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머신러닝을 이용한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인자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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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복잡하고 다양한 광상 생성 과정과 부존 위치의 심부화로 인하여 광물자원 탐사의 효율을 높일 수 있는 예측탐

사의 필요성이 점차 높아지고 있다. 최근의 머신러닝 기법의 활용성 증가와 광역 지질 데이터베이스의 구축 상황을 고려

하면, 예측탐사의 기반인 광상 배태 가능성 평가 기술의 신뢰도는 점차 높아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번 연구에서는 심층

신경망을 이용하여 화성암과 단층 및 자력탐사 정보의 광화 인자로의 활용 가능성을 확인하였다. 지질 정보의 수치화 기

법으로 단층, 화성암, 자력 정보를 입력 자료로 구성하여 0.9 이상의 정확도를 가지며 예측 값이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금

속 광상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었다. 이 기술은 추후 정밀한 지질 조사 결과와 물리탐사 정보가 확보된다면, 광화대

규모에서의 예측 탐사에도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이 연구를 통해 지하의 화성암 정보를 제공하는 자력

자료를 활용할 경우 지표의 화성암 정보를 보완하여 보다 높은 성능의 모델을 구축할 수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즉, 단

순히 많은 자료를 융합하는 것 보다는 광체 성인과의 지질학적 상관관계를 고려하여 입력 자료를 구성하는 것이 보다 중

요하다.

주요어: 광상 잠재성, 광화 인자, 예측탐사, 심층신경망

Abstract: The genesis of ore bodies is a very diverse and complex process, and the target depth of mineral exploration

increases. These create a need for predictive mineral exploration, which may be facilitated by the advancement of machine

learning and geological database. In this study, we confirm that the faults and igneous rocks distributions and magnetic

data can be used as input data for potential mapping using deep neural networks. When the input data are constructed

with faults, igneous rocks, and magnetic data, we can build a potential mapping model of the metal deposit that has a

predictive accuracy greater than 0.9. If detailed geological and geophysical data are obtained, this approach can be applied

to the potential mapping on a mine scale. In addition, we confirm that the magnetic data, which provide the distribution

of the underground igneous rock, can supplement the limited information from the surface igneous rock distribution.

Therefore, rather than simply integrating various data sets, it will be more important to integrate information considering

the geological correlation to genesis of minerals.

Keywords: mineral potential, potential mapping factor, predictive exploration, deep neural networks

서 론

대부분의 금속 광물자원은 지하에 매장되어 있고, 형성 과정

에서 다양한 지질학적 요인들이 복합적으로 관여하여 광상 성

인 모델 규명을 위해서는 많은 자료를 수집 해석하여야 한다.

이러한 광상 성인 및 형태의 다양성으로 인해 광물자원 탐사

는 많은 불확실성을 포함하고 있다. 또한, 광물자원탐사의 대

상인 광체의 부존 위치는 점점 더 심부화 되고 있어, 광물자원

탐사의 불확실성을 줄이고 탐사의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예측

탐사의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이에 따라 잠두 광체의 부존

가능성을 예측하기 위한 광상 유형 및 생성 모델링 연구(Choi

et al., 2009), 물리탐사 자료와 지질 모델링을 복합적으로 활

용한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관련 연구(Park et al.,

2014a; Park et al., 2014b; Lee et al., 2019)가 활발하게 수행

되고 있으나, 주로 개별 광산 또는 광화대 규모에 대한 지역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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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 연구가 주를 이루고 있다. 따라서 현재 수행되고 있는 다양

한 지질 정보의 광역 데이터베이스 구축 관련 연구들과 발맞

춰 국토 정보의 효율적인 구축 및 활용을 위한 광역적인 수준

에서의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연구의 필요성도 점차 높

아지고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그동안 우리나라 전역에 걸쳐

수행된 지표지질조사, 항공자력탐사, 광상조사 자료들을 활용

하여 광역 금속 광상의 배태 잠재성 평가를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고자 한다. 

