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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i bearing formation is spectrally detected.
RF classification showed an accuracy of 85%.
Spectral features of iron oxide and clay minerals are used.

ABSTRACT
This study investigated spectroscopic exploration of Myeonsan formation, the titanium(Ti) ore hostrock, in Joseon supergroup based
on machine learning technique. The mineral composition, Ti concentration, spectral characteristics of Myeonsan and non-Myeonsan
formation of Joseon supergroup were analyzed. The Myeonsan formation contains relatively larger quantity of opaque minerals along
with quartz and clay minerals. The PXRF analysis revealed that the Ti concentration of Myeosan formation is at least 10 times larger
than the other formations with bi-modal distribution. The bi-modal concentration is caused by high Ti concentrated sandy layer and
relatively lower Ti concentrated muddy layer. The spectral characteristics of Myeonsan formation is manifested by Fe oxides at near
infrared and clay minerals at shortwave infrared bands. The Ti exploration is expected to be more effective on detection of hostrock
rather than Ti ore because ilmenite does not have characteristic spectral features. The random-forest machine learning classification
detected the Myeonsan fomation at 85% accuracy with overall accuracy of 97%, where spectral features of iron oxides and clay
minerals played an important role. It indicates that spectral analysis can detect the Ti host rock effectively, and can contribute for UAV
based remote sensing for Ti explor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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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

약

본 연구는 조선누층군 내 타이타늄 광체의 모암이 되는 면산층 암석을 기계학습기법을 분광분석 결과에 적용하여 탐지하였다.
이를 위해 면산층과 타 층들의 구성 광물을 파악하고, 타이타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전자기파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면산
층은 다른 층들에 비해 불투명 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석영 입자와 점토광물로 구성된다. X선 형광분석 결과, 면산층의 평균 타
이타늄 함량은 타 층들에 비해 최소 10배 이상의 타이타늄 함량을 보이며 낮은 함량군과 높은 함량군의 다봉분포를 갖는다. 이
는 면산층 내의 타이타늄이 함유되는 사질과 이질이 교호 반복되는데 사질 부분은 이질 부분보다 타이타늄의 함량이 상대적으
로 높기 때문이다. 분광분석 결과, 면산층은 산화철의 흡광 특성이 근적외선 영역에서, 점토광물에 의한 흡광 특성이 단파적외
선 영역에서 관찰되며, 풍화면의 경우 점토광물 특성이 보다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타이타늄 광화대의 탐지는 티탄철석 자
체의 분광 특성이 특징적이지 않아 광체를 탐지의 대상으로 보기보다는 모암인 면산층을 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
다. 랜덤포레스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면산층의 탐지 정확도는 84%, 전체정확도 97%를 보였으며, 산화철의 분광 특성과 점
토광물 분광 특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분광 특성이 타이타늄 모암인 면산층 암석을 효율적으
로 탐지할 수 있음을 지시하고, 확대 적용 될경우 무인항공기반 타이타늄 광체 탐사에 적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주요어 : 타이타늄, 면산층, 분광분석, 기계학습, 광체탐지

1. 서 언
타이타늄은 원소기호 22번인 4족 원소로서, 낮은 밀도
에 비해 높은 경도를 갖고, 녹에 대한 저항성이 커, 타이
타늄 합금은 우주산업 및 군수산업 등 다양한 산업 분야
에 필수적인 원소로 고려된다(Kim et al., 2018). 또한 우
리나라의 경우 국내에서 소비되는 대부분의 타이타늄은
수입에 의존하고 있어 국내 타이타늄 광체 탐지가 성공
적으로 이루어질 경우 많은 경제적 이점을 기대할 수 있
다(Kim et al., 2018). 타이타늄은 크게 지질학적으로 대
부분 화성암에서 산화광물로 산출되거나 퇴적암에 퇴적
물의 형태로 산출된다(Yoo, 2020). 국내 타이타늄 광상
중 대표적인 광상은 연천, 소연평도, 보름도 등에서 산출
되는 자철 광상에 수반되는 형태로 산출된다고 보고된
바 있다(Kim et al., 1994). 강원도 태백시, 삼척군, 경북
봉화군 일대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 하부 면산층은 티타
늄을 함유하는 퇴적광상의 한 형태인 고-사광상(Paleoplacer deposit)으로 생각되며(Parnell et al., 2014; Koh et

