE 3. 암석시료의 성분분석 함량

FIGURE 8. 광물부존 가능지수의 상위 5% 지역을 대상으로 암석시료 채취 위치

결론 및 토의

본 연구에서는 GIS와 인공신경망 기법을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 분석에 적용하였다. 

인공신경망은 비선형관계를 규명하고 입력자

료에 대한 정규분포 가정이 없기 때문에 복잡

한 지질현상의 예측분석에 적합하다. 하지만 

적절한 학습데이터의 선정은 최적의 결과를 

도출하는데 영향을 미치므로 사건 발생지역과 

미 발생지역을 정의할 수 있는 정량적인 기준

을 고려해야한다. 

인공신경망을 이용하여 도출된 금-은 광물

부존 가능성도의 정확도는 69.32%로 예측되

었다. 연구지역의 광상수는 총 46개소로 30

개의 훈련자료와 16개의 검증자료로 분류되었

다. 지표에서 시공간적으로 일어나는 사건(산

사태)과 달리 지표면 아래에서 형성되는 광상

은 지질학적 특성에 영향을 받기 때문에 공간

적 분포에 한계가 있다. 따라서 적은 훈련 및 

검증자료의 이용은 분석기법의 예측성능을 향

상시키는데 한계가 있을 수 있다. 만약 많은 

사건자료가 수집되어 분석에 이용된다면 향상

된 훈련과 예측 정확도를 도출할 수 있을 것

이다. 

작성된 가능성도의 신뢰도를 검증하기 위해 

가능성도의 상위 5%에 속하는 금-은 광물부

존 가능지역에 대하여 현장조사를 수행하였다. 

금-은 광물부존 지역에서 채취한 암석시료의 

Au, Ag, As, Cu, Pb, Zn 원소를 성분 분석

한 결과, 암석시료 4번에서는 각 원소별 성분

이 Ag 9ppm, As 85.9ppm, Pb 95.1pp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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Zn 713ppm, Cu 162ppm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다른 시료보다 매우 높은 함량을 보였으

며, Radtke et al.(1972)이 보고한 금광상 성

분별 함량 범위에 혹은 그 이상에 해당됨을 

보여주고 있다.

기존 광상자료를 이용하여 예측된 금-은 

광물부존 가능성도는 사전에 발견되지 않은 

광물부존 유망지역을 제시해주기 때문에 광물

자원개발의 조사단계에 있어서 개발지역 선정

에 중요한 기조자료로 활용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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