그러나 이번 연구의 해석 자료로 활용된 지표지질 정보, 광

상 조사 자료, 물리탐사 자료는 각 자료가 갖는 공간적 해상도

와 분포 특성에 많은 차이가 존재하여 자료의 정량적인 융합

해석에 많은 제한점을 갖는다. 이러한 어려움을 극복하기 위하

여 이번 연구에서는 지질 자료의 수치화 기법(Park, 2018)을

활용하였다. 이 방법은 측점 위치의 포인트 값뿐만 아니라 주

변의 공간적인 분포 특성도 수치화하여 정보로 구축하는 방법

으로 각 자료간의 해상도 불일치에서 발생할 수 있는 오차를

최소화 할 수 있으며, 공간 분포의 중요성이 큰 지질자료의 해

석에 효과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수치화된 다양한 지질 정보

는 정량적 융합해석을 통해 금속 광상의 배태 잠재성 값으로

추정되었으며, 이 결과는 기존 광산 위치와의 비교 검토를 통

해 각 지질 정보의 잠재성 평가를 위한 광화 인자로서의 활용

가능성을 검토하였다. 또한, 최근 다양한 분야에서 활발하게

적용되고 있는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하여 융합해석의 효율성

을 높였다.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를 위한

광화 인자 선정

광역적인 금속 광화대 부존 특성 연구를 위해 우리나라에

분포하는 금속광상의 주된 성인을 살펴보면 열수충진형, 스카

른형, 열수교대형 등 화성 활동과 관련된 광상이 다수를 차지

하고 있다(Choi et al., 2004). 많은 수의 금속 광상들이 중생

대 화성암체 주변부에 밀집되어 분포하고 있으며, 이러한 광상

들은 대부분 쥐라기 및 백악기의 대규모 화성활동 당시 유입

된 광화유체에 의해 생성된 것으로 알려져 있다(Kim, 1971;

Choi et al., 2004; Choi et al., 2006; Kim et al., 2002). 또한,

중생대 화성활동에 의해 생성된 화성암의 정치 심도에 따라

광상 생성의 심도 및 광종의 변이가 발생하는 것으로 연구되

었으며(So et al., 1991; Choi et al., 2006; Choi et al., 2011),

이를 바탕으로 관계화성암과의 공간적 상관성이 광화대 배태

가능성을 판단할 수 있는 하나의 요인으로 활용될 수 있다.

광상 성인 과정은 화성암체와 관련된 광화유체의 기원뿐만

아니라 광화유체를 이동시킬 수 있는 단층 및 지구조적 운동

에도 영향을 받게 된다. 따라서 시기별 광화작용에 관여하는

단층의 위치 및 방향성도 광화대 배태 가능성을 판단하는 주

요 요인으로 고려할 수 있다(Choi et al., 2006; Choi et al.,

2009). 즉, 금속광상의 형성 과정에서 광화유체의 이동과 이에

따른 온도, 압력의 변화 조건에 의해 다양한 광상이 특정 영역

에 배태될 수 있으며(Choi and Park, 2007), 이러한 사실을 바

탕으로 이번 연구에서는 금속 광화대 생성의 주요 인자이면서

우리나라 국토 대부분에서 정보가 구축되어 있는 화성암과 단

층 정보를 광역적인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을 판단하는 대표

적인 광화 인자로 선정 분석하였다. 또한, 광화 인자의 잠재성

평가 활용성 검증을 위해 국내 금속 광물자원 분포도(KIGAM,

2012)의 광산 위치와 광상 성인 정보를 활용하였다.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인자 자료 수집

선정된 화성암과 단층 자료를 평가 인자로 구축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이 발간한 1:100만 지질도(KIGAM, 1995)

의 화성암과 단층 정보를 기반으로 각 지질 구조로부터의 거

리 값으로 수치화하였다(Fig. 1). 국내 금속 광상 배태와 연관

성이 높은 중생대 화성암류의 정보 중 전국적으로 분포가 고

른 쥐라기 화강암 정보를 대표 자료로 활용하였으며, 남부에

치중되어 있는 백악기 화성암은 활용하지 않았다. 다만, 지표

정보에 한정되어 있는 지표 지질도상 화성암 정보의 제한점을

Fig. 1. Distributions of faults and Jurassic granite (Jgr) (a) (edited from KIGAM, 1995). The distance maps from faults (b) and Jgr (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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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완하기 위해 화성암을 잘 지시하는 자력 자료를 추가 평가