al., 2015), 강원도 지역의 자원개발 이슈의 중심에 있다.
분광분석을 기반으로 한 초분광 탐사는 암석을 이루는
광물의 전자기파 반응을 기반으로 특정 광물 및 광체를
탐지할 수 있는 기법으로 지상 기반 초분광 카메라나 무
인항공기에 탑재된 센서를 활용하여 원격탐사적 접근을
가능하게 하는 탐지 기법이다. 초분광분석을 활용한 지
질학적 응용연구는 탄산염암 탐지를 위한 연구(Chung et
al., 2020; Huynh et al., 2021), 열수 변질 광물 탐지를 위
한 연구(Shim et al., 2021), 토양의 중금속 오염연구(Shin
et al., 2020; Kim et al., 2020; Jeong et al., 2021) 등이
시도된 바 있으나, 퇴적암에 분포하는 타이타늄 광체를
탐지하기 위한 시도는 거의 전무하다. 또한 쇄설성퇴적
암의 경우 구성광물의 조합이 대부분 점토광물, 석영, 장
석, 암편 등으로 분광학적 특징이 상대적으로 뚜렷하지
않은 광물로 구성되어 이들의 탐지가 어려운 실정이다.
더불어 기존에 일반적으로 수행되고 있는 탐사법의 경우
탐사 지역에 대한 직접적인 접근이 필수적으로 요구되어,
많은 조사 시간 및 비용이 요구될 뿐만 아니라, 조사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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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 안전성에 대한 문제또한 발생하게 된다. 원격탐사적
접근 방법의 경우 앞선 문제를 보완 할 수 있을 뿐만 아
니라 전반적인 조사지역을 축소하여 조사시간 및 비용에
대한 절감 또한 기대할 수 있다.
본 연구는 타이타늄 함량이 높은 묘봉층 하부와 면산
층을 포함하여 타이타늄 모암으로 간주하고 연구를 진행
하였다. 본 연구는 쇄설성 퇴적암으로 구성된 면산층과
동점층, 주로 석회암으로 이루어진 대기층, 화절층, 두무
골층, 막골층의 시료를 대상으로 현미경관찰을 통해 각
암석의 구성 광물을 파악하고, 휴대용 X-선 형광분석기
(PXRF)로 타이타늄 함량을 측정하였으며, 분광분석을 통
해 각 층의 전자기파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시료
의 분광 곡선에 대해 기계학습기법을 적용하여, 타이타
늄을 함유하고 있는 면산층의 탐지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2. 연구지역
태백산 분지 동부에 위치한 경북 봉화군 석개재 일대
에는 전기 고생대에 형성된 조선누층군 중에 태백층군이
임도를 따라 주로 분포하고 있으며, 최하부에는 하부로
부터 캄브리아기의 면산층, 묘봉층, 대기층, 세송층, 화절