인자로 선정하였다. 이를 위하여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구

축한 항공 자력 탐사 자료에서 보정 처리된 광역 자력 이상 자

료(KIGAM, 2016; Park et al., 2019)를 활용하였다(Fig. 2). 다

만, 자력 이상의 경우 위도 및 잔류 자화 효과로 인해서 자력

이상의 중심부와 이상체의 위치가 정확히 일치하지 않는 제한

점을 갖는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잔류 자화의 영향을 최

소화하기 위해서 자력 이상 자료를 자력 진폭(amplitude) 이상

자료로 변환하여(Fig. 2) 화성암에 대한 추가 평가 인자로 활

용하였다. 이 과정에서 효율적인 자료 구축을 위하여 3차원 지

질모델링 소프트웨어 GoCAD의 중자력 해석 패키지인 VPmg

모듈(Mira Geoscience, 2018)을 활용하여 해석하고, 그 결과를

수치해석의 입력 자료로 추출하였다. 자력탐사 자료를 통해 제

공되는 화성암 정보는 화성암의 활동 시기 등을 반영하지는

못하지만, 지하로의 연장성 및 분포 정보를 제공할 수 있어 효

율적으로 활용될 수 있다.

또한, 머신러닝 기법을 활용한 해석의 훈련자료와 검증자료

를 구축하기 위해 한국지질자원연구원에서 발간한 ‘국내 금속

광(Cu, Pb, Zn, Au 등) 부존량 확보를 위한 개발 가능성 평가’

보고서(KIGAM, 2012) 부록II의 ‘한반도 금속 광물자원 분포

도에 수록된 금속광산의 목록표’에 보고된 1,946개의 광산 위

치, 광상유형 정보 중 항공자력 탐사 자료가 분포된 영역의 자

료를 실제 해석에 활용하였다. 추가적으로 이 보고서는 한국광

물자원공사에서 매년 발간되었던 광상조사보고서, 한국의 광

상, 광물자원 매장량 현황 보고서(1997-2011년), 한국지질자원

연구원에서 발간된 금속광 탐사보고서 등 기존 문헌에서 정리

한 광산명, 위치, 광종, 광상유형, 소재지 행정구역, 수반원소,

금속광의 추정 매장량 현황 등을 제공하고 있다.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인자 수치 자료 구축

인공지능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다양한 연구 분야에서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하는 연구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다. 머신

러닝 분석 기술은 원인과 결과 사이에 물리적인 상관성이 간

결하거나 명확하지 않고, 많은 요인들에 의해서 다양한 변화가

일어나는 분야에서 많은 양의 자료가 구축되어 있을 때 효과

적으로 적용될 수 있다. 광상학 분야는 다양한 지질학적 요인

에 의해서 생성되는 광화대 특성상 머신러닝 기술을 활용한

광상 탐사 기술의 개발이 효과적일 수 있다. 그러나 광상 탐사

자료들인 지질정보, 시추정보, 물리탐사 자료 등은 각각의 자

료가 갖는 공간 해상도 및 정밀도, 공간 분포, 자료를 바라보

는 관점 등의 차이로 단일한 플랫폼 상에서 통일된 방식으로

수치화하기 어려울 뿐만 아니라 다른 분야에 비해 자료

(sample)의 개수는 적고 특성(feature)과 속성(attributes)의 수는

많아 빅데이터로의 구축에 많은 제한이 있다.