Fig. 1. Schematic sedimentary log of the Cambrian-Ordovician
Taebaek Group. Modified after Lee et al. (2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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층과 오르도비스기의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 직운산
층, 두위봉층으로 구성되어 있다(Fig. 1)(Choi et al., 2004).
최하부인 면산층이 선캄브리아기의 화강암질 편마암인
홍제사화강암 위에 부정합적으로 놓여져 있으며, 최상부
인 두위봉층은 후기 고생대의 평안누층군에 의해 평행
부정합으로 덮혀있다(Fig. 2). 본 연구의 대상인 면산층,
대기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의 암상은 다음
과 같다.
제2연화광산 인근의 면산 일대에서 홍제사화강암을 부
정합으로 피복하는 약 100 m 두께의 암회색 사암 및 실
트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면산층이라고 명명하였다
(Cheong et al., 1973). Kim and Cheong(1987)은 태백시
동점역 부근에 있는 동점단층 동쪽에 홍제사화강암을 부정
합으로 피복하는 7 m 두께의 역암과 그 상위에 약 100 m
두께의 암회색 사암 및 실트암으로 이루어진 지층을 면
산층에 대비하였다. Kim(1991)은 면산층에서 Skolithos등
의 생흔화석을 보고하였으며, Woo et al.(2006)은 면산층
을 조류가 우세한 조간대 환경에서 퇴적된 것으로 해석
하였다. 묘봉층은 역암과 사층리가 발달한 조립질 사암
으로 구성된 면산층 위에 정합적으로 놓이며, 렌즈상 사
층리 사암상, 조수리듬층, 생물교란 사암 등 주로 세립질
크기의 사암 또는 실트암으로 이루어져 있다(Oh, 2020).
그 상부에는 셰일, 어란상-온코이드 입자암(grainstone),
미생물암 등 주로 석회암으로 구성된 대기층이 분포한다
(Hong et al., 2016). 화절층은 주로 셰일과 석회암이 얇
게 교호하는 암상이나 와케암(wackestone) 또는 팩암
(packstone)으로 구성되어 있는 반면(Lee et al., 2021a),
동점층은 사층리가 발달한 사암 또는 균질한 이암으로
이루어져있다(Kwon et al., 2006). 동점층 상부에는 주로
석회질 이암, 석회질 역암, 또는 팩암-입자암 등으로 구
성된 두무골층과(Cho and Hong, 2021), 생물교란을 받은

Fig. 2. Geological map of the Seokgaejae area. Maps modified
after GICTR (1962), Choi et al. (2004), and Chough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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와케암, 팩암, 입자암과 엽층리가 발달한 석회질 이암 또
는 백운석 등으로 이루어진 막골층이 분포하고 있다(Kwon
et al., 2006).

3. 연구방법
3.1. 시료 채취 및 현미경관찰
본 연구를 위해 풍화면과 비풍화면을 구분하여 면산층
에서 4개, 대기층에서 3개, 화절층에서 9개, 동점층에서
1개, 두무골층에서 3개, 막골층에서 4개로 총 6지점에서
24개의 시료를 채취하였다. 채취한 시료는 폴리에틸렌 봉
투에 담아 실험실로 운반하였다. 각 암석 시료에 대해 풍
화면과 비풍화면을 대상으로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여
타이타늄 함량을 분석하였고, 분광분석을 통해 전자기파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각 대표 시료들에 대해 박편을
제작하고 편광현미경 관찰을 통하여 각 층들의 암석학적
및 광물학적 특징을 분석하였다.
3.2. 화학분석 (X선 형광분석)
석개재에 분포하는 조선누층군 암석의 타이타늄 함량
을 측정하기 위해 휴대용 X선 형광분석을 실시하였다.
휴대용 X선 형광분석법은 유도 결합 플라즈마 분석법에

비해 정확한 측정 결과를 얻을 수 없으나, 전처리 과정
이 간단하고 빠른 실험 결과를 얻을 수 있으며 특별한
보조 장치 없이 %에서 ppm단위까지 측정이 가능하다
(Choi et al., 2009). 또한 암석의 분광분석 위치와 동일한
위치에 대한 화학조성을 인지할 수 있어, 직접적인 비교
가 가능하여, 전자기파반응 특성과 화학조성과의 상관성
을 도출할 수 있는 장점이 있다.
본 연구는 연구대상 시료들의 타이타늄 함량을 파악하
기 위해 Olympus 사의 DELTA Portable XRF(X-Ray Fluorescence Spectrometry)를 사용하였으며, 분석은 USEPA(United
States Environmental Protection Agency)에서 지정한 Method
6200(USEPA, 2007)에 준하여 실내에서 실시하였다. 원
소 분석 시 X선의 에너지 손실을 최소화하기 위해 기기
와 시료를 밀착하여 60초 동안 진행되었다. 각 시료의 풍
화면과 비풍화면을 측정지점당 2~3회 반복하여 측정을
실시하고, 평균값을 도출하였다(Table 2). 분석에 사용된
휴대용 XRF의 타이타늄 측정한계는 7 ppm에서 15 ppm
이다(Olympus Innov-X, Waltham, MA, USA).
3.3. 분광분석
분광분석은 가시광선(Vis), 근적외선(NIR), 단파적외선
(SWIR) 파장 대역을 대상으로 광물조성, 화학조성 및 분

Fig. 3. Photographs of rock samples used for this study showing weathered and fresh surface; a) Myonsan Formation, b) Dumugol
Formation, c) Hwajeol Formation, d) Myeonsan Formation, e) Makgol Formation, and f) Daegi Formati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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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구조에 따른 전자기파의 반응특성을 반사도의 형태로
파악하는 분석법이다(Shin et al., 2016). 석개재 시료들의
분광 반사도 측정을 위해, Analytical Spectral Device(ASD)
사의 Labspec 5100 Portable Spectrometer를 사용하였다.
본 장비는 350~2500 nm 범위의 파장에 대해 3~6 nm의
분광 해상도를 갖고 있어, 해당 전자기파 영역에서 나타
나는 에너지의 흡수, 반사 등의 패턴을 활용하여 특정 광
물에 의해 발현되는 전자기파 반응 특징을 찾을 수 있으
며, 비파괴 탐사 방법으로 시료의 전처리가 필요하지 않
아 광물자원 탐사 및 지질학적 활용에 사용된다(Herrmann
et al., 2001; Zadeh et al., 2014; Calvin and Pace, 2016).
본 실험에서는 대상체의 표면의 풍화 상태에 따라 다
양한 결과가 발생할 가능성을 고려하고, 야외현장에서의
적용성을 높이기 위해, 암석 시료의 풍화면과 비풍화면
에 대해 분광 반사도를 측정하였다. 야외현장에서 실제
원격탐사 기법적용은 암석 표면이 풍화된 상태일 경우가
많을 것으로 예상하고 진행되며, 실험 시 이를 고려할 필
요가 있기 때문이다. 이를 통해 시료의 풍화면과 비풍화
면의 분광곡선을 총 230개 획득하였고, 획득된 분광곡선
은 반사도곡선의 흡광특성을 강조하는 Hull quotient 변
환기법을 사용하여 흡광곡선으로 변환하였다(Kokaly and
Clark, 1999; Shi et al., 2014). 분광분석은 반사도곡선과
흡광곡선에 대해 실시하였다.
3.4. 기계학습기반 타이타늄함유 면산층 탐지
분광 반사도 측정 결과를 활용하여 타이타늄 함량이 높
은 면산층에 대한 탐지 가능성을 고찰하기 위하여 기계
학습기법의 일종인 랜덤포레스트(Random Forest :RF) 알
고리즘을 활용하였다.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은 앙상블
학습 알고리즘(Ensemble learning algorithms)의 일종으로
Bagging(Bootstrap aggregating)을 기반으로 하는 앙상블
모형이며, 기존 단일통계 분류 방법보다 정확도와 안정
성이 향상된 기법이다. 일반적으로 랜덤포레스트는 성장
할 때 필요한 나무의 총수(the number of the tree, Ntree)
와 각 나무를 생성하는데 사용되는 특징의 수(Mtry)가 중
요한 인자로 작용한다. 이때 입력정보에 적합한 Ntree를
선정함에 있어서 예측변수의 수를 고려해야 한다. Mtry
는 총 변수 개수의 제곱근값(Square root, sqrt)을 적용한
다(Breiman, 2001; Liaw and Wiener, 2002; Lawrence et
al, 2006).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은 Input 데이터 중 2/3
를 무작위로 선택하여 사용자가 설정한 Ntree만큼의
Training subset(Tree)을 만들고, Training subtset에 해당되
지 않은 나머지 1/3의 데이터(OOB, Out-of-bag)를 바탕
으로 만들어진 각각의 random subset으로부터 각 나무
(Tree)의 정확도를 평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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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1. Criteria for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Target