이번 연구에서는 이러한 제한점을 극복하고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분석을 수행한 후, 이를 바탕으로 광상 배태 잠재

성 평가를 위한 다양한 지질 광화 인자를 검증하였다. 특히, 해

상도의 차이로 인하여 복합 해석에 어려움이 있는 지질정보와

물리탐사 정보를 함께 사용하기 위하여 각 탐사 자료의 해석

결과가 나타내는 공간 분포 특성을 수치화하고 이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기반 복합 해석을 수행하였다. 이 방법은 각 지점의

포인트 자료를 수치화하여 해석하는 기존의 방법과 달리 공간

Fig. 2. Magnetic anomaly map (a) (edited from KIGAM, 2016) and magnetic amplitude anomaly map (b). Black dots indicate mine locatio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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적인 자료의 변화 특성을 수치화하여 지질 자료와 같이 한 지

점의 값뿐만 아니라 주변의 지질 변화 패턴이 해석에 중요한

요소가 되는 광상학 해석상의 특성을 잘 반영할 수 있는 장점

이 있다(Park, 2018). 

이를 위해 앞서 선정된 광화 인자를 수치화하여 해석의 평

가 인자로 변환하였다. 이 과정에서 광상 배태 가능성 평가 인

자 자료인 화성암 및 단층 분포, 자력 이상, 자력 진폭 이상의

분포를 x축(E-W)과 y축(N-S) 방향으로 동일하게 2 km 간격,

224 × 224 크기의 그리드 격자로 구성하였으며, 구성된 총 격

자수는 50,176(=224 × 224)개 이다(Fig. 1과 Fig. 2). 이후, 각

자료의 분포 특성을 수치화하기 위해 기준 위치의 격자를 중

심으로 주변에 n개의 확장 격자(extended grid)를 포함하여

(2n+1) × (2n+1) 행렬을 만들고, 행렬의 분포 특성을 수치화 하

여 머신러닝 해석의 입력 값으로 활용하였다. 생성된 행렬의

분포 특성 값은 행렬의 중앙값, 평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

값, x축(E-W) 및 y축(N-S) 방향 미분 행렬의 평균 및 표준편

차(4개), 절대값으로 변환된 x축(E-W) 및 y축(N-S) 방향 미분

행렬의 평균 및 표준편차(4개), x축(E-W) 및 y축(N-S) 방향 기

울기 행렬의 평균 및 표준편차(4개), 절대값으로 변환된 x축

(E-W) 및 y축(N-S) 방향 기울기 행렬의 평균 및 표준편차(4개)

로 총 21개 이다. 이 과정에서 미분 행렬과 기울기 행렬을 계

산하기 위하여 파이썬 numpy의 diff와 gradient 함수를 활용하

였으며 계산된 값들은 정규화 하여 입력 값으로 사용되었다.

이를 통해 각 지점에서 주변부로의 평가 인자 값의 변화 양상

을 수치화된 정보로 활용할 수 있게 되며(Park, 2018), 확장 격

자 층의 개수가 5일 때, 생성된 분포 특성 값 중 일부를 Fig.

3에 도시하였다. 각 자료의 첫 번째 입력 값인 Fault00, Jgr00,

magnetic00 및 amplitude00은 확장 격자를 포함하여 구성된

각 행렬의 중앙값으로 포인트 자료만을 활용할 경우의 입력

값과 동일하다. 01번에서 04번은 각 지점 행렬 전체 성분의 평

균, 표준편차, 최솟값, 최댓값이며, 05번은 y축(N-S) 방향 미분

행렬의 평균값, 15번은 절대값으로 변환된 x축(E-W) 방향 미

분 행렬의 표준편차 값이며, 20번은 절대값으로 변환된 x축(E-

W) 방향 기울기 행렬의 표준편차 값을 보여주고 있다.