Classification Criteria

Myeonsan Formation

Class 1: Myeonsan Formation
Class 2: Non-Myeonsan Formation

랜덤포레스트의 기법을 통해 유도되는 Gini 감소에 따
른 인덱스는 시료의 분류에 있어 가장 높은 영향을 가진
변수를 도출할 수 있으며, 랜덤포레스트 알고리즘의 랜
덤성에 의해 각각의 나무들이 조금씩 다른 독립성을 가지
고, 예측값에 있어 각 나무 사이의 상관성이 적기 때문에
다른 분류 알고리즘 보다 높은 정확도가 특징이다(Breiman,
2001; Rodriguez-Galiano et al., 2012). 따라서 면산층과
같이 티타늄 성분에 대한 분광학적 특성이 모호한 쇄설
성퇴적암 분류에 가장 유용한 전자기파 영역을 정의하는
데 활용될 수 있다. 본 연구에서는 상용 소프트웨어인
Statistical Package for the Social Sciences(SPSS hereafter,
Version 26.0, SPSS Inc., Chicago, IL, USA)를 활용하여
랜덤포레스트를 실시하였다. 분류는 타이타늄광체의 모암
인 풍화면과 비풍화면을 포함한 면산층 전체 시료(class 1)
와 조선누층군의 다른 층서에 해당하는 모든 시료(class 2)
로 구분하여 실시하였다. 본 분류에서 Ntree는 500으로
설정되었다(Chung et al., 2020)(Table 1).

4. 결과 및 고찰
4.1. 광물조성
본 연구에서 획득한 면산층, 대기층,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층, 막골층에 대한 박편들을 관찰한 결과, 면산층
이 다른 층들에 비해 불투명 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다(Fig. 4). 면산층은 주로 극세립질 또는
실트 크기의 석영 입자, 불투명 광물, 그리고 카올리나이
트, 일라이트 등의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다(Fig. 4a). 특
히 면산층에서 관찰되는 불투명 광물은 SEM-EDS 관찰
결과, 석영 입자들과 맞물려 있지 않으며 뚜렷한 경계를
가진 것으로 보아 퇴적 기원의 티탄철석으로 확인되었다
(Oh, 2020; Lee et al., 2021b).
대기층의 샘플에서는 방해석으로 이루어진 생물 파편
들이 종종 관찰되며, 기질부는 주로 백운석 결정들로 구
성되어 있다(Fig. 4b). 화절층은 가장 흔하게 관찰되는 암
상인 회백색의 석회질 이암과 갈색의 셰일층이 교호하는
특징이 관찰된다(Fig. 4c). 방해석으로 구성된 생물 파편
의 입자가 석회질 이암층에 드물게 발견된다. 반면에 동
점층은 대부분 과성장(overgrowth)을 보이는 단결정의 석
영 입자들로 구성되어 있으며, 드물게 다결정 석영 입자
도 관찰된다(Fig. 4d). 두무골층의 샘플은 석회질 이암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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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4. Photomicrographs of the thin-sections for the rock samples. (a) Myeonsan Formation containing very fine sand-sized quartz
(Qz), detrital heavy minerals (Hm), and clay minerals. (b) Dolomite crystals and a fossil fragment composed of calcite from the Daegi
Formation (c) Limestone-shale couplet in the Hwajeol Formation. The light-gray lime mudstone is interbedding with brownish shale.
(d) The Dongjeom Formation consisting of mainly monocrystalline quartz (Mono-qz) and minor polycrystalline quartz (Poly-qz). The
monocrystalline quartz grains commonly show overgrowth. (e) The Dumugol Formation shows intercalation of lime mudstone and
wacke- to packstone. Euhedral dolomite (Dl) crystals are abundant in the wacke- to packstone. (f) Massive micrite of the Makgol
Formation.

백운석 결정을 다량 포함하고 있는 와케 또는 팩암이 교
호하는 암상을 보이며, 화절층과 마찬가지로 방해석으로
구성된 생물 파편 입자가 석회질 이암에서 관찰된다
(Fig. 4e). 막골층의 경우에는 균질한 미크라이트가 주로
관찰된다(Fig. 4f).
광물조성을 비교해 볼 때 본 연구에서 사용된 면산층
은 점토광물과 불투명광물이 주를 이루는 반면 탄산염
광물은 거의 산출되지 않는 양상을 보인다. 그러나 타 층
에서는 방해석 및 백운석 등 대부분 탄산염광물이 점토

광물과 혼재하여 산출되는 양상을 보인다. 이는 탄산염
광물이 나타내는 특성이 면산층에서는 관찰되지 않을 수
있음을 지시하며, 분광분석을 활용한 면산층 탐지 시 주
요한 정보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2. 타이타늄 함량
X선 형광분석을 통해 연구대상 시료의 타이타늄 함량
을 측정한 결과, 면산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타이타늄
함량은 지각 평균 함량의 범위인 0.57% 이하에 해당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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는 것으로 나타났다. 면산층을 제외한 층의 타이타늄 평
균 함량은 동점층 0.23%, 두무골층 0.16%, 막골층 0.08%,
대기층 0.07%, 화절층 0.39%로 화절층, 동점층, 두무골
층, 막골층, 대기층의 순서로 타이타늄함량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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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able 2). 특히 이들 층의 타이타늄 측정치의 표준편차는
매우 낮아 함량의 변이가 거의 없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면산층의 타이타늄 함량은 최소함량 0.51%에서
최대함량 21.36%로 변이가 심하게 나타났으며, 이들의

Table 2. Minimum, maximum, mean, and standard deviation of titanium content in Joseon Supergroup samples from Seogaejae
Formation
Dongjeom

Dumugol

Makgol

Myeonsan

Daegi

Hwajeol

Min (%)

0.069

0.066

0.053

0.507

0.056

0.077

Max (%)

0.233

0.328

0.137

21.361

0.090

0.637

Mean (%)

0.190

0.158

0.082

4.346

0.071

0.385

Standard deviation

0.052

0.066

0.018

6.673

0.012

0.110

FIg. 5. Reflectance spectra(a) and Hull quotient continuum removal spectra(b) of Joseon supergroup and USGS library spectra of
caly and carbonate minera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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함량 분포는 상대적으로 낮은 함량군과 높은 함량군의
다봉분포를 보인다. 이는 면산층 내의 타이타늄 함유되
는 사질과 이질이 교호 반복되는데 사질 부분은 이질 부
분보다 타이타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면
산층의 최소함량치도 다른 층의 최대함량보다 높아 전반
적으로 높은 함량을 보인다.
이러한 타이타늄 함량 분포는 면산층이 자원개발의 대
상이 될 수 있는 가능성이 매우 높음을 지시하며, 본 연
구를 통해 분광학적 탐지가 가능하고, 이를 다양한 플랫
폼에 적용할 경우 타이타늄 광체탐사에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생각된다.
4.3. 분광분석
면산층은 석영이 주광물을 이루어 분광학적 특성이 상
대적으로 미비한 편이나 점토광물에 의한 흡광특성이
1900 nm와 2250 nm에서 관찰되며, 풍화면의 경우 이들
흡광특성이 보다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또한 철의 산
화에 의한 흡광특성이 가시근적외선 영역에서 보여진다.
점토광물에 의해 발현되는 흡광특성은 주로 일라이트의
분광특성과 일치하는 경향성을 보여 카올리나이트보다는
일라이트가 주를 이루는 것으로 보여진다. 동점층은 산
화철에 의한 분광특성이 다른 층들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며, 점토광물에 의해 발현되는 흡광특성이
미약하게 관찰된다. 풍화된 동점층은 신선한면에 비해 수
화현상에 기인한 OH흡광특성이 보다 분명하게 발현된다.
대기층은 탄산염광물에 의한 특징적인 흡광특성이
2320 nm 영역에서 나타나며 이러한 흡광특성은 풍화면
과 신선한 면에서 동일하게 발현되며, 풍화면의 경우 OH
흡광특성과 산화철 흡광특성이 관찰된다. 화절층은 대기
층에 비해 탄산염광물에 의한 흡광특성이 약한 반면, 점
토광물에 의한 흡광특성이 관찰되며, 이는 셰일의 영향
에 의한 것으로 사료된다. 화절층의 풍화면은 신선한 면
에 비교해 볼 때 OH특성보다 산화철 분광특성이 보다
강하게 나타난다.
두무골층은 신선한 면에서 탄산염광물의 흡광특성이
잘 보여지는 반면 풍화면에서는 점토광물의 흡광특성이
발현되고, 산화철에 의한 분광특성은 관찰되지 않는다.