이렇게 구축된 분포 특성 자료를 머신러닝 기법의 훈련자료

로 적용하여 광화대 생성에 많은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 알려

진 단층, 화성암, 자력 특성 등이 열수관련 광상(열수형 맥상

광상, 열수석영맥상형, 열수맥상광상, 열수교대광상, 접촉교대

광상, 스카른광상, 교대광상) 배태 가능성 평가의 인자로 활용

될 수 있는지에 대한 연구를 수행하였다. 이를 위해 머신러닝

기법 중 지도학습(supervised learning) 및 심층 신경망(deep

neural networks) 방법을 사용 하였으며, 학습을 위한 레이블

(label) 자료는 광상유형(마그마형, 열수형, 변성, 퇴적 광상)을

코드화 하여 활용하였다.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인자 분석 결과

이번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분석 연구의 주목적은 머

신러닝의 효율성 검증이 아닌 평가 인자의 활용성 검증에 있

다. 효율적인 분석을 위해 융합분석에 활용된 머신러닝 기법은

한가지로 통일하였으며, Yoon et al. (2018)이 ‘자원개발 머신

러닝 입문’에서 제시한 심층 신경망 기법을 토대로 구성하였

다. 텐서플로우(tensorflow)를 활용하여 2개의 숨은층(hidden

layer)을 포함한 3층 구조의 심층 신경망을 구성하고, 최적화에

는 아담 옵티마이저(adam optimizer), 가중치 초기화는 He 초

기화(initialization), 활성화 함수(activation function)로는 ELU

Fig. 3. Digitalized spatial distribution characteristics of the fault, Jurassic granite (Jgr), magnetic anomaly, and magnetic amplitude anomaly

indexes calculated by the method of treating geological data (Park, 20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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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xponential linear units) 함수를 사용하였으며, 레이블로 활용

된 광산은 항공자력 탐사 자료가 존재하는 영역으로 제한하였

다. 분석에 활용된 총 1,456개의 레이블 정보는 프로그램의 맨

처음 단계에서 무작위 샘플링(random sampling)을 통해 약

50%는 훈련용(training set), 30%는 훈련 모델 검증(validation

set), 나머지 약 20%는 최종적으로 생성된 모델의 정확도 검증

을 위한 테스트용(test set)으로 나누어 해석에 활용 하였다.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인자 검증

각 평가 인자의 광산 위치 예측 성능을 평가하기 위하여 각

각의 평가 인자 하나씩 만으로 훈련 자료를 구성하여 개별 평

가 인자의 광산 예측 성능을 확인하였다. 생성된 예측 모델의

효과적인 성능 확인을 위해서는 충분한 크기의 test set을 구성

하는 것이 좋지만, 확보된 전체 광산 정보가 충분히 많지 않기

때문에 training 및 validation set에 더 많은 자료를 할당할 수

밖에 없어 전체의 약 20% 자료로 test set을 구성하여 최종 모

델의 정확도를 검증 하였다. Fig. 4와 Table 1에 보이는 것처

럼 단층, 쥐라기 화강암, 자력 이상, 자력 진폭 이상 평가 인자

를 활용한 결과, 복잡한 선정보로부터 계산된 단층 정보는 다

른 인자에 비해 빠른 수렴 특성을 보이며, 쥐라기 화강암 정보

는 대부분의 광산이 화성암 주변에 분포하는 특성에 따라 다

른 인자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높은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다

만, 화성암 정보로 활용된 쥐라기 화강암 정보가 경상분지 영

역에서는 크게 부족함에 따라 정확도 그래프가 크게 진동하며

불안정하게 수렴하지만, 이 지역의 광산정보를 포함한 검증 자

료에 대해서는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다. 이는 지질자

료의 수치화 기법에 의해 생성된 화성암으로부터 거리 값의

변화 특성 자료에 의한 효과로 지질학적인 측면에서는 과해석

된 결과로 해석시 주의하여야 한다. 그러나 모든 자료를 활용

한 최종 예측 모델에서는 항공 자력 탐사 자료를 통해 부족한

화성암 분포가 보완되어 높은 정확도와 안정된 정확도 그래프

의 수렴 패턴을 보이고 있어 복합 해석된 최종 예측 모델에서

는 이러한 한계점이 일정부분 극복된 것으로 판단된다. 또한,

자력 이상 값과 자력 진폭 이상 값으로 예측된 모델도 불안정

한 수렴 패턴을 보이지만, 0.8 이상의 높은 예측력을 보인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다. 즉, 평가 인자로 선정된 모든 인자들이

0.8 이상의 높은 예측 성능을 보이며 이는 광산의 위치가 선정

된 인자 모두와 높은 공간적 상관성을 갖는 다는 것을 지시하

Fig. 4. Accuracy curves for the training and validation sets obtained from three kinds of inputs with 5 extended grid models (a)-(b), two kinds

of inputs with 5 extended grid models (c)-(e), and single input with 5 extended grid models (f)-(i). (F: fault, J: Jurassic granite, M: magnetic

anomaly, A: magnetic amplitude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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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결과이다. 