막골층은 미약한 흡광특성이 점토광물과 탄산염광물에
의해 발현되며, 풍화면의 경우 OH특성이 신선한 면은
OH흡광특성이 보이지 않는 반면 미약한 OH흡광특성이
관찰된다.
타이타늄을 함유한 면산층의 분광특성을 보면 티탄철
석 자체의 분광특성이 가시근적외선과 단파적외선 영역
에서 특징적이지 않아 티탄철석을 탐지대상으로 삼기에
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그러나 면산층이 전반적으로 티
탄철석의 모암인 양상이 나타나므로 조선누층군의 다른
층서들과 다르게 나타나는 분광특성을 활용하여 면산층
을 탐지하는 방향으로 타이타늄광체의 모암을 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면산층이 나타내는 분광
특성을 이용해서 조선누층군의 다른 층서와 구분하기 위
해서는 탄산염흡광특성, 점토광물흡광특성, OH흡광특성, 산
화철흡광특성이 복합적으로 활용되어야 할 것으로 사료된다.
4.4. 기계학습기법을 활용한 면산층 탐지
랜덤포레스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하여 실시한 면산
층과 타 조선누층군의 분류 결과, 전반적인 정확도는 97%
로 매우 좋은 분류효율성을 나타냈다. 면산층이 아닌 조
선누층군은 100%의 정확도로 분류했으며, 면산층의 경
우 84%의 정확도로 탐지하였다(Table 3). Gini 계수 기반
으로 분석한 탐지효율도를 보면, 750-850 nm, 950-100 nm
영역이 가장 높은 영향을 미친 것으로 보이며, 이를 이
어 1350-1360 nm, 1700-1750 nm, 1800-1900 nm, 23002450 nm의 파장영역이 면산층 탐지에 중요한 역할을 한
것으로 분석되었다(Fig. 6).
이러한 결과를 분광분석 결과와 비교해 보면, 타이타
늄광체의 모암인 면산층을 탐지하는데는 산화철의 분광
특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고, 이어서 풍화작용에 의
한 수산화기 분광특성, 점토광물 분광특성, 그리고 탄산
염광물 분광특성이 가장 낮은 영향을 보이는 것으로 분
석되었다. 이러한 결과는 조선누층군은 모든 층서의 분
광특성을 복합적으로 활용하여 구분이 가능하고, 특히 티
타튬 함유 면산층의 탐지가 매우 효율적으로 이루어 질
수 있음을 지시한다. 그러나 수산화기에 발현되는 분광
특성 중 1400 nm와 1900 nm 영역대의 파장은 대기의 간

Table 3. Accuracy assessment of random forest classification for detection of Ti bearing Myeonsan formation result
Classification criteria

Prediction

Case 1

Non-Myeonsan formation

Myeonsan Formation

Error(%)

Sum of row

Non-Myeonsan formation

189

0

0.0

189

Myeonsan Formation

7

34

17.0

41

Sum of column

196

34

3.0

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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Fig. 6. Variable importance for detection of Myeonsan Formation derived from Gini decay.

섭이 발생하는 파장으로, 현장에서 적용할 시에는 해당
파장을 제외하고 새로운 탐지 모듈을 개발하여야 할 것
으로 사료 된다. 실내 실험 결과의 경우 매우 높은 효율
성을 보였으므로, 이를 토대로 지상 기반 초분광탐사 및
무인항공기반 초분광탐사를 실시할 경우 타이타늄광체의
탐지에 높은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그러나 본 연구에 사용된 면산층의 시료가 묘봉층의 하
부를 포함하고 있고, 주로 부광대를 이루는 사질 면산층
에 대한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이를 보완하여 보
다 체계적인 탐사기법의 개발이 요구된다.