항공자력 탐사 자료를 활용한 화강암 정보 보완 가능성 분석

Fig. 4와 Table 1의 해석 결과를 기반으로 단층과 화강암, 단

층과 자력 이상, 단층과 자력 진폭 이상과 같이 단층과 화강암

관련 정보 한 가지를 포함하여 2개의 평가 인자로 구성된 입

력 자료의 예측 정확도를 살펴보면, 쥐라기 화강암 정보가 자

력 이상 및 자력 진폭 자료에 비하여 단층 정보와 함께 해석

했을 때 가장 높은 예측 정확도를 보이고 있으나, 정확도 그래

프의 수렴 패턴 측면에서는 오히려 자력 이상 및 자력 진폭 자

료가 안정된 수렴 패턴을 보이는 것으로 판단된다. 이는 지표

지질 조사 기반의 쥐라기 화강암 정보의 부족한 공간 분포에

의한 영향으로 생각된다. 

또한, 단층과 화강암 및 자력 자료를 함께 훈련자료로 구성

해석하면 보다 높은 예측 정확도와 함께 안정적으로 예측 정

확도 값이 수렴하는 것으로 확인된다. 이는 지표 지질 정보를

잘 반영하는 지질도상의 화강암 정보와 심부 및 광역의 화강

암 정보를 제공하는 자력탐사 정보가 상호 보완하는 효과를

나타내는 것으로 판단된다.

지질자료의 수치화 기법 효과 검증

앞에서 확인된 바와 같이 광역 금속 광상 배태 잠재성 평가

Table 1. Summary of model accuracy for each model.

Number of 
Extended 

grids

Input data 
sets

Epochs
(Final model)

Final model 
accuracy

(validation set)

Final model 
accuracy

(testing set)

5 F/J/M/A 607 0.926 0.924

4 F/J/M/A 343 0.913 0.922

3 F/J/M/A 402 0.894 0.870

2 F/J/M/A 364 0.895 0.867

1 F/J/M/A 959 0.870 0.857

0 F/J/M/A 625 0.876 0.811

5 F/J/M 455 0.907 0.935

5 F/J/A 596 0.910 0.915

5 F/J 629 0.942 0.909

5 F/M 737 0.893 0.869

5 F/A 419 0.858 0.814

5 F 15 0.892 0.867

5 J 608 0.908 0.890

5 M 99 0.805 0.805

5 A 984 0.861 0.868

F: Fault, J: Jurassic granite, M: Magnetic, A: Amplitude

Fig. 5. The analysis results of regional potential mapping using various extended grid models. (a): 5, (b): 4, (c): 3, (d): 2, (e): 1, (f):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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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로 선정된 단층, 화강암, 자력 이상, 자력 진폭 이상 정보

들이 모두 광산 위치를 예측하는데 효과적으로 활용될 수 있

음을 확인하였다. 이와 더불어 이 연구에서 사용된 지질자료의

수치화 기법(Park, 2018)의 효과를 확인하기 위하여 동일 자료

에 대해 확장 격자 층의 개수를 0에서 5까지 1씩 증가 시키면

서 해석하였다. 이때, 확장 격자 층의 개수 값이 0인 것은 기

존의 포인트 자료 해석 방식과 동일하다.

Fig. 5는 단층, 화강암, 자력 이상, 자력 진폭 이상의 모든 평

가 인자로 훈련자료를 구축하고 확장 격자 층의 개수 값을 0에

서 5까지 변화 시키며 동일한 해석을 수행한 금속 광상 배태 가

능성 분석 결과이며, Fig. 6은 이 해석 과정에서 생성된 예측 정

확도 그래프이다. 금속 광상 배태 가능성 분석 결과를 보면, 확

장격자의 수가 커질수록 배태 가능성이 높은 영역이 보다 집중

되는 경향을 보이고 있다. 또한, 확장 격자 층의 개수 값이 0인

경우는 다른 확장 격자 층의 개수 값의 해석 결과와 비교하여

예측 정확도가 안정적으로 수렴하지 않는 양상을 보이며, 그 예

측 정확도도 다른 결과에 비하여 현저히 낮음을 확인할 수 있

다. 이상의 결과를 토대로 지질자료의 수치화 기법을 통해 구

축된 훈련자료는 포인트 자료만을 활용한 경우에 비하여 안정

적인 예측 모델 구축이 가능한 것으로 판단된다. 

결     론

이번 연구에서는 최근 활용성이 높아지고 있는 머신러닝 기

법과 광역 지질 정보 데이터베이스 구축 자료를 활용하여 광

역 금속 광상 배태 가능성 평가를 수행하기 위한 기초 연구를

수행하였다. 금속 광상 관련 보고서, 논문을 검토하여 금속 광

상 배태와 상관성이 높은 화성암과 단층을 주요 광화 인자로

선정하고, 선정된 인자의 예측 성능을 평가 하였다. 각 정보를

효과적으로 활용하기 위해 지질도의 단층과 중생대 쥐라기 화

강암 위치 정보를 각 지질 구조로부터의 거리 값으로 변환하

여 평가 인자로 수치화하였다. 또한, 1:100만 지질도에 정리된

화성암 정보의 한계를 보완하기 위해 항공탐사로 구축된 자력

이상 자료와 자력 진폭 이상 자료를 화성암 관련 평가 인자로

추가 활용하였다. 수치화된 지질 및 물성 자료는 각 정보의 효

율적 활용을 위해 지질정보의 수치화 기법을 적용하여 단순

포인트 자료가 아닌 각 자료의 분포 특성 값도 함께 입력 자

료로 생성하였다.

분석 결과 평가 인자로 선정된 단층, 쥐라기 화강암, 자력 이

상, 자력 진폭 이상 모두 단일 정보만 입력 자료로 사용하더라

도 지질정보의 수치화 기법을 적용하면 0.8 이상의 정확도 수

준에서 안정적으로 수렴하는 예측 모델이 생성되었다. 단층과

화성암 관련 정보(쥐라기 화강암, 자력 이상 및 자력 진폭 이

상)가 결합된 입력 자료를 활용하면 훈련 과정에서의 수렴 안

정성이 단일 인자로 생성된 입력 자료에 비해 향상 되는 것을

확인할 수 있었으며, 단층과 쥐라기 화강암, 자력 정보를 모두

활용하여 입력정보를 구성하면 지표 정보의 쥐라기 화강암과

심부 정보의 자력 정보가 상호 보완하는 양상을 보여 0.9 이

상의 안정적이고 높은 예측 성능을 나타내는 모델을 생성할

수 있었다. 다만, 지질정보의 수치화 기법을 적용하지 않으면

모든 정보를 활용해 입력 자료를 생성하더라도 상대적으로 낮

은 0.8 초반 수준의 정확도와 생성모델의 안정성이 크게 떨어

Fig. 6. Accuracy curves for training (+) and validation (·) sets obtained from various extended grid models. (a): 5, (b): 4, (c): 3, (d): 2, (e):

1, (f): 0. (F: fault, J: Jurassic granite, M: magnetic anomaly, A: magnetic amplitude anomal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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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를 토대로 지질정보의 수치화 기법

을 적용하면 다른 지질 분야에서도 효과적인 수치 지질 정보

의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향후 단층의 생성 시기, 규모 및 방향성 등의 정보와 다양한

시기의 화성암 정보가 포함된 데이터베이스가 구축된다면, 보

다 안정적인 금속 광화대 예측 모델을 구축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되며, 구축된 자료의 정밀도에 따라 광역, 광화대, 광산 규

모에서의 광체 예측 모델 구축에도 효과적으로 활용이 가능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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