5. 결 론
본 연구는 타이타늄이 함유되는 면산층을 조선누층군
의 타 층서와 구분하여 탐지하기 위하여, 면산층, 동점층,
대기층, 화절층, 두무골층, 막골층의 시료를 대상으로 암
석의 구성 광물을 파악하고, 타이타늄함량을 측정하였으
며, 전자기파 반응 특성을 분석하였다. 최종적으로 각 시
료의 분광 곡선에 대해 기계학습기법을 적용하여, 타이
타늄을 함유하고 있는 면산층의 탐지 가능성을 고찰하였다.
현미경 관찰 결과, 면산층이 다른 층들에 비해 불투명
광물을 많이 함유하고, 극세립질 또는 실트 크기의 석영
입자, 불투명 광물, 그리고 카올리나이트, 일라이트 등의
점토광물로 구성되어 있음을 확인하였다. X선 형광분석
결과, 면산층을 제외한 모든 층에서 타이타늄 함량은 지
각 평균 함량의 범위인 0.57% 이하에 해당하며, 면산층
의 평균 타이타늄함량은 4.3%로 타 층서대비 최소 10배
이상의 함량을 보인다. 그러나, 면산층의 타이타늄 함량
은 최소함량 0.51%에서 최대함량 21.36%로 변이가 심하
게 나타났으며, 낮은 함량군과 높은 함량군의 다봉분포
를 보이며, 이는 면산층 내의 타이타늄 함유되는 사질과
이질이 교호 반복되는데 사질 부분은 이질 부분보다 타
이타늄의 함량이 상대적으로 높기 때문이다.
분광분석결과, 면산층은 산화철의 흡광특성이 근적외
선 영역에서, 점토광물에 의한 흡광특성이 단파적외선 영

역에서 관찰되며, 풍화면의 경우 점토광물 특성이 보다
강해지는 경향을 보인다. 동점층은 산화철에 의한 분광
특성이 다른 층들보다 강하게 나타나는 경향성을 보이며,
점토광물에 의해 발현되는 흡광특성이 미약하게 관찰된
다. 대기층은 탄산염광물 흡광특성이 풍화면과 비풍화면
에서 공통적으로 발달되며, 풍화면은 산화철과 수산화기
의 분광특성이 관찰된다. 화절층은 대기층에 비해 탄산
염광물에 의한 흡광특성이 약한반면 점토광물에 의한 흡
광특성이 관찰된다. 두무골층은 탄산염광물의 흡광특성
이 비풍화면에서, 점토광물 특성이 풍화면에서 발현된다.
막골층은 미약한 흡광특성이 점토광물과 탄산염광물에
의해 발현되며, 풍화면의 경우 미약한 OH흡광특성이 관
찰된다. 타이타늄 광화대의 탐지는 티탄철석 자체의 분
광특성이 특징적이지 않아 광체를 탐지의 대상으로 보기
보다는 모암인 면산층을 탐지하는 것이 적절할 것으로
생각된다.
랜덤포레스트 기계학습 기법을 이용한 면산층의 탐지
정확도는 84%, 전체정확도 97%를 보였으며, 산화철의
분광특성과 점토광물 분광특성이 가장 중요한 역할을 하
는 것으로 분석되었다. 이는 티타튬광체의 모암인 면산
층이 타 조선누층군과 함께 발달할 때 면산층만을 효율
적으로 탐지할 수 있음을 지시한다. 본 연구는 지상기반
초분광탐사 및 무인항공기반 초분광탐사를 활용한 타이
타늄광체 탐사에 기여를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본 연구에서 측정된 면산층 샘플 내 타이타늄 함량의
경우 이상치로 여겨질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사
질 면산층의 분석이 상대적으로 미비하여 이에 대한 추
가적인 분광학적, 광물학적 분석이 필요할 것으로 사료
되며, 분광정보를 통한 광물성분의 정량적 측정에 관한
세밀한 연구가 요구된다. 또한 랜덤포레스트의 경우 명
확한 분류 기준을 사용자가 알 수 없는 구조를 가지고
있어 현재 단계 에서의 실제 활용은 어렵기 때문에, 추
가적인 실험 및 연구를 통해 분류 모델에 대한 표준화가
필요 할 것으로 사료되며, 향후 연구 및 분류 기술 발전
에 기초 자료로써 유용하게 사용될 것으로 기대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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